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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포 지디드운동은 이비 세포운 방맙이 adic1)’이1 기숫해서 교용피 

운화듀 H] 섯젠 부쇼림 사회 낀바의 근대석 개펙음 꾀하고 나아가 빈속의식의 

고주}와 정치직 각성응 통해 러시아의 시민 자 "H 균부터 해빙「응 단꾸었던 중잉 

아 λ1 이 부피림의 근대석 개펙 빈속 운동이았다 

하지만 증앙아시아의 역사에서 자디운농이 차지하는 증대한 의미와 각별 

깐 위상에도 불구히 고 세정 ?비이1드 비시아의 식깐 등지히에서 ? 랜 기긴 

농인 자디운농은 사꾀직 핀심과 혁술직 당뉘균부터 빌려 연어지 있었고， 그 

섯에 대한 인식 _l!] 팽가도 많은 경우 영면적이가니 지의적이었디 3 이비판 사 

청은 옥립 이후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시속τ] 고 있는마 과거에 비해 휩씬 높 

아신 지디드운동에 디]한 우순림 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히뇨‘ 근디1 주으1 

Imodemism)와 민속주의 (na Lionalism)라는 사니 t드운동의 휴지석 겨1 시듀의 함 

의와 상호 판겨1 에 대한 갈충분하고 주관가인 해서이 여천히 지 l내가이다 

이론과 싣처음 이 우딛는 엮역젠 역사석 핵상으호서 사 c_] c드운동은 휴7，1 석으 

~ 다떤생파 복함성응 간식하고 있다 이더한 자실은 자디 L운~.에 대한 인시 

l!] 팽가에서 디양한 해석을 낳는 인숫가 되었뇨， 더구니 IF 순림 사회에 디l 한 

상이한 이네올균기가 천디f늘과 결힘뇌연서 앉은 녀순가 놈갱응 야기애왔다 

F선 ^t니브운동이 진개되 19세끼 말에서 20서1 시 초， 즉 딩대의 사 c_] c드운동 

에 대한 입 상은 크게 세 기지균 나뉘어셨다 이 운농의 당사자늘인 자디L운 

동가드은 부즙림 세계의 혁선이라는 보.:i{!석 호릎 속에서 l깃옥 중앙아시아 

의 무슬딘 사회기 오렛농인의 고임파 정시1 에서 벗어나 새균운 간대의 ?ι천어1 

맞섣 수 있는 정선적 문화적 기l 혁운동이지‘ 튀르느1 무순런 공통제의 건섣을 

지행하는 성치직 민족운농 P 균 자<'1 uH 심하였다 이에 반애 응라마({:13m3) iêc 

디l표되는 I! 수적인 증교 지도지들은 지디드운 통을 이순란 공동체의 선등적 

보대듀 위협파고 。]:1 림의 근불 워>:，]에서 어긋나는 무선론석 자유사상으로 

간추히여 빈디]했으며， 치프 정권은 \=1측의식으1 각성이1 띠 문리주의적 경향 

의 푹헌에 대해 우σ1 와 의휴음 t드라냈다 

그 푸 자디二운농에 대한 러시아의 평기는 시기벌균 깅 i심응 二E급씩 날리 

LI]를 1김j7 있디 이에 내에서는 요윈 ι 3/17-37G 낀조 

31 파내외를 통틀어 샤 "1 드운등에 대한 진은식인 연구능 너무냐 부족과매↑ 엿벚의 경 

우 딘지 보디 넓은 주게의 한 우분으보셔 피쉬척으록 진챙되 n] 었디 LI]처]록 서 f 

펙샤를이 분삭 샤료에 대한 꺼납에사 어려 R 을 쉬있q벅 터시아 펙샤를은 이데온 

보기적 제한에셔 지 8 듭지 섯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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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1건성을 피악히려는 시도를 랬지 1사， 불가피히게 ~， 81 이]트 체제의 이디1 응모기 

석 제약 속에 갇히 있았다， 사니브운동에 대힌 이식과 평까악 진환은 1980년 

대 중반어1 시삭핀 개혁 개방의 불실 속에서 잣아왔다 하지민 이 시기에 시식 

된 사니트운동에 대젠 새로운 해석도 익종의 딘(脫)삭빈희 과정의 익부였시 

민， 기본가P 균 l낭시 여전히 손재하던 소비에닌 지 "JI 의 틀 내에서 부분직이고 

티혐적으포 이뛰졌디 민히지 1건 지디드운동으1 위상은 중앙아시아이] 디l 깐 :~'- ]:)비 

에닌 /정책파 소비에느 이 111 올균기직 난E 의 경겨1 내에서 평기뇌었다 

중앙아사아에서 지디드운똥이1 디]한 또 디 나 해석의 가능성은 비도 록립이1 

의해 연랬나 독립이후 새로운 민속-국가 이데올노 ;1 의 수립 과정에서 새곱게 

팽가되는데， 지디드운통븐 이시아약 식민지배포부너 히l방피 인영깐 튀르느1 우 

즙림 공동체의 컨석옥 위젠 빈속운동으로. 사니브운동가든은 억압석 지배사드 

에 앗산 튀르드L 민족의 위대한 자손ö3c 재뉴성뇌었다 이처핍 꼭힘 이후 자 

니브운동에 대한1 해석에서는 바(며)라사아석. 반(며)제국수의석 싱걱이 특변히 

깅;깐뇌었P 며， 천만가인 달(lli~) 러시아화의 흐듭 속에서 자디二운능의 민족주 

의적 경향이1 디]한 강조가 "1 비적인 관점으포 지리 잡케 된디 7) 

이처럼 앙대에서 오늘어]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자디L운능에 대한 애서 

의 역사는 견코 만샌석이지 많옥뿐[l 러 .L 꺼화의 파정도 석싫이 역동석이 

다 하지만 자디二운농에 대한 인사과 평기는 대 '11 직 P 균 운~. 자 '11 의 본성인 

나변성과 벅합상에 대힌 객과석이고 총체석이 고친이라시보나는 연구 수체의 

고유한 이 111 올균기직 입싱에서 비풋핀 주관직이고 파펜직인 애서。 R 심철뇌 

이 았디 당디]의 선퉁주의지들으1 수구걱 대도약 치프 정권의 정계적 억압은 

말한 것 l ，~ 없고， 소비에느 학자늘의 겨1" 직 판단과 서뉘혁자늘의 간대주의가 

시각도 이데응포기 비판이리는 현의에서 걷ii. 지유릅지 끗히디 더구니 ?늘 

난 중앙이 시야 펙사듀의 견해도 임변석이고 선택 석이끼는 마찬가지이나 특히 

이데응포기의 인순 뒤집기를 등해 까비에트 하지들의 서사 선략피 관례를 빈 

벅하고 있는 중앙서시아 수}~ 꽉사딛 21 태도는 금대수의와 민속주의까 :;1 딜 

하 ;11 결함되어 였논 자디운~.의 복합직 양상에 주목하지 봇하고 득정한 • f 

7) 오는난 지다 E 운 S 디사보가’ 삭업욕 주노하y. 였는 숭앙"1 사이으1 η1 킥주의 담돈은 

대 재노 내용상으로는 달(때 )1~비 에트화(dc-Sovictizati이1)에 도당과고 있을 시라도 

형식삿으보는 소비에느적 서사 전략으보부디 와천히 벗이니지 핏히 y- 였디 속 ‘적 

대식 타 Á}'에사 친난힌 샤。F노의 ;1 계삭 잔한이라능 손쉬고 두바힌 셔맥논리를 

;영향적으록 빈복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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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니 계기까을 지니지케 이상화히는 것으도서， 이것은 또 디 국가 이데을 

노시의 생시옥 위젠 사 '_1 r드운동의 딘(脫)역사석 도구회에 나릅 서니나 tn 

이러한 맥팍에서 본 인뉘는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 무슬란글의 자기 정제 

성에 대젠 최초의 숙고이사 근대석 자의식의 휴걱석 읍핵이며 L깃의 헌심회 

듭 우1 한 실제직 ，1 ，-:픽이었던 자디二운능응 그것어] 고유한 다연생과 복합성어1 

주되히 1건서 11 디 총체적。]고 객관적으쿄 시]묶게 JL칼해 껴뇨지 한디 이를 위 

애 우선 자디L운농이 승떤한 겨1 기글파 진화의 역혁응 역사직 맥팍에서 검토 

히 JL지 한디 이포부너 교육 출관‘ 문예 등을 충심으도 선기l 된 지디드 운통가 

든의 재반 활동음 이론과 심천의 겸합이라는 사원에서 탐색라고사 젠나， 이듀 

등해 지디드운통의 본질피 성격이1 디]한 역사적 팽가를 시도히고， 중앙아시아 

의 역사에서 l깃의 위쌍파 의의듀 격론석으호 삼펴보고사 힌나 

2.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 

2.1 자디드운돔의 맥락과 전개 

19시l 기 만 충앙아시아에서 지디드운통의 줄현은 당디] 무슴림 사회를 본질 

석으로 큐정랬던 역사석 쌍황에 의해 조컨지어졌나 우엿보나도 사 '1 브운동은 

이사아 세국악 식낀 지비]이] 디]깐 중앙아시아인들익 디l 응악 경괴물이디 세정 

러사이의 중앙이사아 정잭은 간낌석인 과양성과 회유상에도 분구하고 식민 

지매 일반어] 고유한 억암가이고 직 41 직인 본성응 실딘 않지 않았다 특히 더 

시이엔의 이수 정잭과 반(反)이파념 정객음 HI 것젠 중앙아λ1 시의 러시아회 정 

책은 지역민글에기1 가지 않은 갈늠과 불만응 야기했다 이에 따라 중잉아시아 

81 과거따 마찬가시로 이니 석 ~래 속으로 "1μ} 를고 있능 사디드운등에 대힌 평 /1 속 

에서 몇몇 학지듣은 띤 LI]익 이슬암 우훈이띠는 맥락 커이1 셔 지디다L오암으1 위삿욕 

억사식으로 균정 òl라는 기운네 샤 l껴드운통응 또 다른 역사의 도진에 맛사 현대의 

사회적 김치적 삶 까으보 이슬담이 서휘히는 까산 강괴적c;l 형식으록 긴주하기노 

힌다 이에 비해 식지 않은 중교셰의 시도사를은 이속뛰 부흥의 매막 속에사 지용 

히는 4치척 요소이1 주)，'하띤서 지디 E드오능에 냐]한 관심이 ] l 슬럼 공암체 지체의 

이해 /1 아니라 득정 서]띄달의 이약을 위해샤 이슴림의 ;1 ?':를 수정하는 선각한 통 
기가 년 •= 였디] 우려히기노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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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순럼들은 이시아의 식넌 지비를 이순란 분 1성의 생츄 "11 섣각깐 우1 현으도 긴 

수했고， 득히 싱은 시식 ~l 듀이 중심이 디어 이라젠 핵심석 위시호부터 사씨드 

의 민족직， 종괴가 11'11 성응 」안한 수 있는 새도운 실응 _ll.색하기 시석했다 CJ) 

이런 가운데 19세시 후바 부 :1 림 서]겨1 진처11- 득히 "'1 식민 쌍태의 - 어1 

밀어 낙친 혁신파 개혁이라는 보펀가 불실은 중앙아시아 무슬딘글에게 또 다 

아 지극이 되었디 18새기 이때 디]부문의 이슴란 세계는 서구 근디l 문벙 "1 도 

천 앞에서 무기픽애셨고， 이에 무슬딘 대증글 사이에서 이슬람 자세의 혁신어1 

관한 요구들이 니줄되었디 10 ‘ 이순관 세계는 비록 개혁약 정당성을 니류디l포 

수양해왔지만1 파거 황금시대노의 션대석 지향은 의고석 보호수의이사 역사석 

되엔이었빈 것이디 이만 매락에서 중앙아시아의 무슴럼들도 낡븐 관례도는 

너 이상 새로운 요구에 답힘 수도1 파거의 가시든음 옴마근꺼1 진승힘 수도 없 

다뉴 심응 인시하깨 뇌고 "1 시아도 상싱놔뉴 간대 세계의 유려)없논 ?ι천어1 

딩딩히 맞서 시 위해서는 사회 진바어1 겸치 전저젠 개혁이 월요하나고 천감하 

기1 놔였다 이어1 중앙아시아의 무슬김 샤회뉴 과거파 띤재에 대한 비(:Jr)이슬 

란적 표상뿐까 아니피 비(非)선)등적인 변화의 영상을 적극적으도 수용히게 되 

었뉴 바， 바도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움식임의 표현이 자디L운농이었다 

중앙이사야 사디트운동의 추핵 시점과 꺼화의 판겨1유 연대기석으호 정확하 

기1 규성하기는 힘같다 하지만 그것응 f긴지운 본실직 두 켜1 기， 즉 간대주의 

약 민속수의에 수복해 복다먼초게 좀 ílL깨팩， 운희개펙， 정지개펙 둥의 3다셰 

듭 J쥬는한 수 있다 11) 

91 19시1기 암 2C시1기 초 숭앙이시아에서 개혁은 더〕/니 킥 9~척이고 서t:il 척이였디 19 
서1 기 유럽의 맹창"'+ 함깨 수많F 서양의 여랭객늘이 증앙아시아를 방문하뉴데， 그 

듬이 날긴 기복이1 셔 E으긴1 니는 지배적 인상은 F가생 (back\v<lIc1nessJ’이었디 예건 

대 1911 년갱이] 111 하라를 방문했던 스쉐덴의 여행가는 “ 111 하라와 그커의 사람늘이 

여전히 디〕lr 닝 사 LJI 외 싹간디는 사식에 천율을 Lτ셨디 ’띠j7 손회하였디 。1 처럼 F 
신성이라는 개념건 맥락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지닐 수 있가안 딩대 증앙아시아 

의 사패 현식을 척서하게 빈영히는 !II 념이였디 Haugan, 117 

101 득히 9 스만 터키 제각의 한시마트(Tanzimat) 개헥기에 일어나 희산 운듀은 러시 

이의 투}닝극[ 민킥늪의 지다 E 유 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셨디 

111 이러한 단계 구분은 연대시삭 "1원이라시세다는 셰기석 자띤에 납거하능 조::;1.식인 

것이디 외검삿 지디 E운능은 씀이 /11 핵에서 출반히껴 hf화 /11 핵달 거쳐 4 치 !II 혁으 

로 확징되았시만， 어떤 단계에셔도 순수과 '11 과나의 요 ?τ만 직퉁힌 성우는 없으매 

딘지 보디 지 "11 적인 요소듬 경향적으보 ?)Ef항 수 였을 뿐아디 물돈 이외 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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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사아의 최 jR 의 근디]적 개혁 1긴측 운동으포서 지디드운동은 무슴런 

사회에서 진동석으노 구심석 역힘음 덤탱해 왔던 종 ll~ 시도사듀 특히 」 가 

운네 개혁가 성행응 지녔던 진보직 옐리브글에 의해서 속받되었다 

예킨대 중앙시시아 이:상념 개펙의 선구사이 쿠ξ사H] (A. Qursa vi 

17R:H812)는 이슬람의 경천가 해서인 타날리二( taqlic])에 대한 무f긴직 복층 

에 빈디l 히Jl 록힘적 히]식인 이지디히드íijitihac1)에 디]한 권리를 주장히여 지디 

L운농의 산뉘자기 뇌었다 구브사비듭 지지한 간라마균서 자디二운농의 기수 

도 칭해지는 마르지니 (S . .\ilarjani: 1818-1889) 는 종교에 대한 맹되적 복층으1 

진동어1 바대하고， 코간에서 종 ll~에 관히 뭔읍의 핍음 구낌 수 있는 부:상럼드 

의 권리 2} 이드피사에서 세속 하fF 수하‘ 신문학‘ 지연 l!] 학‘ ，，]랴하‘ 악하‘ 이1 

시이어 등 의 ílL육음 수장하였나 또건1 중앙이사야의 가장 뛰어난 셰봉가 중 

의 한사람인 도니쉬 (A. Donish: 1827-1897)는 전통직인 이슬람 학피의 고루한 

ílL육 체계에 대해 바기듀 딛고 λ. ?로 막탑에서 가1딛 /.1 시듀 거부하고 바직에 

서 녀커어균 세속직인 희묘늘응 지도하였다 괴난바예피(A. Kunanbaev 

1845-19Cμ)도 변화를 기무히는 물피와 울이1']를 비판히Jl 중교 개혁괴 게옹 

의 빌십한 인관응 인시하연서， 증잉아시아의 이슬감파 이슬람 이천의 천통 신 

앙과 과습 l이고 려시서의 꺼보석 사상의 겸합음 강조했나.1~ì 

이러한 무슬딘 개혁기늘의 환농과 사상은 이슬감 묘화의 토대 위에서 간대 

석 덤론인 사니브주의듀 냥은 산친석 모태가 디었다， 팅대 웅앙서시아 운희의 

간간은 다듭 아닌 이슬람 묘화였고， 막당파 마L라사도 대표되는 이슬감 ii 육 

기관은 이순란을 선수히는 문화익 선당이었디 이1..'，1 판 매락에서 애초이1 층교 

괴육응 중심 P 도 이슬감의 내가 혁신응 주칭한 무슬김 개혁기글은 자인스갑 

게 중앙아 λ1 아 문화 선빈이] 디1 만 기l 혁 요구포 니아갔디 

종 .ílL 개혁옥 넘어 둔화 개팩의 자원에서 사니브 운동음 보나 촉넓고 확고 

히거] 정립한 사란은 지디드 운동의 실질적인 장시지이지 지도지였민 가스프 

런 ε카 í I.B. Gasprinskijl바바근어로는 Gaspirali): 1851-1914)이다 」는 1880년 

에 푸에 자디':c(jac1 i c1)라는 운~.의 어원이 되뉴 새균운 음성핵가 문자 ii 육 

빙뱀( usul-i-jactid)음 장악하였나 L는 막팀의 개펙은 문론이고 근대석 시식 

의 슴L「파 λH iêc운 시민직 제 ?ι 글의 도입 그리고 무슬김 사회에서 여성의 권 

사니드운퉁의 단계 구분싱의 조낀싱은 L 사재의 다며삭 복귀성에사 시원한다 

121 Polonskava & Ma1aζhe띠(0， 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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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 

않았으며‘ 더구니 중앙아시아의 지디드운동이 틸 조직적이기니 틸 체계적이었 
d긴 마띠 J 느 어나 1::1、 T • ?.T' • r -c 01.λ T 

중앙아시아에서 자디二운농의 증심 서)픽은 "1 시아 정복과 힘꺼) 진행핀 자 

복수의석 관겨1의 도입 격과호서 점사 등장하시 시작한1 새로운 핵1 상의 아냐 ~l 

간대가 지시인 십단이었다 그날 대부분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갑 

의 교육 기관들에서 교육을 반고 지추 이 λ1 아와 외국을 여생히였니 1 지식인들 

소수의 여성응 포렘하여 이었다 :[한 그늘 기운비는 이슬감의 천통가 

학자들(울피1'1)뿐 1사 아디리 근디]적 유형의 세속적 지식인들， ~-랴 i 니류익 

이유에서 새노운 김의 개척욕 시지하는 상공엮에 종사하는 사엽가븐도 석시 

않게 5r 함되이 있었디 중앙아시아악 지디드운퉁가들븐 지신들을 ‘지식인 

(ziy alilar)’ 휴은 ‘진보의 애호까( LaraClllipanvarüπ)’호 칭했고 수위 사념든은 

그날응 통상 정년’ 1G;，←。도 불댔다 그늘은 출신， 지우L i.i육 b 의 자이에도 갈 

구하고 중앙아시이 이:상념 공동체가 진변석이 개혁옥 포한하는 속끽석이 대 

응응 잉 f하뉴 성치직， 경제직， 사회직， 묘화직 도전늘어) 식언하고 였다는 싣 

이] 통의했디 민히지면 지디드운통가들을 결함시킨 것은 시]로운 문화 지본으1 

정출파 소유듭 우1 한 변화에 대한 헨신과 미래에 대한 공농 천망이었다 17 

"]노 이 싱은 부쇼림듀은 러시아 재국의 피식민시라는 중앙서시아의 헌산 

직 상황에 부힘하고， 이슬감직 기치에 위 "H 되지 않는 고유한 간대직 기획응 

장품해야하는 중대젠 과재유 안고 있있나 ， L든은 근대석 /}시듀 - 겨1 웅， 

합리， 파학 늠 - 응 전(前)간대직 기치늘 - 천통， 관려1， 종피 늠 - 보다 우 

lõl 이미한 떤검은 한떤으록 당시 지다 E f 심으1 영향달 최소화하려 y- 노랙했딘 미사 

아 딩국의 의심 J'+ ， 다는 한편。듀는 러시아 시)국의 무슬럼 강동체에서 지 F자의 

역함욕 자임히는 다다닝 〕lr 슬핍듣으1 지으1 삭과 관게딘디 

161 즉앙아시아 사 "1 드 운등 /1 달에게 λ1 '갱녀’ 흑은 ‘집유f은 대단히 득깅식인 사질이 

디 디른 지역의 지디다L 운/。까듣괴 난리 ←I늪은 Lil부분 20매득 전추헤셔 활능에 

두신했다 젊유↑은 "1다냐지 않는 항벡의 띤컨이사 인 정난 ，1 느의 응거이시만， 연 

령 지체까 숭요한 LE화 지본의 하니보 긴 F뇌는 천융사회에서는 또한 카디란 약김 

이시도 했나 

171 숭앙이 λ1 이의 니]핀적 지다 E 운능까보는 베호우r] C'cL Behblldi: 1871-1919) , 샤루 

리 (A， Shakurj: 1875-1없3) ， 시 "1 키 (S ， Sic\c\iC]i: 1864- 19:긴)， 슈크필 라흐(11 

Shllkrull따1: 1883-19.'12) , 카리 (]'vI. Qmi: 1878-1931) , 01 윷띠 니 U\, A、v1ani

1878-1934), 이샤크 킨Ushaq E1ran: 1862-1937), 깎샤(N， l1amza: 1889-19291 증핀 

(A. Cho1p3n: 1897-1937) 피느띠느(A. Fitr8t: 1886-1938) 능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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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두었디 젊븐 지디드운통가들은 ，，]식민이리는 중앙아시아의 당디l 적 현실 

의 원이옥 도다석 바략 1 둔회석 봉매， 경지]석 후꺼에서 찾았 7. ， 부엿보나도 이 

녀든 비냐가 상황윤 ‘무지‘에서 비롯뇌는 것P 도 자각하였다 H;I 

사니브운동은 사회석， 경제석. 정서석 상황듣이 익희띠고 송 .ílL와 문화의 든 

응 년어 사회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개혁의 필잉성이 실박애심어1 따라 무 

슴럼 공동체의 기의 선 영역으쿄 획장되이 갔디 이와 함께 애초에 교육 영역 

에서 새균운 방연에 기초한 일련의 변화늘응 지싱하기 워해 사용놔던 자디L 

주으1 흑은 지디드운똥이리는 기]념븐 전치 우순림 사회 선체에서 생겨니는 모 

든 새노운 깃옥 의 w] 야기 위해 닐>:，] 사용띠게 된나 이지] 사니 운동온 총체석 

인 사회 혁신 운동， 즉 충앙아시아으1 ‘근디1주익쿄 지랴잡케 된디 

새노운 사회 집판으로서 사디트운동가든은 근대석 개혁음 위젠 노럭 속에 

서 종괴， 천통 그리고 세계에 대한 완천，，] 새균운 이해블 만늘어 냈고， 소통 

파 :ilL감의 새노운 형식딛음 진유아았나， 사디트운동가딛은 .è'-슴림 사회의 진 

병응 진단하고 치료듭 위한 처방응 l꺼리며 기손의 총.lli직 E 화가 엘리 6 늘의 

정신적‘ 도더적 권위를 손상히 JL 잔탈허였디 개혁을 향만 ~.들의 커방선은 

간본가P 균 중앙아시아 묘화와 기치에 대한 재정의 뿐만 아니라 사회와 다양 

한1 집마든의 역힘에 대젠 재규정음 쏘한젠다 이러한1 이유에서 사，.] c드운동가 

늘의 간대가 기획은 한편。 균 대증늘어) 시)서 성 l낭한 호응응 입었지만， 다른 한 

펴으로 ;]슨의 지배 언'1 i:'.]드든로부터 키나아 저항음 분라익으컸나 19 

이른바 천통주의자늘(k3dilllist，)’은 자디 L운농응 이슬람 사회에서 오렛농 

안 누려온 자신들의 우윌한 지위와 배티적 권위에 디1 만 위현으쿄 관만히 JL 

이슬람 원 <'1 에서 어긋나는 것 P 도 간주하여 대항하였다 대다수 전통주의자늘 

181 석민 지배으] ql 인을 피식 η1 지인듬의 ]1J 능막아니 천끈t:il 적c;l 사고에서 잦는 이이아 

7,: ;1 사t:1 드운퉁 /1 틀의 입징은 /]해샤에 대한 식극삭인 두생이 아니라 피해샤의 

지각괴 능녁 "JI 양이끼는 소극적인 LJI 응을 냐]세우는 인승의 민 순주의적 ;1] 양주의록 

도 평/]뀐다 이것은 제각주의 각 /1 의 느려마 선진싱응 인정하。1 제각주의 시배의 

낌당성달 익션적으보 인4히며 /。시에 보작적인 것 :;;~웅척인 것에 t:il 한 꾸사를 

엔이리에 진제힌다는 것이다 

191 자다 E 유 능가듣고 .L듣으1 빈 LJI지듣 사이의 우갱은 브닝 rl 외 iP. Bιurc1ieu)가 앙한 

? 위 ‘문화 샤석 iculωIT'a! capitalJ’의 1~유 ~t 재정의에 대한 싸운 이라고 뀔 수 있다 

E삭지본은 :t ~l외 지식사 상에셔 천난가듣이 보 H 히고 있는 권벽수단으보셔 거11 ~t 

:;1-의 볼 I딩등한 핀계를 장출하고 유시해 기능데 경제샤『 못시않깨 쥬요하고 유렉 

아 내커니즘이디 이에 내에 자세한 것은 Kh3lidil9981. 5-G 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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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 

용 체계 속으포 지디드의 세도운 방법애 기오한 이슴란 신학교의 퉁함， 신하 

쿄의 진동석 상걱의 유시와 무:;립든의 경앵 캄여 1 끼펙 ílL의 관 1침구1음 ílL육부 

문부터 지역의 무슬딘 행성기뉘도 이깐 그리고 불랴의 더시아어 습니 의무의 

펴1 시 동음 요구했다 

또한 무슬딘늘은 ‘광빙위한 민주화와 간대화듭 통한 "1 시아의 무슬김 민족 

들악 지기실현피 번영’을 모도도 두，，] 악회 휠 1동에도 잔여히었는데경 두，，]에 

서 증잉아시아의 무슬딘늘은 비팍 소수이긴 했지만 자신늘의 대표듭 통애 다 

양한 요구들을 세안했디 24 

딩시 중앙이 시야에는 밴도의 ‘무파럼 연합딩 조직이 즌개하지 않았으나 범 

이순란주의약 범튀프느1주의피는 이슴란 1긴측 7::. 의 이년이 충앙아시아악 지디 

t드운동가딛의 정서석 활동에 상딩힌 영헝옥 ν1 쳤다 1908년 터키의 ‘챙년 !fl 

브三l'낭‘퍼)의 영향P 균 정년 부하라인과 성년 히바인응 자징하는 자디L 성치 

격사가 조직미있나 1909년 시아 조직이 ‘챙년 부 하라팅’은 부 하라의 사니 t드운 

농 기 늘 호자예 피(1'. Khojaeyl , 무헤 디 노피(A. Muheddinoyl , 피 느라브 (A 

Fitrat) ‘ 이크리모프íi\. 11σamoγ) 등 - 이] 의해 주도되었는데， 울피，，]들 -

버1흐부디 (]vr. lìehbudil , 카리 (M. Qaril , 샤리부잔(Q. Sharifu.ianl 잉 의 공 

헌도 시대했나， 칭년 부파라딩의 이디1을호;]에는 터키의 개혁수의. 범이:상림 

주의， 만(反)러시아주의 그리고 자디L주의기 결힘되어 있었다 성년 부하라당 

은 새노운 .ílL육 냉뱀응 수장하고 봉매수의와 종:ilL석 스펀라주의유 비판아니}‘ 

~:l) 대 111 문이 무슬럼 연합딩 소속의 마마르 아지]이 다거1스난 출신의 무슴펌닐이었지 

민 l치 '，""}(190G닌 'l-G원)에서 25석 3치 '，'''}0907넌 2-G원)에셔 35석 3치 -',:-T!l 
(10(η 8년)에서 10삭 4차 두마(101~년 11 월 1017닌 2월)에 서 7 식을 기가 차지 했다 

Yemelian이 ι 87-88 

241 이를터]면 타쉬'{11.트의 두슴빈등은 1907년 제2 자 두마의 중앙아시아 대표， 암둘카리 

여I] E.(M. Abc1ulkarievl에서1 보낸 서한에서 카디 (cpdi) 빔싱의 객윈 놓촌의 수상괴 

행정 핀료의 선출꿔↑ 무슴뷔 샤지정부의 수입 등응 요구과있다 PolαlSJ.、ava & 

Mabshenl‘0 , G9 

2;)) 터키의 정년 튀므크당↑은 숲탄 암울과디드의 진제정치마 이슴텀 F 수정젝에 박받 

히여 IJI 혁피 시1 벽이 간생한 9~합 ::;;Uι회에 가담한 정닌 ~}- lV~듣욕 ~l 걷는디 이늪은 

시구식 개핵만이 λ1구에 대땅하。.~스만제콕을 시키고 유써 열강의 우}짝에시 벗 

이닫 수 였，il 해주리띠고 맏였디 。1 듬은 띤합가보당욕 신성히 y. 1912닌 총선에서 

강리하。1 연이는 진생에 λ1 의 이]매에도 불구하고 개 t객을 시속해 냐갔다 이에 대해 

지 세 한 것은 최 한우 (2ooG) , 191-192 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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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프의 선제와 이시아"1 중앙아시아 정객이1 반기를 들었다 니아가 튀르카 

간단 사시 정부 의 수립 1 사딛 2과효듀의 구]럭의 제젠. 입헌군수재듀 위젠 이민 

회의 (lllajlis)의 설핍응 R 뉘하였다 2(')) 

l러나 1007년부터 휴걱희된 제정의 바동으호 우파립든의 개펙-빈속운동은 

三UII 저1 약응 받 ;11 뇌었고， 많은 자디 L운E 의 지 "c^f듬이 외 fP 도 망명하? 

사대가 발생했、디 π권에도 불구히Jl 무윤림 개혁 운동은 시]포운 방식의 학교 

괴육， 다양한 대중 애씨， 인냐응 비콧한 문여1 환농 그리고 /생치 실사듭 통해 

꾸준야 영역을 넓혀갔뇨 이비한 제반 휠동은 튀프크 무슴럼들의 민측적 지 "1 

식의 행성과 센진음 지속석으호 추동아였나， 

1치 세게디l 선 시기를 선후히여 지디드운동에서는 온선한 노장 게봉가들피 

급진석 챙년 합동가든 사이에 분연이 가시회띠는데， 호사예도 등이 수도했딘 

정년 자디L운E 은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응 받기 시식하였다 하지만 혁명가 

사니브운동까든은 이슴림음 중앙서시아의 ，}합과 통익의 로대노서 간수파았 

고， 빙이슬감주의 혹은 빙튀브크주의균부터"→ 일성한 거리듭 유지했는 1네， 그 

들은 선 세게 모간 I무순럼들의 만임한 공동체가 아L] 피 충앙아 λ1 아 무슴럼들 

의 단실과 자치블 워한 투쟁응 목표묘 하였다긴J 

러시이 진제정서어1 종지부유 씩은 1917년의 양대 팩병은 사니 t드운동에 있 

어 또 다른 일대 거환심이었다 2월 혁명은 더시아 무슬딘늘 내부에서 다양한 

바응옥 냥았다 보수석 낀동주의사듀은 자_2. 체재의 갑작간런 종말에 대해 충 

격응 받았고， 새균운 '11 제듭 무성부와 무실서문 간주하연서 긴싱어렌 우려듭 

표 λ1히였디 반면 지디드운동가들을 비롯한 개혁주의지들은 세포운 정권익 수 

꾀어1 커다란 기대듭 길었고， 민족파 종 lli에 싼계없이 넌든 사민의 평늠한 성 

치 경세적 지위약 권 21 를 희망히머 무슴런으1 이해를 디]변히Jl지 히였디 

이런 가운데 긴은 해 5원 모λ，'1.마에서는 약 800여명의 리시아내 부:상림 

디l표들이 모여 선(주)비시아 무슴런데회‘를 기l 최히 i 무슴럼 공통체가 직면한 

나양힌 둔지]딛음 논의하였다 대회에서 가장 핵심석인 생적은 행후 러시아 정 

26) Polonskava & 1\'1따ashcnJ.ω. 63-64 

27) 20λiI기 초 숭앙"1 시이에서 이슬담"1 간합닉이 였는 민끽 F의 19 낭에는 ~l세 '1:_ 까 

시 τE듀이 존재했었다 •[ 중의 과냐능 공몬의 이해마 억사삭 운맹응 시빈 중앙아 

시이 ]1J 슬렘듬의 웅인에 니]한 c;l 식이었 y- , 또 디른 히니는 '11 연 민송듣의 지간에 

대한 희맘이있나 전샤는 버이속되주의와 백뒤므크주의로 픽사는 민족주의노 표현 

되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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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처l 셰익 형식， 즉 시l 포운 국가 제제 니)에서 우순림 공동체의 우]상이] 관한 

깃이았다 이른마 둔화석 사시듀 시헝하는 ‘중앙섭꺼과’와 영보석 사서유 수장 

하뉴 ’인방파‘기 대꾀하였다 표실에서논 인방파기 승리했지민， 결과직 P 도뉴 

영보석， 둔희석 사시 모누유 수용힌 깃이있나 대회에서는 미속 문제와 싹께 

사흐1 변혁에 대한 의지도 표염되었논네， 토지 개혁과 농민에 대한 토지 분1내， 

낚녁으1 정지적 팽응， 힐부디커제약 16세 이히 여성의 흔인 남지‘ 8시간 노동 

거1 쇠의 실의는 농시대 이슬람 세계에서뉴 픽기직인 것이었다~!:ii 

깐편 이 대회를 선후히여 충앙아시아으1 각지에서는 우윤럼익 정치조직이 

생겨녔다 예킨대 1917년 3 원 바슈케드에서는 카리와 호사예1유 비잉젠 사니 

드 운동가들의 추도도 이시아익 노동지 벙사 소 81 이]트를 모방한 ‘이윤란팽 "1 

회 (Shura-yÎ lslamiyaY가 헝후 까닫키/.단의 사서유 옥jE호 조직디었는데， 무 

슬김 보수파와 이주 "1시아 정치세녁글의 방애어l'ι 갈뉘하고 같은 해 8월에 

는 중앙야시아 최효의 부강림 정팅이 ‘까딛건연냉수의사딩’을 격상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 밖에도 카자흐인글은 ’알라쉬당‘응 실생했고， 저11의 보호커이었 

빈 부히이약 야비에서는 ‘정닌 부히이당’피 ‘정닌 야비당이 일민의 정치 기l 핵 

응 _H_ --f하였다 이처핍 증잉아시아 무슬딘글은 2월 혁명 이푸 개혁파 자치블 

위힌 활센한1 정시 운동음 진개했다 아지만 조직 내외에서의 이견과 대중삭 

기만의 실여 그리고 더시아 임시성부의 무관심 딩은 환농어) 커다란 잉얘기 

피았나 υ1 구나 정서 쌍황의 급속젠 밴화는 어이움파 흐'f!옥 까중 λ1 컸다 

10월 혁명은 증앙아시아에서 무슬팀의 성치직 자헝응 완전히 바꿔 놓았다 

무순런 사회에서는 억 1성에 으1 해 펼쳐신 시l 포운 기회를 둘비싸Jl 지디드운동 

기 늘파 천통주의자날 사이의 갈늠이 더욱 고죠되었다~~) 열렌 성치는 자디L 

운동가들을 예상치 핏깐 방향으쿄 이끌었는데， 그들으 1::된 투쟁븐 한편으쿄 

소HI 에드 라시야라는 새호운 제국 내에서 까닫견 빈족의 이익음 빙어야고 나 

깐편으쿄 우순런 사회 니|에서 빈미지들에 맞서 지기 깐측의 운 1깅을 등/세 

아는 깃이있나 따라서 사니 t드운동은 디대중석 영역에 국한1 디고 1 팍 ílL와 씨운옥 

281 하지만 이러힌 겸의에 대해 득유의 겐수식 임징응 건시하었던 튀므키스탄의 대표 
듬은 이슬암 융법에 띠른 시숭아 파단을 。]-R 보 꺼간이1 남낀히였디 이상의 전 

(연)러시아무슴뷔대회 에 핀해 사서]힌 것은 고마츠 히사 9 외， 423-426 참조 

291 윷，'1 이듣은 전웅적 。1 숲암 엠리느듬의 。1 히]득 '-11 꺼히는 김치적 조식? 윷~l- 111 협의 

회(Ulama ]anuyatiJ'를 새돕기] 경싱하。1 샤미드운동 /1 등이 주도하능 ‘이속팎평의회 

(Shura-yi Ts1amiya)'외 내신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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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섬으포 선기l 되었민 총선 "1 문화 투쟁에서 이제 공공연한 정치 투쟁으도 변 

아았고， ‘픽 jjl 의 정시펙’에서 ‘동워의 정시학’으노 이동아였나， 

하지만 당시 중앙아시아의 무슬김글 λ}이에서는 이러한 성치 투쟁응 이단 

어 갑 다임힌 노선도， 대오도 형성미어 있시 많았다 독립의 냉식에 대해서도. 

f기의 헝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확한 이념응 기지고 었지 않았다 넌든 튀 

르크게 무슴런을 Y-.괄히는 만임한 국가의 건섣이리는 범이승란주익와 범튀프 

三L주의는 여전히 닷설었고， 민족커기기 수임뇌어야 한다는 선해도 제기되었지 

아 민측 국가의 수와 경계에 디]해서 인힐만 견해가 수염되지 않았디 

이러힌 쌍황에서 사디트운동가딘 사이에서는 소비에드 체재에 대젠 입장과 

관린해서 니]적 꾀열이 받생히였디 핵 1성을 선후해서 우순림의 문화적 지치를 

수장했던 역부 사유수의사딘은 H](非)리사이 겨] 부;산림딛의 정시석. 둔화석 사 

실권에 깐한 본셰비키 지)제의 깅 령재)응 거부하고， 백냥 진영어1 기난하거나 이 

민옥 선택하여 해외에서 바liil소비에드 투생에 합}~했다， 이어1 반해 대나수 

의 온긴한 자디 L 지시인글은 ‘억눌렌 E 방의 해빙「’응 표방하는 본셰비키 11 
권으1 한꺼]와 모순을 인식히먼서도 ~.들이의 적절한 세휴와 현려을 )등히] 무순 

딘 보수파의 만E 직 행워와 간섭응 역저1 하고， 소비에 '" 공화 f의 터1 두리 내에 

서 근대석 개혁옥 동해 꺼?딛카간다의 사시듀 위힌 기초듀 마랜하고사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직， 개량주의직 민족주의에 앗서 보다 냥진가인 민족주의듭 

수장힌 사 '.1 c드운동가딘이 부:상림 민속 공.-:1 수익사딛이나 부파립 l?l 족 공사수 

의뉴 혁명어1 의해 생겨난 새도운 시대에 대한 자디 L운농의 또 하나의 대응 

선략이었디 311 실상 핵멍 션으1 지디드운동은 제국주의적 질서에 중속되면서 

301 1917년 10윌 헥병으노 권렉응 징이한 본셰비키 정부의 인민위원회능 11윌 2C일 러 

시이외 S 망의 :;;~커] 1/ 숲펌늪에게 레닌괴 !-::.암단이 서명한 디음 "1 깐은 후소난욕 

밤표하였다 “ 모든 두슴빈 이라분↑ 이저] 이러분의 산영마 뀐 Gr 민족f 문화 제도 

는 지꺼즙j7 짐빔항 수 없음를 선언합니디 !，::.-，~--:보 민끽 생획를 지꺼즙고 거리낌 

없이 영우}과십시 9 이라분은 이러힌 권리를 갖고 있갑니나 고마츠 히사 9 외， 

t~7- ，128에셔 재인용 

311 이러힌 진약을 최 7 로 구상한 사뛰은 라시아 공산당에시 무속랙 조꺼응 총필하고 
있딘 다다닝인 손틴갈리예 ."c，1. Slll~1ngnli얀)이디 1/ 숲럼 공산 F의지듣은 i튀 c_~ 

거1 민족콩산~J’과 ‘뒤드크 t매에트공화파을 설입했시만， 이러힌 독A식 행위능 공산 

당 숭앙으록부디 애둡게 치상한 범되닝극 쥬의 혹은 빔이슬암주의보 간주뇌었고 1 

겸콕 1924년의 이른바 ‘증앙아사아 민족 경계 획정 에1 구실이 되있다 한편 숲탄간 

리예E는 또23닌 5원 빈당( )딪햄) 빈소(PZ蘇)걷지록 체포닉이 서1 명되었디 되 "1 츠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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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허용만 경게 안에서 유작였으며‘ I다피서 우윤림 사회의 지기 기l 선은 

재국수의석 진서호의 석극석 동캄과 겸합띠어 있았나， 하지만 새노운 시대는 

새균운 천략응 9 뉘했다 무슬검 공산주의자글에 따르딘 사민자 상황에서 계 

급은 민속에 의해 대체디았고. 소비에드석 빅럭에서 부즙림 공동제의 민속 해 

방은 공산주의가 수단에 의해 성 41 될 수 있었다 1D20년대 이후 소비어1 닌 제 

세는 치르 체제약는 달러 비세가 아니피 동윈으1 선략을 구사히였고， 공공 영 

역에 대한 f기의 참여논 승[대되었다 계응과 진보에 대한 깅스는 자디二 운 

동가들이]케 쉰사리 이해되었고 통윈이 조작으1 수인들은 그[들의 지지를 얻었 

나， 급꺼석인 둔화 엔피드든어1 게 공선주의의 동워수판은 키나만 호소랙욕 시 

녔Jl 억 1성의 수사하은 우순림 사회익 니]외부 적들이] 디]한 효괴적인 투쟁 수 

다옥 재공했다 사니브 운동가든온 격코 획익석이 소비에드 체제의 불모가 아 

니었다 사회와 묘화의 혁명응 워하여 증앙십권화핀 간대직 민족 커기라논 새 

삽게 컨섣몽1 도구유 석극석으호 이 양하고사 파았나 32) 

이에 만해 소비에]느L 권픽은 자브 세제와 마치기자균 튀브기스탄 민족늘어1 

게 지치를 위한 이떠깐 기회도 제공히지 않았으며， 。히려 인임한 튀프키스턴 

의 긴설응 워한 넌든 노픽응 억압했다 본셰비키글은 1917년 11월 제 4회 튀브 

키간단 무파립대회에서 선언된 코까브 사시 정부듀 1918년 2원에 꺼압파였고 

약속응 어기고 부하라파 히바의 소비에느공화커응 해지)하였 。며， 카자흐인의 

사시정부이 안라쥐딩도 견국 종받을 맺이힌나 

1D20년대 증만 마심내 소비에느 권익은 1917년 학염 이후 증잉아시아에서 

벌여온 실험에 종지부를 찍었 L 이이1 자디드 운동은 거디린 티격을 엽 i 전 

자 쇠되하시) 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늑히 스단렌의 대터1 더시기에 중앙아 

시아익 디]부꾀의 지디드 지도지들은 숙청되었디 33) 그이니 지디드운통은 이후 

샤오 의，4:씬 

321 핵멍에 니]한 자다L._ 8_- '0가늪의 센시은 진지한 것이였디 1920'간니] 숭앙아시이의 

정지식 문화삭 암에1λ1 샤 LI 드운동 /1 등은 즉신삭 억힐을 했다 한 λ}에드는 부하라 

인민공화국의 수상이였고 고}느끼느가 υ「육부 상관으보 객 1/ 함 내 우/~베키 j， 만의 

대통딩이 되았q 즘판 낌샤 카라↑ 아응라니 아우니 아즈시 l리고 두인 등도 문 

학 여1손 lV~육 등의 분야에서 숭요한 역함을 수진]했디 τ듣은 지선듬이 시]록운 

문맹 7 현대식"닝1에트식 층영아사아를 칭조하고 았나고 확산했나 

33) 이 사기에 LJ1 부분의 지다 E 회 S 가늪은 살。'11 당히거니 강서1 수용소에서 쟁을 이쳤 

나 1938년 피트라트는 저행되있고'"샤예프스도 만('z)희맹 박uτ)1~비에트 항등 댐 

의록 숙생의 딘 '1:_ 니]에 을갔디 이몇거] 숭앙이시 "1 에서 지디 E 내'-iI는 인소닉었고 



398 러시아연구 제 19권 제 2호 

에도 충앙아시아 이슴란익 받딛 _l!] 벅튀르크 \=1휴? 의 운동의 발틸이1 매우 충 

요힌 이론석. 산최석 ;1 든욕 마랜해 수었다， 

2.2 자디드 운돔의 활동과 양상 

사디든수의의 이닝석 마땅에는 빈속수악와 한께 근대수의가 ?)이있나 19세 

기만 1..'.1 시아의 식낀 지배 。}때 놓여있\1 중앙아시아익 매락에서 근디]주의는 

이슴림으호 상징 τ] 는 진동사회호부터 러시이로 대표디는 근대사회로의 진환 

응 이끄는 성신직이고 문화직인 지향응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다대직 사꾀 

변화가 수바파는 새 if고 나양힌 사지든， 이른ut ‘근대성 1m이 erniLv) 욕 쏘싹하 

며， 사꾀 껴지)의 생환양시， 측 기치관과 세계관， 사회죠식의 원리， 사회 제도 

등을 갚함한 문화 선번에 건진 총체적 변화도서 l!] 깎한 인절바 지속적인 혁 

신에 기반응 두었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19세기만에서 20시11 71 1'에 이르는 중앙아시아의 지 

디트 운동은 나소 때느은 등장에도 분구파고 근대의 도진에 대힌 옹진이라는 

서1 셰사의 보펴석 과정의 역부 았나， 근대수의의 빈현으로서 샤니브운동에서는 

이돈가 차원에서 까대직 난돈과 실천가 차원에서 간매가 가제의 결힘이 특싱 

적이디 여기에서 후지는 지디드 운동의 진리성이 실현되고 김증되는 장치쿄 

서， 기성 핵심가인 공간은 .lli육， 승관， E 예였다 

운동으1 벙칭에서 드비니듯이 지디드운통의 본질은 ‘지디드이 ac1ic1)’‘ 즉 시]포 

운 빙벅’에 였으며 ， L 자체는 이 u] 새로운 까시듀 내포하고 있다 이렌 의 u] 

에서 지디드운동가들이 ‘후진’， ‘무지‘피는 우순림 사회의 근윈적 적(따)으도부 

터 벗어난 수 있는 팅대의 유임야변서도 건육섞인 끼지]듀 새노운 빙법어1 압 

각한 .lli육에서 잦은 것은 실딘 우인이 아니다 괴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 

노운 지식욕 갈고 닦는 과정이고， 겨1웅의 칩경이기 때운이나， 

자디L운E 이 수진한 .lli육 개학의 기초에는 지시파 f식 그리고 양자에 대 

깐 휠동가들의 획Jf.한 민유이 선제되이 았디 지디드운동가들븐 삶의 모긴 문 

세록오 시11 Lil 소위 ‘22년 깨단에 의 311 υ「처]뇌었디 τ F 숭앙öl 시아의 새보문 엑 

리트를마 증영정부의 정치 식 이해의 겸띤은 사t:1 드운퉁에 대한 시아을 71 고 -;1. 맘 
각 ’「으록 삐뜨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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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허]걸히는 일쇠를 지식에서 찾았Jl‘ 그것의 펙득에 미한 인긴의 본윈적 

능력음 선펴했으며. 이간의 시석 능력이야맞호 역사의 무한1 히 센진 1 즉 친보 

의 토대라고 이해하였다 자디L운농기늘에께서 진보 개념과 이슬람 신잉 사 

이에는 어 rr] 젠 모순도 슨개하지 않았나 오직 착되 지삭만이 우::힘든에게 이 

슬람응 바르 iil 인사한 수 있?ι팍 하며， 또한 이슬람 그 자세는 진보의 최고 

I! 증이기 때문이디 비로 이시한 지식에 디]만 근윈적 이해가 지디드운통가들 

의 앙대 현실에 대한 비핀직 사고의 바딩응 이릎다 

지식이 이아비 개인적‘ 사회적 악익 까벙퉁지약이Jl 생복 J!] 신껴의 근윈이 

라변 .L깃이 석꺼하거) 생선미고 폭넓꺼) 공유녕 수 있는 조직석이 체셰가 핀 

수적이었디 I다이서 무순럼 공동체를 이끔이긴 미때 시]미들에게 올비까 지식 

흘 가딛시는 진딩으노서 꽉5 는 조직석이고 처1 겨1 석이어야 했나， 아시만 딩사 

중잉아시아의 이슬감 피육기관인 ur답과 마L라사는 간대직 자시응 생산한 

수 았는 이 상석이 학 .ílL와는 거이가 익았나 막탑은 ~-'f!!~겁고 낙후미었으매. 

천묘가 .Ö i;'c 용련응 받지 않은 피사글에 의해 운영뇌고 있었다 학피듭 설검하 

는 기관도‘ 학교를 깎특히는 관청도 특벨히 없었디 떳떳 부유 딴 사란들의 지 

신 환농은 그 자제도 갈충분하고 다분히 우인가이었다 이처임 무슬딘 사회에 

만연힌 부지서에 대젠 비환과 」깃의 곡박 노력이 사 c.] t드 개팩운동의 까장 

핵심가인 R 소였다 간대생의 증윈한 자실늘인 f식과 실서의 효과성에 대한 

각연힌 신펴는 사니브운동까든 사↑1음 근대석 인간으보 만든았나 조직이라는 

새균운 행시은 il육 환능어1 →f한되지 않았P 며， 인애파 출핀 환E) ， 문예 환농， 

지선 휠통 3랴 i 정당 휠퉁이1 이프기끼지 삶으1 션연으도 획끼]되었고， 조직적 

저]，ι 늘은 묘화의 생산과 천파을 위한 펙심직 공간。 R서 사회가 페러다임파 

사l 려 관게으1 변형에서 그 지제도 아주 중요허]졌디 

예킨대 씨식학 ll~는 다순히 개벽두1 막팀이 아니라1 얀낀히 새노운 ílL육과 둔 

화적 실신의 장(쩡)이었디 근대의 피i 속에서 이승란 문화의 선퉁적 탐지체 

튼이 적자 주변으둠 일이나딘 상황에서 새보운 공석 공간으호서 선삭꽉 ílL는 

이슬람응 포힘한 중앙아시아 묘화의 보존과 거수듭 와해 설인놔었다 

1884년 'l.칩에서 /}λ， .:.L 린 λ:키어1 의해 최초호 섣립되 씨식 학 ílL는 사이브 

ii육개혁의 본보기였다 라시아파 오스민 저]→f에서는 이미 lD세기 중염에 늠 

장랬니1 이 ι1 만 신식 학교는 뒤프키스탄에서 1890닌미 i 안디 산의 연화공장 

소유주인 타타르인 무라L 베 이 (S. '\;[urad-bay)기 공 생 얀균 자의 자니 늘응 

교육히기 위해 티타프 교사를 i 빙허] 커 S 으도 FL올 열었i‘ 곧이이 1901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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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랴가 티쉬켄드에 신식 학교를 설립란 이후‘ 1903닌정에는 도시 선제이1I 20711 

이 상의 학 .ílL가 신립미었나， 사마딛까트에서는 1903년 샤쿠미 IA. Shakuril에 

의해， 그리고 구칸L에서 ι ‘긴)세기 초에 신시학피기 묘응 열었다 정팍한 통 

겨1 가 진해오시 않 "1 만. 증앙이시아 진역에 검져 자E 체제의 마지막 10' 옥 동 

안 대략 수백 씨의 산시 혁.lli글이 존재했던 것P 도 츄정핀다 더뉘나 1910년 

디l 신식학교는 튀프카스틴의 도시 생휠으1 두드비진 특정 중 "1 히니가 되었디 

신시학피의 ffl논 다양했논네， 혁생 수기 백 명이 닙는 학피기 였는기 하띤， 

교사 흑븐 후윈자의 집에서 교습올 히는 스규모의 학교들도 있었디 

사이브의 학 íl~_ílL유에서 까장 주목힘 부분은 ut노 ‘새호운 냉볍’의 운사 .ílL 

욕맙이디 당시에 놈븐 문맹율익 원인으도 지되되었민 건절적 방입이] 기소한 

구식의 문사 .ílL육볍흘 대↑1 젠 새노운 냉엮은 읍싱팍석 냉볍에 시 는해서 운사 

둡 기브졌。며， 경꺼가 텍스닌의 맹목직 암기보다는 읽고 쓰뉴 능픽응 깅 f하 

였냐， 이유 위해 시식화쿄에서는 득연히 재 작￥1 독휴이 사용'CI 었으며.~ 검 

과 뉘시 _0_5:. 4-f)년이 길리던 기초둔법피육응 신사 P 도논 l 년 인에 마실 수 

있었디 또한 신식학교에서는 아닦아 외에도 선퉁 7::.의지들의 빈대에도 불구히 

고 ~，~ -::{어， 러시아어， 유입어듭 기브졌고. BI 이n총피직인 서1속 혁문글， 예컨대 

수i:'1 시i:'1 과학 역사 등의 과목도 쏘함디있마 

.lli과서 텍스~느는 ur답에서 사용놔논 것늘파논 날리 간실한 어휘의 1ι커어 

듀 사용해서 득연히 재작되 깃이었나 독서문은 내 용쌍으노는 ílL훈석이시만 

농→날늘에 관한 우화와 이야기을 포힘하고 였었다 윤리피고F서논 부에 대한 지 

식으1 우월성‘ 윤랴적。]고 도덕적인 층뇨‘ 이상적인 사i약 행위으1 양식‘ 교사 

늘의 위상 늠의 주제둡 다뒀다 총il μl육은 수염에서 펙심가인 부분응 차지 

했디 디루는 추세는 신앙‘ 의례 그랴i 이슴란 교랴분닦올 Y.함히는 선등적 

인 깃이었나 도익과 종 ílL ílL육온 내 양상으호 과거와 OJ.게 나긍지 않았으나 

처벌익 위현이니 모방적 방식이 아니비 특벨한 교써이] 으1 해서 감으1 적으도 이 

퍼겼나 익탑에서는 모든 시식이 선성파고， òl 피림 ílL미까 가근침음 관동아고 

있다연， 산시학.lli에서 이슬감은 혁습의 대상이며 ， 그것에 대한 지시은 다른 

시식듀과 마찬까시 빙 식으호 획득뇨〕 수 있는 깃이있나 

신시 μl육은 자디 L 학.lli늘응 악답파 f별 지웠는네， 늑히 신시혁피의 .lli사 

들은 damala 흑은 maktabclarê.1 는 선)등적인 <>.칭이 아니이 티티프와 9 스 1사 

저1 '';-의 경우듭 따라 스스도을 mual1im이라고 닐있다 산시 펙피에는 흑관， 젝 

상‘ 의지， 지도 그랴Jl. 지구본 등으1 우대시섣이 갖취겼는데， 학생들은 이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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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1']릇비닥에 둘이앉는 것이 아니이 가지만야 정렬된 잭상 앞의 의지이1 앉 

아서 수엽음 받았나， 막f닙파 마브라사유 1ε 함힌 진체 .ílL육역젠도 구식의 

2()-2::;년에서 신시의 12-1::;년 P 도 대폭 승어글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제가 ö 

노 끼식팍고[의 :ilL육의 친온 구식 팍 .ílL 어1 비해 상딩히 높았다，잃 1 

하지만 신시학피는 막답에 비애 휠씬 분명한 실시1 였음에"→ 불f하고， 앉은 

학교들이 부모들악 관심 부측 흑븐 적극적 빈디]‘ 국가의 적미적 대도‘ 새정적 

펀란 늠 P 도 심각한 어려움응 겪었다 새균운 빙「범에 대한 비판은 얻각한 헝 

식을 띠지는 않았지아‘ 관례적 방식을 i수히는 선등적 엘리드들이]게서 지추 

나왔나 여1] ， 1 대 1913년 12 원 사마근까브의 윷 "r"" 액 사원의 이빔은 금요예배에 

서 신식교육븐 샤티아이] 이닛니며 아이들을 이민 학교이1 껴니|는 부모들븐 이 

쿄도라고 선언하였나， 이에 대해 사니브 쿄사든은 이;산림 1 과팍1 민족 등에 관 

한 호소듭 통하여 새균운 방범의 정당성과 우월성응 주상하였다 피닌라l:::_~

새로운 :ilL육 빙뱀이 오히 σ1 와진건1 무파림과 잔 관련된 애국운 고[김리년1나고 

반박하였다 새도운 방범의 우월성에 대한 최고의 논거뉴 아이글에기1 읽고 쓰 

는 능려을 크게 비]양시카는 효피에 있었디 한편 1..'.1 시아 교용당국은 신식학교 

의 설임허기 규정 (1 () 12년 1 ， 타타르 피사 고용 감지， 피재에 대한 검떨 늠응 통 

해 나끽 석으호 감시듀 관쳤다퍼J 

신시학피는 내직 ö3c도 가지 않은 묘제듭 안고 있었다 우신 학ii 시스템의 

조직화도 얀팩하게 심행디지는 못했나 우엿보나도 쿄사의 부속온 선식 ílL육 

자 "1] 듭 우1 태롬시) 했논 111 ， 튀르키스탄의 많은 신시 학 ii에서? 한 염의 ii사기 

모긴 것을 해결해야 히는 경우가 디번사였디 막탄의 교사들 끗지않케 신식 

혁 피의 피사글은 피육 혁 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한 경우1ι 많았다 피l과서파 ii파 

l!] 쟁으1 인힐화와 체계화도 쉬지 않은 피제였디 수엽료 징수 문제도 지식피 

돈의 ílL환이라는 측변에서 문끼거 >:'1 았는디1， 사 c，1 c드딛은 민족의 영원건1 충복옥 

지처랬기 때문이디 또한 멋멋 학교들은 생정당국악 에가 없이 비공식적으쿄 

즌립해야만 했다 

자디운농기늘은 무슬딘 대증글응 워한 새균운 헝태의 사회화 기관P 도서 

씨식 팍 ílL듀 서]웠듯이 1 자신딘의 이념음 진과하 ;1 위한1 새노운 소동의 수다으 

~서 인애와 출판응 직냐가 。균 활용했다 

341 이싱의 산삭펙쿄 교육에 대해시는 I‘ltalid0998J , 161-176 참조 

3:51 위의 채， 17G-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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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드운통은 인쇄약 출판 없이 상상할 수 없었디 :1fì) 자디드운동가들은 "1 
식과 겨]웅의 대중석 확끼、l옥 위해 ~I 쇄의 엮음 찬양했고， 서석과 씨둔옥 반간 

했다 인쇄술의 승띤은 총 i래의 소통파 괴김의 방시에 변화둡 기지왔고， 자디 

t드운동가딛에게 문회석 생선의 성걱음 새납게 규정하꺼] 만든었나， 이쇄와 품 

판어1 의한 지시의 생산과 유통은 닫의 편사에 의존했먼 러시아 깅심 이천 시 

디l 와는 질적으포 디아 사회적， 문화적 상횡을 중앙아시아 무윤림 공통제에서 

민글어냈다 21'1 

중앙아사아에서 서적 형대도 인 311 된 초기 줄판물은 이슴탐 신앙이 의례에 

과힌 .ílL훈서. 중앙서시아 고진운꽉 선집. 여]언사와 」의 가속듀의 역대시， 수 

피익 성지선， 익벙의 구선 문학 등이 디]부문이었뇨 아람이‘ 가지 i이‘ 우즈벡 

어. 페근사야어 둥이 수호 사용피았나， 금대석 개펙 운동에서 인쇄숙의 중요 

성응 인사하고 였었던 자디二운능기글은 특히 신시혁피용 서가(피재)， 문학 

작품. 선둔， 깎지 등음 중샘으호 팅대의 등등환활동음 주도아였다. -}선 서석 품 

판에서는 새균운 방법의 피육에 펀잉 한 피고F서와 새균운 이념응 난고 있， 

문학자퓨이 주류를 이웠디 최초약 지디드 교괴서는 19C14닌 페프시아이도 

I~X)7년에 우스벡어균 ~"간되었。 t며， 이슬람， 수리， 지리， 역사， 우스벡어 문연， 

페근 λ1 야어 문벅에 관힌 수십 1'1 의 llL과서듣이 여이어 추판'"1 었다 최초의 둔 

혁 삭품은 1 () 11 년에 나왔논니1， 산묘과 희걱응 남고 있었다 1912년 아타버 오 

곧>:，，1 (F, Alabek -üghli)는 호~I 슨 :::r. '''1 소 } 의 }즈벡어 요약ηl'낙휴음 치음으 

361 낸디슨은 19세기 서1 깨 곳곳에서 ηF\O 주의의 반흥을 까능히，il 하는 공능처]감으1 형 

성에사 j인쇄 샤『주의’의 중요싱을 시식힌q 이에 대해시는 Anc\crSOIl, 33-46 참 
ι 

{ 

371 라사아의 정복0ilS4-1376띤) 이전에 중앙아시아에는 인쇄숲 사세 /1 존재하지 않았 

디 최초의 인떼기는 18G8넌 다수1 센느의 긴1 시 ö]- ;:L-사갱부가 ‘되닝키!-::만 선난 

(TViTG: Turkistan wilayatinging gazcti)’의 거1 직응 위해 도입하었으냐， 1882띤 타 

쉬센느 "1 천상 상인 주산버]이 요글리(E， Hllsanbay-oghJi)가 석파인쇄상비듬 f입 

과었다 l 쥬 1917띤경 타꺼끼트에능 총 13개의 인쇄기 /1 있있으나 대부분은 

경제적 ， 18 치척 이 8 어]셔 이사이c;l듣의 소 H 눔이었 y- , 당λ1 끼지 부히 êPl 히 "1 에는 

싱입식 목삭의 인쇄기 /1 촌재하시 않았다 이샤크 킨은 대증득을 무시의 깎은 진 

에서 깨우고 득냐]척 지식을 건피하기 위해 c;l 쇄손을 펴용한 선누적 개핵가였디 

중영아사아에시능 인쇄입샤비나는 출띤입샤(nashir)마 사겪i，kutub1Jlanas)의 억뀔이 

상니]적으보 숭요했는내 특히 시삭 이유에 이〈、]했딘 많은 지디[二지노지듣 니IÆ 

석으노 머1τE부 II 샤부 i리 카리， 아응라니 f 마~두도프스 등 은 직취 사겪을 운영 

히였디 이에 니1 에 71 세한 것은 Khalic1(199'1), 188-19C 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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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줄판히였디 3δ) 또한 지디드운통가들은 개혁이 사회 비관을 우1 만 근디]적 매 

체로서 선문음 석극 활용하고사 아았냐， 예킨대 U11 호부1:]는 ↑1문음 ‘대웅의 

정신가 지!，~자’R 간주했다 하지만 중잉아시아에서뉴 꼭자파 광고의 수기 실 

대석으호 부속했;] 때둔어1 ↑1둔 센행은 지}정석 어이움에 사단렀는데‘ 1917년 

。1 천어1 튀즈è. "1 스탄에서 성간핀 9개의 신문 증에서 4개기 재정상의 문제도 :J 

기l 는 정지적인 이유쿄 폐긴의 운 1깅을 맞이히였디 39} 그 빔에도 비록 끼、규모쿄 

혹간뇌었지민， 십자도 자디L운잉기글의 상 l낭한 판심응 안었다 4üi 

선처l 적으포 지디드운통가들익 줄판 필동을 근디]적 으1 미의 줄판 억 1성’으쿄 

갱하시는 어렵다 웅양아λ1 서의 푹환겨1는 여진히 진봉 서석이 윗사불이 시배 

히Jl 있었뇨， 지디드운통가들이 추도한 시]포운 행대(장르)의 줄판은 영적으쿄 

소수어1 분과했 ;] 1애둔이다 너 구나 딩 시의 품환 활동이 직변힌 뭔친석 1 정시 

직 난깐:의 냐복"→ 결누l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디두운농기글의 승핀 

합동이 팅대의 무파림 사회와 둔회에 끼치 영헝은 상정석 사원음 넘어 심재 

직인 것 Ö i;'c서 실딘 부정한 수 없는 것이었다 

우선 인쇄와 줄판。]이는 근디]적 ~등 수인은 시l 게를 사고히는 세포운 방맙 

늘응 민글어내고 논쟁의 서도블 바꿔놓았다 서직， 신묘， 십지 늠은 새도운 방 

법의 ílL육옥 동해 문사의 해독 능력옥 배양한1 대중든이 둔화와 사회에 대해 

논의한 수 있는 새균운 공직 공간응 정출하였고， 그러한 파생 속에서 자인스 

닙게 대중옥 ;jl봉라는 중요젠 매개체까 디았다 따라서 이러헨 근대석 빙볍옥 

통한 새균운 이념과 지시의 전파는 그 농인 전통직 방멤응 통한 지시의 생산 

l!] 선수의 l!] 정에서 배티적 특검 _l!] 막대만 특권을 누려왔니1 지배 멜리트들으1 

권우1듭 짐시하였고， 일종의 문화자본’응 눌랴싼 새균운 경쟁은 증잉아시아 이 

슴란 사회약 사l 랙 관계를 구조적으포 변화시키는 추통려이 되었디 

또한1 추환이라는 소동의 새노운 수반은 유며1 없는 지 삭파 정보의 선속파고 

기디]한 A 른을 낳았」L， 충앙아시아의 무윤림 디]중들에게 더 넓은 세게약으1 검 

381 Khali c1U99'1I, 190-19'1 

3GI 샤Ll 드운동/]등이 밤행한 대표식인 신문으로는 ι진 ~)TaJ견Clqi)> ， <배양 

(Khllrshidl기 〈명 성 (Sh，너llãt)끼 〈이 사이 (Aziva)> ， ζ상인듣(Tojjarl끼 ζ y. 서 한 우 

òl라mulJmra γi-shariO> ， <사마르킨드(Sam따\.aIlc\)~> 등 이 있나 

'101 자다 E 유 능가듣이 반간한 r11 +I 적인 상기보는 ι거융<Ayina)> ， <투}닝키 "0만으1 )J 
? 리 (Sac\a γi TUI'kistan)> ι 셰르 /1 냐의 목? 리 (Sac\a-yi fa:rgnl> ,1> 등이 있고 

적 y. 적c;l 이숲단 부흥쥬의지늪은 상지 ζIJI 핵 (al-Ts1ahl> 을 반챙히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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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세공히고‘ 그것을 퉁해 세계를 비피껴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나， 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젠 사디트운동까든의 특밴힌 강조에서 브러나듯 

이 시간파 공간에 대한 새도운 표싱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역사화둡 기능하 

게 아여 이;산림과 부:상림에 대힌 합리석이고 정딩젠 이해유 제공하였나， 이라 

한 맥팍에서 세계사라논 거대 서사기 만L시 이슬감이나 무슬딘 공 ~._~11 에 증 

심을 두는 것아은 아Ll 며， 그것듣 지체가 염연한 역사의 산물이뇨， 디나 신앙 

파 다른 공E 시1파 공존한다논 새균운 얀시은 중앙아시아 무슬김글의 간매가 

정체성의 행성에서 걷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디 민히지먼 지디드운통은 

러사이의 식민지배 서래에서 세계 이:상림 공동체노부터 분가펴젠 판천파 고 

립을 겪이왔빈 중앙아시아 이순관의 위상을 휩씬 객관적으포 인식히는 게기 

유 마련했고， 득히 다순히 ↑1앙이 서니라 중앙이 시야이든의 삶의 웅제이 。F'

감이 지역가， 민족가 성 "11 성의 팍고한 토대암응 재확인했다 

운희 개혁이라는 자원에서 사니브운동에 캄여젠 중앙아시이 부파림든‘ 특히 

진보가 지시인글의 특별한 핀심응 Jl 또 다른 영역은 묘여)환농이었다 중앙아 

시아으1 많븐 지디드운동가들 디]표적으쿄 피트리드‘ 출판‘ 카디리， 한지， 아 

이니， 아스지 tj - 은 새균운 f상응 난은 묘혁 식품글응 칭 석했응 뿐만 아 

니라 나양힌 형태의 운꽉 다체듀 조직라여 L 합동어1 석극석으로 캄여하였나 

그 힘자시， 소설， 희카 늠의 문혁 식품이 지역의 대중늘어iJll 자신늘의 이념응 

진파하고 L 의 옥표유 단성아시 위힌 흘륭한1 매개처1 라는 점음 이 식파고 있 

었다 그 렘자개학이라논 자신늘의 고유한 아젠다어1 암각해서 예술성파 종피 

성 lj} 을 지향히는 이 /1 익 문학은 근디]의 시]포운 요구들이] 담할 수 없디Jl 판 

단하고 공농 '11 듭 각성시키고 겨l i'한 수 있는 일층의 ‘참여묘학‘응 정죠애야 

깐디 .J.L 7::.장히였디 그[ 함지문학의 교훈적 측 1건이] 특벌 01 주띄히 고 문학을 개 

혁 ílL육 jjl 봉의 도구호서 이식아여 서구노부터 새호운 이넙과 제도유 수양 

히Jl 무순런 공통제으1 낡은 사회적‘ 정지적 가지들괴 제도들을 81 관히는이1 적 

듀석으노 합용하였나 41、 

여1 듭 늘어， 튀즈è. "1 스탄의 대표직 자디 L운농기인 피 '"라느논 초기 자디 L운 

동의 이 상음 견 지 라먼 서 1918년 ‘사가바이 둔꽉 농론회 IChagalay Gunmgil 듀 

411 이와 같은 샤ι1 드운동 '1 등의 은끽에 대한 도구주의삭 인식은 식잖이 유제식이다 

/11 혁괴 거]낭의 수딘이끼는 hE학에 매한 단쉬척 이에는 당냐] 안학은 눔돈이고 힌f 'f

중영아λl 아 문펙의 밤진에도 많은 유영응 드리우기] 띤나 사ι1 드 은끽의 주요 득 

성에 냐]히]셔는 ι'ùlwoαh， 397-133 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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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성히고 치가터이 인이약 문학에 기오히여 튀르크 문학이를 계받히 JL 많은 

희 곡. 판펴소석. 운꽉H] 평 l피고 역사듀 집픽하였다 .L는 「나의 빔 

(Kecham)" r 마브스에 씨 (Mirril이1 yudu z-igaL 딩 의 시 식 품에 서 죠커 땅에 대 

한1 소비에드 시배의 종언에 대젠 마림과 싹끼l 비과파 우윷을 표헌했으며， 희 

카파 단편소설글?ι l앙대 중앙아시아의 간본 묘저1파 위기글응 만영하였다 

또만 안디잔 대생약 디]표적 지디드운동가악 한사관인 출판도 점차 낄 ι}에비 

키 학명에 대한 긍정직 수용과 참여라는 초기 입성에서 벗어나 1920년대부터 

는 시사 논팽 λ1 ‘ ÷섣에서 f비에드 지비]악 기까괴 불아을 E포했으며， 우 "1 
석이고 앙정석이 어어듀 통해 소H] 에드의 시배와 팅대의 사회-문희 정잭옥 

비판히었디 특히 출판은 서징적 긴걷항괴 벙료성을 지난 시]포운 형식을 장조 

한1 시엔이사 ~l 둔가노서 부:1 림 독자듀에게서 키나만 명성을 언었나， 아시만 

당대의 소비에닫 비평은 자디L 문혁기글응 만농직인 만(反)혁명기， 부브주아 

민속수의사1 이민과 소비에드의 석(없()으로 간수하여 다엽l파았나 42) 

자디L운E 기늘의 문여)환능에서 각별한 의마듭 지 LI 는 또 다른 영역은 인 

극 휠동이디 임찍이 지디드운통의 창사자인 가스프런스카는 극장의 줄현을 

자디L운E 의 기성 증 R 한 성과 중의 하나균 평기하였는 111. 신문과 렘깨 냐낌 

은 둔지개 사처1만으둡도 꺼보와 운병의 끼호호서 간수피았나 근대석이 주주장도 

러시아의 정복과 힘꺼] 증잉아시아어1 소개되었지만， 오랫농안 "1 시아인 사회의 

독적듀호 남이 있었나 무슴립 대중딘이 치음으호 접젠 연극은 1911년 카프키 

스와 타타브 냐단늘의 튀브키스탄 순폐공인이다 이에 자냐응 받은 베흐부디 

는 극장을 ‘섣교와 훈게를 위깐 공간‘으포 긴주히면서‘ 1911닌 최초의 작퓨‘ 

만역 (Padarku 딩，) (1 D t:l년 출핀)응 포힘한 여러 펜의 희카응 십편하와 쉰회공 

연을 랬JL‘ 이후 함지， 아울이 LI 등으1 많은 지디드운퉁가들이 희곡을 집필히 

고 공역 합동옥 황반야게 팩쳤나 EE젠 사 L.].C드운동까든어1 의해서 극장온 공연 

장으쿄서 뿐만 아니피 듀서실‘ 신식학교‘ 디]중집회， 지선모임 등으1 복함적 기 

능옥 파는 둔회의 진딩으로 되바란미있나김) 

아이더니길하기1.' ，: 소비에브 l낭 f이 자디 L E 예 환농기늘어1 ;11 닛씌운 힘의 

'i2I 간국 피느띠느외 츠과은 디른 t:Jl부분의 지디 E 오 능까듣:v]- 111 찬가지록 1930넌니!-:: 

달러 대베터의 희생묵이 되았다 L 쥬 [달의 ?}연은 출띤도 공개석 모른도 금지 

되었으며 1 또연〕닌 '1:_ 사암 모 '1:_ 객권닉였으니? 삭풍은 198C년 ql +빈에야 복간되었 

나 이에1 꾀해 사서]한 것은 Kaμa， 125-127 찬조 

'13) Khali c1(998) , 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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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시니듯이， 그들 "1 자퓨은 당디1 의 안울한 식민지 "11 상평에 대깐 객관적 

바앵이사 바(여)라시아1 반(反)재국수의 정서유 덤은 겨]농석， 애국석 과보까:의 

표띤이었다 닫하자딘 간대직 개혁파 죠 f의 해방응 위한 투쟁응 고무하논 민 

족의식의 끽성재였던 깃이나， 또젠 L든이 창작젠 시 1 소석 1 회곡 등의 운꽉 

성브글은 자디L운~.의 간대직 이념응 신천하고 전파한 수 있논 새균운 난논 

의 장(場)이었디 따피서 지디드운통가들은 문예필동。]이는 세도운 논쟁의 공 

간응 팍보힘 。도씨 개혁의 기만응 더욱 확대한 수 있었다 

2.3 자디드운돔의 본질과 성격 

중앙아시아의 자디운E) ， 혹은 그 운농의 진화의 역사뉴， 앞 실에서 살펴 

I! 았듯이‘ 당디]이] 그것을 물이싼 여 δ1 가지 7::.관적/객관적， 니]적/외적 게기와 

잉 인의 같없뉴 상호 식용의 과성이자 산불이었다 따라서 자디二운농은 간본 

적으쿄 임으1 적인 규정을 불허히는 복함적인 역사적 현상이며， 그 i유 깐 디 1건 

성이야만호 문제의 증대싱과 혀지}성옥 말해쥬나 힘 수 있나 이리젠 빅략에서 

사니브운동의 불진과 성걱어1 대젠 이해는 복합성음 구싱하는 핵심석 겨1 기와 

그 계기에서 비릇되논 주잉한 측띤에 대한 농사직인 고잘응 잉」난한다 

지디드운통의 핵심적 계기는 근디1 주악’와 ‘민측주약 44' 이디 이 두 계기는 

중잉아시아 무슬김 지시인글의 당대 띤실에 대한 인시파 그도부터 제기핀 두 

l!] 세포부너 비롯된디 당디] 충앙아시아 무순런 사회가 작 1건허Jl. 있빈 모순피 

파지]는 진통 사회노부터의 근대 사회토의 진환과 러사이 식민시배호부터의 

해방이었디 。]이만 두 피제는 멋멋 지디드운동가들의 이해에서 드비니듯이 

"r로 띨어셔 있는 깃이 아니라 상호석으로 딜접하케 견합띠어 있으며 1 따라서 

단계가이기 보다논 능시가 애결응 9 뉘하는 한 묘저)의 두 측띤이었다 

Ur노 이라젠 운재의식 속에서 복 장에서는 사디트운동의 누 셰끼에서 비섯 

되뉴 벚 기지 주R 한 측딘글， 예컨대 자디 L운농파 이슬람， 자디二운능;파 간 

'!11 민 순주의는 η1 강으보 싱의뇌는 특 4 십만이 4 치척 주쉰의 괴늑(한 r l， 각굉)을 ] J

식으로 하는 행자띤에시 막해질 수 있시민， 이외에도 고유한 영모 

공닝으] 역사(기억)， 공심으1 영 사회적 번니]감 능의 역사적 C경척 사회적 까띤 

파도 믹쥐히 관려뀐다 샤미드운등의 역사에샤는 득히 잔샤 못시않기] 쥬 샤기 쥬요 

한 의미듣 지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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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l 지디드운퉁이 이사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등해서 지디드운통 "1 본 

친과 성걱에 대젠 좋체석 평/}유 시도해 보고사 힌다 

주지하다시피 증잉아시아 무슬딘 공농 시1 의 개혁 민족 운농P 도서 자디L운 

동은 애 즈에 종:il~ 앵역에서 사작미었고， 점사 고[육음 비섯힌 둔회 영역으로 

팍낌뇌었P 며， 김냐직 Ö ii'c 정치 C영역에까지 이브기1 뇌었다 이 과성에서 기낌 

긴 쟁점은 디른 아닌 증교 근디l ‘ \=1측의 문제였디 이1..'，1 한 운동익 선기l에서 

L랴L닝:이 자디두운농의 기픽은 얻널한 의미에서 혁명직 ?ι약이라기보다? 

검신적인 진화에 기반을 둔 것이었디 

중앙이사야의 사니브운동은 부엿보나도 부즙림 근대수의의 든 내에 확고하 

게 위치만디 지디드운동익 수사적 구조는 중앙아사아의 무승럼 선퉁이1 뿌랴 

빅고 있으며 .L깃은 사신의 논거유 위젠 군곡석 구1 위유 언재나 이:;;댐에서 

낚한다/께 자디L운농기글은 터기의 정년 튀브드L듬이 19세기 말어1 행한 것처 

럼 이 Cr 범음 겸코 부정아시 많았다 

일종의 간대주의자도서 자디L운농기글은 이슬감파 간대성 사이어1 어떠한 

모순도 츄새히지 앓는디 jl J~ 았디 @히려 근디l 성은 이순관의 순수깐 본질피 

완천 "1 실합되며， 진성한 이슬람만이 무슬딘늘의 인닝응 보깅한다고 믿었다 

샤니트운동까든은 이강댐의 얀진젠 영광은 근대 지식의 습득옥 동해서만 산 

현될 수 있。며， 무지논 무슬김P 균서의 사염과 의무듭 행하뉴 것응 막논다고 

여갔나 따라서 중앙아시서의 부강림듀이 지해 있는 현기]석 곤경온 l든이 이 

슬람의 정 L 에서 벗어나 였P 며 간대가 지시응 얻어야 하논 의무도 이행하지 

뭇히기 때문이피뇨 피악히였디 

또한 자디二운농기글은 역사듭 낀:통하는 진보에 의해 뉴성핀 세속직 지가 

처l 계를 등히] 이순란을 이해히지 1사‘ 그[텅디Jl 해서 그들이 완선한 세속주의지 

이 깃은 아니았다 래냐하먼 → L딘은 모든 견해의 정딩싱음 어제나 이:;;념으로 

무더 구랬기 때문이디 지디드운통가들은 선등주의자들 가운데 부흥주의지들 

Irevivalislsl 이 개펙으호 간수파는 과거의 역사석 반겨]호의 저대석 희귀 ~I 이 

슬라흐(isI3h)듭 되보가인 것P 도서 비핀하며， 현재뿐민 아니라 먼 과거보다?ι 

휠써 나은 wl 래의 무파림 사회유 지헝바있다 따라서 사니 t드운동까든에게 샤 

451 버11 'è부 "1 카리 등응 :v=.낌한 많은 사니드운통의 시도사닫은 실제로 응라마 출신이 

었 y. 지디틴19 낭어] 낀여하만서노 융띠 "1 릎 비봇한 천웅적 ?1 〕 l 슬럼 엠리느듣괴의 

관 계를 지속삭으로 유지했다 사시어 카디랴 (Qadi:ril는 사 "1 드운동에 헌신한 쥬 에 

윷，'1 이 익 지 격으록 디시 "1 틴，，1 사보 되롤이가기노 했디 



408 러시아연구 제 19권 제 2호 

리아와 진정한 이윤란븐 시디]의 요구와 잉립 가능했디 /꺼) 

이즙림에 대힌 선딱석 논생은 사니브운동가딛 사이에서 누브라지지 않았나 

자디L운E 기늘어1 개논 신잉 그 자세보다 공농지)에 대한 관심이 더 중R 했다 

러사이 식빈동시 서래 국까성이 둔지}아시 많은 상황에서 중앙아시서의 정체 

성응 난보해주는 유일한 토대논 무슬김 공E 시1 였다 자디二 저삭글에서논 신 

앙으쿄서 이순관괴 공통체포서 우윤림 사이으1 구꾀은 /1 익 사이졌디 무슴럼 

공농 JII 인 튀르키스탄은 자디L운E기 늘의 민족이었다 총피 ::-1 인 피 <'1 보다 튀 

르카스틴 IF 슴럼들의 복지를 더 충요히게 여긴디는 걱변에서 지디드운통은 

서1속석 민속주의있나， 마호 이런 의 wl 에서 1917년 팩병 진 웅앙서시아의 사니 

드운동가들이]게 벅이슴란추의 흑은 범튀프크?의가 일정만 의미를 ̂ I 녔민 것 

이나， 모든 부파림듀의 정시석 동임옥 지행파는 범이;산림수의와 범까딛견수의 

의 영토직 정겨1 뉴 다소 넌호하지만， 중잉아시아의 자디L운능;은 분명한 영토 

석 경 jjl 듀 시니며，-1.깃의 국가(민족)는 까 E 키스단이었다， 까딛키.'-다온 임종 

의 ‘성상의 공농 지)’이며 민족과 영토 사이의 개념직， 성서직 통일새였다，17) 

지디드들의 신식 학교에서도 이순란괴 종교 피되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댔 

다 천통주의자늘의 염려파논 날리 중괴는 어떠한 권리!，~ 싱실하지 않았다 

딱 ílL 수엽 사간의 44%는 순진히 종 íl~ 석 과목에 힘딩미았고， 세속삭 파복은 

20%에 불과한 성 l ，~균 실제균논 매우 제한직이었다 하지만 증 R 한， 따라서 

새로운 깃은 ílL육의 빙식과 l깃으} 의 wl 였나 

윤라마늘의 이슬람과 자디 L운농기늘의 이슬감 사이에는 중잉한 차이심낱 

이 츄새한디 후자는 선지에 비해 틸 절디l 적이 i， 이슴란은 더 이상 푼괄적이 

지 않P 며 자신의 분리핀 고유한 영역응 지니고 였었다 이슬람은 백팍화되고 

역사화되었으며‘ 이윤관의 역사이1 디]한 가르전은 이윤란을 본질적으도 현새적 

461 사니드운동은 λ1 구시 사 ;1 밤진 파정에사 제도화한 마펙 ;1 숭의 추구마 인가식이 

고 합리적인 μ、] 욕 소 8 아 지융척 주제를 선핀히려 하였디 응시에 지다 E 운 닝은 

시구의 시숭석 성취닫을 채택하며 λ1도 규제 석 권위노 λ] 이속뛰을 거부과시능 않았 

디 지디 l 오 낭까듬은 c;l듀 전체의 챙복을 위해서 웅제닉 ο1야 하는 기술주의의 넨 

('z)인까삭 겸마달에 대해 시도 주의듬 ;1 을였다 하냐의 담른으로사 샤 LI드운동은 

세록융 뿐만 아니 01 디 니은 끼해에 니]해서 숙 이숲암의 괴거보디 낫되 1 눔끼적으 

로 성콩석이지만 정산삭으로 황폐힌 사구11 제사과는 미래비나 나은 ul 래듬 맘했 

디 Iιzzerini. lG1 

471 이러한 의디에사 아응라니는 j우랴 튀므키스탄인득은 우리의 삶ηq 우랴의 조콕 

을 미 사망한디”띠고 앙했디 Haug낀 11， G2 에서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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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이] 종속 λ1 켰디 이것은 이순란올 중교적 교의악 영역으포부너 새속적 

운화의 영역으호 백[희시켰고. 이:;림 문희는 집다과 정체성에 관젠 사이트석 

사고에서 'c_H 한 의마을 지녔다 자디L운농기늘은 세속화4건 이슬람의 기본가 

요소듀과 양립 가능힌 개벽의 .L호 l랙튼올 만든어 냈고， 개팩의 논거는 사회 

의 뉘성원늘어];11 이 R운 것어1 항싱 기초했다 넌든 현상은 사회에 대한 효파 

이는 댁락에서 팽가되었고 지디드 기l 혁의 본질적 되표는 종교를 ?항만 모긴 

영역에서 현재의 상태을 새산하는 것이었다 

이이한 매략에서 지디드운동가들의 관심은 일정한 지향올 지난 지속적인 

변화호서 ‘친보‘，~깃의 딩시체호서 ‘근대’노 행젠나， 팅대 셔]겨1사의 대세노서 

근미약 도선에 디l 한 지디드운동의 응선은 근디]도부너으1 도 η1가 아니피 Et 용 

이있나 

자디L운잉은 세계와 그 속에서 증잉아시아의 워싱에 대한 새 R운 판심어1 

;1 는힌마 사이트운동까든은 팅대유 과거와는 마른 시대， 즉 모든 과학고} 시 
시이 농 시가 。 R 받천하논 진보의 시대도서 인시했다 파학과 진보논 인간의 

사i와 행위익 선역에서 권위를 획득랬디 히지만 중앙아시아는 이이한 κ른 

Ö :'êc부터 뉘쳐지 있P 며， 낡은 천(타)간대가 성태도부터 벗어나지 봇한다연 

되럭음 넘어 소맨의 운벙음 벚음 깃이라고 사'，1 t드운동가듀은 꺼만아였나 :cl 
보논 발천， 성낌， 상승응 의미하논 아갑어인 taraqql도 성애셨는 1네， 자디 L운능 

까듀은 ‘진보의 싱 취 사듀 lmuιlral1l1I)’， 휴은 ‘꺼 보의 애호가은(Laralll1iparwar) 

이었다 진보는 지시e 추f하논 넌든 사람늘어1 ;11 열려였는 보펜직인 현상 o 

도 긴주되었디 지식이 신 I!→ '>11 디l 한 숭비]이는 의미에서 중앙아시아의 지디드 

운농은 당대의 세계사직 주류균서 간대라는 겨)낌의 기획 속에 자리한다 

또만 신 1! 의 이년은 시긴이1 디]만 역사적 인식의 심화에 기소랬디 이슴란 

진동은 역사듀 친보유 헝힌 도정으호 ~l 식젠 석이 없으나1. 오히이 과거는 인 

간사에 신이 기l 입한 신성만 기록이었디 히지아 지디드운통에서는 역사적 λ1 

간에 대해 시속석으호 상승하는 맨화노셔 진보가 엄여히 F위득 차지했나 i.'i~ 

'"라느에 따브딘， 성세기에 인류는 인악하고 지시파 기술도 부족했지민 심차 

석으호 」깃음 극벅했나 서]쌍에서 인간이 이둔 댄희는 부정힘 수 없으며 ，.L 

것은 쇠되기 아니라 진보이다 종 μl에서 l ，~ 진보는 목거되는더1， 신은 역사 속 

에서 인류를 인도허]왔지 1사， i 기의 예인지들은 특정한 겁인들에게 1사 신으1 메 

시지을 전날했P 며 신의 최후의 에시자는 인퓨기 일성 성도의 발전에 ?ι날한 

후에 비도까 세 λ1 되었디 피드피드의 관점에서 증교를 T 한해서 모긴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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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배 0] 인류 진 I! 의 기록인 것이디 18) 이처권 시l 계에 디l 한 완선야 시]포운 λl 

z! 욕 시니케 된 자 c] 브운동가듀은 이:상림에 대해서도 새호운 이해에 도단하 

기1 되었고， 무슬팀의 진정한 의마에 대해서[ 께닫기1 되었다꺼 

꺼보라는 근대석 관점에서 인간과 세 jj] 에 대한1 사니브운동가듀의 이해는 

중잉아시아파 서뉘(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새도운 시각응 낳았다 지시의 숙 

적을 퉁한 진 I! 익 성취리는 의미에서 서구와 비시아는 충앙아시아 무윤럼 사 

회기 따라야 한 간대화의 본보기였다띠J 자디L운당기글에끼 지시은 둔화직 o 

도 특수깐 것이 아니피 1! 편적인 것으포 여 /1 겼뇨， 특야 근디]의 구체적 표상 

으로서 서 구는 비 환의 」{석 이 서 니 라 모밍 의 수요건1 대 상이 았나 

히지만 중앙아시아와 이사아의 관게는 지디드운퉁이]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 

였나， 임씩이 가즈프런스키는 맹목석 복옹이 아니라 동둥젠 동반사노서 러 λ1 

아와의 화해와 협픽응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 상은 삶의 l든 영역에서 고?ιR 

멘낀힌 사유납고 '?l수섞인 부:;;림 사회의 객석음 복표로 라시아 무파림의 통 

일파 성피"→파의 ~.늠한 권리듭 희망하연서 러시아 성부와의 협픽윤 기대했 

빈 지유주으1 적 기l 혁추의지들을 드j 함해서 숫기의 온건만 지디드운통가들이]게 

불기피한 띤실주의가 선택 。 토서 광범워하시) 받아늘어셨다 

중앙이사야의 금대화에서 러시아의 (낙힘에 대젠 수옥은 ‘운명의 사도’라는 

러시아 저I ''i"주의 남는 'i!과 정책에의 일방직 포섭응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111 

나른 식빈지 지식이딛파 마찬가지호 사 c_] c드운동까듣도 삭빈 1'1 럭과 민족 사 

회라뉴 이증직 공간 속에 한겨1 지워지 있었고， 이더한 상황에서 그늘은 지 1세 

피지"ll. 문벙/션등 등의 이원론적 사Jl에서 빗이니고지 히였i‘ 특히 식민 체 

제의 이념응 스스도의 입잉에서 전복시켜 천유하였는네， 많은 경우 시민 새제 

481 Khalic\ü998ì , 108 

40ì 중앙아시아 무슴럼닐의 인시의 패러다엠의 변화。I1 는 종교뿐안 아니랴‘ 역사， 지이‘ 

히 hE ↑=리 당의 "11 끼적 학안으1 답누의 ?언의 。1 슬앙 국가를 비봇한 해외여챙노 

적지 않;P 영행음 η1 쳤다 

50) 이미한 입상은 낌적 7，]외 고1/8 적지띠는 긴1 시이외 숭앙이사이에 '-11 한 웅삿적c;l 이'1-1 

문식 사각의 진복으노λ1 샤 "1 드운듀에 λ1 증대한 단문삭↑ 실천식 의 u] 를 시빈다 

51) 벤리히노E:(C. Vdi띠lClIl0V) 득 비돗한 몇맺 ]1J 슬렘듬은 숭앙이 λ1 이 안화와 이사이 

문화의 통?↑ 흑은 러사아에 의한 쥬앙아시아의 구원 등의 극만식인 주깅을 핀지;] 

노 댔지만， ，，]는 소수에 판괴하였으며 이 λ] 이 식민 체게의 본치고1 τ ö] 대에서 숭 

영아시아 무속뷔달의 고폰에 대한 이해/] 깎어진에 따라 이러한 주징은 취자 실 

지리듬 잃었디 



411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 

의 우윌성이1 디l 한 인급은 우윤림 사회에서 혁신익 절바성을 권 JL히기 위한 

깃이았다 따라서 엮밀힌 의 u] 에서 사，_1 r드운동의 압장은 제국의 복표 ~l 러 λ1 

아화기 아니라 튀브기스탄의 간대화블 의미했다 새균운 엘리 l二L글균서 자디L 

운동가딛은 근대섞인 무슴립딛。]며 1 따라서 판순히 모빙옥 위해서 러시아의 

방멤응 따르는 자글응 혹독하씨 비판했다 ~2) 

오기으1 지디드운동은 지치 흑은 특립이리는 정치 개혁의 실현 선망이 모향 

한 상황에서 새균운 방법어1 기초한 중피듭 포렘한 문화 개혁에 상대직 우선 

성을 무여히였디 히지만 중앙아시아의 현실에서 문화와 민츄이 벌기l가 아니 

듯이 ^t니브운동에서 이깃듀은 언제나 아냐의 심체듀 구성라는 누 요소였나 

이1..'，1 한 의미에서 당시 지디드운동이1 미한 치프 정권의 우려는 힐견 정당한 

디1， 래냐하먼 지]국수의 강적 하의 중앙이사야에서 문희에 대헨 근대석 개혁은 

민족에 대한 성치직 각성응 필수가 。균 수만하기 l매묘이다 S~) 

아지만 지]국의 든 안에서 개펙욕 시헝했던 사디트운동은 겪사 무파림든 사 

이에서 민족가 자의시이 성상하고 저IC~주의에 대한 인시이 고양되며， 더f나 

혁멍이이는 정치적 디l격변이 가져온 시1 도운 기회 속에서 제국의 틀 밖으도 "1 

애방도 감꾸/11 핀다 

예킨대 까장 서구화된 사，_] r드운동가의 하나이 카리는 제국수의 세력이 무 

슬김늘의 BI 참한 상태블 개선해 줄 것이라고 던지 않았。며， 시민 지 1내의 칠 

회가 가장 중요한1 정서석 목표 중의 하나라고 역식아있나 긴 1] 에 사딛 체제 

52) 여1 건매 지디 l획능가듣은 숭앙이 λ1 이인듬에서1 긴1λ1"1 이를 비1 울 것을 감상하는 미 

시아 당콕과 건해를 깎께 하며시도↑ 일상석 대화에사 두 "1벨식으노 러시아어를 사 

용히는 숭앙이사이c;l듣을 달카톱세 "1과했디 이울띠니는 “국까으i{!이록서 미사 

아어를 매우는 것은 빵과 유삭셔리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시만것의 

윈해의 위치에서 긴식하는 것이 숭요하디 인이의 유합은 ~l 이으1 낌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민족어의 상실은 민족정산의 싱 실이다"(Khalic\iJGG8ì. 218에 사 개인용)라고 

역션히였디 。1 처럼 숭앙이시아의 끼대 엠리느듬은 보디 넓은 세게에서 삶의 루갱 

에 참가하기 진에 우선 샤신달의 산앙파 언어를 원잔히 익혀야 했던 젓이나 

53) 민끽은 지다 E 운닝의 록커，，，였디 역사에 LJI 한 숭앙이 λ1"1 의 전웅적c;l 시각듬이 

양조 흑은 중족에 대힌 핀신이았나는 취에사 샤 "1 드운듀 /1 득의 민족에 대한 핀신 

은 세보오 것이었디 비독 민 순에 t:il 한 관심이 튀 g 극적 관심과 '11 면 민 순척 관김 

의 혹째로 인해 씬잔히 일핀꾀 것은 아니있을시라도 중분히 낱대삭이있다 민족은 

공동의 기윈욕 까지되 공웅의 역사척 운벙어1 으I"JI 동 ~l 딘 사회역사적 꺼기제록서 

가주되았던 것이다 샤미드운등 /1 닫이 싱싱하는 뒤르카스탄은 영도에 /1 만힌 공듀 

처II~I 뿐만 아니c'] 공웅의 역샤오l E화에 으I"JI 신합된 공/。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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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선여를 빈 í !X J세국추의 투쟁의 일환으포 긴? 했、빈 베 ι부디도 중국에는 

경지]와 정시의 앵역에서 브리나느 라사아 지]되주의 지배의 파괴석 영행음 깨 

닫 ;11 되었다 피닌라!느L는 자치에 대한 베흐부디의 건애어1 농 f했 o 나 겨l i' 투 

앵은 재국수의와 식민시배어1 맞선 투생파 견합띠어야 힌나고 주장파였나 이 

처럼 1917년 이후 대부분의 자디二운잉기글은 여천"1 자치 투쟁응 주잉했 o 

니 일부는 1긴측 해방을 위한 급선적 투쟁 (jihad) 올 지지히기도 히였디 

간대주의와 민족주의의 깅!심과 단심응 잉 시에 지닌 복합직인 운농 P 도서 

지디드운통븐 걷국 또 디까 더 단 (탈)근대의 기획인 사회추악 혁벙이] 의해 

군극석으호 장익띠는데， 이러젠 역사석 뀌격은 븐가피하면서도 사연까:려운 과 

정이었디 이비한 의미에서 지디드운동은 미완의 근디]적 개혁 민측 운통으로 

규정낌 수 있옴 깃이나， 

3. 결론에 대신하며 

송 ílL 운화， 사회， 정시 등의 중앙아사이 부;림 공동체의 거의 모든 영역음 

아우프Jl.‘ 근디]주의에서 민측주익이1 이프는 디잉한 진화의 스꾀드떤올 지녔니 1 

사니브운동이 증앙아시아익 이;념과 부피휘 공동처1에 남긴 역사석 21 인은 

실로 뚜렷히뇨 디잉히디 

웅양이사사의 근대희는 허 λ1 아의 강점이라는 j외부호부터의 개입’음 통해 

농 가화뇌었P 나 실상 러시아 저11 자세논 중앙아시아의 전통 사회을 애세하 

고 금대 사회호의 。1 행음 직접석으호 이끌시는 않았나， 러시시 제국이 금대회 

의 기수기 될 수도 놔려고ι 하지 않논 상황에서 오히려 고인과 정 치)도부터 

의 탈피의 유직임은 일부 선각적 무슴런 겁인으포부니 비룻되었는데 그것이 

바R ‘자디 L운농’이었다 l낭대의 사회 실서 속에서 자디L운능;은 ‘위도부터 

도 ‘아때포부너 도 아닌 옆으로부니’의 개혁 운동이었디 I다피서 그것의 운 1성 

은 지음? 터 위와 아래의 누 세력엔 진봉수의사와 무;산립 대중든의 호응과 

지지으1 여부에 딛려있었디 게디가 그것으) 운 1깅을 더욱 복잡히게 까작도우너 

딩대의 증앙사시아 상황. 츄 재국수의의 지배라는 와석 모순으} 슨지1 있나， 맞 

하자연 자디L운농은 간대화파 민족해방이라는 이증의 1순과 과다의 눌러싸 

여 있었이있았나 거)마까 L깃은 동진의 양먼치텀 겸합띠어 있는 이 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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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을 풀이니|때 뭇히뇨 걷국 믿으포우너의 혁 1성’을 주잔한 낄셔셰비카에 의해 

장익팅 하고 만， 게 l 후 민속 운재의 해격은 억압석으노 간단히 빙끽미고1 근 

대화논 소비어1 닌 f기에세 천자。 R 맡겨진다 소워 사회주의가 간대화논 넘 

으호부터의 근대희가 시니며-~갓은 ‘근대성 없는 근대흐!’ 1 또 하나의 ‘마얀의 

간대화‘였다 그리고 소인방의 굉 파 R 우인하기1 앗은 꼭검은 중잉아시아 커기 

들이1 게 깐족 국가의 형성이이는 새로운 시디l 적 이세를 부여댔는데 그것은 시1 

도운 자디L운능에 대한 관심과 기대을 낳고 있다 

19시l 기 만 깃)시l 기 jR 의 지디드운퉁이 근디]주의와 깐 ~c~ 의피는 두 게기를 

통해 둔화석(송 .ílL 석) 이:얀림흐1 ， /1 깅r 석(경지]석) 서구회， 정서석 바(反)리시아회 

를 춘구랬디연， 이시한 추구는 본질이1 있이서 여선 Bl 현새생을 ̂ l 니고 있디 

이라힌 맥럭에서 사이트운동의 벚 까지 성과와 젠겨]듀 미진어 복 수 있나， 

자디L운잉의 성과논 첫째， 신사 피육E 통한 다대직 지시의 전파이다 자 

이브운동은 부지와 쇠퇴노 상정미던 웅앙사시아의 우;산립 사회에 지식과 진 

보균→ 대표되는 간대가 개혁 e 츄~.하였고， 이는 새 R운 사고듭 지닌 새도운 

시l 미를 영성히는 데 거디린 기여를 히였디 이시한 유산은 9 랫동안 망각피 

단실응 겪었지만， 오늘의 중앙아시아에서 기억파 계 승의 대상이다 

단째 민속 정체성의 고양이나 ‘카 슈가근의 낙타끈에서 보간j￡;「간의 뱃머 

리까지‘ 끄든 튀르三L계 사람늘이 이해한 수 있논 공통의 뒤르三L어의 성 f와 

사양이라는 시시에서 t드허나듯이 사니 t드운동은 웅앙이 시사의 역사에서 치읍 

P 균 슨재직 실;111 성어) 의거하여 튀브三L 민족의사응 깨우치 간대가 민족 성지) 

성으1 맹아를 행성히였디 이 것은 중앙아시아의 깐족적， 지역적 ?퉁괴 상생으1 

토대기 되고 있다 

셋째‘ 이승란의 근대화이디 지역의 션등적 E착 문화와 긴비히게 걸함되이 

고유하게 센진해 은 중앙아시시의 이슴댐 둔화는 역사 속에서 부취옴 거듭하 

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1 c?투괴 지역 정처l 성으~디II듀서 자신의 까벙올 디히 

시 봇파고 있나 이리젠 견지에서 사이브운동은 서구석 금대화와는 마듀시라 

l ，~ 이슬람 E화에 기초한 또 다른 방시의 간대화의 주뉘균서 기억될 수 있다 

이갓은 wl 얀익 과제이시만 여진히 해칭옴 I1 마펴는 윤건젠 과제이나 

1시째， 둔화직 르비상스의 기틀응 마련했다 자디 L운농기늘은 새 R운 헛시 

l!] 니|용을 갖준 디양만 문예필통으도 유 례없는 문예 부홍의 기 i를 닦았으며 

이것은 중잉아시아의 소증한 묘화유산。 R서 새균운 성새성의 간간이다 

디섯째‘ 민측 운동의 일 11 선진이디 지디드운통은 세쟁 이시아약 식민정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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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선 안디 산 셔헝’운동괴 스"비이1드 정권수립에 디l 헝「한 ‘비스，，]치 운똥 을 

매개하는 중앙아사서 민속수의 운동의 누 낀1 째 판겨1노서 민족석 자의식의 zl 
성응 통애 오늘날 민족주의 재늠잉어]\→ 거다란 영향응 미치고 있다:1'1) 

사니브운동의 힌겨1는 칫애 1 도시 엔미드 중샘의 지식 ~l 운동이었나는 점이 

다 자디 L운농은 무슬딘 일반의 이익과 이애듭 온천하기1 대표하지 봇했P 며， 

궁극적으포 팍넓븐 디]충성의 획득에 실패히었디 지디드운통가들이 상상히는 

민족은 [시의 득정십단글， 그 팩심은 공E 시1 에 대한 의무와 젝암응 다하뉴 

엘랴드들이디 그것은 농민을 푼함히지까 인지 도시의 ? 낀 ~.것도 f수아이 

금대석 삶의 투생에서 민속옥 이끌 사각이 있나 이치럼 민속에 대힌 사니브 

운동가들의 시각은 비록 앨랴드추의가 히니의 교조쿄서 선언된 적은 없을，，] 

라도 엔>:，]드석이었다， 맞아사변 사，]트운동가든의 엔>:，]드주의는 사회 속에서 

그글의 위상의 놈<']직 실과이자 그늘의 성치직 환E 의 한겨1 인 것이다 

단째. 바과의 대 상이 후진성과 억입상에 포우1 팅했나， 사，.] r드운동은 움라마 

듭 B] 콧한 무슬김 전통주의자글과 차르 소비에」 시1 저1 의 협공에 시날렀다 자 

디드운통가들븐 선)등적인 울리이 꺼]증이 누리Jf. 있니1 사회적 ，，]위와 특권을 

소유하지 봇했。며， 변혁기기 제공한 일렌 기회듭 충분히 활용한 수 였응 /성 

도로 조직화디지도 못했나 이로 말u] 임아 최국 사니 t드운동은 1917년 혁병의 

소용늘이 속에서 환도듭 개석하눈 네 실페하고 총말응 고하였다 

셋째 금대 석 시획의 싱핵어1 띤수석이 ~l 석 1 뭔지 석 개원옥 충분히 확보하 

지 봇했다 자디二운농의 신사 학 ii 늘은 피원， 피실과 부대시설， jjl재 임이 부 

츄댔으며‘ 서적 이 신문들븐 록지와 핑 i 무측을 겪었디 힐부 상인들의 간헐 

직인 l，~움응 받기도 했。 l나 떨아한 재정 상태균부터 벗어나지 봇했다 그리고 

무엇껴디도 근본적인 인적 새원인 무순림 디]중들이 증니야 함께 히지 끗랬디 

아지만 중앙아λ1 시 무~림의 역사에서 사니 t드운동의 까장 키나만 공파(~D 

過)는 힐찍이 스스포 세기댔지까 아직 담히지 뭇한 “충앙아샤아의 우씀힘으i': 

션 어떻게 딩대증 장öl- ~Q :>J ?l/l?" 라는 저수받온 지문에 있옥 깃이다 

5,1) 요재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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