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 페르가나지역 안보와 급진 이슬람주의: 
‘해방당’의 특성을 중심으로*

강 봉 구

- 개요 - 　
이 논문의 목적은 해방당의 위협성 구성 요소를 이념 전파 및 확산 능

력, 폭력과 무력 사용에 대한 입장, 전투적 이슬람 조직들과의 연계 가능성 
등으로 대별하여 각 요소를 페르가나지역 정권/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해방당이 페르가나지역의 세속적인 종교적 환
경 그리고 정부의 억압 하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방당은 아직 무슬림 시민사회의 교화라는 정치투쟁의 2단계
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비무장 비폭력 정
치투쟁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해방당이 자기 이념과 노선에 대한 
교조적 태도, 타 조직의 노선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고수하는 한, 다른 국
내외 이슬람주의 조직들과 연합을 통해 페르가나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
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페르가나지역 정부들이 경제성장과 부의 
배분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료들의 부패와 전횡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당면한 최소한의 복지와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공동체적 대안으로서 해방당의 호소력과 설득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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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페르가나계곡(Ferghana Valley, 이하 ‘페르가나’로 약칭)지역은 중앙아시아

의 다른 지역보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활동이 강한 곳이다. 이 지역을 근거로 

한 ‘정치적 이슬람’1) 혹은 ‘이슬람주의(Islamism)’2) 조직들의 존재와 활동, 간

헐적 시위 및 테러 발생에 대해 지역 정권들은 이들이 정치 사회 안정의 저

해 요인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규정해 왔다. 또 이들

의 존재로 인해 정치 사회적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렵거나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서방 국가들은 지역의 정권들이 이들의 위협을 구실

로 권위주의적 통치와 개혁 작업의 지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지역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

동(the Islamic Movement in Uzbekistan: IMU)’, ‘이슬람부흥당(the Islamic 
Renaissance Party: IRP)’, 타블리히 자마아트(Tablighi Jamaat: TJ), ‘이슬람해방

당(Hizb ut-Tahrir al Islami: the Party of Islamic Liberation, 이하 ‘해방당’으로 

표기)’ 등 많은 이슬람주의 조직들이 활동해 왔다. 이들 가운데 폭력과 무력 사

용을 개의치 않는 대표적인 ‘전투적 이슬람(militant Islam)’ 조직인 IMU는 지역 

정부들의 탄압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다가 

지금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에서 그 분파 혹은 이전 성원들이 전투에 참여하

고 있다. 그러나 페르가나지역에서 IMU의 활동은 거의 중지된 상태이다. 
IMU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세속 정권 교체와 초기 이슬

람 시기의 ‘칼리프政體(the Caliphate)’ 건설을 주장하는 해방당은 정부들의 

탄압을 피해 2000년대 초 지하화하였지만, 여전히 대중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이슬람주의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정부들은

1) ‘정치적 이슬람’은 “꾸란과 하디스는 사회와 통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Graham 
Fuller(2002) “The Future of Political Islam,” Foreign Affairs, 81:2, p. 2,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57806/graham-e-fuller/the-future-of-political-islam 
(검색일: 2014.08.15.); 강봉구(2002) ｢글로벌 지하드: 생성동인과 전쟁양상｣, 한국
정치학회보 36:4, 한국정치학회, 143쪽에서 재인용. 

2) 여기서 포괄적으로 사용된 ‘이슬람주의(Islamism)’, ‘이슬람주의자(the Islamist)’는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에 혹은 하나의 무슬림 국가에 이슬람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활
동하는 정치 운동(가)을 의미한다. 



이슬람주의에 대한 강력한 억압정책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로 해방당의 존재

를 1차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IMU의 활동과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슬람주의의 

위협은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들이 조작해 낸 신화 혹은 허

구에 가까운 것인가.3) 중앙아시아지역 이슬람 원리주의, 특히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해방당은 정부 당국이 주장하듯이 그 이념, 목표 및 활동 양상에

서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이며 테러리즘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집단인가.4) 
특히 나토군의 아프간 철군 이후, 중앙아시아, 특히 페르가나지역에 대한 심

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할 것인가.5) 
그 동안 한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성격과 조직 

및 활동 내용을 분석한 여러 편의 논문들이 문제의 다각적 성격을 포괄적으

로 조명한 바 있다.6) 또 무슬림 ‘움마(ummah)’7)를 모두 포괄하는 범세계적 

이슬람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이념의 급진성, 평화적 수단의 강조, 
글로벌 네트웍 유지 능력 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해방당의 이념적 목

표와 중앙아시아 지역 활동을 다룬 소수의 논문이 있지만,8) 중앙아시아 페르

3) Arkady Dubnov(2014) “Uzbek Terrorism: Myth or Reality?” Eurasia Outlook, 
Carnegie Moscow Center, June 11, http://www.carnegie.ru(검색일: 2014.10.18).  

4)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 지역 국가들은 해방당을 테러
리즘 운동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그러한 규정과 범주짓기를 자
제해 왔다. 하지만, 대표적인 미국 싱크탱크들인 헤리티지재단, 닉슨센터 등은 해방
당이 직접 폭력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해방당의 이념적 영향력이 일종의 전달벨트
처럼 간접적으로 다른 테러리스트들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잠재적인 테러리즘 
운동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앞장 서 주장하기도 하였다. Noman Hanif(2012) 
“Hizb ut Tahrir: Islam's Ideological Vanguard,”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39:2, p. 202.

5)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3국의 국경이 쐐기처럼 물려 있는 페르
가나지역은 구소련의 유산으로서 국경분쟁과 수자원 분쟁뿐만 아니라 이슬람 원리
주의의 위협 등으로 안보 위협 요인이 가장 큰 안보 취약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6) 최한우(2000), 우덕찬(2001), 황병하(2006), 손영훈(2007), 정세진(2008-a), 정세진
(2008-b), 장병옥(2011) 등.

7) 움마(Ummah)는 이슬람의 일원적 공동체 개념이다.
8) 현승수(2007) ｢중앙아시아 해방당의 활동 양상과 담론의 유형 분석｣, 슬라브학보

22:3, 한국슬라브학회; 이채문(2009)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사회운동: 
타지키스탄의 해방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2.  



가나지역의 정권/국가 안보에 대한 해방당의 위협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 논문의 학술적 의의는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이 글

의 목적은 먼저, 칼리프정체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한 해방당의 

이념적 목표와 실현 계획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해방당의 위협성 구성 요소

를 이념 전파 및 확산 능력, 폭력과 무력 사용에 대한 입장, 전투적 이슬람 

조직들과의 연계 가능성 등으로 대별하여 각 요소를 정권/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페르가나지역 이슬람 원리

주의 안보위협의 실체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해방당 분석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페르가나지역을 무대로 한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부침의 세월을 겪었다.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민족 형성과 국가 

건설에 바빴던 혼란의 1990년대가 페르가나지역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성

장기였다면, 1999년과 2000년 8월 IMU의 페르가나지역 무력 침공은 그 절

정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9/11 이후 미국을 주도로한 국제사회의 테러와

의 전쟁 그리고 지역 정부들의 연합 공세와 탄압에 상기한 이슬람주의 조직

들은 대부분 지하로 잠복하거나 해외로 도피하였다. 2011년-12년 아랍의 봄 

진행 이후 중동ㆍ아랍 지역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기존 정권들이 퇴진

하거나 약화된 가운데, 일부 나라들에서는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4
년 12월,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의 아프간 철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을 배경으로 이슬람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전투적 이

슬람 조직 ‘IS(Islamic State)’9)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IS는 기존 근대국민국가 체제의 기본 단위인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이슬람국가 즉, 이슬람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른 칼리프

9) IS는 2006년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장 알 자르카위가 죽은 후, 이 조직이 중심이 되
어 수니파 급진 무장 조직들을 규합하여 ISI(Islamic State of Iraq)라는 명칭으로 발족
하였다. 2010년 수장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의 사망 후부터 아부 바크르 알 바그
다디가 조직을 지도하고 있다. 2013년부터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해 왔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로 지칭하고 있다. 2014년 6월 칼리프정체의 이슬람국가를 선포한 바 있다. 



정체의 신정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선언하고 지하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국이 아니라 범 무슬림 ‘움마’를 포괄

하는 칼리프정체의 이슬람국가 건설이라는 IS의 이념적 정치적 목표는 해방

당과 동일하며, 다만 이들 사이의 큰 차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

단에 있어 폭력과 무장 지하드를 주로 하느냐, 전도와 교화라는 평화적인 수

단에 의거하느냐에 있다. 해방당이 페르가나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칼리프정체

의 범 이슬람국가 건설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

앙아시아 지역 정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 국가들도 

해방당이 추구하는 이념의 급진성, (잠재적) 영향력 및 안보 위협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IS 지하드주의자들 중에는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스 등지에서 온 많은 전

사들이 있으며, 이들 중 우즈벡인들이 중앙아시아 출신 그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새로운 우즈벡 

지하드 집단, 일례로 ‘이맘 알 부하리 여단(the Imam al Buhari brigade)’과 

비교하면, 페르가나로부터 옮겨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탈레반 휘

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적인 IMU는 부차적 세력에 불과하다고 보는 전

문가도 있다.10) 내전에서 현저히 부각된 부하리 여단이 대부분 우즈벡인 디

아스포라들, 또 제한된 수이긴 하지만 전 IMU 소속 지하드 전사들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서, 또 IMU는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

의 자살 폭탄 테러(2014.06)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서,11) 그리고 나토군의 아프간 철군을 앞두고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급진 이슬람주의와 테러 세력의 역내 침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IS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지역, 특히 과

거 정치적 이슬람 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던 페르가나지역의 급진 이슬람주의

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1990년 대 해방당, IMU 등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으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그 세력 범위를 확산하려고 시도했던 바 있다. 각국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

10) B. Balci(2014) “From Fergana Valley to Syria ―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n Radical Islam,” Eurasia Outlook, Carnegie Moscow Center, July 25, 
http://www.carnegie.ru (검색일: 2014.10.18).  

11) Murat Sadykov(2014)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Claims Karachi Airport 
Attack,” EurasiaNet.org, June 11, http://www.eurasianet.org(검색일: 2014.10.18). 



의 확산과 테러 활동을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이

에 대한 경계와 면 한 모니터링, 혐의자에 대한 억압과 가혹한 처벌로 대응

해 왔다.12) 
과거 이 지역에서 공세적 활동을 벌였던 IMU는 2001년 9/11 이후 반테러 

전쟁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억압을 피하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

스탄 등지로 주 근거지를 옮겨 활동이 거의 중지된 반면, 해방당은 페르가나

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정신과 마음 속으로 침투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최근 타쉬켄트의 한 교량에 IS 조직의 검은 깃발이 내걸린 정

도의 에피소드는 있지만,13) 지난 1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눈에 띄는 IMU
의 활동과 위협은 찾아보기 어려우며,14) 무장투쟁을 통한 세속 정권 전복이

라는 정치적 목표는 거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중앙아

시아지역 특히 급진 이슬람주의 활동의 주된 근거지인 페르가나지역 안보 문

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 초점은 대중적 기반과 국제적 연계를 유

지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해방당에 맞춰지게 되며, 따라서 해방당의 

이념적 목표, 활동 및 위협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II. 해방당의 이념과 지향점: 범 이슬람국가 건설 

해방당은 1952년 예루살렘의 요르단 장악 지구에서 창설되었다. 창설자 셰

이흐 타키유딘 안-나브하니(Sheikh Taqiudine an-Nabhani:1905-1978)는 팔레스

타인 사람으로 이슬람 법학자이자 정치활동가였다.15) 그 창립 멤버들은 주로 

12) 페르가나지역을 낀 중앙아시아 3국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여전히 종교적 극단주의 
활동 혐의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우즈벡 남서부의 카슈카다리요 
지방법원에서 66명의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2014년 7월 기준) 중인 가
운데, 그 중 6명의 피고가 IMU 활동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9년-15년에 이르는 중
형을 선고받았다. “Members of Banned Terrorist Group Sentenced in Uzbekistan,” 
RFE/RL, July 23, 2014, http://www.rferl.org(검색일: 2014.10.18).    

13) “Islamic State Flag Hung from Tashkent Bridge,” RFE/RL, September 04, 2014, 
http://www.rferl.org(검색일: 2014.10.18).  

14) 전문가들은 현재 IMU가 탈레반과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알 카에다 지부로서 기능
하는 독립적인 실제 조직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조직에 더 가깝다고 평가한다(Dubnov 
2014). 



요르단과 시리아 출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다. 나브하니는 근대 정당의 형

성에 이슬람 담론구조를 사용한 제1세대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정치

의 중심을 이슬람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데서 동 시대의 무슬림 정치

활동가들과 구분되었다. 나브하니는 1928년 이래 이지역의 이슬람 운동을 주

도해 온 ‘무슬림형제단(the Muslim Brotherhood)’의 활동 양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와 경합하고자 혹은 대안으로서 해방당 활동을 시작하였다.16) 
해방당의 이념은 1950-60년대에 나브하니가 자신의 저작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서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 나브하니는 꾸란과 하디스에 삶의 모든 측

면들에 대하여 적법한 결정을 내릴 준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

다고 생각하였다. 권위있는 법학자들이 올바르게 해석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당이 다른 정치적 이슬람주의와 다른 문제의식은 무엇이며, 그 

정치사회 운동적 출발의 단초는 무엇인가.17)  
해방당 설립 당시 나브하니의 입장은 무슬림 세계에서 국가와 사회 전반에 

이슬람 정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나브하니는 이

슬람 정신으로 무슬림을 재생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부흥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상을 정확하게 인식하

지 못한 것, 둘째, 그 구상을 수행하기 위한 이슬람적 방법에 전체적인 명료

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셋째, 이슬람적 구상과 이슬람적 방법이 서로 얽

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방법으로 양자를 결합하지 못

했다는 점 등이다. 해외 철학의 유입, 오토만 제국 치하에서 아랍어의 상실, 
1924년 오토만 칼리프국의 해체, 그리고 서방 세력의 이슬람 세계 식민화 등 

15) 안-나브하니는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수학한 후, 팔레스타인 이슬람법원
에서 일하다 나중에 동예루살렘 샤리아 항소법원 판사가 되었다. 그는 1948년 이
후 정치지향성이 강한 팔레스타인인들로 구성된 동예루살렘 토론 서클의 주요 멤
버가 되었으며 아랍사회주의 바아티스트(Ba'athist)운동에 참여하고 아랍민족주의에 
경도되기도 하였다. Emmanuel Karagiannis(2006) “Political Islam in Uzbekistan: 
Hizb ut-Tahrir al-Islami,” Europe-Asia Studies, 58:2, p. 264; International Crisis 
Group.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Responding to Hizb ut-Tahrir,” ICG Asia 
Report, No. 58, 30 June 2003, p. 2, http://www.crisisgroup.org(검색일: 2014.10.15). 

16) 현승수(2007), 225-27; N. Hanif(2012), 205. 
17) 해방당의 목표, 달성 방법, 운영원리 등에 관한 핵심적인 이론은 Hizb-ut-Tahrir 

(1953) Concepts of Hizb-ut-Tahrir, http://www.hizbuttahrir.com(검색일: 2014.10.15) 
에 잘 나타나 있다. 



무슬림 세계에 대한 외부 세력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가 이슬람 사고의 순수

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슬람 사상의 퇴보로 귀결되었다

는 것이다. 무슬림 세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당의 목표는 현실 세계

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슬람 사상의 퇴보를 역전시키는 데 있었다. 
정치운동의 수립, 사회와의 상호작용, 권력 획득 및 이슬람 국가의 창설 등 

단계적 과제들은 아라비아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행했던 모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8) 
이슬람과 정치에 대한 나브하니의 접근방식과 해석은 근대 이슬람주의의 

두 주요 경향과 구분된다. 먼저, 점진적 변화에 집중하는 이슬람 개혁주의의 

유형과 구분된다.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 정당이 기존 헌법 

질서 내에서 이슬람 정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급

진 이슬람주의를 채택한 사이위드 쿠트브(Sayyid Qutb)를 추종하는 다양한 

분파들과도 구분된다. 나브하니는 이슬람을 헌정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서

방의 이념들에 혼융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는 이들과 유사하지만, 근대성

을 거부하는 쿠트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구분된다. 해방당

은 어떤 다른 이슬람주의 조직보다 현대 기술과 용어들, 정치적 방법론에 대

해 포용적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방당은 초기 이슬람의 정신과 

실천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레닌주의와 같

은 현대 혁명 운동의 요소와 기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 이슬람 경전

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나브하니가 주창한 이념은 이슬람의 4대 주요 법학

파와 다른 독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해방당을 와하비 분파로 분류하려고 

해 보아도 나브하니의 신념과 해석은 다수 와하비 그룹들이 따르는 한발리 

법학파의 해석과 여러 사례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방당의 가르침과 

접근방법은 이슬람 주요 법학파의 학자들이 볼 때는 이단으로 간주된다.19) 

18) Hizb-ut-Tahrir(1953), 1-4. 나브하니에 따르면, 이슬람 교리는 우월하다. 그것은 인
간이 이승에서 자신의 실존, 자신의 실존에 선행하였던 것, 자신의 실존에 뒤따라 
올 것 등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의 합리성에 일치하는 
지적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세계의 부흥은 이슬람적 사고의 재구축과 
명료화, 대중 속에서의 재생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이슬람세계의 근본적이며 
치명적인 실수는 사회현상에 대한 보편적 사고의 기반으로서 과학적 사고방식을 
수용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구적 기초에서 사고하는 데 재앙적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슬람 국가 수립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었다(N. Hanif 2012: 222).    

19)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3-4.



주류 학파의 관점에서 해방당 이념의 이단적 요소는 해방당이 자신의 발상지

인 중동 아랍 지역에서 교육받은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대중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는 데에도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50년대 초 나브하니는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형제단의 이념과 현실 

변혁을 위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에서20) 이에 대한 대안적 정치운

동으로서 해방당의 이념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은 이

슬람 국가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에서부터 형제단의 그것과 대비되어 제시

된다. 해방당은 오토만제국의 이슬람 칼리프정체를 전복한 진정한 전투는 사

상의 전투였다고 본다. 당시 서방 문명의 개념에 물든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무슬림 

움마를 타겟으로 한 문화적 침략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국가는 비틀

거리기 시작하였다. 케말 아타투르크가 칼리프 지위를 폐지하고 터어키가 세

속적 민족주의 국가라고 선언하자 식민 세력들은 이슬람 세계의 땅을 나누어 

개별 국가들로 만들었고 국가들은 각자 군대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였다. 
각자 국기를 만들고 수도를 정하고 통치자를 옹립하였지만, 그들은 서방 이

익의 수호자일 뿐이었다.21)  
따라서 나브하니는 전통적 칼리프정체를 이슬람 부흥의 대들보로 간주하였

다. 정부, 경제 사회체제, 형법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이슬람 법칙은 칼리프

정체 없이는 제도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해방당은 무엇

보다 먼저 초기 무슬림 세계를 지배했던 칼리프정체의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해방당이 생각하는 이슬람 국가 개념은 초민족

적 칼리프정체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무슬림 세계를 

분열시키는 원천이며, 이슬람의 일원적 공동체 개념 움마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슬림들에게 칼리프정체의 건설은 시간과 장소가 변한다고 하여도 회피해서 

안되는 변함없는 책무이다. 그러므로 이 노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협상이나 타협, 점진주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브하니는 이슬람과 이슬람법, 이슬람 국가의 관계, 이슬람 국가의 역할

20) 해방당이 자신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으며 이슬람에 대한 형제단의 개
념적 오류를 지적한 것은 1928년부터 1952년까지 형제단의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노력을 비판하는 것이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N. Hanif 2012: 206). 

21) Hizb-ut-Tahrir(2011) The Islamic State & the “Civil State,” First Edition, p. 1, 
http://www.hizbuttahrir.com(검색일: 2014.10.15). 



과 책무,22) 헌법 세목에 대해 분명히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슬람 국가의 청

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가르침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 형제단과 해방당은 서방 식민주의 속에서 이슬람의 부재라는 현실 인식

은 같았지만, 그 처방은 완전히 상이하였다. 무슬림 형제단의 창설자 하산 

알-반나(Hasan al-Banna)는 칼리프정체와 이슬람 국가 건설 문제에 대해 침묵

하였다. 이에 대해 나브하니는 칼리프정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의되었고 그러한 이슬람 운동은 불가피하게 실패할 수밖

에 없음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였다.23)

해방당이 추구하는 칼리프정체의 정치 경제 체제를 보면, 국가의 통치자 

칼리프는 의회 즉, ‘마즐리스 알-움마(Majlis al-Ummah)’가 선출하고, 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정당은, 그것이 이슬람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허용된다. 해방당 이념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

며, 화폐제도는 금본위제로 돌아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과연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헌법의 여러 측면들을 보고 평가하자면, 해방당이 구상하는 경제체제는 

이슬람화된 사회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폭넓은 복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

고 있다.24) 
그렇다면, 해방당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이슬람국가를 수립할 것인가. 

해방당은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정치투쟁의 방법에서 해방당과 여타 급진적 이슬람주의 조직을 

구분해 주는 지점이다. 점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회혁명의 방식에 

22)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법을 수행하는 칼리프이다. 그것은 이슬람법을 수행하고 집
행하며 그리고 다와흐(da’wah)와 지하드를 통해 세상으로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
할 의무를 위임받은 정치적 실체이며 집행부이다.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체제와 
일반법을 삶과 사회 속에서 수행하도록 이슬람이 규정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유한한 삶에서 이슬람 실존의 영혼과 같은 것이다. 이슬람 국가가 없
다면, 이슬람은 이념과 삶의 체제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어 단순히 정신적 의례와 
도덕적 가치의 주체로 제한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
구적인 실체이다.” Taqiudine an Nabhani(1999) Nidham ul Hukm [The Ruling 
System], London: Al Khilafah, p. 18; N. Hanif(2012), 206에서 재인용. 

23) N. Hanif(2012), 206.
24)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4-5.



대한 입장에 기인한다. 다수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의 장점과 혜택을 잘 이

해하게 되면, 기존 정체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칼리프정체가 

수립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방당의 정치투쟁은 3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데, 이것은 무함마드가 무

슬림의 역사적 임무 수행 사례로서 최초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 과정을 그

대로 따르고 있다. 1단계는 교화단계이다. 해방당의 사상과 방법에 동조하는 

개인을 발견하고 교화하는 작업을 포함하는데, 당의 구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방당의 대의에 헌신할 준비가 된 소

수정예 집단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움마와의 소통단계이다. 이것은 

움마가 삶, 사회 및 국가에 이슬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슬람 정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자극하는 단계이다. 한마디로, 다양한 형태의 모임, 학

습, SNS 매체를 통해 집단적 대중교화에 초점을 둔다. 3단계는 대중적 지지

와 정책 결정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을 토대로 정부를 장악하여 완전하고 총

체적으로 이슬람을 실행하며 그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단계이다. 사

실상의 권력획득과 이슬람 국가 수립 단계이다.25)

지금까지 상술한 해방당의 세계관과 이념, 정치적 목표와 달성 방법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특성은 경직된 교조성이다. 나브하니는 운동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운동이 추구하는 이념과 방법의 측면에서, 운동이 필요로 하는 

이념적 지적 순수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교조적이었다. 해방당은 이데올로기

와 운동 성격에 있어서 높은 일관성을 확보하였지만, 이점은 곧 다른 한편에

서는 운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브하니가 추구한 이데올로기의 

자족적 폐쇄주의는 이념적 일관성과 통합성에 집착하는 교조주의를 낳았으

며, 해방당의 교조주의는 무슬림형제단의 유연성과 비교하면 경직되고 타협

불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랍 정부들은 해방당을 더 강력하게 

억압하고 단속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까지 아랍 민중들에 대

한 해방당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되었다.26) 

25)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5-6. 
26) N. Hanif(2012), 208.



IV. 페르가나지역 해방당 활동과 위협성 평가  

해방당은 요르단 당국이 합법적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에 시초부터 비합헌 

정당으로 출발하였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당으로서, 정권에 대한 반대당으

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다. 1960년 대 말에 중동지역

에서 세력 확장의 최고 전성기를 맞았던 해방당은 자신이 배후 개입했던 몇 

차례 쿠데타 기도가 실패하자 쇠퇴기에 들었다.27) 약 20년의 침체기 후, 무

슬림 세계에서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걸프전 같은 사태가 

일부 무슬림들을 급진화시킨 1990년 대 초반에 들어 해방당의 이념과 목표

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자 해방당은 재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이후 열린 개혁 개방의 공간에서 그리고 소련 붕괴와 

함께 해방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활동 무대를 갖게 되었으며,28) 
1990년 대 후반에 들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해방당의 중앙아시아 진출 시기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여러 이설이 있

는 가운데,29) 요르단의 이슬람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 전도하러 왔다가 최초

의 해방당 세포를 우즈베키스탄에 안착시킨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해방당은 1990년 대 중반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
년 이후 당원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 조치로 인해 키르기스령 페르가나지역으

27) 1950년대에 요르단과 웨스트뱅크 지구, 베이루트 등지에서 지지자를 규합하였지
만, 중동 전체에서 볼 때 그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60년대에 
들어 점점 세력이 확산되자 해방당 지도부는 군부세력의 지원을 받아 권력 장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방당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요르단과 이라크 등
지에서 몇 차례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걸었
던 길을 좇아 13년 만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던 노력이 좌절되자 해방당의 세
력은 위축되기 시작하여 이 쇠퇴기는 1980년 대 말까지 계속되었다(“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2-3).

28) 중앙아시아, 특히 페르가나의 정치적 이슬람의 성장을 촉진한 것은 1979년의 이란 
혁명 그리고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1980년대 무자헤딘의 저항 운동
이었다. 1980년대 말에 페르가나에서 젊은 비공식 무슬림 사제들이 지하 조직을 
결성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이슬람과 정치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토론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함께,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모스크, 
마드라사 등 종교적 시설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E. Karagiannis 2006: 262).

29) 현승수(2007), 232-33. 



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짐작되며, 1998년에 우즈벡 당원들은 타지키스탄에서

의 지부 설립을 지원하였다. 1990년 대 말에 이르러 우즈벡 페르가나지역은 

해방당의 중앙아시아 지역 거점이 되었다. 해방당의 조직원은 페르가나 출신

이 대부분이다.30) 그러나 2001년 가을 미국 주도 반테러 전쟁의 시작과 함께 

여러 경제 금융 활동의 제한 조치들이 잇따르자, 2002년경부터 재정을 확보

하지 못한 해방당의 활동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추측된다.31)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

나는 가운데 당원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키르기스스

탄에서 해방당원의 숫자는 최대 8천명, 그 중 여성의 숫자는 약 800-2000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2009년 현재).32) 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면한 육아, 교육, 의료 등 사회 문제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부에 

여성 각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의사와 권익이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당이 사회의 취약층인 여성들

의 부름에 실질적 도움으로 응답함으로써 소속감을 주고 의지처의 역할을 하

며 더 나아가 서방식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민의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극에서 해방당은 대

중적 지지와 호응을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페르가나지역 접경 3국의 정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해방당의 위협성 정도

는 전위조직을 갖춘 급진 이념 조직으로서 무슬림 주민을 교화하여 대중적 

지지기반의 구축ㆍ확대 여부, 외부 무장 세력의 이용 여부 그리고 무장과 폭

력 사용으로 전술 변화 가능성, 전투적 이슬람주의 조직들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달려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방당의 위협성 여부

를 분석하고자 한다. 

30) 나망간, 안디잔, 페르가나(시), 코칸드 등 우즈벡령 페르가나, 오쉬, 잘랄-아바드 등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그리고 페르가나지역 서편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의 소그드주 등
의 출신들이 많으며, 나머지는 타슈켄트, 비쉬켁, 두샨베 등 대도시 지역 출신들이다. 

31) E. Karagiannis(2006), 264. 
32) International Crisis Group. “Women and Radicalization in Kyrgyzstan,” ICG Asia 

Report, No. 176, 3 September 2009, p. I, http://www.crisisgroup.org(검색일: 2014. 
10.15).



1. 급진 이념의 대중적 전파 능력

해방당의 이념이 왜 급진적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해방당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칼리프 정체의 이슬람 국가 건설과 그 실현 계획에서 충분히 제시되

었다. 문제는 해방당이 그러한 급진 이념을 대중들에게 전파 확산할 수 있는 

설득 및 홍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해방당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해방당의 급진 이념은 중앙아시아 세속 국가들의 정권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대부분의 이슬람주의 조직들이 비 결사적 형태를 갖는데, 특히 해방당의 

조직과 활동방식은 이념적 역량을 갖춘 독립적 세포조직과33) 철저한 비 주

의로34) 특징된다. 12-13세기에 우즈벡 지역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설립했던 

수피형제단이 철저한 위계적 조직 아래 철의 규율을 유지하면서 은 하게 활

동했던 전통이 이 지역 이슬람이 소비에트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

듯이,35)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해방당의 정교한 위계조직과36) 비 주의 활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당의 활동에서 또 다른 특징은 당의 이념을 잘 이해하고 그 실현에 

33) 하나의 지적 세포 구조 속에서 각각의 성원들이 이념적 능력을 가진 단위이자 엔
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올바른 조직 구조에서는, 운
동이 지도부의 인격과 개성이 아니라 이슬람적 사고의 명료성으로 조직되고 인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N. Hanif 2012: 224). 

34) 해방당의 운동과 활동은 서유럽과 미국 등 그것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억압과 체포
를 피하기 위해 은 하게 이루어진다. 당원들간의 회합은 주로 밤에 비 리에 열
린다. 당원들은 고도의 경계와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접촉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로 정보/치안 기관의 에이전트가 침투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아랍
국가들에서 지하 생존법을 익혀왔기 때문에 조직 전략이 탁월하여 정보기관에서도 
전체 연결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35) E. Karagiannis(2006), 264. 
36) 해방당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다이라(daira)’ 혹은 ‘할카(halka)’로 불리는 5명으

로 구성된 세포로 조직된다. 세포의 조장 ‘무슈리프(mushrif)’가 조원들을 지휘한
다. 몇 개의 세포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나 큰 마할라 수준에서는 구장 ‘무사이드
(Musa'id)’가 몇 명의 조수 ‘나키브(Nakib)’의 도움을 받아 조직 활동을 운영한다. 
지역 대표 ‘무타마드(Mu'tamad)’는 해방당의 총 아미르(Amir)가 지도하는 국제당
의 ‘중앙정치회의(Kiiadat)’가 임명한다(“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20). 



헌신할 자세를 갖춘 엘리트 당원 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효율성 높은 엘

리트 전위 조직을 지향하는 바, 이 핵심 당원들을 통해 해방당의 이념을 대

중들에게 선전 전파하고 동조 그룹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내는 증식 전

술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원의 숫자가 관건이 아니다. 무슬림 대중들

은 알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모두가 해방당의 당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당은 이슬람국가 형성을 추구하는 다른 

이슬람주의 조직이나 분파의 노선과 접근방법은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된다거

나 샤리아에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고도로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해방당은 자유민주주의는 서방 문명과 역

사를 반영하는 서방 개념이며 반이슬람적이라고 간주하며, 이의 수용을 거부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여타 정당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상적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처럼 

지하 당세포 네트웍을 통해 활동하고 엘리트 중심 조직이며 여타 이슬람주의 

조직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점 등이 해방당이 러시아 혁명 전의 볼셰비키 전

위당의 조직 및 활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해방당의 이념 전파 활동은 전단지 살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선전 홍

보 활동, 감옥에서의 선교, 신앙심 깊은 여성 포섭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해방당의 선교 및 홍보 활동은 초기에는 주로 전단 배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지도자들의 강연이나 설교를 담은 책, CD, 비디오카세트, 카세트테

이프 등을 개인이나 가정에 은 히 살포하거나 공공장소 등에서 눈에 뜨이도

록 놓아두었던 것이다. 이런 자료들의 대부분은 중동이나 유럽 등지에서 만

들어지며, 일부는 아랍어로 일부는 중앙아시아어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해방당 활동에 대한 단속과 경계가 강화된 이후부터 전단지 

배포가 당원들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2002년경부터 전단지 

배포의 범위와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메시지를 세

계에 알리기 위한 주된 도구로 인터넷 활용을 더욱 강화하였다.37) 해방당이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이슬람 정신과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대중 활동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해방당의 핵심 내용들은 저작의 형태로 해방당 웹사이트

(http://www.hizbuttahrir.org/)에 게재되어 있으며, 무슬림과 관련된 세계정세에 

37)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22-23. 



대한 분석글이나 다양한 전단지 내용들도 소개되어 있다. 각 지역 조직들은 

필요한 문건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방당이 채택

한 폭넓은 이론적 문헌들이 현지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세포조직을 구성하는 

현지 당원들은 상당한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

슬람 개념에 대한 이론적 문헌들을 독해할 의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원 입회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교사로부터 배운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

고 자신이 체득한 좁은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38)

해방당원들이 배포하는 전단지 내용이나 웹상의 간단한 해설 기사 내용들

은 종교적인 쟁점이라 하더라도 모두 정치적 문제와 긴 히 연관되게 기술되

어 있다. 해방당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의 종교적 전통이 왜 올바르지 못한

지, 나브루즈는 불신앙자들과 이교도들의 축일이라는 점, 무슬림을 제외한 사

람들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인권단체가 정당한지 등등을 다루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모두 쉽고 명료한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람 신봉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생활 속의 이슬람 관례를 알고 싶은 제한

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방당의 주요 활동 장소 중의 하나는 교정시설이다. 이들에게 감옥은 주

요한 정치투쟁의 장이며 새로운 당원들을 충원하는 저수지이다. 이들은 감옥

에서 마약중독자들도 설득하여 마약을 끊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들의 지지자

로 더 나아가 진성당원으로 만들어 나간다. 폭력과 다양한 범법행위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감옥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같이 수감된 지 두 달 만에 수인들

이 모두 기도드리러 가게 되었다는 남부 키르기스 감옥의 교도소장의 이야기

는 해방당의 대중적 호소력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다. 해방당은 자신들의 이

념에 호의적인 수인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배려해 주어 이들을 

신봉자로 변화시킨다고 한다.39) 물론 이것은 폐된 공간의 사례로서 정상 

사회 환경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당에 대한 지지자들 중에는 이슬람 정신을 부흥하고 전 이슬람 움마

를 포괄하는 이슬람국가를 세우자는 이념적 목표에 찬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권위주의적 세속정권에 환멸을 느끼지

만, 아무런 정치적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동적 선택으로 해방당에 

38)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27. 
39)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 Islamists in Prison,” ICG Asia Briefing, 

No. 97, 15 December 2009, pp. 10-12, http://www.crisisgroup.org(검색일: 2014.10.15).



공감하고 참여한다고 한다. 세속 정권의 부패와 비효율, 불법행위에 분노하는 

정치적 반대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불만을 가진 이들, 사회적

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해방당의 이

념과 접근방법에 공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페르가나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은 대안적 공

동체로서 동조자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 

해방당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인데 반해, 정부의 탄압정책은 불리한 환경 요

소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중 교화에 치중하는 해방당 활동의 특성상 자

유롭고 개방된 선교의 공간이 필요한데, 권위주의 정권들의 억압으로 인해 

공개적인 활동을 못하고 지하 활동에 제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세속적 이슬람이 뿌리 내리고 있는 페르가나지역의 종교적 환

경에서 급진적이고 교조적이며 배타적인 이념에 기초하여 지지자들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 결국 해방당 이념에 내재한 급진적이며 교조적

인 속성으로 인해 그 대중적 확산 정도와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들이 경제성장과 부의 배분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

고, 관료들의 부패와 전횡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대안으로서 해방당의 호소력

과 설득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2. 폭력 사용의 유무와 지하드에 대한 입장 

전 움마를 포괄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위해 평화적 수단과 방법으로 정

치투쟁을 한다는 해방당의 입장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의 정치적 삶의 초기

에 메카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선례를 따른 것이다. 해방당

은 테러 행위에 반대하며, 테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것은 이슬

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해방당은 초지일관 무슬림 국가들의 기존 정권

이 붕괴되고 이슬람국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방당이 구상하

는 권력 장악 단계의 최종 단계에서 과연 폭력 사용 없이도 정부 전복과 새

로운 국가 수립이 가능한지가 주요한 의문으로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방당

의 논리는 국가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이슬람 질서를 수용하도

록 강제한다면 무력과 폭력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사회를 설득하여 움마 전

체가 해방당의 이념을 받아들이면 정권 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해방당의 이념을 전파하여 대중의 마음과 정신을 얻게 되면 즉, 먼저 시

민사회를 흡수하여 전 움마가 해방당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국가권력은 자연

스럽게 따라 온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정당으로서 해방당은 어떤 폭력이나 

물리력에도 호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방당은 1960년 대 말과 70년대 초

에 몇 차례 쿠데타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 해방당은 한 사회의 대다수 주민

이 정권에 반대할 때 군사력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고 보았다. 또 일부 내부 담론에 따르면, 해방당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해방당을 지원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해방당

이 군부 쿠데타에 개입한 것은 이슬람 정신에서 벗어난 타락한 세속정권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자신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무

력을 사용한 군부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또 지원을 받은 것이다.40)  
해방당의 교리에서 칼리프정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지하드를 수행하지 않

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은 방어적 전쟁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해방당 당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무슬림은 침략자에 대한 전쟁

에 참여해야 한다.41) 해방당 이념은 폭력과 무력을 동원한 세속 정부 전복 

노선에 반대한다고 천명해 왔지만, 이처럼 폭력과 지하드에 대한 해방당의 

입장은 정치투쟁의 방법과 관련하여 여전히 가장 민감하면서도 불분명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다.42) 
해방당이 테러행위나 무장과 관련되었다는 주장들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우즈벡 정부는 1999년 2월 16명의 희생자를 낸 타쉬켄트 폭탄 테러 사건에 

해방당이 관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 잘 알려진 바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작전의 근거지로 삼

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갈 목적으로 타직 국경을 넘어 1999년 8월과 2000년 8
월에 키르기스령 페르가나지역으로 침입했던 전투적 이슬람 조직은 IMU이

다.43) 그리고 키르기스 경찰의 경우, 2002년 아르슬란봅 소재 해방당 당원의 

40)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7-9. 
41) Hizb-ut-Tahrir(2008) Jihad in Islam, First Edition, Hizb ut-Tahrir Publications, 

http://www.hizbuttahrir.com(검색일: 2014.10.15). 
42) 현승수(2007), 243-46. 
43) 무장투쟁 위주이며 테러행위도 개의치 않는 IMU와는 달리 해방당이 중앙아시아지

역의 테러 공격이나 폭력행위에 연관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조지 부
시 대통령이 9/11 이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테러조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



은닉된 무기고에서 다량의 권총과 세 발의 수류탄을 포함한 무기류를 발견하

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방당은 무기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하였으며, 경찰의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44)  
그러나 페르가나지역 관련 정부들은, 이슬람 정신에서 벗어난 세속 정권들

의 최종적 전복과 전 움마를 포괄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방

당 이념의 급진성으로 인해, 아무리 해방당이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서 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그것은 위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단

일한 무장 이슬람 운동이 본모습을 감추려고 치장한 한 외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슬람 가운데 대표적인 전투적 이슬람주의 조직인 IMU의 

조직원 가운데 페르가나 출신의 우즈벡인들이 많으며, 해방당 역시 페르가나 

지역을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즈벡 정부는 해방당

을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주요 경계 대상으로 삼고 일관되게 

탄압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45)   
그러나 다른 한편 우즈벡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들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크로미야(Akramiyyah)가 관여된 2005
년 5월의 안디잔 사태이다. 아크로미야는 해방당에서 분리되어 성립된 파생 

조직이기에46) 해방당 교리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경계심은 근거가 없는 것

지만, 당시 전면적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정부도 해방당을 테러 조직 명부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 정부들은 해방당의 칼리프정체 수립이라
는 궁극 목적과 이념적 교조성을 이유로 정권 유지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
협으로 간주하였다. 

44)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24. 
45) 해방당의 감시와 사찰을 담당한 보안경찰을 비롯해 우즈벡의 법 시행기관들은 해

방당원들과 혐의자들을 초기부터 가혹하게 탄압해 왔다. 카리모프 대통령 역시 
2002년 봄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해방당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였다. 정세진(2008-b)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의 급진적 특성에 대한 연구: 
1991년 독립 이후의 원리주의 단체와 이념적 패러다임｣, 평화연구 16:1, 고려대
학교 평화연구소, 133쪽.

46) 아크로미야는 1996년 페르가나지역의 안디잔에서 해방당의 당원이었던 아크람 율
다셰프(Akram Yuldashev)가 창설하였다. 아크로미야는 폭력 사용보다 지적 투쟁
에 의거하는 등 해방당의 이념과 방법을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지만, 페르가나지
역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되는 전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
이 있다. 그는 소규모 이슬람 공동체 구상에 착안하여 당원들과 함께 작은 농공
기업들을 창업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그리고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처지에 



은 아닌 셈이다. 카리모프 대통령 역시, 이런 맥락에서 2005년 5월 중순에 

발생하였던 안디잔 소요의 배후가 해방당이라고 주장하였다.47) 그러나 더 정

확하게 말하자면, 아크로미야는 해방당이 통제할 수 없는 독립된 이슬람주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며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과거 우즈벡 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졌던48) 키

르기스스탄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 

법규가 더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99년의 테러리즘 법이 

수정되고 더 강화된 극단주의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었으며(2004년 12월), 키

르기스스탄에서도 테러리즘 대응 법안이 통과되었다(2006년 11월).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8개의 이슬람 조직이 금지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14개의 

조직이 금지되었다. 뒤 이어 양국에서 형법이 개정되어 이제 해방당원은 더 

형량이 긴 (조직)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기소될 수 있게 되었다.49) 바키에프 

전 정부의 해방당에 대한 강경 대응은 2008년 10월 노오카트(Nookat) 시위 

사건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었다. 당시 두 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많은 해방

당 당원들이 투옥되었다. 정부는 해방당이 지나치게 전투적으로 변하여 정부

에 도전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였다.50) 
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중형 선고 등 이슬람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은 해방

당원들의 활동 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외견상일 뿐, 

있는 당원이나 동조자들에게 지원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경제 프로그램으로
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페르가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경제 
사회적 전환기에 공동체 역할의 재구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
었다(“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29).  

47) E. Karagiannis(2006), 264. 
48) 아스카르 아카에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해방당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시사하기

도 하였다. 1999년 2월 타쉬켄트 폭발 사고 이후 우즈벡 정부가 해방당 당원들을 
강경 탄압한 다음 키르기스스탄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키르기스 정부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에
서는 종족간 증오심이나 종교간 적개심 고취, 헌법 질서 변경 요구 등을 혐의점으
로 삼아 기소되었을 뿐이다. 그러니 재판에 넘겨진 이슬람주의자들은 벌금이나 집
행유예, 1년 정도의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Central Asia: Islamists in 
Prison,” 5).

49) “Central Asia: Islamists in Prison,” 5.
50) “Women and Radicalization in Kyrgyzstan,” p. i. 



그들은 더욱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

할 것이다. 이전에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을 지향하고 인터넷 

공간으로 활동 무대를 바꾼 것도 이러한 전술적 전환의 일환이다. 해방당에 

대해 초기부터 강경 억압책을 동원했던 우즈벡에서는 해방당원들의 인터넷 

무대 활동이 더 일찍 시작되었다. 키르기스 국가안보회의는 지하로 스며든 

이들의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극단주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중범

죄에 대해 사형제도 복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가안보회의 사무총

장 마라트 술타리노프는 공개 처형제도를 제안하기까지 하였다.51) 
정리하자면, 최근까지 해방당의 활동이 무장투쟁이나 테러행위와 직접 관

련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해방당이 직접 쿠데타를 주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 군부 쿠데타에 관여한 적이 몇 차례 있다는 점, 전

도 수단으로 폭력을 거부하지만, 테러리즘의 간접적인 도관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타블리히 자마아트(Tablighi Jamaat: TJ)와의52) 연계를 의

심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방당은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면 언

제라도 무력 사용으로 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방당이 창설된 지 6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직접적인 무

력 사용이나 테러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대다수 무슬림들이 해방당

의 이념을 수용한 상태가 아니며 시민사회는 이슬람화 되지 못했다는 점 등

으로 볼 때, 무슬림 사회는 아직 이슬람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2단계

를 통과한 것이 아니며 자동으로 세속 정권들이 전복될 시기도 아니다. 그러

므로 해방당은 당분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서 비무장 비폭력 노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3. 전투적 이슬람 조직과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먼저, 페르가나지역을 근거지로 한 대표적인 전투적 이슬람 조직인 IMU와

의 연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것은 IMU의 정치적 목표와 성격, 세

속정권에 대한 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51) “Central Asia: Islamists in Prison,” 5-6. 
52) “Tablighi Jamaat: An Indirect Line to Terrorism,” Security Weekly, Stratfor, 

January 23, 200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페르가나에 등장한 이슬람주의의 진출 및 활

동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90년 대 초에 페르가나에는 이슬람의 정

치화 경향,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불용과 억압이라는 조건 

속에서 카리모프의 통치에 반대하는 ‘아돌라트(Adolat, 정의)’, ‘이슬람 라쉬

카를라리(Islam Lashkarlari, 이슬람의 병사)’ 등 몇 몇 종교 단체들이 설립되

었다. 카리모프 정권이 이 급진 이슬람 집단을 강하게 억압한 것은 정부가 

인정하고 통제하는 공식 이슬람 외에 어떤 종파적 다원주의도, 특히 정치적 

이슬람 운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이웃

한 타지키스탄에서 친러 엘리트 중심의 타직 정부에 대해 민주파와 이슬람 

세력이 연합하여 반정부 내전을 촉발한 것이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타쉬켄트

의 우려를 확인해 준 격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반정부 세력 역시 이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카리모프 정권은 정치적 이슬람을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였다.53)  
상기한 아돌라트와 이슬람 라쉬카를라리 등 정치적 이슬람 조직들이 카리

모프 정권의 억압을 피해 내전 상태이던 이웃 타지키스탄으로 도피하여 ‘단
일우즈벡야당(the United Uzbek Opposition)’에 합류하여 세를 유지하고자 하

였다. 1997년 타직 정부와 이슬람 반대세력이 합의하여 내전을 종결하게 되

자 우즈벡 출신의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IMU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IMU는 토히르 율다셰프와 주마 나망가니가 설

립하기 전에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페르가나 주민들의 영적 각성에 관심을 

가진 비공식 종교 결사였다. 타직 내전의 혼란기를 틈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한 IMU는 내전 종결 후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하였

다. 타지키스탄에서 IMU의 목표는 카리모프 정권을 전복하고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에서 IMU의 목표는 이제 우즈벡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전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정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53)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제3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61조는 정교분리를 규정하
였지만, 카리모프 정권은 이슬람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독점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였다. 카리모프 정권의 이슬람 정책은 크게 보아 우즈베키스
탄의 재이슬람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우즈벡의 정체성은 무슬림의 정체성과 분
리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동시에 카리모프 정권은 독립적인 이슬람 집
단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정권 반대 세력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이슬람 운동의 싹을 애초부터 근절하려는 의도였다(E. Karagiannis 2006: 263).



점점 더 글로벌 지하드로 범위가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알 카에다와도 긴

한 연계를 맺고 있었던 IMU는 탈레반 정권과 알 카에다를 겨냥한 미군의 

아프간 군사작전 전개 이후 주 근거지와 지원세력을 잃어 조직이 거의 와해

되고 잔존 세력은 은신처를 찾아 파키스탄의 와지리스탄(Waziristan) 지역으

로 도피하여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였다.54)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우즈벡 전사들은, 북와지리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할 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아프간 탈레반 세력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고 한

다.55) 해외의 IMU 세력은 페르가나 지역으로의 침투나 침공을 수행할 자체 

역량이 없으며, 아프간 탈레반이나 파키스탄 탈레반 세력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도 없다. 
이처럼 페르가나지역 내외에서 IMU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무력을 가동할 

역량이 없으며, 또 오랫동안 해방당은 무장 투쟁을 통해 이슬람국가를 세우

겠다는 IMU의 노선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해 왔다. 현재 해방당은 IMU
와의 연합으로부터 무장 테러 단체라는 명칭 외에 실제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실제적인 연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이슬람부흥당(IRP)은 타직 내전기의 무장 반대 집단에서 합법 정당으로 변

신하여 정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방당의 입장에서 볼 때, IRP는 이슬람 정

신의 대의를 버리고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되었으

며 이미 이슬람주의 운동에서 이탈한 세력이다. IRP 역시 해방당과 연합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 이슬람주의 운동에 대해 점점 더 억압적으로 되어가는 타

54) B. Balci(2014). 아프가니스탄에 머무는 동안 IMU는 알 카에다와 탈리반의 지원
으로 점차 우즈베키스탄 국내적 목표를 지양하고 후견 세력의 목표 우선순위를 그
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 시작 이후 두 지도자 주마 나망가니
(2001년)와 토히르 율다셰프(2009년)를 잃게 되자 IMU 세력들은 파키스탄의 와지
리스탄으로 다시 근거지를 옮겨갔다. IMU가 알 카에다 및 탈레반과 협력을 강화
하자, 그들의 목표 역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게 되었다. IMU는 점점 더 파키스
탄, 아프가니스탄 및 미국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게 되었다. 많은 비 
우즈벡인들이 IMU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민족 구성도 변화되었다. IMU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카라치 공항 공격은 IMU의 목표가 중앙아시아 지역
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를 보여준다. 최근 IMU 지도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은 IMU가 중앙아시아 정권들의 전복보다는 글로벌 지하드에 더 큰 열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B. Balci 2014). 

55) A. Dubnov(2014).



직의 정치 환경에서 겨우 운신의 공간을 마련한 터에, IRP는 더 급진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해방당과 연계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당과 신-와하비즘을 공유하고 있는 알 카에다나 탈레반 사이에는 신학

적 이념적 차이점이 큰 편이다. 그들은 신학의 근본 문제에서 서로 상대방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해방당을 반대하는 웹사이트는 와하

비파가 운영하는데, 탈레반을 칭찬하고 해방당을 세속적 근대주의자로 치부

한다. 해방당은 이들이 무슬림 형제들이긴 하나 전 움마에 칼리프정체를 수

립할 올바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술상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연합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56) 
해방당은 창립자 나브하니가 팔레스타인인이며 활동기의 대부분을 망명지 

베이루트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지식이 풍부한 계층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무슬림들은 해방당의 교리를 이단으로 취급하다 보니, 중

동지역에서 해방당의 이념적 활동 공간은 협소한 편이었다. 또 정치적 실천

의 수준에서는 비폭력 비무장 노선을 고수한 결과, 대중적 저항운동에 치중

하는 급진적 하마스(Hamas)나 민족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한 팔레스타

인해방운동(PLO) 등과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해방당은 이스라엘에 대

한 진정한 지하드는 이슬람 국가가 수립된 다음에야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중봉기 ‘인티파다(Intifada)’는 자신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PLO처럼 한 민족 영토 내에서 이슬람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 역시 이슬

람 움마 전역에 이슬람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해방당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

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합이나 공동 행동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에서 ISIS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가 칼리프정체의 이슬람국가 수립을 선포한 데 대해 해방당의 여러 지부들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어디에도 IS 관할의 영

토와 주민에 대한 통치권을 갖춘 정치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칼리프정체에 대한 충성 맹세는 허언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장소에서 칼리프

정체를 선포하려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수행하였던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의

무인데, 그 어디에도 국내외 안보를 보장할 명백한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56)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31-32.  



다는 것이다. 국가구성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칼리프정체를 선포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57) 
다른 한편, 이처럼 연계나 연합의 가능성이 낮은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수

백 만 명의 지지자를 갖고 있으며 가장 폭넓은 국제적 네트웍을 가동하고 있

는 이슬람주의 조직인 타블리히 자마아트(Tablighi Jamaat: TJ)와 해방당의 연

계 유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키르기스 치안 및 안보 관리들은 비폭력 정치투

쟁 등 해방당과 전술적 측면에서 공유점이 많은 타블리히 자마아트가 해방당

에 당원 충원을 위한 인력풀을 제공하고, 또 해방당과 이를 지원하는 해외펀

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일례로, 해외에서 돌아온 

TJ 추종자들이 해방당에 해외 스폰서를 소개해 준다는 것이다. 키르기스 안보

회의는 양자간의 연계를 차단할 목적으로 대법원에 TJ를 불법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009년 9월). 이와는 달리 비정부 측 전문가들은 TJ가 사

실상 해방당의 약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시행기관의 상

당수 실무관리들도 이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58) 비폭력 정치투쟁과 대중교화

라는 동일한 전술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또 글로벌 네트웍을 유지한다는 면에

서 TJ는 해방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다. 자신의 신학적 입장, 이념과 노선

에 대한 해방당의 유연성 없는 교조적 성격을 감안하면, TJ와의 제한적 협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연합 전선 형성 전망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해방당은 다른 이슬람주의 운동의 이념 및 노선에 대해 잘못된 전술을 택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기 노선의 올바름에 고착하는 교

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해방당이 국내외 이슬람주의 조직들과의 

연합을 통해 페르가나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정권에 새로운 성격의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7) 이슬람국가가 제대로 수립되려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자신을 방
어할 수 있는 실제로 자족적인 국가여야 하며, 둘째,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동
의와 합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경쟁하는 많은 세력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해방당은 IS의 이슬람국가 선포 주장은 모두가 존
중하고 고려해야 할 지배적인 의견과는 참으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Hizb 
ut-Tahrir Rejects ISIS’ Declaration of Khilafah,” 5 Pillarz, July 2, 2014, 
http://www.5pillarz.com(검색일: 2014.10.18).    

58) “Central Asia: Islamists in Prison,” 5-6. 



V. 요약적 결론 

중앙아시아지역 정권들은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 가운데 여전히 세포조직

을 가동하면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방당을 주된 안보위협 요인으로 지

목하고 있다. 또 국제적 측면에서는, 나토군의 아프간 철군을 앞둔 가운데, 
초민족적 칼리프정체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IS가 시리아/이라크 내

전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글로벌 네트웍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토대로 활동하

고 있는 해방당을 페르가나지역의 안보 위협요인으로 보는 경계심이 더욱 증

대되고 있다. 해방당은 초기 이슬람 시기의 칼리프정체를 모델로 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이념적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슬람 정신에서 벗어난 세

속 정권을 전복하거나 교체하는데 비폭력 평화적 수단에 의거한다는데 그 특

성이 있다. 무슬림 대중을 이슬람 정신으로 복귀하도록 각성시키고 교화함으

로써 즉, 시민사회를 먼저 장악함으로써 세속정권은 자동으로 전복되고 이슬

람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것도 민족/국민 국가 단위의 일국 

수준에서가 아니라 범 무슬림 움마를 포괄하는 초민족적 단일 이슬람 칼리프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데 그 이념적 정치적 급진성이 있다. 
페르가나지역의 정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해방당의 위협성의 정도는 해방

당이 자신의 급진 이념을 무슬림 주민에게 전파하여 대중적 지기기반을 구축 

확대하는 능력 여부, 비폭력과 비무장을 포기하는 전술과 방법론의 변화 가

능성, 전투적 이슬람주의 조직들과의 연계 및 연합 가능성 등에 달려 있다. 
첫째, 해방당 이념에 배태된 급진적이며 교조적인 속성으로 인해, 수 세기 

동안 세속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지배적인 페르가나지역의 종교적 환경에

서 그리고 정부의 억압이라는 불리한 활동 여건에서 자신의 이념으로 대중을 

교화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해방당은 과거 중동지

역의 군부 쿠데타에 몇 차례 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다는 전력으로 인해 

대중적 지지 기반이 확대되어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무력 사용

으로 전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해방당이 반세기 

이상 비폭력 정치투쟁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면서 한 번도 직접 무력에 호소

하거나 테러 행위를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아직 무슬림 시민사회의 교화

라는 2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비무장 

비폭력 정치투쟁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방당은 다른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들의 무장 투쟁, 일국주의 혹은 점진주의 노선 등과는 거리

를 두고 있으며, 세속 정권들에 대해 무장 투쟁을 하며 이를 ‘지하드’로 부

르고 있는 전투적 이슬람주의 조직들에게 대해서도 지하드는 칼리프정체가 

수립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배격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정치투쟁

을 하는 동일한 전술 구사 조직에 대해서는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 교

감하지 못하고 있다. 해방당이 자기 이념과 노선에 대한 교조적 태도, 타 조

직의 노선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고수하는 동안에는 다른 국내외 이슬람주의 

조직들과 연합을 통해 페르가나지역 안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할 가능

성은 낮다. 그러나 페르가나지역 정부들이 경제성장과 부의 배분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료들의 부패와 전횡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당면한 최

소한의 복지와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 공동체적 대안으

로서 해방당의 호소력과 설득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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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urity of Ferghana Valley in Central Asia and Radical Islamism: 
Focusing on Hizb ut-Tahrir al Islami

Kang BongKoo*

This paper is aiming at analysing the extent of threat by Hizb ut-Tahrir al 
Islami (HT) to political regimes and states in Ferghana Valley, presenting 
components of threat as follows: capacity of spreading ideology; position to 
using violence; and the probability of linki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militant Islamic organization. HT has too serious limitations to enlighten 
people and to expand its sphere of influence under the secular religious 
practice and the harsh repression by local governments. As HT thinks that it 
doesn’t succeed to culture muslim civil society with genuine Islam spirit, it 
will continue to pursue unarmed and non-violent policy course for political 
struggle. As far as HT holds fast to the dogmatic attitude to its ideology and 
policy, and the exclusive position against those of other organizations, it will 
not be likely to bring about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Ferghana Valley 
through the association with other Islamist organizations. However, if three 
governments in Ferghana Valley are not successful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and if they can’t improve 
welfare and social inequalities, and if bureaucrats’ corruption and arbitrariness 
keep flourishing, then persuasive power and influence of HT will grow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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