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크-타지크 민족 기원론 소고: 
독립 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정 세 진

I. 서론 

중앙아시아는 1991년 독립 이후에 국가건설과 민족건설 작업을 매우 강력

하게 추진하였다. 소비에트 체제가 통치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새로운 국가건

설은 각 민족들의 비전과 국가 경영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의 각 국

가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전승을 강조해왔다. 
글로벌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 부각되어야 한다. 국가의 힘은 강력해

져야 하며, 그런 바탕 하에서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건설의 와중에서 중앙아시아 각 국은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새롭게 재평

가하는 시도를 보였다. 독립 이후 국가발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던 중앙아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를 지나

치게 미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이는 다른 국가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앞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특별히 역사학자들이 역사 미화 작업을 주동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민족이

나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도 더 우수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

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역사학자들은 중

앙아시아의 투르크계와 페르시아계의 대표성을 띠면서 자국의 역사 미화에 

앞장섰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페르시아계로서 자신들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거나 변호해나가자, 우즈

베크 역사학자들이 이에 제동을 걸고 타지키스탄의 역사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양국의 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역사적 논쟁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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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기원에 대한 입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타지크 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이 기존의 역사적 정설로 인정되던 페

르시아계의 직접적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리안계가 자신들의 역사적 선조라고 

주장했다. 타지크 인들은 B.C. 시기부터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이미 자신들의 조상인 아리안계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였고, 타지

크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우즈베크 학자들은 아

리안계가 B.C. 시기에 중앙아시아에 거주한 것은 맞지만, 아리안 인들은 중

앙아시아에 유입된 이주민이며, 이미 중앙아시아에 오래전에 거주하고 있던 

우즈베크 민족에 흡수되어 혼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아리안계는 타지

크 민족의 선조가 아니며, 타지크 인들은 B.C.부터 중앙아시아에 거주한 원

주민이 아니라고 우즈베크 학자들이 맞섰던 것이다. 
본 논고는 양국의 민족 기원 논쟁은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해왔던 것은 사

실이지만, 무엇보다도 21세기에 거세게 불붙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리안계가 타지크 인들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타지크 학자들이 주장하

는 부분은 과거에는 자주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자 한다.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계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양국사이의 첨예한 논쟁의 핵심이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를 개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논쟁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앙아시아 문화의 특성은 이 지역이 투르크 문화

와 페르시아 문화권의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투르

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로 뚜렷이 구별되는 역사적 전통을 보여 왔다. 페르

시아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정착되어왔다. 페르시아 문화권의 연

장선상에서 타지크 민족의 문화유산이 존재하였다. 주지하듯,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중앙아시

아 대다수의 민족 그룹은 투르크 문화권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광범위한 투르크 문화권에 속한다. 중앙아시

아에서 페르시아 문화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권 역사에서 매우 강력한 

역사적 전통의 유산을 가진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과 융성기에 페르시아 

문화는 이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B.C. 시기에 페르시아 문화는 유

목민족 제국사의 결정적인 담론으로 기능했다. 타지크 민족은 사실상 이 페르

시아 문화권의 역사적 후손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해왔으며, 결정적으로 지금



까지도 페르시아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 샤이바니 칸

이 국가를 건설한 이후로 투르크 문화권으로서 중앙아시아의 핵심 민족으로 

발전해왔다. 비록 역사적으로 타지크 민족이 우즈베크 민족이 세운 왕조에서 

동거한 측면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양국은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권을 지니고 

있다. 양국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입장을 주장해왔다. 본문에서도 분석하는 

바, 타지키스탄은 1920-1930년대 소비에트 정부의 강제적인 국경 획정으로 자

신들의 영토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등 역사적인 도시가 소비에트에 의해 우

즈베키스탄에 넘겨졌다는 민족적 상실감이 매우 크며, 이러한 요소가 대 우즈

베키스탄 역사 논쟁에 불을 지핀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타지키스

탄은 유일한 페르시아 문화권으로 민족적 독창성을 주장해온 측면이 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은 국가적 분열의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했다. 1997년 

내전 종결 이후 타지키스탄은 민족 정체성 강화 작업을 서둘렀다. 민족건설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타지크 민족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국가건설에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타지크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세계

사적 위치를 타지키스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지키스탄 정부

는 21세기 들어 과거 타지키스탄의 중세국가인 사만왕조 창건 1,100 주년 기

념제를 개최하거나 ‘아리안 문명의 해’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타지키스탄은 내전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가건

설의 와중에서 타지크 학자들이 주장한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서의 아리안

의 역사적 실재는 분명하지 않으며, 타지크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은 국가건설을 추진하기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지, 이론적이고 실체적인 진

실은 결여되어있다. 이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역사적 진실 논쟁으로 흐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이 민족 기원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집중

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본 논고는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자국의 역사적 기원을 아리안 문화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크 역사학자들과 민족의 기원을 놓고 벌이는 논쟁

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기원에 관한 여러 학

1) 국내에서 본 논고와 관련된 연구로는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 연구와 다양한 문화 
정체성 연구 등으로 일반적으로 시도되어왔다. 그리고 우즈베크 민족과 타지크 민
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민족 기원을 직접적으로 비



설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민족들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논쟁을 분석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바로미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 이후 벌어지고 있는 타지크와 우즈

베크 역사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매우 의미가 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계의 형

님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학자들은 투르크 문화유산을 매우 

강력히 옹호하였다. 아리안 문화는 이미 중앙아시아의 지배적이고 광범위한 

투르크 문화의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이들은 강조하면서 타지크 

학자들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그들은 투르크 민족 그룹은 투르크 문화유

산과 페르시아 문화를 결합한 통합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리안 

문화를 흡수하여 투르크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벌어

지는 두 민족 간의 역사적 해석은 일종의 문화 전쟁, 문화 충돌로 인식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점에서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 기원에 관한 논쟁은 중앙

아시아의 역사적, 정치적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내용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고는 2장에서 민족기원에 관한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 논쟁에 대

한 전체적 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 양 국가의 영토 논쟁에 관한 내용을 규명

한다. 4장에서는 아리안 문화의 기원을 둘러싼 역사 논쟁, 5장에서는 타지키스

탄의 중세 국가인 사만왕조를 둘러싼 역사 논쟁 등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II. 민족 기원에 관한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 논쟁 

 

독립 이후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타지키스탄의 반정부 세력은 우즈

베키스탄에 대해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1991-1997년까지 벌어진 타지키스탄 내전이었다. 내전은 타지

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1991년 독립 이후에 양국의 민족 기
원에 대한 비교적 차원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특별히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와중에서 민족 기원에 관한 입
장을 양국의 엘리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숙고하고 그것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민
족 기원의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연구는 국가건설의 와중에서 엘리트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을 이해할 수 있는 바
로미터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스탄 구공산권 그룹에 저항했던 민주주의 세력과 이슬람 반군이 연합, 구공

산권 세력에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내전 때에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 

정부군에 군대를 보내어 지원하였는데, 다른 국가의 분쟁에 개입했다는 것은 

타지키스탄 민주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타지키스탄 정부군을 지원함으로써 타지크 민주주의자들, 혹은 민족주

의자들의 반 우즈베키스탄 민족 감정은 고조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서는 

이슬람 반군이 타지키스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슬람 원리주의가 우즈베키

스탄 내로 강하게 유입될 것을 두려워했다.2)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1992년부터 내전이 발발하면서 

타지키스탄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으며, 1997년에 외국의 중재로 내전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내전이 종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 타지

키스탄은 라흐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건설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국의 문

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론에서 언급하듯,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

면서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우즈베크 역사학자들과 치열한 민족 기원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우즈베크 민족이 타지크 민족

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차용해왔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타

지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논증하고자 함

이었다. 즉 이들은 19세기에 등장한 타지크라는 용어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

는 민족들을 광범위하게 규정할 때에 지칭된 언어라고 주장해왔다.
헬지는 우즈베크와 타지크 역사학자들의 주장에서 가장 변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타지크 학자들은 민족의 기원을 설명할 때는 ‘아리안-타지크’ 
개념을 주창하고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투르크-우즈베크’ 라는 민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타지크 민족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투르크계

와의 관련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계(Europid)이며, 동시에 ‘아리안’이 

타지크의 민족 기원이라는 입장이다.3) 반면, 투르크-우즈베크 개념은 중앙아

시아가 광범위한 투르크 문화에 속하며 우즈베크는 기본적으로 투르크 민족 

그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 타지키스탄 내전에 있어 타지크 민족주의의 입장과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Dov Lynch(2001) “The Tajik civil war and peace process,” 
Civil Wars, 4:4, pp. 49-56 참고. 

3) Helge Blakkisrud and Shahnoza Nozimova(2010) “History writing and nation 
building in post-independence Tajikistan,” Nationalities Papers, 38:2, p. 179.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기원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각 민

족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에 

따르면, 타지크 민족은 기원전 페르시아계로 출발하였고, 페르시아 제국과 구

레코 박트리아에 속했다. 기원후 7세기 투르크 민족에 의해 점령된 이후로는 

투르크계 민족이 타지크를 지배해왔다. 13세기 이후로 몽골 점령 시기를 거

쳐, 14세기에 티무르 왕조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했다. 이 시기 이후에는 투르

크계인 우즈베크 민족과 카자흐 민족이 분할 과정을 거쳐 각각 분화되어갔으

며, 우즈베크 민족은 여러 칸국을 건국하였다. 타지크 인들은 우즈베크 민족

이 건국한 칸국 에서 동화되어 살아갔다. 소비에트시기, 소비에트 역사학자들

은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은 인종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 것

으로 인식했다. 특히 타지크의 중세 국가인 사만 왕조가 10세기 후반에 멸망

(999년)한 이후로 타지크 인들은 투르크 인들의 거주지에서 투르크 민족 그룹

과 동거하며 살아갔다. 즉 투르크 민족이 타지크 민족에게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민족그룹은 지역별로 동거인들의 숫자는 차이 나지만, 
중앙아시아의 동일한 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이다. 특별히 러시아

학자들은 타지크 인들과 우즈베크 인들은 동일한 문화권 지대에서 거주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지크 학자들의 개념을 본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일반적

인 역사적 사실에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기존의 타지크 인들은 아

리안계를 민족 기원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들어와 역사연

구소를 중심으로 아리안계가 타지크 민족의 선조라는 개념을 창출한 학자들의 

노력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행동이다. 아리안계를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 수용하기에는 역사적 의문점과 논쟁거리를 줄 수 있다. 타지

크 민족의 기원은 페르시아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타지크 민족주의자들은 역사를 미화하고 새로운 역

사적, 민족적 가설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단

정적으로 결론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같은 새

로운 가설은 충분한 근거와 역사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입증되기 어려

운 일이다. 물론, 일반 국가에서도 자국의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

적 해석이 내려진다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지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

족 기원에 관한 담론은 매우 당황스러운 역사적 이론의 제기라고 할 수 있

다. 주장 자체가 상당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즈베크와 타지크의 민족 

기원에 관한 담론과 논쟁은 소비에트시기에 촉발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타지키스탄의 저명 역사학자인 보보잔 가푸로프(Bobodzhan Gafurov, 1909- 
1977)는 1972년 출간된 그의 생애 마지막 저술인 타지크 민족: 고대와 중세

의 역사(The Tajiks: Antique and Medieval History)에서 과거 그가 출간한 

저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달라진 논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우
즈베크 민족기원 논쟁’이란 장에서 우즈베크 인들은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늦게 정착했을 뿐 아니라 원래의 중앙아시아 정착민이며 페르시아어를 사용

했던 페르시아 민족그룹의 바탕 하에 형성되었다고4) 주장했다. 그는 또한 투

르크계 민족이 중앙아시아에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과 업적을 저평가했다. 문

화적 기여도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시켄트에서 알-비루니 
(Al-Biruni) 같은 우즈베크 지도자들은 호레즘어를 사용했고, 호레즘어는 고대 

동방 페르시아어계통이었다는 사실을 가푸로프는 지적했다. 우즈베크 문헌어

는 단지 14세기-16세기에 이르러서야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방언의 절반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남아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푸로프는 대다

수 학식 있는 엘리트들은 러시아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기 이전 파르시

어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5) 가푸로프는 1946-58년까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제 1서기로 봉직한 정치 지도자였다. 
우즈베크 학자들은 당시 가푸로프의 민족 기원의 담론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

고 반박했다. 1972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는 알-코레즈미(Al-Khorezmi), 
알-파라비(Al-Farabi), 알-비루니 등은 우즈베크 출신이며, 왜 이들이 가프로프

의 타지크 민족 기원을 다룬 책에 서술되어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는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는 상기의 

인물들은 원래 우즈베크 출신인데 타지키스탄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뛰어난 

역사적 인물을 페르시아계의 영향력을 강력히 받은 인물로 간주하면서, 이들

을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던 것이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우즈베키

스탄공화국은 소비에트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6) 

4) В. Г. Гафуров(1989) Таджики. Древнейшая,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Душанбе: 
Ирфон; Marlene Laruelle(2007) “The Return of the Aryan Myth: Tajikistan in Search 
of a Secularized National Ideology,” Nationalities Papers, 35:1, p. 57에서 재인용. 

5) Laruelle(2007), 57.
6) 우즈베크 학자들은 리트빈스키가 이 책의 편집자인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한 



가푸로프는 저서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투르크 민족 그룹의 역사에 대한 관점

을 제기하였다. 그가 투르크 민족의 기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미 1972년인

데, 이 시기는 소련 해체 19년 이전이다. 가푸로프는 우즈베크 민족을 비롯한 

투르크 민족 그룹의 민족 기원은 타지크 민족과 단순하게 비교해서 설명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푸로프를 비롯한 많은 타지크 학자들은 투르

크 민족은 15세기 이후에 진정한 민족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중앙아시아

의 우즈베크 민족과 카자흐 민족은 14세기 이후로 분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15세기에 들어 민족의 분화가 이루어졌다.7) 이 민족들의 분화가 분명하게 진행

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투르크 민족 그룹인 우

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의 역사적 분화는 15세기 이후에 명확히 진행되었다는 것

은 중앙아시아의 민족 기원을 설명할 때에 일반적으로 용인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양국의 역사적 논쟁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타지키스탄의 저명한 역사학자이며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라힘 마소프 

(Rakhim Masov) 소장은 우즈베크 학자들과의 역사 논쟁에서 타지키스탄의 

대표 주자였다. 그는 매우 급진적인 역사 해석을 시도했다. 마소프는 강력한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로 급진파에 속했다. 마소프는 우즈베크 역사에 관한 

부정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 때문에 심지어 타지크의 

일부 역사가들도 그의 급진적 관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양국의 가장 강력한 

논쟁은 민족 기원 부분이다. 
마소프 소장의 타지크 민족의 기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무엇이었을까? 

마소프는 아리안 인이 페르시아계, 혹은 인도-페르시아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타지크 민족의 선조라고 주장했다.8) 그는 아리안 문화와 투르크 문화의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공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레닌그라드의 동방학자들로 하여금 그 책에 대한 비판적 개정판
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Гафуров(1989), 72-78; Laruelle(2007), 57에서 재인용. 

7) 이에 대해서는 Beartice F. Manz(2003)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26:1, pp. 70-101 참고. 

8) 인도-이란계로서 아리안인은 타림 분지 전체에 과거에 거주하던 그룹으로 북방과 
서방에서 온 이란-인도계(아리안계) 언어 사용자들이 거주했다. 고마츠 히사오 외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역, 서울: 소나무, 136쪽. 그리고 르네 그루
쎄는 아리안주의(Arianism)는 타림분지의 인도-유럽계 오아시스 중에서 인도-유럽적
인 면모가 가장 드러나는 문화로 쿠차 사회를 예로 드는데, 쿠차 사회가 불교 문명
과 접촉하고 이란과의 대상무역을 통해 놀라운 문화적 성취를 이룩했는데, 이를 아



변별성을 강조했는데, 아리안 문화와 비교하여 투르크 문화는 하위의 문화 

수준을 보인다고 폄하했다. 마소프의 이러한 관점은 각 민족의 고유문화에 

대한 인종적 해석이며, 민족 문화를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로 구별하는 

입장이다.9) 마소프는 심지어 타지크 민족과 러시아 민족 간의 인종적, 언어

적 접근성을 언급하면서, 매우 급진적으로 러시아 인이 아리안 민족에 속한

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리안 문화의 논쟁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

히 언급하도록 한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티무르를 민족의 영웅으로 내세웠다. 즉, 라우라 아담스의 지적처럼, 우즈베키

스탄은 독립 이후 국가 문화 창출의 핵심을 문화적 엘리트와 상징적 기호를 

선정하여 고양시켜 왔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고양된 인물이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 티무르 왕조의 창건자인 티무르(1336-1405), 실크로드, 우즈베크 민

속 음악 등이었다.10) 현대 타지키스탄 역사 교과서에서 티무르는 거의 언급되

지 않고 있다. 헬지의 분석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역사책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티무르 통치시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타지크 민족이 9번이나 반란을 일으

켰다는 내용이다. 타지크 민족은 우즈베크 민족이 자랑하는 선조인 티무르에 

저항한 역사가 있는 민족,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묘사되었다.11) 즉 

타지크 민족은 우즈베크 민족에 저항한 위대한 민족으로 표현된다. 우즈베키스

탄의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한 티무르를 투르크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

기되었다. 즉 우즈베크 민족은 15세기 이후에 비로소 국가 단위의 공동체를 

성립해 나갔으며, 티무르는 그 이전 티무르 왕조의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타지

키스탄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티무르는 투르크계

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몽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티무르 왕조 창건 시기에 투

르크계가 이 왕조의 핵심 세력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티무르에 

리안 문화의 꽃으로 설명하고 있다. 르네 그루쎄(2005),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
호동 외 역, 서울: 사계절, 160-161쪽. 

9) Slavomir Horak(2010) “In Search of the History of Tajikistan,” Russian Politics 
and Law, 48:5, p. 67. 

10) Laura Adams(2004) “Cultural Elites in Uzbekistan. Ideological production and the 
state,” in Pauline Jones Luong(ed.)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 96-97. 

11) Blakkisrud(2010), 179-180. 



대한 해석이 두 민족 사이에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소연방 시기 소련역사

책에는 티무르는 티무르 왕조의 창건자로 기술되었다.12) 티무르가 티무르 왕

조의 창건자라는 언급은 티무르가 우즈베크 민족의 직접적인 선조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타지크 학자들은 티무르가 건설한 왕조를 우즈베키스

탄의 선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즈베크 민족의 기원을 중세 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즈베크 민족은 티무르 왕조는 우즈베크계가 통

치한 나라이고, 그들이 통치한 지역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속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였던 것이다. 

III.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영토 논쟁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영토에 관한 논쟁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

우 민감한 문제이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고유의 공화국을 창출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던 타지키스탄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등의 도시를 소비에트 시기에 강제적인 국경 획정으로 

말미암아 우즈베키스탄에 넘겨줌으로써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13) 소비

에트 연방 시절 우즈베키스탄 내에 거주하던 타지크 인들은 투르크화 되어 

우즈베키스탄 민족과 동화되어 살아갔다.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크 엘리트들은 타지키스탄의 땅과 민족의 문화유산

에 대해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타지크 민족주의

자들에 따르면, 타지크 인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국경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

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자신들의 역사적 고향이라는 역사 인식을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타지키스탄 통치자

들은 국가 방어선을 타지키스탄 국경선 바깥 경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까

12) 티무르는 골든 호르드의 마지막 황제인 토흐타무에 대적하여 어떻게 투쟁했고 어
떻게 그를 패배시켰는지에 관한 내용이 소련의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인도에서 헝가리와 지중해까지 정복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А. Б. Литвинский(1992) История Таджикского народа: учебник для 8-9 классов, 
Душанбе: Маориф, С. 53-55; Blakkisrud(2010), 179에서 재인용. 

13) Mehrdad Haghayeghi(1995)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69-171. 



지 연장하여 보호선으로 규정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면, 
타지크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개념은 매우 특별한 뜻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타지크 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 기타 국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이 과거 타지크 

민족의 거주지였으며, 현 우즈베키스탄 영토는 타지크 민족의 소유지라는 것

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부하라와 사마르칸트까지 자국의 국경 보호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파격

적인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다. 아타바키는 타지키스탄의 디아스포라는 페르

가나 분지를 둘러싸고 위치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에 매우 많은 숫자가 분포하며, 페르시아어계인 아프가니스탄에도 다수 

거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밖에도 동 투르키스탄에 널리 퍼져서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한다.14) 아바조프는 타지크 민족의 상당한 수(significant number)의 

디아스포라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들었으며, 디

아스포라 조밀 그룹(compact group)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

아로 분류하고 있다.15)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세르게이 아바신에 따

르면, 타지키스탄의 통치 엘리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속하는 페르가나 계곡과 

아프가니스탄의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타지크 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16)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영토를 둘러싼 타지크 민족주의는 매우 강

력한 반 우즈베크 정서라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으며, 
이는 “역사적인 타지키스탄(historic Tajikistan)”이라는 개념이다. 누그몬 네그

마토프에 따르면 이 개념은 타지크 인들의 전체 거주지는 현재의 타지키스탄

과 중앙아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을 관통하는 페르시아 호라산과 북 아프가

니스탄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17) 즉 역사적인 타지키스탄 

14) Touraj Atabaki and Sanjyot Mehendale(eds.)(1989) Central Asia. 120 years of 
Russian Rul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 65.

15) Rafis Abazov(2007) Culture and Customs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Westport, Connecticut, London: Greenwood Press, p. 12.

16) Сергей Абашин(2007b) Национализм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поисках идентичности 
СПб: Алетейя, C. 148.

17) Нугмон Негматов(1992) Таджики. Исторический Таджикистан. Современный 



이라는 용어는 과거 타지크 민족의 거주지가 타지키스탄 뿐 만 아니라 광의

의 중앙아시아 거의 전 지역,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고대 시기부터 현재까지

의 장기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타지크 민족의 통치적 범

위는 매우 광대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 개념은 일부 타지키스탄 저자

들에 의하면, 적어도 2,500년 동안 지속되어왔고,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이던 

아키메니드 왕조가 통치하는 물리적 공간과도 연관된다. 아바신은 중립적인 

단어로 “大(Greater) 타지키스탄” 개념을 내세웠다.18) 
우즈베크 엘리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입장은 1929년 이

후 중앙아시아에서 국경선이 구획된 이후부터 타지크 역사는 분명히 타지키

스탄공화국 영토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웃나라의 국경을 특정 국가가 넘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29년은 타지키스탄이 당시 소연방 우즈베키스탄 사회주

의 공화국에서 이탈하여 독립공화국이 된 해이다. 당시 소연방 정부에 의해 

국경이 설정되면서 타지크 인들이 다수 거주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는 우즈

베키스탄 영토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타지크 민족의 자존심은 매우 상

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역사적 땅을 상실하였다는 상실감이 매우 크게 작

용했었다.19) 당시에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치적으로 원활하

게 통치하기 위해 조밀하게 거주하던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거주민과 관계없

이 중앙아시아를 인위적으로 나누어버리는 정책을 실시했다.20) 당시에 2개 

국가로 나누어지기 이전,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은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서

가 아니라 심지어 동일한 민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

던 사르트라고 명명되는 민족 명칭 때문이다.21) 당시 소비에트 역사학자들은 

Таджикистан, Гиссар. C. 23.
18) Сергей Абашин(2007a) “Национализм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сток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Свободная мысль, № 2, С. 138-149.
19) Oliver Roy(2005)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61. 
20) Martha Brill Olcott(1994) “Nation Building and Ethnicity i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New Central Asian States,” in Roman Szporluk(ed.) National Identity and 
Ethnicity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New York, London: M. E. 
Sharpe, p. 211.

21) 이에 관해서는 구자정(2012) ｢중앙아시아 “민족창조”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지
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년 HK 3차 국내학술대
회 프로시딩, 77-90쪽 참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르트라는 명칭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사르트는 우즈베

크 민족과 타지크 민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민족명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타지키스탄의 역사책에서는 1929년의 강제적 국경 구획 설정으로 인해 타지

크 민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수난 받은 피해자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서술되었다.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민족적 트라우마로 기술되어 있다.22)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1972년에 제기된 가푸로프의 역사

적 관점을 자국의 역사학계로 도입,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활

용하였다. 타지키스탄의 민족주의자들은 가푸로프의 민족 기원의 입장에 근

거, 부하라, 사마르칸트를 타지키스탄의 영토로 재 구획해달라고 요구하기 시

작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장은 비현실적이었으며, 이러한 주장을 어느 대상

에게로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였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범-투르크주의를 

주창한 투르크 민족그룹의 엘리트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타지크 

민중들의 권리를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라힘 마소프는 타지크 민중들이 

결국 문화의 중심지대에서 변경인 산악 지역으로 내몰렸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즈베크 민

족이 타지크 민족 내로 포함되는 것이 역사적 순리라는 대담한 주장을 하였

으며, 그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이라고 강변했다.23) 마소프는 자신이 타지크

와 우즈베크 민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비판의 책임자임을 자부했고 소비에

트 시기의 강제적인 국경 획정 사건은 타지키스탄의 역사에 있어 치욕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소비에트 정부의 조치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라는 역사

적 도시를 타지키스탄은 상실했다는 것이다. 마소프는 현재의 국경선은 절대

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소프의 주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타지크 인

들이 우즈베크 칸국 내에서 우즈베크 인들과 동거하며 살았다는 엄연한 역사

적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에서 도출해본다면, 타지크 역사학

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일 수 있다. 우즈베크 민족이 타

지크 민족 내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며, 이러한 관점

22) Blakkisrud(2010), 179-180. 
23) Horak(2010), 71. 



에서는 역사의 진실을 똑바로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즈베

크 칸국 에서 강력한 국가를 이룬 우즈베크 민족이 타지크 민족 내로 포함되어

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에 

속해야한다고 보는 생각 자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마소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타지크 

민족의 거주지를 파미르 산악 지역으로 한정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타

지크 민족의 선조들이 7세기 말이나 8세기에 서 이란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우즈베크 엘리트들이 있었다. 즉 타지크 민족은 고대

부터 중앙아시아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중세가 되어서야 중앙아시아에 출현했

다는 점을 이들은 부각시켰다.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분석하면서, 일부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의 역사적 관점도 타지크 국수주의 역사

해석처럼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우즈베크 

학자들의 관점도 올바른 진실에 근거하여 언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타지크 

학자인 라힘 마소프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용인되어온 민족 기원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일부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이 타지크 민족의 기원을  

8세기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역사적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IV. 아리안 문화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 

1. 아리안의 역사적 개념과 중앙아시아 

2장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학자들은 민족 기

원의 논증에서 아리안 문화를 놓고 매우 격렬한 역사적 논쟁을 펼쳤다. 아리

안 문화, 혹은 아리안계에 대한 두 민족의 입장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 
타지크 학자들은 간단히 말해, 아리안이 타지크 민족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주

장한다. 우즈베크 학자들은 투르크계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원래부터 거주하

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 아리안계가 들어와 민족적 혼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다. 원래의 거주민은 우즈베크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즉 투르크 문화에 아

리안 문화가 합쳐져서 투르크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학설을 제기한다. 아리안 

민족의 기원에 대한 입장은 양국 역사학자들 간에 매우 판이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소비에트의 전통적 역사 해석에 따르면, 아리안계는 페르시아어 사용 부

족에 투르크계가 이주하여 민족적 혼성이 이루어져 성립되었다는 것이 정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지크 학자들은 소비에트 연방 시기, 소련 역사학

자들의 정의한 민족 기원에 반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크 학자

들의 역사적 관점도 소비에트 연방 시기의 역사적 해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주지하듯, 이들은 아리안계가 중앙아시아로 들어온 이주민이었으며, 이들이 투

르크 민족에 혼성되었으며, 민족의 주체가 투르크계라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적어도 민족 기원으로서의 아리안계에 대한 양국의 역사적 해석은 과거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양국이 민족 기원을 바라보는 입장이 독립 이

후 민족 정체성 및 국가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국의 역사학자들이 민족 

기원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이유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 촉발된 아리안 문화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

속 이어지고 있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큰 범주로 본다면, 아리안계를 타지

크 민족 기원의 핵심 전략으로 도출하고 있다. 아리안을 민족의 선조로 주장

하고 이를 자국 민족의 역사적 유산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아리안

은 민족정체성의 핵심적인 문화 요소가 된다. 아리안민족은 정복자가 아니다. 
순수한 민족의 선조일 뿐이다. 타지크 민족에게 아리안은 일종의 헤게모니이

다. 아리안의 역사적 모델은 민중의 삶에 스며들어간다.24) 정치적, 문화적으

로 봤을 때 매우 발달한 고대 아리아 민족들은 이미 예수 이전 몇 세기 전부

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아리안 문화는 타지키스탄 정치체제의 역사적 이데올

로기로 발전했다. 
타지키스탄은 민족 기원과 자신들의 영토의 개념을 결부시키고자 하는 태도

를 보였다. 즉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타지키스탄의 영토로 명명되는 ‘아리아나 

(Ariana)’라고 일컫는 지역에서 창출된 아리안 문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퍈코프(I. V. Pyankov)는 아리안의 영토를 의미하는 ‘아리아나’는 중세

기 시작 무렵 타지크 민족이 형성한 영토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리아나’는 타지크 인들의 선사시대와 밀접히 연관되

어 있다.25) 타지크 지식인들은 ‘타지크’라는 용어를 고대 언어인 ‘Aryan’의 

24) Victor Shnirelman(2010) “A symbolic past. The struggle for ancestors in Central 
Asia,” Russian Politics and Law, 48:5, p. 61.

25) И. В. Пьянков(1995) “Ариана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античных авторов,” Восток, 
№ 1, C. 39. 



동의어로 정의하고 있다.
아리안 문명은 약 8천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유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기간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문명 중에서도 가장 긴 고대로 

일컬어질 수 있다.26) 즉 타지키스탄은 고대의 아리안 문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에서 민족 기원의 역사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27) 이 

8천년의 기간이 우즈베크와 타지크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적 쟁점으로 남아있

다. 즉 타지크 민족의 기원을 아리안계로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는 타지크 학

자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아리아나’ 라는 용어 자

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적 정설로서는 타지크 민족은 과거에 B.C. 6세기

에서 B.C. 4세기까지 존속한 페르시아의 아키메니드 왕조에 속해있었으며,28)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타지크 민족이 페르시아계로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역

사적 사실이 되어 있다. 즉 역사적 측면에서는 타지크 민족은 페르시아계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안 문화를 둘러싼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 그룹의 역사적 

논쟁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주로 설정될 수 있을까? 크게 3개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29) 
첫째, 아리안을 민족의 기원으로 인식하는 부류이다. 이런 경우 아리안은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인 주체자로 등장하며, 투르크 민족 그룹은 침입자로 

설정된다. 아리안의 언어적 요소가 강조되며, 아리안계를 고급문화의 보유자

와 전수자로, 투르크 민족을 이방의 야만인, 혹은 위대한 문명의 파괴자로 

간주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지지할 경우, 자신의 국가는 정착민족에 속하

며, 뛰어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내세운다. ‘야
만인’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자 애쓰는 민족그룹이 이에 속한다. 

둘째, 아리안 문화를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그룹에 포함하는 경우이다. 

26)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년까지 당시 전 세계 인구는 약 1천만 명이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거주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Peter B. Golden(2011) Central 
Asia. Worl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 9. 

27) 투르크멘 민족들도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최장 6천년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28) Glenn E. Curtis(ed.)(1996) Kazak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country studies, Washington: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p. 207. 

29) 이에 대한 언급은 주로 Shnirelman(2010), 58-59 참고. 



이렇게 되는 경우, 우즈베크 민족 등 투르크계는 “아리안의 영광”을 자국의 

뛰어난 역사적 전통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투르크 민족을 아리안 문화에 

대적하는 야만인으로 간주하는 타지크 민족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속한다. 투르크 민족은 이미 청동기시기에 중앙아시

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리안 문화와 연계하여 증명하는 경우이다. 이 

그룹에서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목 민족들은 투르크계보다 더 늦게 중

앙아시아로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셋째, 예외적으로 아리안을 투르크 민족에 대칭적인 그룹으로 설정하는 경

우이다. 아리안 민족의 공격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투르크 민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아리안 민족은 매우 잔인한 침입자요, 식민주의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외부 이민족은 식민주의자요, 이들에 대항하는 민족은 반식

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아리안계는 자신들의 선조로 수용

되는 경우(타지키스탄), 아니면 투르크 민족 그룹과 혼성된 문화로 받아들이

는 경우(우즈베키스탄)로 분류된다. 투르크 민족 그룹에서 아리안 문화는 투

르크 민족의 전통에 포함된다. 심지어는 아리안계가 투르크 민족의 선조로 해

석하는 경우도 있다.
 

2. 타지크 민족과 아리안 담론 

2006년 가을, 독립 15주년 기념으로 타지키스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

서 아리안 관련 책이 발행되었다. ‘이브라힘 우마르조다’는 “아리안 문명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현대 타지크인은 아리안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주장을 강

하게 제기했다. 우마르조다는 아리아인들은 유럽문화의 건설자로 유럽은 아

리안계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학설을 내세웠다.30) 아리아인들은 유럽 건설에 

참여했으며, 바빌론제국을 세웠고, 조로아스터주의의 창시자이며, 다른 민족

의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이다.31) 아리안 문화가 과거 독일 파시즘의 정신과 

연관될 수 있어, 일부 타지크 학자들은 아리안 문화의 부정적인 의미를 불식

시키고자 노력했다. 타지키스탄의 마마초 일로로프는 아리안 문화가 독일의 

30) Ибрагим Умарзода(2006) История цивилизации Арийцев, Душанбе: Ирфон, C. 78.
31) Умарзода(2006), 53. 



나치주의자들에 의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끔찍하게 악용되었으며, 원래의 

아리안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방어하였다.32) 그는 나치의 아리안 주

제의 신비화를 매우 경계했다. 무엇보다도 아리안 문화는 민주주의, 평화, 번

영에 비유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리안 문화를 속박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일로로프는 아리안 유산의 재건이 사람들의 증오

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는 “우리는 우리 선조의 

풍부한 유산의 재건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

다”고 언급했다.33) 
타지키스탄이 아리안 문화를 강조하면서 아리안의 역사적 우수성이 독립 이

후에 매우 강하게 국민들에게 부각되었다. 타지키스탄은 2006년에 “아리안 문

명의 해”를 선포했다. 당시 타지키스탄은 국가 부흥의 정당성을 얻을 명문이 

필요했다. 대통령은 당시 내전 이후 국정을 기본적으로 잘 운영해나갈 필요성

이 있었다. 그래서 민족의 기원으로서 아리안 문명을 강조했던 것이다. 타지키

스탄 대통령이 친히 나서 아리안 문명의 위대성을 강조한 이유는 국가건설 과

정에서 국민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타지

크의 역사학자인 마소프는 아리안문명의 해가 선포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아리안 문화의 의미를 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

아시아에서 아리안 문명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계승자는 타지크 인으로 규정하

였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타지크 인들은 우즈베크 민족을 후진적인 유목 문

화로 규정한 반면에 타지크 민족은 아리안의 고급문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 민족으로 간주되었다.34)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우즈

베크 민족을 유목 문화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즈베크 민족을 비하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5세기 이후 이슬람을 

강력히 수용하면서 정착 민족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 해석이

다. 우즈베크 민족의 거주지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도 오아시스 지대와 

32) 아리안문제와 관련된 학술서에서, 게르만의 아리안 신화가 부정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리안 논쟁과 관련하여 타지크 학자 사회에서 게르만
의 아리안 신화와의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아리안 기념제의 공식적 선언이 있
었던 이후였다. М. Иллов “Наследие наших предков. 2006-ой год ариий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CentrAsia, June 26, 2005; Laruelle(2007), 63에서 재인용.

33) Laruelle(2007), 63에서 재인용.
34) Horak(2010), 68-69.



농업 지대였다. 이는 정착 민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역사적 논쟁의 불씨를 지핀 마소프는 의

도적으로 타지크 역사의 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

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아리안 문화를 선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타지크 민족

은 역사적으로 유럽 인종에 속하며, 이러한 개념이 강조된다면, 타지키스탄의 

문화 자체가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

될 수 있다. 특별히 국가 정체성 정립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

가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

다.35) 하나의 국가는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

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우즈베크 민족과 아리안 전통 담론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아리안의 역사적 기원과 역할을 고양시키고 타지크 

민족의 기원이요, 선조로 간주하는 부분은 투르크계의 역사적 해석과는 매우 

상이하다. 아리안계가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계가 타

지크 민족의 기원이라는 역사적 정설과 위배되는 관점이 나타난 것이다. 타

지키스탄이 ‘아리안 문명의 해’를 선포하기 일 년 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인류학자인 아흐마달리 아스카로프는 2005년에 ｢아리안 이슈: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사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 기원의 논

증에 있어서 마소프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아스카로프는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였

다. 그는 소비에트시기에 성행했던 범-페르시아주의도 동시에 비판하면서, 아

리안 문화는 기본적으로 우즈베크 민족에게 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아

리안 인들은 인종적으로 인도-유럽인과 구분되어야 하며, 오랫동안 서로 혼합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스카로프는 아리안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남부 시

베리아 스텝지역에서 다뉴브 까지, 그리고 우랄에서 중앙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뻗쳐있다. 이들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35) 정세진(2009)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
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7-489쪽.



그의 관점이다. 즉 아리안의 발상지는 알타이가 아니라 고대 박트리아와 소그

디아 지방이라는 것이다. 그는 페르시아계인 아키메디드 왕조는 원래는 투르크

계에 속해 있었으나 그 이후에 페르시아화 되었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 거주한 아리안 인들은 B.C. 2000년 경, 중앙아시아

로 유입된 외국인들이었으며, 유목 문화에 적응된 투르크 인들이었다.36) 
타시켄트 동방학 연구소의 아흐메도프(A. Akhmedov) 교수는 아스카로프의 

관점을 지지하였다. 그는 타지크 지식인들은 1972년도에 출판된 가푸로프의 

저서 이후로 열광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정신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그는 타지크 민족의 정체성을 확대 해석한 타지키스탄의 역사학계를 

공박했다. 그는 타지크 학자들이 나치의 아리안 전통을 거론한다며 비판했다. 
아흐메도프는 동시에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마소프는 니체주의 원칙의 옹호자라며 강력히 비난했다.37) 아흐메도프의 관점

에서 아리안은 타지크계가 아니라 투르크계와 연관되어 있다. 즉 철기 시기부

터 투르크계가 아리안 문화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리안 문명을 타지크와 전혀 관계없는 문명으로 해석하며, 타지크 민족의 기

원으로 아리안계로 부각시키는 타지크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학자들의 민족 기원의 논쟁을 벌이는 근거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즈베크 및 타지크 학자들의 논쟁에는 

아리안성(Iryanity)에 대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개념이 분명하게 도출되지 못했다. 
즉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리안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측면이 그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자국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전

념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의 미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독

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국가건설 과정의 민족 주체성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즉 새로운 독립 국가로서

36) 그는 우즈베크 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과거 시기부터 거주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아리안 역사를 연구해왔다. 그는 인류학의 새로운 이념화를 주장하는 학자였다. 
А. Аскаров(2005) “Арийская проблема: новые подходы и взгляды,”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ах, Ташкент: ФАН,   
С. 88-91; Laruelle(2007), 63-64에서 재인용. 

37) А. Ахмедов(2006) “Возвращаясь к истории арийцев,” CentrAsia, Janauary 20;   
Laruelle(2007), 64에서 재인용. 



의 중앙아시아 각 국은 다른 국가의 역사보다도 자신들의 국가사를 강조하는 경

향을 보였다. 지식인들의 역사 논쟁은 상당할 정도로 국가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 
 

V. 중세기 사만왕조를 둘러싼 역사 논쟁 

5장을 시작하기 전, 본 논고에서는 양국의 학자들이 벌이고 있는 역사적 논

쟁을 어떤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명제를 던지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 

민족의 기원에 대한 부분, 양국의 영토 문제, 아리안 문화를 둘러싼 역사적 해

석 부분을 다시 논증해본다면, 어느 민족이 더 역사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

는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귀결된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민족이 더 고양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떠한 문화적 매개소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역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의 경쟁이 매

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내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군대가 타지키스탄 정부군

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 역사학자들은 군사 권력

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영역에서 대립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만왕조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도 양국의 학자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사만왕조(Samanids Dynasty)는 타지크 민족의 융성기의 정점에 위치

해 있다. 21세기를 앞둔 1999년에 사만 왕조의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한 사

실은 현대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기억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라흐몬 대통령은 사만 왕조의 우수성을 전파하였다. 사만 왕조는 타지크 민

족 형성의 결정체로 해석되었다. 이 왕조는 사산조 시대에 시작된 타지크 민

족 부흥의 연속선에 위치해 있다. 저명한 중앙아시아 역사가인 바실리 바르

톨도(1869-1930)에 의하면, 사만 왕조 시대에 타지크 인들은 소그드 언어를 

추방시켰다.38) 
타지크 역사가들은 사만 왕조를 이슬람 문화의 최고의 시기라고 간주한다. 

특히 예술과 과학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했다. 사만 왕조의 가장 큰 위대

한 업적은 페르시아어와 페르시아 문화의 바탕 하에서 이슬람을 부흥시켰다

는 사실이다. 사만 왕조는 아랍 왕조들에 의해 약화된 페르시아 언어를 중앙

아시아와 이란의 문학 언어로 부흥시켰다.39) 현대 타지키스탄의 언어로 통칭

38) Horak(2010), 69에서 재인용. 



되는 ‘파르시’어는 당시에 정주 민족과 유목 민족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

다. 정착 민족인 타지크는 새로운 페르시아어로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40) 타지크 학자들은 사만 왕조는 근대 초기 유럽의 문화적 성취이

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사만왕조였다고 강조하였다. 실크로드 

제국사 전문가인 크리스토퍼에 따르면, 사만 왕조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계 

기원을 가진 국가였다.41) 사만 왕조는 창건되자마자, 지방의 군소왕조들을 

굴복시키면서 민족의 통일을 이룩했다.42) 현대 타지키스탄 역사가들은 사만

왕조를 거버넌스 모델, 즉 매우 효과적이고, 잘 조직된 아주 단순한 국가 구

조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점에서 타지크 역사가들은 투르크-몽골계가 사만왕

조를 붕괴시킨 것은 아리안 문명의 가장 진보적인 문화가 파괴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었다.43) 투르크-몽골계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지배적인 핵심 민족 

집단이다. 타지크 민족은 아리안의 우수한 역사적 전통을 보유하면서 사만 

왕조를 창건한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당시 집단적 구조를 점유하고 있었던 

투르크-몽골계에 의해 아쉽게도 붕괴되었다는 것이 타지크 인들의 관점이다. 
왕조의 위대성을 언급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타지

키스탄은 내전의 참화를 딛고 국가의 통일성을 시급하게 복원시켜야 할 상황

에서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왕조를 미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 

시기인 1970년대에 사만왕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경우 타지키스탄에서 현

대 타지크 학자들의 해석과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이를 증거 하는 부분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다시 상기에 언급한 가포로프의 관점을 따라가 본다면, 그는 사만왕조가 

위대한 타지크 민족의 시기이지만, 이 왕조를 민족 기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

39) Jeff Sahadeo and Zanca Russel(eds.)(2007) Every 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 20. 

40) С. Н. Абашин и Д. Ю Арапов(ред.)(2008)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C. 19.

41) Christopher I. Beckwith(2009)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67. 

42) 신양섭(1997) ｢타직 민족의 성립과 사만조의 문예 부흥｣, 중동연구 16:2, 62쪽; 
А. Булдаков, С. Шумов, и А. Андреев(сост.)(2003) История Средней Азии, М.: 
Русская Панорама, C. 119-124.

43) Умарзода(2006), 130. 



았다. 사만 왕조가 시작된 9세기 이후를 타지크의 민족 기원으로 삼기에는 시

기상 너무 늦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

은 페르시아계의 화려한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다. 가푸로프는 페르시아어를 사

용하는 민족은 B.C. 10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중앙아시아의 첫 번째 국가는 

페르시아어 사용 민족이므로 그 국가는 범 페르시아 세계의 가장 바깥 경계에 

위치한 오늘날의 타지키스탄 영토에 해당한다는 학설을 제기했다. 가푸로프는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만큼이나 고대 문명에 속하며, 페르시아 문명의 입구라

고 해석했다.44) 가푸로프는 기본적으로 아리안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그가 주로 강조하고자 하는 역사적 방점은 타지크 인들의 민족 기원이 사만왕

조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만왕조와 더불어 종식되었다는 점이다. 그

러나 그는 사만 왕조를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 부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는 사만 왕조는 타지크의 국가적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만왕조 

때에 타지크 민족이 완성된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가푸로프와 현대 타지

크 학자들은 사만 왕조가 매우 위대한 페르시아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대 타지키스탄의 이전 국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지도자들이 사만 왕조에 대한 역사적 기

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만 왕조의 멸망 이후 1천 년간 국가

가 없는 상태로 존재했던 타지키스탄으로서는 민족의 부활을 사만 왕조에 대

한 역사적 기억으로 만회하고자 했다. 사만 왕조 시기의 문화적 업적을 강조

하는 이유는 이 왕조가 비(非) 투르크 민족의 역사적 정점으로 해석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만 왕조의 수도인 부하라가 소연방시절 타지키스

탄공화국이 출범한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 포함된 것은 타지크 민족주의자들

을 고통스럽게 하는 역사의 기억이다.45) 타지키스탄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법칙에 따라 공산주의가 몰락하였으며, 이제 세계는 고대 및 중세 국

가의 재탄생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타지크 학자들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사만 왕조를 이상화하였다. 즉 중세시기에 페르시아어를 사

44) 그는 각각의 민족은 다른 이웃 민족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역사는 민족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В. Г. Гафуров 
(1949) История Таджикского народа в кратком изложении,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C. 23. 

45) Paul Bergne(2007) The Birth of Tajikistan. National Identity and the Origin of the 
Republic, London, New York: I. B. Tauris, p. 6.



용한 무슬림 문화권을 통합한 사만왕조를 위대하게 평가했던 것이다.
타지키스탄의 중세 국가인 사만 왕조(875-999)를 건국한 이들은 르네 그루쎄

에 따르면, 751년 탈라스 전투 이후 아랍 정복자들의 손에서 토착 이란인들이 

중심이 된 세력에게로 권력이동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역사상 과거 소

그드인들의 후손이 사만왕조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그루쎄는 발흐 근처의 사만

(Saman)에서 기원한 가문을 지배층으로 해서 사만 왕조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46) 이때는 아랍의 군사원정대가 정복활동을 활발히 한 이후의 

시기였다. 그루쎄의 관점에 따르면, 타지크 민족의 선조는 소그드인들이며, 이

들은 페르시아계이다. 즉 민족 기원적으로 타지크 민족은 B.C. 시기로 규정될 

당위성은 충분하다. 
타지키스탄이 독립 이후에도 사만 왕조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이자 우즈베

크 역사학자들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들은 타지크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

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키도야토프는 2004년에 모스크바와 타슈켄트에서 

자신의 저서인 사만 왕조의 퇴락(The Fall of the Samanids)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사만왕조의 정치 문화적 역할을 평가 절하했다. 사만 왕조는 단순

히 바그다드 칼리프의 총독이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사만 왕조에 대해 타

지크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하다는 입장을 그는 천명했다.47) 
  

VI. 결론 

딜롭 히로는 우즈베크 민족이 정착화 되면서, 오랜 세기 동안 우즈베크 민족은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2차 공동체인 타지크 민족을 역사적

으로 지배해왔다고 지적했다.48) 역사적인 해석은 일반적으로 그러해왔다. 즉 

사만왕조가 정복된 이후로 타지크 민족은 투르크계 민족들에 지배당하거나, 
투르크계 민족, 특히 우즈베크 민족이 거주하던 동일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

하였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타지키스탄은 사만왕조 이후 확실한 

46) 그루쎄(2005), 219. 
47) G. Khidoiatov(2004) Krushenie Samanidov, Tashkent, Moscow, p. 17; Horak 

(2010), 70에서 재인용. 
48) Dilop Hiro(2009) Inside Central Asia, New York, London: Peter Mayer Publishers, 

pp. 310-313. 



중세 및 근대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의해 역사적, 
민족적 평가를 폄하해 받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적 민족 국가를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하게 된 타지키스탄 엘리트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는 국

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기 동안 독립 국가를 이

룩하지 못하고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 타지키스탄공화국으로 출범한 타지크 

민족은 1991년 소연방 해체로 실질적인 국가 독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

러한 시기에 타지키스탄은 매우 강력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해나갔고, 본 논

고는 그러한 과정에서 타지키스탄 국가 건설의 다양한 측면을 규명하면서 우

즈베크 민족과의 역사적 논쟁에 관한 담론을 민족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

고 접근하였다. 
본 논고는 주로 독립 이후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나타난 역사 논쟁을 다루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역사적 논쟁은 민

족의 창조와 기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

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두 민족은 역사적,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본 논고는 이러한 인식 하에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 해석적 관점을 다

루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독립 이후 진행된 국가 건설을 통해 개별 민족의 문

화 요소는 매우 중요한 국가발전의 변인 요인이었다. 민족 신화의 급작스러

운 창조가 각 개별 국가마다 시도되었다. 
본고에서 아리안 문화는 기본적으로 유럽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

술되었다. 즉 서유럽 정체성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적 정체성을 간직

하고 있는 문명적 관점을 소유하기를 원했다. 우즈베크 민족이나 타지크 민

족도 그러하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학자들의 국수주의로 

해석된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역사 논쟁에서 타지크 역사

학자들은 우즈베크 학자들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

주의적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타지크 민족에게 아리안 신화는 민족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해 도입된 필연적인 역사적 문화물이었다. 중앙아시아 각 국은 

1991년 독립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국가건설에 매진해야만 했고, 국경의 안전

성을 도모하고 민족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타지크 학자들도 이러한 국

가적 비전에 맞추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역사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했던 것이 타지크 민족은 아리안으로부터 기원

한다는 매우 도전적인 역사해석이었다. 아리안 신화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 변별되는 민족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유럽 정체성일까? 본고에



서는 타지크 학자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친 서구 문화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리안 문화를 국가가 수용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즉 아리안 

문화는 종교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세속적 경향성을 대표한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력을 일정하게 억제시킬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민족 문화를 고양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타지크 학자들이 아리안 신화와 사만 왕조 건국과 같은 민족 정체성 요소

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적확하고 완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 적어도 아리안 문화로 민족 근거를 확실하게 정립하기까

지는 신중한 역사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타지크 학자들은 사만 왕조의 건국

을 매우 위대한 민족의 부흥기로 해석하였지만, 우즈베크 학자는 매우 분명

한 어조로 사만 왕조를 저평가하는 입장을 보였다. 
본 논고는 독립 이후 타지크와 우즈베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고에서 저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타지크와 우즈베크 엘리트들은 국수주의적으로 자국의 역사를 해

석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면서 독립 

이후 내전을 치른 타지키스탄의 엘리트들이 타지크 민족의 기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입장을 본 저자는 부각시켰다. 타지키스탄의 마소프 소장은 오랜 

시기 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인종적, 민족적 학설에 강한 이의를 제기

하면서 학술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국수주의적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학자

이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국가건설의 일환이었다. 학자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논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주장의 근거와 진실에 상관없이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것이 국가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시기에 벌어졌다는 것은 정치적 원리

에 의해 역사적 관점이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본 논고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논증되어야할 부분을 제시해준다. 역사적 관

점은 역사적 사실로써 고증해야 되는바, 우즈베크와 타지크 역사학자들의 역

사적 주장과 논쟁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국가적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점

을 적시하고자 한다. 국가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시간까지는, 적어도 민족적 관점에서는 자국의 자존심을 지

키기 위한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민족 정체성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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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tional Origin of Uzbek-Tajik:
Focused on Historical Debate after Independence

Jung, SeJin

 This article attempts a study on national origin of Uzbek-Tajik, examining 
particularly historical debates after independenc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historical debate regarding to Arian culture, Samanid dynasty and the 
unsolved territorial dispute between Uzbekistan and Tajikistan. For Uzbeks, 
acquiring an Aryan past means, establishing their status as “indigenous 
peoples,” thereby Uzbek historians legitimized their right to build states of 
their own in what appear to be their “Aryan roots” also give the Turkic 
peoples an honorable place in Uzbekistan history. Above all, I concentrated 
on the concept of “Aryan” of the Tajikistan historians. They asserted “Aryan” 
peoples as the ancestors of Tajik peoples. The popularity of “Aryan” identity 
was the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 given to that identity in the colonial 
era. Aryan image was linked with the contemporary civilization and 
distinguish oneself from the Asiatic image, therefore Tajik historians very 
strongly emphasized this image. Above all, I concentrated on Tajik historians’ 
concepts relating to Arian tradition and Samanids dynasty. Chapter II 
examines historical debate on the origin of Nations between Uzbek and Tajik 
peoples. Chapter III investigates territorial debate between Uzbek – Tajik. 
Chapter IV reviews historical debate on the Aryanism. Chapter V retrospects 
historical debate on Samanids dynas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