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論文

17세기 중후반 준가르의 정치
-셍게(Sengge)의 집권기(1653-70)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尹晟齊

<國文抄錄>

17세기 중후반 준가르의 정치
─ 셍게(Sengge)의 집권기(1653-70)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東洋史學科 尹晟齊
본고는 셍게의 집권기(1653-70)를 중심으로 17세기 중후반 준가
르의 정치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天山北方에서 활동하던 4오이라드
의 한 부족인 준가르는 17세기 후반이 되면 天山南北에 걸친 유목
제국을 건설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4오이라드를 통합한 갈단의 업
적에 주목하여 그 전임자인 셍게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셍게는 집권
기간 동안 유산 분배를 두고 형제들과의 갈등에 시달리다 암살된
인물로, 갈단은 종교적 카리스마와 세속의 권력을 두루 갖춘 군주로
대비되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만 종합해
보아도 셍게는 17년의 집권기 동안 수차례의 내전과 대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준가르의 역량을 강화시켜 다른 부족들에 대한 우위
를 확립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셍게의 집권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이
시기가 준가르의 패권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셍게가 십여 명에 이르는 형제들을 제치고 바투르 홍타이지의 후
계자가 된 것은 그의 모계 혈통 및 준가르와 호쇼드 두 부족 간의
동맹관계 때문이었다. 그는 티베트를 정복하고 달라이라마의 보증을
받은 구시 칸의 외손이었으며, 호쇼드 수령 오치르투의 사위였다.
바투르는 部衆을 둘로 나누어 후계자인 셍게에게는 우익을, 나머지
여덟 명의 자식들에게는 좌익을 맡겼다. 이는 바투르 홍타이지의 아
내들 가운데 셍게의 모친인 아민 다라가 가장 서열이 높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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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뿐 아니라, 호쇼드와의 지정학적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준가르의
우익의 목지는 일리 계곡과 그 일대였으며, 좌익의 목지는 이르티스
상류와 호복사르의 지역이었다.
바투르 홍타이지가 사망하고 4년 후인 1557년에 준가르에서는
우익과 좌익 간의 내전이 벌어졌으나 셍게는 장인인 오치르투와 숙
부인 추쿠르 우바시의 도움으로 2년 만에 좌익의 형제들을 진압했
다. 이어 1661년 호쇼드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셍게는 호이드의 솔
톤 타이시와 함께 오치르투를 지원하여 그의 이복형제인 아블라이
를 제압했다. 준가르와 호쇼드에서 발생했던 내전은 모두 남북 간의
대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각각 호복 사르 지역과 타르
바가타이 산맥에 근거하고 있던 바투르 홍타이지와 오치르투 타이
지가 일리 지역으로 남하한 것과 관련 있다.
일리 지역은 지형이나 목지의 질, 농경의 도입에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주 지역인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로 접
근이 용이했다. 오이라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天山北方의 유목
민들은 일리 지역을 중심으로 타림 분지를 지배함으로써 국가의 건
설과 유지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취해왔다. 이와 더불어 4오이라
드와 티베트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일리 지역은 양자 간의 주요
교통로로도 활용되었다.
동몽골의 정세가 급변하자 셍게는 근거지를 북쪽으로 옮기게 된
다. 1662년에 호트고이드의 수령 롭장 에린친이 자삭투 칸인 왕축
을 살해하고 투셰투 칸의 공격을 피해 알타이 산맥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준가르에서는 러시아가 호트고이드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셍게는 바투르 홍타이지 이후 소원해졌던 러시아
와의 접촉을 재개했으며 할하 우익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셍
게는 호트고이드를 공격하고 屬民들과 營地를 병합했다. 또한 살해
당한 왕축을 대신해서 그의 동생 쳉군을 새로운 자삭투 칸으로 세
웠다. 준가르는 과거 자신들에게 야사를 바치던 속민들의 귀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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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러시아를 압박했고, 시베리아의 일부 요새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준가르는 북방에서의 군사 행동을 벌여 예니세이河 유역까
지 영역을 넓히는가 하면 수많은 속민들을 확보했다. 또한 모굴 칸
국에 대한 원정을 통해 天山 이남 진출에 적극적이었던 호이드와
그가 지원하는 이스마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압둘라 칸의 아들 욜바
르스의 카쉬가르와 야르칸드 장악을 지원하면서 정주 지역인 모굴
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세금을 거두었다. 이처럼 남북을 오가며
벌인 원정으로 준가르는 수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했고 이는 향
후 호쇼드 등 4오이라드의 다른 부족들을 압도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 세력들이 복잡한 구도로 경쟁하는 오이라드 내에서
남북으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
다. 셍게는 초쿠르 우바시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이르티쉬河 주변에서 벌어진 분쟁의 와중에 모굴 칸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급기야 異母兄인 초드바 바투르
에게 암살되고 말았다. 셍게가 사망하자 동생 갈단이 준가르의 수령
자리를 이어받았다. 엔사 후툭투의 轉生이라는 종교적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던 갈단은 오이라드의 다른 부족들에 대한 병탄을 실행
하여 준가르의 단일 패권을 확립했다.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도시들
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굴 칸국 신비주의 교단의 하나인 白山黨과
손잡은 것은 셍게의 행적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또한 할하의 분열에
대한 개입은 셍게의 호트고이드 원정 및 할하 우익과의 관계 구축
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등 갈단의 대외 정책 중 많은 부분은 셍
게가 시도했던 방향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셍게의 대외 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칭기스 일족의 칸을 두
명이나 즉위시켰다는 것이다. 한때 동쪽으로는 할하, 남쪽으로는 모
굴 칸국, 서쪽으로는 카자크라는 칭기스 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살
아남기에 급급했던 준가르가 셍게의 시대에는 자삭투 칸과 모굴 칸
을 세울 정도로 그 역량이 성장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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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셍게의 집권기는 이후 갈단이 통일 군주가 되고 준가르가 유목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오이라드, 준가르, 할하, 셍게, 갈단
학 번: 2008-2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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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17세기 중반 준가르部를 이끌었던 셍게(r.1653-70)는 생전의 업적
보다는 갈단(Гaldan, r.1671-97)1)의 同母兄이라는 사실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티베트 불교의 승려였던 갈단은 셍게가 집권 중에 암
살되자 還俗하여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는 집권한 지 5년 만에
天山北方의 유목 부족들을 통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르판과 타
림 분지를 장악하여 天山의 南北을 아우르는 유목제국을 건설했다.
티베트 불교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갈단은 달라이 라마 5세로부터
보쇽투 칸(Bošoqtu xān)2)의 칭호를 얻었으며, 몽골리아를 원정하여
할하를 격파하고 淸과 대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유라시아의 정
세를 요동치게 했던 갈단의 업적에 가려서인지, 그의 전임자인 셍게
는 연구자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셍게의
집권기 동안 계속된 혼란을 갈단이 나타나 수습한 것처럼 서술되기
도 했다.3)
1)

2)

3)

갈단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內藤虎次郎, 「秦邊紀略嘎爾旦傳」, 『史林』 3(19187)，pp.1-18; Zlatkin, Istoriya Dzhungarskogo Khanstva(1635-1758), Moskva:
Nauka, 1964, pp.151-210; Okada Hidehiro, “Galdan's death: When and how”,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37, 1979, pp.91-97;
若松寬, 「從17世紀60-70年代的俄文檔案看准噶爾部噶爾丹的情況」, 『蒙古學
信息』, 1998-4; 王思治․呂元驄, 「17世紀西北邊疆局勢述論噶爾丹分裂勢力的興
亡」, 『明淸論叢』 1(1999-12)，北京紫禁城出版社; 黑龍, 「噶爾丹早期史實考」,
『蘭州大學學報』 36(2008-1) 등을 들 수 있다.
bošoq은 몽골어로 命令을 의미하며 bošoqtu는 여기에 ‘~을 지닌’이라는
형용사형 접미사 tu가 붙어 ‘命을 지닌 군주’를 의미한다(Kovalevski,
Dictionnaire mongol-russe-franca̧is, tom 2. Kasan : Impr. de
l'Université, 1846, p.1173).
若松寬은 셍게의 암살을 두고, “4오이라드에서 준가르와 호쇼드가 竝立하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셍게는
이른바 ‘준가르 칸국’의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으며, 그의 동생 갈단이
등장하고 나서야 ‘칸국’이 다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준가
르 칸국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若松寬, 「セン

- 1 -

그러나 갈단이 어떻게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밝히기
위해는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그 기반이 되었던 조건을 함께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갈단에 앞서 17년간 지속된 셍게의
집권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
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단편적 사실만 보더라도 셍게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준가르를 이끌면서 반대 세력들의 도전을 제압하고 동몽
골과 모굴 칸국 원정을 성사시켰다. 갈단은 이러한 전임자의 업적을
기반으로 일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몰락은 다름 아닌 셍게의
아들인 체왕 랍단(Cevang Rabdan)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준가르의 패권이 갈단의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했던 것이라면 그
의 몰락 후 4오이라드의 통합도 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가
르인들의 유목국가는 체왕 랍단과 그의 장남인 갈단 체링(Гaldan
Cereng)이 집권했던 약 50년 동안(1697-1745) 가장 번영을 누렸
다.4) 갈단 체링의 사망 이후 붕괴된 이 유목제국은 ‘셍게王朝’라 해
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셍게라는 인물의 통치기는 준가르인들
의 역사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쉽게도 관련 연구는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우선 준가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들을 살펴본 후 셍게를 다룬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준가르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는 舊소련의 즐라트킨이
쓴 『준가르汗國史』5)를 들 수 있다. 그는 몽골어 사료와 더불어 러
시아에 소장된 17세기 러시아-몽골 관계 문서들6)을 체계적으로 활
용하여 준가르에 관한 통사를 서술했다. 이 책은 15-16세기 오이라
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준가르 칸국의 역사, 내부구조, 외교정

4)
5)
6)

ゲ支配期ズンガル汗國の內亂」,『遊牧社會史探究』42(1970).
Zlatkin, pp.211-252
위의 책.
오이라드(몽골)와 관련된 러시아 자료는 중앙국립고문서관(Tsentralnyi
gosudarstvennyy arkhiv drevnikh aktov), 러시아외교문서관(Arkhiv
vneshney politiki Rossii), 과학아카데미문서관(izvestiya Rossiyskoy
Akademii nauk) 등에 보관되어 있다. 위의 책,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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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다른 지역과 민족들에 미친 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즐라트킨은 준가르部 수령 하라 훌라(Xara Xula)의 집권기에
신장된

역량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

바투르

홍타이지(Bātur

Xongtaiǰi)가 국가를 건설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준가르 칸국’이라
고 불렀다.
하지만 준가르 칸국이라는 개념은 곧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宮脇淳子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준가르部가 오이라드 연맹의 覇者
가 된 것은 17세기 후반의 일이며, 그 이전까지의 정치를 특징짓는
것은 오이라드 諸부족 간의 연합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준가르
에서 칸7)으로 칭한 것은 오로지 갈단 한 사람밖에 없었으며, 그 명
칭도 ‘준가르 칸’이 아닌 ‘4오이라드의 칸’이었으므로 준가르 칸국의
개념은 허구라는 것이다.8) 이에 대해 즐라트킨과 유사한 입장에 섰
던 若松寬은 바투르 홍타이지가 칸의 칭호를 갖지 않았던 것은 맞
지만, 그의 집권기에 이루어진 오이라드 법전의 편찬(1640)과 토도
문자 제정(1648)이야말로 오이라드인들의 민족국가 ‘준가르 王國’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9) 宮脇은 다시 반박에 나섰다. 러
시아 문서 기록을 토대로 할하-오이라드 회맹(1640)을 주도한 이는
바투르 홍타이지가 아니라 할하 자삭투 칸이었으며, 회맹 장소도 준
가르의 영역인 타르바가타이가 아닌 할하의 營地였음을 입증한 것
이다. 이로써 준가르 王國에 관한 若松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
었다.10)
칸은 투르크어와 몽골어에서 君主를 의미한다. 17세기 몽골/오이라드 사료
에는 qaɣan/xān으로 기록되어 있어 한글 표기를 ‘한’으로 하는 것이 실제
발음에 가깝겠지만 학계의 용례를 따라 ‘칸’으로, 마찬가지로 칸의 배우자를
뜻하는 qatun/xatun은 ‘카툰’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8) 宮脇淳子, 「十七世紀のオイラット―『ジューン․ガル․ハーン国』 に対する疑
問―」, 『史学雑誌』 90(1981-10), pp.40-63.
9) 若松寬, 「ジュンガル王國の形成過程」, 『東洋史研究』 1983, 41(4), pp.718-761.
10)宮脇淳子, 「ガルダン以前のオイラット―若松説再批判―」, 『東洋學報』
65-1.2(1984-1), pp.91-120; 할하-오이라드 회맹의 개최지 논쟁에 대해서는
이평래, 「『몽골-오이라드 법전』의 재검토」, 『중앙아시아연구』 16(2011),
7)

- 3 -

최근에는 『朔漠方略』 등 한문 기록의 만주어 원문, 더 나아가서는
몽골어와 만주어 檔案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
로, 石濱裕美子는 『朔漠方略』의 滿文․蒙文․漢文本을 대조하여 그것이
滿文으로부터 漢文․蒙文의 순서대로 번역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滿
文本의 독해를 통해, 만주․몽골․티베트인들이 공유하는 불교의 개념
을 한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티베트어에서 온
표현들을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갈단과
康熙帝가 할하 문제에 개입하여 대립하면서도 공히 내세웠던 ‘佛敎
政治(Tib.chos srid>Mong.törü šasin>Ma.doro šajin)’이라는 개념
이 한역본에서는 道法, 禮法, 禮義, 法敎, 軌道, 聲敎, 和好 등으로
번역되면서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11) 한편 오윤
빌릭(Oyunbiliɣ)은 『朔漠方略』과 그것의 소재가 된 만주어 檔案들을
대조하여, 『方略』의 편찬자들이 康熙帝가 벌인 親征의 정당성과 그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관련된 날짜를 고치거나 사실을 오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편집 과정에서 왜곡된 준가르의 실상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方略』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 문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2)
서구의 연구자들 가운데 버그홀즈(Bergholz)는 중앙유라시아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준가르와 러시아 및 중국 간의 경쟁에 주목했으며,
준가르의 멸망 이후 나머지 두 국가가 유목세계를 분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13) 퍼듀는 앞서 버그홀즈가 언급한 3대 세력들의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적인 성격에 주목하면서, 특히
pp.79-104에 잘 정리되어 있다.
石濱裕美子, 「ガルダン․ハルハ․淸朝․チベットが共通に名分としていた
「佛敎政治」思想: 滿州文․モンゴル文․漢文「朔漠方略」の史料批判に基
づいて」, 『東洋史研究』 59-3(2000), pp.429-456.
12) 烏雲畢力格, 「康熙皇帝第二次親征噶爾丹的滿文文書及其流傳」, 『明清檔案
與蒙古史研究』, No.1(2000), pp.67-138.
13) Bergholz, Fred W., The Partition of The Steppe: The Struggle of the
11)

Russians, Manchus, and the Zunghar Mongols for empire in Central
Asia, 1619-1758 , New York: Peter Lang, 1993.

- 4 -

준가르를 멸망시킨 淸의 정책을 18세기 제국주의라는 세계사적 흐
름과도 연관시켜 보았다.14) 이 밖에도 羽田明는 준가르의 유목국가
에서 타림 분지 등 오아시스 지역 정주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
지를 조명했다.15) 小沼孝博는 준가르의 집단 구성과 관료기구에 대
해 분석했으며,16) 애트우드는 준가르 지배자의 칭호, 分封, 지배집
단 간의 緣婚, 관료기구 등을 13세기 몽골 제국 시기와 비교했다.17)
이어서 셍게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자. 먼저 즐라트킨은 『준가르
칸국史』18)의 3章에서 ‘17세기 50․60년대의 준가르 칸국’이라는 제
목으로 셍게의 통치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야판디타傳』19), 『4
Perdue, Peter C.,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15) 羽田明, 「ジュンガル王國とブハーラ人-內陸アジアの遊牧民とオアシス
農耕民」, 『東洋史研究』 12-6 (1954), pp.513-532.
16) 小沼孝博, 「ジューンガルの支配体制に関する基礎的検討」, 『イリ河流域
歴史地理論集』, 松香堂, 2009, pp.33-63.
17) Atwood, Christopher P., “Titles, appanages, marriages, and officials: A
comparison of political forms in the Zunghar and thirteenth-century
Mongol empires”. in Imperial statecraft, D.Sneath. Bellingham(ed.),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2006,
pp.207-242.
18) Zlatkin, Istoriya Dzhungarskogo Khanstva(1635-1758), Moskva:
Nauka, 1964.
19) 원제는 Rab-gbyamba Zaya bandidayin touǰi Sarayin Gerel kemēkü
orošiboi( (랍잠바 자야 판디타의 傳記, 달빛이라고 한다; 이하『자야판디타
傳』으로 표기)이며, 라트나 바드라(Ratna Bhadra)가 기록한 17세기 오이라
드의 高僧 자야 판디타의 일생과 그 교단에 대해 다룬 傳記이다. 자야 판디타
는 오이라드에서 傳敎 활동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오이라드의 수령들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건들에도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다. 저
자는 자야 판디타의 제자로서 스승을 수행하면서 그의 활동은 물론이고 교단
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놓았다. 본고에서는 현재
까지 알려진 사본들 가운데 가장 가독성이 좋은 C413[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
연구소 소장본, Lunnyii Cviet: Istoriya Rabdzham Zaya-pandity,
Sankt-Peterburg: Peterburgskoe Vostokovedenie, 1999에 수록]을 주로 보면
서 1963년 가을 몽골공화국의 호브도 아이막에서 발견된 사본[Biography of Caya
Pandita in Oirat Character(Corpus Scriptorum Mongolorum Tom.5, Fasculus
2-3), Rinchen(Redigit), Instituti Linguae et Litterarum Academia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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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라드史』20) 등 몽골어 사료를 바탕으로 셍게와 갈단의 父인 바
투르 홍타이지의 재산 상속과 형제들 간의 분쟁에 관해 다루었다.
또한 러시아의 檔案들을 활용하여 러시아 및 시베리아 거주민들에
대한 셍게의 정책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해 서술했다. 한편 아키무쉬
킨(Akimushkin)은 『編年史』21)의 해제를 통해, 즐라트킨의 연구에서
Scientarium Republicae Populi Mongoli, Ulaanbaatar, 1967에 수록]을 참조했
다.
20) 원제는 Dörbön Oyirodiyin Töüke(4오이라드史)이다. 저자는 가방 셰랍(Г
abang Šes Rab)으로 토르구드 아유키 칸의 堂兄弟이며, 완성 시기는 1737
년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은 대략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오이라드
각 부의 기원, 2부는 티베트 불교 숭배의 정황, 3부는 노욘들의 언행을 담고
있다. 사본은 몽골공화국의 웁사 노르(Ubsa nor, Renat II: 402) 부근에서
발굴되었으며 1967년에 출판되었다[Гabang šes rab, Dörbön Oyirodiyin
Töüke, (Corpus Scriptorum Mongolorum Tom. 5, 2-3), Ulaanbaatar,
1967]. 가방 셰랍은 『4오이라드史』에서 준가르 史書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지금은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준가르 자료들을 열람했음
을 알 수 있다(Zöün-ɣar Dörböd xoyoriyin teriüni xorin nigen üyēse
xoyidkiyini Zöün-ɣariyin bičiqtu bii. 준가르와 두르베드 두 [부족]의 수령
들은 21代라고 후대 준가르의 [史]書에 [기록되어] 있다. Гabang šes rab,
Dörbön Oyirodiyin Töüke, p.77; 『4오이라드史』의 특성 및 저자의 史觀에
대해서는 M.烏蘭, 『衛拉特蒙古文獻及史學-以托忒文歷史文獻研究爲中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p.215-229를 참조.
21) 17세기 모굴 칸국에서 활동하던 샤 마흐무드(Shāh Maḥmūd b. Mīrzā Fāḍīl
Churās)가 페르시아어로 집필한 역사서이다. 저자의 일생에 관해 알려진
것은 드물지만, 모굴 칸국의 추라스部 출신으로 黑山黨의 추종자였으며,
1620년경에 출생하여 적어도 1694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샤
마흐무드는 본고에서 다루게 될 셍게와 동시대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그에
게 집필을 권유했던 당시 모굴 칸국의 실력자 에르케 벡은 준가르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던 인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저서에는 17세기 중반 오이
라드와 모굴 칸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
다. 아키무쉬킨은 모스크바에 소장된 현존하는 유일한 사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 출판했다. Shah Mahmud b. Mirza Fazil
Choras, Khronika, O.F. Akimushkin(ed.), Moskva: Nauka, 1976; 『編年
史』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서문(pp.23-146) 참조. 본래 사본에
는 제목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샤 마흐무드의 역사서를
지칭할 때, 아키무쉬킨이 붙인 Khronika의 번역어인 『編年史』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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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17세기 중반 4오이라드와 모굴 칸국22)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셍게의 모굴 칸국 원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
했다.23) 若松寛은 이러한 즐라트킨과 아키무쉬킨의 연구를 각각 보
완해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24) 그러나 셍게의 집권기 전반을 다
룬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문들에는 4오이라드 내 여타
수령들 간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상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
녔다. 이는 학계의 논쟁을 통해 설득력을 상실한 ‘준가르 칸국’ 개념
에 근거해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25)

이처럼 셍게의 집권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벌어진 사건들을 조망하고 그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象을 그려보기 위해 각 章과 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1장은 ‘준가르의 권력 계승과 내분’으로, 1절에서는 17세
기 4오이라드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2절에서는
셍게의 등장과 함께 바투르 홍타이지가 남긴 유산의 내용을 집중적
으로 알아본다. 그의 재산분배 방식에는 당시 준가르部가 처한 상황
이 반영되어 있어, 이후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해명하는 열쇠가
22)

당시 모굴의 칸이 통치하던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지역을 지칭한다. 모굴은
13세기 차가타이 울루스가 동서로 분열한 뒤, 동부 지역을 다스리던 칭기스家
의 일파를 부르던 명칭이다. 이들은 天山北方에 근거하다가 오이라드, 카자크
등 다른 유목집단의 압력으로 남하한 뒤, 야르칸드를 중심으로 타림 분지를
지배했다. 『編年史』의 저자 샤 마흐무드는 이들의 政體 또는 영역을 모굴리
야(Moghuliya)라고 불렀으나,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모굴 칸국’이라
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
的 部族政治의 特徵」, 『東洋史學硏究』 33(1990) 및 「15-16세기 中央아시
아 新遊牧集團들의 動向」, 『러시아연구』3(1993), pp.97-119참조.
23) Akimushkin, Khronika, pp.135-138.
24) 若松寬, 「センゲ支配期ズンガル汗國の內亂」, 『遊牧社會史探究』 42(1970);
「十七世紀中葉のカルマークと東トルキスタン」, 『內陸アジア史硏究』 3(1986).
25) 若松은 셍게가 호쇼드部의 분쟁에 개입했던 것을 두고 준가르 칸국의 內亂
이라고 평가하는 등, 당시 오이라드 내의 세력관계를 정확히 서술하지 못했
다(若松寬, 1970. pp.6-7). “칸국의 내란”이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호쇼드
가 셍게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셍게는 호쇼드 수령 오치르투
의 후원을 받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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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준가르 내란의 경과와 발생 원인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2장은 ‘준가르의 대외 문제’로, 셍게가 할하․러시아․
모굴 칸국․티베트 등에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조망하려 한다. 3장
에서는 셍게의 활동 및 그의 피살이 후임자 갈단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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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준가르의 권력 계승과 내분
1. 17세기 중반까지의 오이라드
준가르는 4오이라드를 구성하던 부족 가운데 하나이다. 본래 오이
라드는 켐(Kem)과 앙가라(Angara)河 사이에 분포하는 유목․수렵민
의 연합체로, 13세기에 몽골에 복속되었다. 이들은 한때 칭기스 칸
의 장남인 주치家는 물론이고, 넷째 아들 톨루이의 자식들과도 혼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몽골제국 내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니기도 했다.
오이라드는 뭉케 카안의 사망 이후 발생한 계승 분쟁에서 아릭 부
케를 지지했으나, 쿠빌라이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朱元璋의 세력에 의해 중국에서 구축된 뒤, 오
이라드는 몽골리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재등장한다. 오이라드인들은
14세기 말에 쿠빌라이 후손인 투구스 테무르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
하여 아릭 부케家의 이수데르를 칸으로 옹립했다. 또한 15세기 중
엽에는 그들의 지도자인 토곤과 에센 父子가 몽골리아를 석권하고
동․서에 걸쳐 칭기스 일족들을 압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치며 오이라드의 구성은 13세기 때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칭기스
칸의

동생인

카사르(Qasar)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케레이드

(Kereyid)와 나이만(Naiman) 등의 부족들이 오이라드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26) 당시 동서로 대치하던 몽골과 오이라드는 언어와 문화
가 유사하여 각각 동몽골과 서몽골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가
칭기스 일족, 특히 쿠빌라이 후손들이 이끄는 세력이었다면, 후자는
異姓 가문에 의해 주도되는 집단이었다고 구분 할 수 있다.
15세기 말에 다얀 칸(Dayan qaɣan, r.1480-1517)이 등장하면
서, 몽골은 다시 오이라드에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자인
26)

岡田英弘, 「ドルベん․オイラトの起源」, 『史学雜誌』 83-6(1974), pp.1-43.

- 9 -

알탄 칸(Altan qaɣan, r.1542-83)은 알타이 산맥 서쪽으로 원정했
으며, 그 결과 오이라드는 몽골에 굴복하고 만다. 이후 16세기 후반
부터 할하(Xalxa) 우익에 속하는 호트고이드(Xotoɣoid)27)는 카자크
(Qazaq)28)와의 연합을 통해 오이라드를 협공하기 시작했다. 동서
양방향으로부터 압박에 직면한 오이라드는 러시아에 臣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러시아는 1584년에 시비르 칸국을 정복한 이후 차례
로

오브(Ob)河

(Kuznetsk,

유역의

1618),

톰스크(Tomsk,

예니세이(Yenisei,

1598),

1619),

쿠츠네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Krasnoyar, 1628) 등지에 요새를 구축하며 시베리아에 대한 지배
를 굳혀가고 있었는데, 오이라드가 모스크바의 차르(tsar)에게 충성
을 맹세하자 영내에 머무는 것을 허용했다.29)
그런데 카자크의 타바쿨 칸(Tawakkul khān, r.1582-98)이 사망
하고 후계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30) 오이라드는 이러한 틈을
타서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호트고이드에 도전을 시도했다.
1623년에는 그들의 수령인 우바시 홍타이지(Ubaši Xongtaiǰi)를 살
해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오이라드는 두르베드(Dörböd), 호쇼드
(Xošod), 준가르(Zöünɣar), 토르구드(Torɣud), 호이드(Xoyid)로 구
성된 일종의 연맹체로, 4오이라드(Dörbön Oyirad)라고 불렸다.31)

호트고이드는 동몽골 할하 우익의 일파로, 몽골리아의 서부 홉스골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다. 러시아의 자료에는 호트고이드의 수령을 알탄 칸(Altyn
Tsar)이라 지칭했다. 宮脇에 의하면 이러한 호칭은 대외용에 지나지 않았고
할하 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호칭은 홍타이지였다. 宮脇淳子, 「モンゴ
ル＝オイラット関係史―十三世紀から十七世紀まで―」,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
化研究』 25(1983-3), pp.150-193; Atwood, Encyclopedia of Mongolia and
the Mongolian Empire, Facts on File, 2004, p.310.
28) 카자크의 기원에 관해서는 김호동, 앞의 논문, 1993, pp.97-119 참조.
29) Perdue, Peter C. China marches west, p.95; 괄호 안의 숫자는 요새를
구축한 연도이다.
30) Burton, The Bukharans, 1997, p.137.
31) 본문에 나열된 부족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岡田英弘, 위의 논문 참조. 4오이
라드의 Dörbön(4)이 반드시 네 개의 부족(四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원래 4萬戶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으며, 동몽골의 40萬戶를 지칭하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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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맹 내부의 지도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내분이 잇달았
으며, 1627~8년부터는 호 우를룩을 주축으로 토르구드가 볼가河
유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32)
1630년대 중반에 오이라드는 티베트에서 발생한 권력 투쟁에 개
입했다. 이는 겔룩파(dGe lugs pa)의 교권과 관련된 일인데, 앞서
겔룩파의 수장은 투메드의 알탄 칸을 쿠빌라이 칸의 轉生으로 인정
해주는 대신 그로부터 달라이 라마의 호칭을 받고 정치․군사적인 후
원을 받았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겔룩파는 다른 종파들에 비해 우
위를 점할 수 있었다.33) 그러나 알탄 칸이 사망하자 카르마파
(Karma pa)를 지지하던 차하르의 릭단 칸이 후흐호트를 점령하고,
할하의 촉투 타이지(Čoɣtu tayiǰi)34)는 쿠쿠노르35)를 차지하게 되었
다. 이후 겔룩파 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촉투 타이지는 그 여세를 몰아 장(gTsang) 지방의 통치자 장바 칸
(gTsang ba han) 및 뵌교를 숭상하는 베리(Beri)36)의 왕과 연계하
여 겔룩파의 절멸을 시도한다.
위기에 처한 겔룩파는 4오이라드에 구원을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오이라드는 쿠쿠노르 원정에 나선다. 호쇼드의 구시 칸과 준가르의
바투르 타이지가 주축이 되었던 원정대는 촉투 홍타이지 세력을 섬
멸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달라이 라마 5세는 구시 칸에게 護敎法
王 칭호를 내렸다.37) 이후 구시 칸은 겔룩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
Döčin tümen(40萬)과 함께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다. 靑格力, 「四オ
イラド史の成立」, 『モンゴル史研究:現状と展望』, 東京: 明石書店, 2011,
pp.192-217.
32) Zlatkin, p.151; Bergholz, p.45.
33) Zahiruddin Ahmad, Sino-Tibetan Relations in the Seventeenth Century,
Roma: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70. pp.88-99.
34) 촉투 타이지에 대해서는 岡田英弘, 「Cogtu Qong Tayiǰiについて」, 『アジア․ア
フリカ言語文化研究』 1(1968-2), pp.111-125 참조.
35) 漢文으로는 西海 또는 靑海로 표기되는 Köke naur는 몽골어로 ‘푸른 호수’
의 의미를 지니는데, 티베트인들은 mtsho(湖) sngon(靑)이라 부른다.
36) 티베트의 캄(Khams)에 속한 지역.
37) 달라이 라마가 구시 칸에게 내린 칭호는 티베트어로 bstan 'dzin chos k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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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티베트 전체의 장악을 시도했으며, 바투르에게는 홍타이지의 인
장과 자신의 딸을 주어 天山北方으로 귀환시켰다.38) 오이라드는 쿠
쿠노르 원정을 통해 티베트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의 보증을 받는 칸을 배출함으로써 그간 칭기스 칸의 후손인
동몽골과의 대결에서 느꼈던 血統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했다.39)
한편 이르티쉬 유역으로 복귀한 바투르 홍타이지는 자신의 사위
인 오치르투(Očirtu) 타이지와 동맹관계를 형성했다.40) 오치르투는
rgal po, 몽골어로 šažin bariqči nomiyin xān라고 하는데, 그 뜻은 護敎法王
과 통한다. 山口瑞鳳, 「顧実汗のチベツト支配に至る経緯」, 『岩井博士古稀
紀念典籍論集』, 開明堂, 1963; 이주엽, 「『자야판디타傳』 譯註」,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13-14.
38) de nas rgyal pos dmag gros the'i je la pa thur hung the'i je'i cho lo
dang rgyu rdzas mtha' yas pa dang rang gi sras mo A min tā ra chung
mar gnang nas tang yul du btang ngo. “그 뒤 왕(구시 칸)은 동맹자인
타이지에게 바투르 홍타이지의 印章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물을 주었으
며, 자신의 딸인 아민 다라를 아내로 삼게 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Yang,
Ho-Chin(ed.), The Annals of Kokono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17. The Annals of Kokonor의 원 제목은 mTsho-sngon
gyi lo rgyus sogs bkod pa'i tshangs glu gsar sngan(푸른 호수의 연대기
가 포함된 조화롭고 새로운 頌歌; 이하 『쿠쿠노르 연대기』로 표기)이며, 저
자인 숨빠 캔뽀 예셰 뺄조르(Sum-pa mKhan-po Yes-shes dpal-'byor,
1704-87)는 오이라드 출신의 겔룩파 승려이다. 『쿠쿠노르 연대기』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쿠쿠노르와 관련된 전설, 2부는 구시 칸과 그의
자손들에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17-8세기 티베트와 몽골, 중국의 역사를
서술했으며, 3부와 4부는 각각 쿠쿠노르의 자연과 주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인도에 소장된 목판본은 1959년에 影印되어 출판되었는데(Lokesh Chandra(ed.),
Śatapiṭaka, Vol. 12(2), pp.425-485), 楊和瑨은 이를 참조하여 라틴文으로 轉寫하
고 英譯하여 출판했다(Yang, Ho-Chin(ed.), 위의 책, 이하 원문의 轉寫를 인용할
때는 The Annals of Kokonor로 표기)
39) 宮脇淳子, 「オイラット․ハーンの誕生」, 『史學雑誌』 100-1(1991-1), pp.36-73.
40) Er starb um 1665，worunter eine Tochter des Torgotscen Oerluk
Taischa, Nahmens Dara Uba Saltscha gewesen, zwölf Sohnen und zwei
Tochter, welche mit den Choschotischen fürsten Zäzän Chan und Ablai
vermählt gewesen sind. “그(바투르)는 1665년에 사망했는데, 다라 우바산
차라고 하는, 토르구트의 오를룩 타이시의 딸과의 사이에서 열두 명의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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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 칸의 조카로 天山北方에 잔류한 호쇼드部를 이끌게 된 인물이
다.41) 두 타이지(xoyor taiǰi)라 불리던 바투르와 오치르투가 1640
년 할하-오이라드 회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42) 4오이라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天山北方에는 준가르와 호쇼드의 양강 체제가
형성되었다.
1643년, 바투르 홍타이지는 키르기즈 및 호트고이드의 옴보 에르
데니(Ombo Erdeni) 세력과 함께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카자크의 자
항기르(Jahāngīr) 술탄에 대한 정벌을 시도했다.43) 동맹군은 이식
쿨과 추河 사이에서 1만6천여 명을 포획하고 투르키스탄44)을 약탈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들(두 딸)은 호쇼드의 수령 체첸 칸과 아블라이와
혼인했다.”(Pallas, Samlungen Historischer Nachrichten Über Die
Mongolischen Völkerschaften, Sankt-Petersburg: 1776, p.39 ). 한편 바
투르의 사망 연대에 대한 Pallas의 추정(1665년)은 1653년의 오류이다.
Zlatkin, p.135; 이주엽, p.11.참조.
41) 호쇼드의 수령 하니 노욘 홍고르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중에서
그를 계승한 것은 바이 바가스였다. 바이 바가스에게는 토르구드 출신 달라이
군지 하툰 소생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오치르투이고 둘째가 아블
라이였다. 바이 바가스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동생인 구시 칸이 형의 자리를
이어받는 동시에 형수를 취했다. 오치르투는 구시 칸의 養子가 된 셈이다.
若松寛, 「ロシア史料より見たグシ汗の事績事跡」, 『史林』, 59-6(1976),
pp.42-69.
42) tende čü Dolōn Xošuun Dörbön Oyirod čuulɣan čuul[u]qsan bui:
Mongɣoli Zasaqtu-xān Oirodi xoyor tayiǰi terigüüten bui: “그곳에서
또한 7호쇼와 4오이라드의 회합이 있었다. 몽골의 자삭투 칸, 오이라드의
두 타이지 등이 참석했다.” (ZP, 4a)
43) 오이라드와 적대관계였던 호트고이드가 바투르 홍타이지를 지원하여 카자
크 원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1640년의 할하․오이라드 회맹과 관련하여 생각
할 수 있다. 회맹 이후 할하와 오이라드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
며 티베트 불교를 존중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카자크를 원정
하는 것은 外道 즉, 무슬림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40년의 회맹에 대해서는 Zlatkin, p.113-115; 宮脇淳子, 1983,
pp.150-193; 이평래, 「『몽골-오이라드 법전』의 재검토」, 『중앙아시아연구』
vol.16(2011), pp.79-104 참조.
44) 투르키스탄(Türkistan)은 시르 다리야 東岸에 위치한 도시로, 원래 명칭은
야시(Yasi)였는데 카자크의 칸 이심(Ishim, r.1598-1628)이 이곳을 수도로
삼으면서 투르키스탄으로 불렀다. 이곳은 17세기를 통틀어 카자크 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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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오이라드의 이 같은 활동에 위협을 느낀 부하라 칸국의 군
주 나디르 무함마드(Nadir Muḥammad)는 자항기르의 요청에 호응
하여 부하라와 사마르칸드의 군대를 지원했다. 이에 힘을 얻은 카자
크인들은 매복 작전을 통해 분위기의 반전을 꾀했고 1만여 명에 달
하는 적을 살상하는 데 성공했다.45)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동맹군은 퇴각 길에 오른다. 이 일로 바
투르 홍타이지는 카자크로의 출병을 거부했던 호쇼드의 쿤둘룽 우
바시(Kündülüng Ubaši)와 두르베드의 달라이 다이친(Dalai Daičin)
등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토르구드의 호 오를룩에게 이들에 대한
협공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준가르에서 보낸 사신이 쿤둘
룽 우바시의 영역을 지나다가 발각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46) 두
타이지는 카자크 원정의 실패와 4오이라드 내 반대파들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했으나, 1646년 우하를릭47)에서 쿤둘룽 우바시와 두르
베드部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이를 모면했다.48) 이후에도 호쇼드와
준가르 수령들은 양자 간의 동맹을 통해 天山北方의 패권을 유지하
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향후 준가르의 권력 승계 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거주지이자 매장지가 된다. Allen Frank, “The Qazaqs and Russia” in
Nicola Di Cosmo(ed.), The Cambridge History of Inner Asia: The
Chinggisid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364; B.
Privratsky, Muslim Turkistan, Curzon Press, 2001, pp.44-47.
45) Zlatkin, p.130-131.
46) Baddeley, Russia, Mongolia, China, Mansfield Centre, Conn.: Martino,
2006(originally published in Macmillan and Company, 1919).위의 책, p.125;
Burton, The Bukharans, 1997, pp.219-20, p.220n, p.244.
47) 우하를릭(Uxarilq)은 일리河의 지류이다. Renat I: 146.
48) Zlatkin,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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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가르와 호쇼드의 혼인관계>

2. 셍게의 등장
1653년 바투르 홍타이지가 사망하자 다섯째 아들인 셍게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았다.49) 원래 바투르 홍타이지는 토르구드의 수령 호
오를룩의 딸인 다라 우바산차(Dara Ubasanča) 등을 부인으로 두고
있었으나, 쿠쿠노르 원정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아민 다라(Amin tā
ra)와도 혼인했다.50) 아민 다라는 구시 칸의 딸로 혼인 순서와 무관
하게 카툰들 간에 서열이 가장 높았을 것이다. 1647년 바투르 홍타
이지는 아민 다라가 낳은51) 셍게를 호쇼드의 수령 오치르투의 딸과
49)

바투르 홍타이지의 사망 시기와 관련해서는 若松寬, 1970, p.4, n.3 참조.
Annals of Kokonor, p.17. 원문과 해석은 본고의 각주 38)참조.
51) 宮脇淳子는 아민 다라가 셍게와 갈단을 낳았으며, 이들 형제가 차례로 준가
르의 수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시 칸의 외손이라는 혈통에서 찾았다.
50)

- 15 -

혼인시켰는데,52) 이는 준가르와 호쇼드의 동맹관계 및 자신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셍게가 구시 칸의 외손이라는 사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혈통의 우위를 내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쇼
드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치르투의 입
장에서도 바투르 홍타이지의 자식들 가운데 혈연적으로 자신과 가
장 긴밀한 셍게를 사위로 맞이하고 그를 차기 수령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호쇼드部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유목 정치세력의 권력 승계에서 변수가 되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주변 유력자들의 지지 여부였다. 유력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견을 표출할 수 있었으며, 후보자의 능력이라
는 것은 결국 무력의 사용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권력 승계 과정
에서 복수의 후보자들 간에 유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과거 유목국가들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했다.53) 이런 점을 고
려했을 때 당시 준가르와 호쇼드 수령들의 혼인관계는 권력 교체기
계승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54)
후계자 선정에 이어 살펴볼 것은 바투르 홍타이지의 部衆과 그들
이 거할 牧地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분배했으며, 그중에서 셍게의 몫

또한 구시 칸의 정통성은 달라이 라마의 보증 및 칭기스 칸의 동생 주치
카사르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宮脇淳子, 「オイ
ラット․ハーンの 誕生」, 『史學雑誌』 100-1(1991-1), p.61.
52) tende ɣaxai ǰiliyin (중략) tere zun Cuyidu Sengge kereq-yēn büteqsen
bui: “돼지의 해 (중략) 그해 여름 추이에서 셍게는 필요한 것(배우자)을 갖추
었다.”(ZP:7a; 이주엽, p.37, n.163). 한편 若松은 바투르의 유산 분배가 불균
등하게 이루어진 이유로 셍게가 당시 호쇼드부 오치르투의 사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셍게가 오치르투의 사위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구시 칸의 외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若松寬,
위의 논문, p.4.
53) 김호동, 「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講座中國史』 2, 1989, pp.301-303;
Fletcher, “Turco- Mongolian Tradition in the Ottoman Empire”,
Havard Ukrainian Studies 3-4, pt.1 (1979~80), pp.236~251.
54) 오이라드 내 부족 간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宮脇淳子, 『最後の遊牧帝國』,
講談社, 1995, p.165의 “오이라드 部族聯合系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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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원래 바투르 홍타이지의 근거지는
이르티쉬 상류 유역과 호복 사르 사이에 있었으나,55) 쿤둘룽 우바
시와 두르베드 세력을 격퇴하고56) 오치르투와 함께 일리 지역으로
本營을 옮기게 된다(1646).57) 오치르투의 경우 주로 타르바가타이
부근에서 머무르다가, 1646년 이후 일리 지역 주변에 幕營을 두었
다는 것을, 『자야판디타傳』을 통해확인 할 수 있다.58) 그러나 바투
르 홍타이지가 머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명이 기록되어 있
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오윤빌릭은 준가르의 營地는 어디까지나 이르티쉬부터
호복 사르 일대였으므로, ‘바투르 홍타이지가 일리로 들어왔다’는 기
사는 그가 호쇼드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음을 의미한다고 기
술했다.59) 하지만 1648년에 발생한 다음의 사건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과는 달리 바투르 홍타이지가 일리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편
55)

위의 책, p.109; 烏雲畢力格, 「17世紀衛拉特各部遊牧地考」, 『西域研究』,
2010-1, pp.66-68; Onuma, “The Development of the Junghars and the
Role of Bukharan Merchants”,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2(2011-5), p.85.
56) 본고 1장 1절 참조.
57) tere noxoi ǰilyin xabur(중략) tere xoyor taiǰi yeke nutugi nāran tatan
Xairtu xōlor ɣatulun Ilidu orobui: “개해의 봄에 (중략) 두 타이지들은 本營
을 이끌고 하이르투 골을 건너 일리로 들어왔다.”(ZP, 6b). 준가르의 일리
지역 진출이 셍게의 등장 이후 이루어졌다는 小沼孝博의 주장은 위의 기사를
인지 못했기 때문이다. Onuma, 위의 논문, pp.86-87.
연도

계절

營地

위치

1639
겨울 Xarbaɣa
타르바가타이 北麓
1642
겨울 Boɣas
타르바가타이 北麓
1644
겨울 Lebsi
발하쉬胡 남쪽
1645
겨울 Xarbaɣa
타르바가타이 北麓
1646
겨울 Talɣar
일리河의 지류
1647
여름 Cui
추河
1648
?
Ili
일리河
58) 오치르투의 營地(1639-1648). ( ZP ; Baddeley, 1919 ; 이주엽, 2002.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59) 烏雲畢力格, 앞의 논문,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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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營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때 바투르 홍타이지가 하라 할팍(Xara Xalpaq)60)에 출정하면서 체
첸 칸(오치르투)을 만나 “말에 오릅시다”라고 했다. [오치르투는] “당
신이 먼저 가면, 뒤따라 출정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때 도골롱 세
렝의 밑에서 工匠 일을 하던 우란 아르가라는 이가 그 군대의 후방에
있다가 “이 營地를 도골롱 세렝이 들어와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
고 군대의 뒤를 따라 사람을 보냈다.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알고 도골
롱 세렝은 쿵게스(Künggüs)의 우쿠르 부르섹 근처의 착차가이 섬에
들어가 숨었다. [준가르 군은 섬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게 들이닥쳐
그들을 구금해버렸다.61)

도골롱 세렝은 오치르투 타이지의 사촌으로,62) 준가르의 군대가
탈라스 방면63)으로 출정한 틈을 타서 그들의 목지를 점령하려 했다.
하라 할팍은 카라칼팍(Qara Qalpaq)의 몽골어 음역이다. 이들은 원래 킵착
초원에 거주하던 투르크계 민족으로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라는 뜻을 지니
고 있다. 라시드 앗 딘은 siyāh kulāhān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Chernyi Klobuki라 불렀는데 모두 같은 뜻이다 (Peter Golde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Turkic Peoples, Wiesbaden:
Harrassowitz, 1992, pp.403-404; 김호동 역,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p.106).
61) tende Bātur-xung-tayiǰi Xara-Xalbaqtu ceriq mordoǰi Cecen-xānaigi
dabariǰi mordoyo geǰi ireqsen dü. ta urid yabuqtun bi xoinō moriyo
kemē bei: tende Duɣolong-Sereng-geidü uralaǰi baiqsan Uran-Arɣa
kemēkü. tere cerigiyin xoiɣuur ene nutugi Doɣolong-Sereng mordoǰi
idenei gekü xob sonosād. cerigiyin xoino ēce kümü ilgeqsen-dü tende
ceriq xariǰi ireküigi medēd: Doɣolong-Sereng Künggüš-yin Ükü
r-Buursegyin dēreki Caɣcaɣai aral-du šibēlebei: esü baqtaqsayini
dobtolǰ̌i idēd beiyini ērebei:(ZP: 7a).
62) 『欽定西域同文志』卷10, 「天山北路準噶爾部人名四(和碩特衛拉特屬)」p.592,
Buyan Otxon布顏鄂特歡: 哈奈諾顏烘郭爾第五子, 其第三子是顧實汗; p.606,
Doɣoloang Tsering多郭郎策凌: 布顏鄂特歡長子. 하나이 노얀 홍고르의 장
자는 오치르투 타이지의 父 바이 바가스로 도골롱 세렝의 父 부얀 오트혼과
형제 관계이다(본고의 각주41)참조).
63) Da sie am mächtigen waren, standen, als Eroberungen, die östliche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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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준가르와 호쇼드의 목지관련 지명>

이 소식을 들은 바투르 홍타이지가 회군하자 그는 쿵게스河64)의 한
섬에 은신했다. 도골롱 세렝의 무리 가운데 미처 섬에 들어가지 못
하고 생포된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
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바투르 홍타이지의 목지는 도골롱 세렝이
은신했던 쿵게스 주변 즉, 일리河 상류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야판디타傳』에 등장하는 오치르투의 營地들이 주로 발하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65) 1646년에 바투르 홍타이지와 오치
Bucharischen stadte bis an Chaschchar, ein theil der Chara-Kalpaken
die gegen den Fluss Talas wohnen, die zwischen dem Talas und dem
Ursprung des Sirdarja, (생략) “그들은 힘이 막강했으므로, 부하라 동부의
도시들에서 카쉬가르까지, 탈라스 유역에 사는 카라 칼팍인들, 탈라스와 시
르 다리야 河源의 사이 및 (생략) 을 정복했다.” (Pallas, p.11). 17세기 카라
칼팍의 일부는 탈라스 근방에 거주했으므로, 당시 바투르가 원정을 기도한
곳은 탈라스河 부근이었을 것이다.
64) 쿵게스Künggüs는 하쉬Xaš와 함께 일리河의 상류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Renat karta I: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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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투가 남하하면서 일리 상류와 하류 지역을 각각 자신들의 영역으
로 편입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목지들은 자식들에
게 어떻게 분배되었을까? 우선 『4오이라드史』의 관련 기록을 살펴
보자.
바투르 홍타이지는 울루스(部衆)를 둘로 나누어, 하나를 한 명의 아들
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여덟 명의 아들에게 주었다.66)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1630년대
중반까지 天山北方에 머물렀던 구시 칸의 分封 방식을 참고하면서
의미를 짚어보겠다. 『암도佛法의 起源』67)에 의하면, 구시 칸에게는
세 명의 카툰과 열 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세 명
의 부인 가운데 달라이 군지(Dalai Günǰi)에 대해서만 大王妃
(btsun-mo che)68)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몽골어 大카툰
(yeke xatun)과 동일한 의미이다.69) 구시 칸의 分封는 그녀의 자식
오치르투의 목지와 관련해서는 각주 58)의 표 참조.
Batur xun taiǰi ulusān xoyoroi kēd nigeini nige köböündēn öqbü
[nigeini naiman köböündēn öqbü]. (Гabang šes rab, Dörbön Oyirodiyin
Töüke, p.87([] 안은 필사 과정에서 결락된 것으로 보이며, 『西北少數民族
文學文獻』 第4卷, p.480 및 Zlatkin, p.136과 대조하여 보충).
67) Brag-dgon-pa dKon-mChog bsTan-pa Rab-gyas, mDo sMad Chos
'Byung deb-ther rgya-mtsho, Kan Su'u mi rigs dpe skrun khang, 1982.
티베트 암도 지역의 사찰과 인물들의 역사가 3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 이
책의 제목은 『암도 佛法의 기원에 관한 바다 같은 책』이다. 저자인 꾄촉 땐빠
랩걔(1801~?)는 오늘날 甘肅의 臨夏 부근에서 출생하여 라당(bLa-brang)
寺로 출가했다.
68) 티베트어에서 btsun-mo는 왕비를 의미하고, che는 큰, 위대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Jaschke, H.Ä., A Tibetan-English Dictionary, Lahoul:
1881, p.160, 435.
69) rgyal po'i btsun mo che ba Thor-god za la sras bzhi: 'bring po Ho-thon
za la sras lnga: Bod za Er-khe ha-thon la gcig ste bcu yod pa:“왕(구시
칸)의 大王妃는 토르구드女이며 아들이 넷이 있다. 가운데 부인은 호톤女이
며 아들이 다섯이다. 티베트女인 에르케 카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으니,
[왕의 아들은] 모두 10명이다.”(위의 책, p.37) 여기서 토르구드女는 달라이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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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部衆을 반으로 나누어 大카툰인 달라이
군지의 아들들에게 좌익을, 나머지 카툰들의 자식에게는 우익을 맡
긴 것이다.70) 구시 칸의 목지 가운데 쿠쿠노르의 湖畔을 중심으로
西寧 방면의 가까운 북쪽은 좌익이, 무루이 우수(Murui usu)를 중
심으로 라싸 방면의 남쪽은 우익이 관할했다고 한다.71)
앞의 인용문에서 바투르 홍타이지가 部衆을 ‘둘로 나누었다’는 것
은 좌익과 우익으로 편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오이라드에 속한
준가르와 호쇼드의 방위 관념은 유사했을 것이므로72) 바투르의 목
지 가운데 원래의 근거지인 이르티쉬부터 호복 사르에 이르는 북부
는 좌익의 관할로, 새로 획득한 일리 상류인 남부는 우익의 관할로
군지 카툰을 말한다(본고 1장 각주 41)참조).
70)『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卷81,「青海額魯特部總傳」:

圖魯拜琥號顧
實汗, 分青海部衆為二翼, 子十人領之居. 左翼者曰達延曰鄂木布曰達蘭泰曰
巴延阿布該阿玉什居, 右翼者曰伊勒都齊曰多爾濟曰瑚嚕木什曰桑噶爾扎曰
袞布察琿曰達什巴圖爾.“투르 바이후의 號는 구시 칸인데, 青海의 部衆을 두
개의 翼으로 나누어 10명의 자식들이 통솔하도록 했다. 左翼에 거하는 자는
다얀(Dayan), 옴부(Ombu), 달란타이(Dalantai), 바얀 아부가이 아유시
(Bayan Abuɣay Ayuši)이다. 右翼에 거하는 자는 일두치(Ildüči), 도르지
(Dorǰi), 호르무시(Qormuši), 상가르자이(Sangɣarǰai), 곰부차군(Gömbü
caɣun), 다시 바투르(Dasi Baɣatur)이다.”; テンゲル(靑格力),「四オイラ
ド史の成立」,『モンゴル史研究:現状と展望』, 東京: 明石書店,
2011,
pp.210-212.
71) 佐藤長，「青海オイラツト諸部落の起源」, 『中世チベット史研究』, 東京: 同
朋舎,1986, pp.431-441.
72)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남쪽을 바라보며 좌와 우를 구분했으며, 오늘날에도
왼편=동쪽, 오른편=서쪽으로 인식하고 있다. (Mongol helniyi tovč tailbar
toli, Ulaanbaatar, 1966, p.78, 292; Mongol Kitad Toli, Kokeqota: Öbör
Monɣol-un Yeke Sorɣaɣuli yin Kebelel un Qoriɣ-a, p.435, 1323). 그러
나 구시 칸의 分封처럼 당시 오이라드에서는 左(zöün)와 右(baruun)라는
어휘가 각각 南/北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용례는 19세기 초반의
기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러시아 영내 칼막인들의 거주 지역에서 활동
했던 스웨덴의 선교사 코르넬리우스 라흠(Cornelius Rahmn, 1785-1853)
이 수집한 오이라드 어휘집에서도 zöün과 baruun을 각각 北과 南으로 설명
해놓았다(Svantesson, Jan Olof Translated and edited, Corneius
Rahmn's Kalmuck dictionary,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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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바투르 홍타이지의 배우자 가운데 서열상 아민 다라에게 우선권
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녀의 아들인 셍게는 어머니의 출신 부족인
호쇼드와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익을 몫으로 받고 일리
지역을 관할했을 것이다. 실제로 자야 판디타의 교단이 준가르를 방
문했을 때, 셍게는 일리河의 지류인 우숙과 사말 사이에 머물고 있
었다.73) 앞의 인용문에서 ‘部衆의 절반을 받은 한 명의 아들(nige
köböün)’은 바로 셍게를 지칭한다. 셍게의 동생인 갈단은 티베트로
보내져 승려가 되었으므로, 아민 다라의 자식들 몫으로 주어진 우익
의 목지와 속민들은 온전히 셍게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다라 우바산차를 비롯한 나머지 카툰들의 자식들은 좌익을 분배
받고 이르티쉬에서 호복 사르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했다고 봐도 무
방할 것이다.74)
즐라트킨은 울루스의 절반을 셍게에게, 나머지 절반을 다른 여덟
명의 형제들에게 남겨주었던 바투르 홍타이지의 방식을 “불공평한
분배”(nepravnovo razdela)로 보고, 이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반발
tende bars ǰiliyin zuni türüün sarayin sayin ödür Baluqtu-ēce Barüün
tala ödö bolǰi: zamdu Ösüq Samal kemeküi-dü Senggiyin örgǖd öde
bolboi “범해(1662)의 여름 첫 달 吉日에 발룩투로부터 바룬 탈라로 향했고,
도중에 우숙Ösüq과 사말Samal이라는 곳에 있는 셍게의 宮帳으로 갔
다.”(ZP, 21a). 이처럼 『자야판디타傳』에는 örg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örgege의 오이라드식 표기로 칸이나 유력자의 帳幕을 의미하므로, 王
宮을 의미하는 오르두(ordu)와 같은 말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Kowalevsky,Dictionnaire mongol-russe-français, tome 1. Kasan: Impr. de
l'Université, 1844, p.591, 466). 한편, 우숙과 사말은 오늘날 카자크스탄의 알
마티(Almaty) 동쪽에 위치한 자르켄드(Zharkend)와 그 부근을 흐르는 하천이다.
Renat I: Ösüq(137), Samal(138).
74) 준가르가 좌우로 분열되었던 1657년 무렵의 정황을 보면 위의 추론이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셍게의 세력은 우익, 이복형제인 체첸 타이시와 초드바
바투르 등은 좌익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ZP, 16b-17a,17b). 또한 이 시기
다라 우바산차와 그녀의 자식들이 러시아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을 통해
좌익의 목지가 호복 사르와 이르티쉬 지역(북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Zlatkin, pp.136-137).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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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75) 이것이 과연 당시 오이라드인들의
시각에서도 불공평한 분배였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
다. 동시대 오이라드 노욘들의 재산 분배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
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조심스럽지만, 바투르 홍타이
지의 분배 방식에서 주목할 것은 1:8이라는 비율보다는 구시 칸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우자를 기준으로 좌우익을 구분해 자식들의 몫
을 분배했다는 점이다.
바투르 홍타이지의 장례식은 자야 판디타의 주관으로 이루어졌
다.76) 그는 오치르투의 父인 바이 바가스(Bai baɣas)에 의해 출가
하여 티베트에서 수학했으며, 1638년에 귀환한

이후에는 토도 문

자를 만들어 경전을 번역하는 등 활발한 전교 활동을 벌였다.77) 당
시 4오이라드에 티베트 불교가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
에서 교단의 중심 역할을 하던 인물이 셍게에게 灌頂78)을 주고 그
Zlatkin, ibid.
tere übül Bātur-xong-taiǰi burxan boluqsan du: Cecen-taiǰi terigüüten
küükēd zalan ȫdȫ bolǰi: dereyin blama bölün sünesü zalan: küüri bumbalan
xayilaǰi: döčin yesün xonogiyin barica buyan aɣui yeke üyiledübei: nomi
cü delegerenggüi üyiledün: Yüm-aɣās cü sedkil abubai: nom yertüncü
xoyor-yēr surɣāl üyiledün: gegēn sedkil sergēn üyiledüqsen bui: urida
Sengge Cecen xānai du kürgeleǰi yabuxui caqtu: nigēr yeke noyon xoyorār
süzüqtei ɣurbār uruq eligen müni tula: Xutuqtuyin gegen cü inaqlan kündü
lebei: Senggečü süzülün kündülküyin öüden-ecē abišiq kigēd nom sonosun
tani orčiuluqsan nom cuq salaɣaǰi absu kemēn ama abun yasadaq ügei
süzülün üyiledüqsen bui:: “그해(1653) 겨울 바투르 홍타이지가 成佛(사망)
했을 때, 체첸 타이지를 비롯한 자식들이 초빙하자 [그곳으로] 향했다. 高僧
[의 자격]으로 招魂과 屍身을 火葬하고 哭을 [주관]했으며, 49일 동안 布施
와 善業을 많이 행하고 說法도 했다. 윰 아가 또한 戒를 받으니, 法과 俗의
二道를 가르쳐, 明哲을 일깨워주었다. 앞서 셍게가 체첸 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첫번째로 大노욘이고, 두번째로 信心이 깊었으며, 세번째로 姻戚이었으
므로, 후툭투 게겐(자야 판디타)도 그를 많이 아꼈다. 셍게도 신실하게 灌頂
을 받고 經文을 들었으며 ‘당신이 번역한 經典을 반드시 나눠 갖겠습니다’라
고 맹세하고 거짓 없이 신봉했다.”(ZP,14b-15a).
77) 자야판디타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주엽, pp.12-17; 葉爾達, 『衛拉特高僧拉
布緊巴咱雅班第達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등 참조.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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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친에게 戒를 내린 것은 그의 권력 승계를 종교적으로도 뒷받
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셍게의 나이는 15세 전후로
추정되나,79) 전임자의 의지와 혈통, 호쇼드 수령이라는 강력한 후원
자, 불교 교단의 지지 등 원만한 권력 승계를 위한 배경과 명분이
모두 갖추어졌을 것이다.

3. 내전과 대립의 구도
앞서 바투르 홍타이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시도하여 1640년대
중반부터 그의 휘하에 있는 상인들은 토볼스크, 타라, 톰스크 등 시
베리아의 도시를 출입할 수 있었다. 준가르에서는 가축과 그 부산
품, 모피 등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의복, 가죽, 금속제품 등 공산
품을 얻어갔다. 또한 중국의 차, 옷감, 담배 등을 러시아에 중계함으
로써 이득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교역의 발달로 호복 사르
에 石城(kamenyi gorod)을 건설할 수 있었다.80)
그러나 바투르가 사망하자 교역의 주도권은 호쇼드의 아블라이에
게 넘어갔다. 그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러시
아와 중국 사이의 몇 군데 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처
78)

abšiq은 灌頂을 뜻하며, 산스크리트어 abhișeka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제왕이 즉위할 때 四海의 물을 그의 이마에 부으며 축복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후에 불교로 흡수되었다. 17세기 초 알탄 칸은 팍바가 쿠빌라이의
예를 언급하며, 달라이 라마 3세에게 灌頂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야 판디타나
셍게가 그들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灌頂과 권력의 계승
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宮脇淳子, 「オイラットの高僧ザヤ＝パンディタ
の伝記」, p.612; 石濱裕美子, 『チベット仏教世界の歴史的研究』, 東方書店,
2001, p.64; 이주엽, p.34).
79) 팔라스는 셍게가 1630년경에 출생했다고 한 바 있다[Sängga Taidshi, der
um 1630 geboren war.(Pallas, p.40)]. 바투르 홍타이지와 아민 다라의
혼인이 163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출생연도는 1630
년대 후반으로 보는 편이 낫다(Annals of Kokonor, p.17).
80) Bergholz,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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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파견된 사절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오이라드의 다른
유력자들에 비해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누렸다. 아블라이는 이 과정
에서 축적한 부를 통해 이르티쉬와 베쉬케河가 합류하는 지점에 자
신의 이름을 딴 사찰을 짓기도 했다.81)
당시 셍게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톰스크에
도착한 준가르 측의 사신들은 다라 우바산차와 그녀의 아들인 온춘
(Ončun), 초드바 바투르(Čodba Bātur) 등이 파견한 인물이었다.82)
이를 통해 셍게의 권한이 북쪽 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준가르는 1657년에 좌우로 분열하게 되었다. 여기
서 우익(baroun anggi)은 에밀河 이남의 셍게 진영을, 좌익(zöün
anggi)은 에밀河 이북에 위치한 체첸 타이지(Cecen taiǰi)와 초드바
바투르 등 이복형제들의 진영을 말한다.83) 이 과정에서 호쇼드의
오치르투는 우익을 지원한 반면, 異母弟 아블라이는 좌익을 지원했
다. 오치르투의 차남 갈담바 등이 중재했으나 무력 충돌이 재개되었
으며, 1659년에 이르러 셍게가 숙부인 추쿠르 우바시와 함께 좌익
을 제압했다.84)
이듬해 여름 오치르투의 주도로 호쇼드와 준가르는 회맹을 가졌

오늘날 카자크스탄의 Ablaketka라는 지명은 ‘아블라이가 지은 사찰
(Ablayin keid)’에서 비롯되었다. Baddeley, 1919, pp.139; 烏雲畢力格,
「オイラト·イフフレの冬營地とフレーシヤンの遊牧地考」, 『イリ河流域歴史
地理論集』, 2009. p.71).
82) Zlatkin, p.136.
83) mani uruda tere takā ziliyin zun-du Zöün-ɣaryin baroun zöün xoyor
anggi bolun ebderel bolǰi zöün Ablai xarsun barouni Cecen xān xarsun:
Emildü Гaldamba Abla xoyor ceriq yēr ireǰi baroun zöün xoyori
yasaqsan aǰiɣu: “우리가 예전에 그곳에 있던, 닭의 해(1657) 여름에 준가
르는 좌우의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좌익은 아블라이가, 우익은 체첸 칸이
지원했다. 에밀에 갈담바와 아블라이 둘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좌우 양쪽을
조정했다.”(ZP, 16b-17a).
84) tere ɣaxai ǰiliyin übül Čȫkür Sengge Cecen Bātur terigüüten zöüni
abubai: “돼지해(1659)의 겨울 추쿠르와 셍게가 체첸과 바투르 등 좌익을
제압했다.(위의 책, 17b)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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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가르 분쟁의 전후 처리는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진 듯했지만,85)
이번에는

호쇼드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오치르투와

아블라이는

1652년에 사망한 군지 카툰 部衆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었
는데,86) 아블라이가 이를 강제로 취하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것
이다. 양측은 에밀 주변에서 대치했는데, 셍게와 호이드의 솔톤 타
이시는 오치르투 타이지 측에 가담하고, 쿤둘룽 우바시와 두르베드
는 아블라이를 지원했다. 이처럼 호쇼드의 분열은 오이라드 전체의
내전으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오치르투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났다.87)
준가르에서 일어났던 내전의 남북 간 대결 양상은 호쇼드의 내전
에서도 반복되었다. 아블라이와 동맹세력(두르베드 및 쿤둘룽 우바
시의 자식들)은 북쪽인 이르티쉬河 유역을 기반으로 했으며, 오치르
투와 그 동맹세력(셍게와 솔톤 타이시)은 남쪽인 일리 계곡 및 율두
스에 근거했다.88) 이러한 구도는 바투르 홍타이지와 오치르투 타이
지가 일리 계곡으로 진출하면서 4오이라드 세력이 남북으로 재편되
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타이지’ 가운데 한 축인 바투르 홍타이지
가 1653년에 사망하자 일리를 근거로 한 호쇼드와 준가르 수령의
지도력이 약화되었고, 이를 틈타 일어난 이르티쉬河 유역에 있던 세
tere zun Cecen-xān terigüülen Xošoud Zöün-ɣar Tarixai
Xara-Xuǰir-tu yeke čuulabai: “그해(1660) 여름 체첸 칸을 비롯한 호쇼드
와 준가르는 타리하의 하라 후지르에서 大會盟을 가졌다.”(ibid.).
86) 若松寬, 「ロシア史料より見たグシ汗の事績」, 『史林』 59-6(1976), pp.42-69; M.烏
蘭, 『衛拉特蒙古文獻及史學-以托忒文歷史文獻研究爲中心』, 北京: 社會科學文獻出
版社, pp.384-387.
87) Zlatkin, pp.139-140.
88) Emeliyin Šibētü kemeküi ɣōldu ükür ziliyin zuni türüüni sarayin ɣunan
sinedü xoyor bayiri zolɣoldubai. eng tere ödür Abla ɣurban tümen xān
ɣurban tümen kemēldübei. xoino Sengge Xoyid Solton-taiši neyileǰi
xāni ilöü bolboi. “에밀의 쉬베르투라는 강가에서 소해(1661)의 여름 첫
달 초사흘에 두 진영이 대치했다. 바로 그날 아블라이의 병력이 3만이고
칸(오치르투)의 병력도 3만이라고들 했다. 나중에 셍게와 호이드部의 솔톤
타이시가 가담하여 칸의 군대가 더 많아졌다.”(ZP, 18a); 두르베드와 호이드
의 목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烏雲畢力格, 「17世紀衛拉特各部遊牧
地考」(續), 『西域研究』, 2010. 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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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도전으로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호쇼드와 준가르의 수령들이 일리 지역을 선호했던 이유는 지정
학적 조건 때문이었다. 『西域圖志』에 “일리의 形勢는 西域에서 으뜸
인데, 높은 산과 긴 하천이 안팎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89)라고
서술된 것처럼, 일리 지역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양질의 목지가
널리 분포해 외부로부터의 방어는 물론이고 가축들의 섭생에도 유
리했다.90) 남쪽으로 무자르트 고개만 넘으면 타림 분지에 접근할
수 있어91) 중국과 파미르 서쪽 지역을 잇는 대상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쉬웠

다. 차가타이 울루스를 비롯한 과거 수많은 유목세력들이 일리 지역
을 기반으로 국가를 경영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
다.92)
일리 지역은 농경의 도입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농업
생산물은 가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목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고 군사력의 유지에도 도움 되므로 4오이라드의 수령들은 동몽골
등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난 17세기 중반부터 天山北方의 초원에서
경작을 실시했다. 필요한 노동력은 타림 분지 등 오아시스의 농민들
을 강제 이주시켜 충당했는데, 이들을 타라친(Tarāčin) 또는 타란치
(Taranči) 등으로 불렀다. 17세기 중반의 문서에는 호복 사르, 이르
『欽定皇輿西域圖志』 卷1 「西域北路圖」 2, 26a: 伊犁形勢甲西域, 高山長河表
裏環抱. “일리의 형세는 서역에서 으뜸인데, 높은 산과 긴 하천이 안팎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90) 일리河는 서쪽의 발하쉬 호수로 유입되는데, 이 방향의 지형은 나머지 3면에
비해서 평탄하다. 또한 북쪽으로는 볼기누르(Bolɣinur)와 에렌하비르가
(Erenxabirɣa) 산맥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에르벡(Erbek)과 후라(Xura) 산
맥이 있다. 이들은 모두 오늘날 天山山脈의 일부이다. 발하쉬의 위치는
Renat I: Balxaš noor(207)
91) Renat I: Musar(89)(Musar는 Muzart의 몽골어 음역); Shinjang Uyghur
Aptonum Rayon Kheritler Toplimi, 2005; Bregel, An Historical atlas
of Central Asia, 2003, p.3.
92) Bretscheider, Medie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London: K.Paul, 1910, p.33-3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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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쉬 유역, 발하쉬 호수 부근93) 등에 타란치들이 거주했다는 기록
이 있다.94) 하천이 많고 수량이 풍부한 일리 계곡은 앞서 말한 지
역들보다도 농경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 淸은 준가르를 멸망시킨 뒤 일리 지역의 回屯 즉, 타란치와 그
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그대로 접수하여 新疆에 주둔하던 군대에 식
량을 공급하기도 했다.95)
일리 지역의 중요성은 티베트와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티베트와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불교가 오이라드 사회
에 뿌리를 내리면서, 天山北方과 티베트 간의 왕래가 잦아졌다.96)
두 곳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승려와 상인, 사신들은 물론이고, 달라
이 라마를 접견하기 위한 각 부족의 首領들의 행보로 점점 활기를
띄었다. 이들이 이용하던 경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에밀-에렌 하비르가-바르쿨을 거치며97), 다른 하나는 일리-쿵기스
-율두즈-타림河-하이두이河-가스(Гas)를 통과하는98) 길이다. 이 중
마한은 하라 탈라의 쿠쿠 우순으로 와서 타라친 등 일부 영민들을 약탈하고
취했다. Maxan Xara-tal Kökö-usun du kürči ireǰi Tarāčin terigüüten
keseq ulus olzoloǰi abubai:(SG, 30b); 쿠쿠 우순은 타르바가타이에서 발하
쉬 노르로 흐르는 하천이다. Renat I: Kökö usun(129).
94) Baddley, p.125; 王希隆, 「準噶爾時期新疆天山北路的農業生產」, 『西域研究』,
1992-4, pp.31-34.
95) 羽田明, 「ジュンガル王國とブハーラ人-內陸アジアの遊牧民とオアシス農
耕民」, 『東洋史研究』 12-6(1954), pp.513-532; 佐口透, 『新疆民族史硏
究』, 吉川弘文館, 1986, pp.236-291.
96) 王力, 『明末清初達賴喇嘛系統與蒙古諸部互動關係研究』, 北京：民族出版
社， 2001; 石濱裕美子, 『チベツト仏敎世界の歷史的硏究』, 東京: 東方書店,
2001 참조.
97) Erke-corǰi Zuudu übülzen caɣān sarayin irȫl sonosūd: (중략) tende-ē
ce ulam Baras-kül dabirin Erēn-xabirɣār ireǰi Tesketēr ɣarči
Buɣu-usun du küreqsen dü: (중략) tende ēce Sara-boɣočīr Emildü
oroboi: “에르케 초르지는 조(라싸)에서 겨울을 나고 정월의 축원을 들었다.
(중략) 그곳에서부터 차례로 바르스 쿨을 건너 에렌 하비르가로 와서 테스케
트를 나와 부구 우순에 이르렀다. (중략) 그곳에서부터 시리 보고치를 통해
에밀로 들어왔다. (ZP, 29a)
98) tende baras ǰiliyin zuni türün sarayin sayin ödür Baluqtu-ēce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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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로는 앞서 1636년 구시 칸의 遠征路와도 유사한데, 동북
쪽으로 치우친 첫번째 길에 비해 티베트까지의 거리도 훨씬 가깝고
준가리아의 중심부를 지나므로 호쇼드, 호이드, 토르구드 등 주요
부족들이 이용하기 유리했다. 따라서 일리를 경유해서 티베트로 가
는 교통로의 확보는 오이라드 내 諸세력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Baroun-tala ȫdö bolǰi: zamdu Ösöq-Sāmal kemēküi-dü Senggeyin ö
rgǖdü ȫ=dö bolboi: (중략) basa tende-ēce ō̈dö bolun. Künggis ȫdȫlön
Adoun-Kürübēr dabaǰi Zultustu oroboi: tende Xoton-ēce zaxarxaǰi
Kerē-Xadai dārin oduq-san-du. zamdu Sümer zalaǰi cai cab örgün
barica čü baribai: (중략) tende sarayin dun=duur bayiɣād Xurtagi dārni
Xayidui=gi ɣatulǰi Tarim uruudči Nükütēr daban: Xoriulai dārin Гastu
oroǰi ar(ban) xonoq tüdeǰi tarɣulbai: “호랑이해의 여름 첫째 달 吉日, 발룩
투로부터 바른탈라(티베트)로 향했다. 도중에 우숙과 사말이라 하는 셍게의
宮帳으로 갔다. (중략) 다시 그곳을 떠나서, 쿵게스로부터 아돈-쿠르를 넘어
율두즈에 들어섰다. 호톤과의 변경을 따라 케레 하다에 들렀을 때, 도중에
수메르가 초대하여 차와 음식을 드리고, 예물을 바쳤다. (중략) 그곳에 보름
동안 있다가 후르탁을 넘어 하이두이를 건너 타림을 따라 내려가 누쿠테르
고개를 넘어 호리울라이를 지나 가스에 들어가 10일을 머물며 [가축들을]
살찌웠다.”(ZP, 21a-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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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외 문제와 그 전개
1. 러시아와의 접촉과 동몽골 원정
1664-5년 러시아의 사신 바실리 리타소프(Vasili' Litasov)가 준
가르를 방문했을 때, 셍게는 에밀河와 자이르 산맥의 사이에 머물고
있었다.99) 대략 이 시기부터 러시아의 공문서에는 셍게와 추쿠르
우바시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앞서 내전으로 인한 오
이라드 내 역학관계의 변화로 셍게가 에밀의 북쪽 지역에 대해 권
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 정황은 1666년 9월에 톰스크
에서 준가르로 파견된 쿨빈스키(Kulvinski)의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셍게 타이시에게는 1만5천 명의 군인이 있다. 추쿠르 타이시와 그의
아들 바가 반디 타이시에게는 2천 명의 병력이 있다. 아블라이 타이시
에게는 3천 명의 병력이 있다. 갈담바 타이시와 오치르투에게는 1만5
천 명이 군인이 있다. 셍게의 처남인 갈담바는 셍게로부터 우측으로
야익100)을 향하여 15일 거리에서 유목하고 있다. 이르티쉬를 따라 올
라가면 셀렝게河 상류에 옹고노트의 군주101)가 살고 있는데, 이곳은
이르티쉬와 오브로 둘러싸여 있으며, 셍게로부터 열흘 거리에서 유목
한다. 그에게는 1만2천 명의 병력이 있다. 오브河를 따라 셍게의 울루
99)

I aprelya v 4 den' priyekhal ya, Vasiley, s tovaryshchi v
Kalmyshchikuyu zemlyu za reku Imil v ulus k tayshshe Sen'ge. Stoit
yevo ulus promezh vysokimi gorami na rech'ke Kustan na urochishche
Dzhair Shera Moudun. “4월 4일 본인 바실리 등은 칼막인들의 땅으로 왔으
며, 에밀河를 건너 셍게 타이지의 울루스로 향했습니다. 그의 울루스는 자이
르의 샤라 모둔에 있는 쿠스탄河에 인접한 높은 산들의 사이에 있었습니
다.”(RMO 1654-1685, p.107). 한편 자이르는 Renat I: 178.
100) 야익(Yaiq)은 오늘날 러시아의 우랄(Ural)강을 말한다.
101) 宮脇은 옹고노트의 군주(Ongonot)를 자삭투 칸 휘하의 Alɣanut族으로
보았다. 宮脇淳子, 1983, p.189, n.1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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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쪽으로 올라가면 이르티쉬와 오브 사이에 셍게의 사촌 아하이ㆍ단
진이 있으며 그들의 군대에는 150명이 있다.102)

쿨빈스키의 기록은 이르티쉬河 유역의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103)
그렇지만 이르티쉬 주변 지역이 셍게와 오치르투에게 반기를 들었
던 세력의 근거지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블라이의 병력은 오치
르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셍게에게 반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아
예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셍게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북방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무역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텔레우트

(Teleut)의 귀속 문제를 제기했다.104) 텔레우트는 바투르 홍타이지
시기까지 준가르와 러시아 양측에 야삭(yasaɣ)105)을 제공해왔으나,
준가르의 내분을 틈타 전적으로 차르(Tsar)에게 복속을 표했다. 셍
게는 텔레우트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그들을 준가르의 세력권
으로 송환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
자 셍게는 톰스크의 지사(voevoda)에게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
102)

A u Sengi - tayshi voinskikh lyudey 15 tysech. A u Chokura - tayshi i u
syna yevo Baakhana Manzhi - tayshi voinskikh lyudey 2 tysechi. U Oblaya
- tayshi voinskikh lyudey 3 tysechi. U Kaldamy - tayshi Uchyurtina voinskikh
lyudey 15 tysech, a Koldama - Senge shurin, a kochev'yem kochyuyet ot Sengi
na pravuyu storonu k Yaiku v 15 - ti dnyakh . A vverkhu po Irtishu zhvet
Ongonottskoy tsar' na shilenge - reke na vershine, promezh Irtishem i Ob'yu
zhvet Sengin brat dvurodnoy Akhay Danzhin, a voinskikh u nevo lyudey sot
s pyat'(RMO 1654-85, p.157).
103) 4오이라드의 주요 부족인 두르베드나 호이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104) 텔레우트는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森林民으로 알타이 지역에 거주했다.
Zlatkin, p.141; Kyzlasov, “the Peoples of Southern Siberia in the 16-18th
centuries” in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5, Unesco Publishing,
2003, p.174-181, p.176.
105) Jasaq(Yasa)은 원래 몽골 제국 시기 칭기스 칸과 후손들의 法令을 의미
했지만, 후대에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러시아 사료에서는 시베리
아의 삼림민들로부터 거두는 모피 등의 현물세를 뜻한다. Atwood, 2004,
pp.264-265; 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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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러시아가 예미쉬(Yämiš) 호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鹽湖인 예미쉬는 시베리아 거주민들에게 중요한 소금 공급원이었다.
그러자 톰스크의 지사는 부베노이(Vasilii Bubennoi)를 준가르에 파
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106) 이후 준가르는 계속해서 러
시아에 텔레우트 귀속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으나, 당장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실제로 준가르가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할하의
동향이었으며, 이에 비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부차인 문제였다. 4
오이라드는 16세기 말 할하의 한 분파인 호트고이드에 예속되어 공
납을 바치기도 했으며, 1630년대까지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
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107) 준가르는 1640년 할하-오이라드
회맹을 기점으로 호트고이드와의 긴장을 해소하기도 했으나, 1662
년에 할하 우익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북방의 안보를 우려하게 되
었다. 호트고이드 수령 롭상 에린친(Lubsang Erinčin, r.1652-67)
이 자삭투 칸(Zasaqtu xān)을 살해한 뒤, 투셰투 칸(Tüsiyetü xān)
인 차군 도르지(Čaɣun Dorǰi)의 공격을 피해 준가르와 인접한 투바
(Tuva)108)에 머물렀기 때문이다.109)
1667년, 셍게는 호트고이드를 공격하여 롭상 에린친을 사로잡았
다.

110)

그는 귀환하면서 5,000의 병력을 켐칙111)에 주둔시켰는데

Bergholz, p.63.
1장 1절의 서술 참조.
108) Atwood, 2004, pp.556-557참조.
109) Baddley, pp.169-172; 宮脇淳子, 1983, pp.183-191. 한편 자삭투와 투
셰투 등 할하 칸들의 칭호와 그 유래에 관해서는 Atwood, 2004,
pp.299-300; 烏雲畢力格, 「喀爾喀三汗的登場」, 『歷史研究』 3(2008)참조.
110) Iyunya vo 12den' Senga - taysha s mugal'skoy sluzhby v svoy ulus
priyekhal, a s soboyu Senga privez mugal'skogo tsarya Lodzhana
detey yevo, 3- kh synovey : odin let v dvattsat', a drgoy let
petinattsati, a tretey let deseti, a sestru Lodzhanovu za sebya vzyal,
a samomu Lodzhanu - tsaryu Senga velel ruku pravuyu po zavit'
otsech', i sabach'ya myasa Lodzhanu velel v rot klast', i otdal yevo,
Lodzhana, z dvema zhenami Ongonottskomu tsaryu. Da on zhe, Senga,
10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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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셍게가 오브河112)에서부터 예니세이河 상류에 이르는
롭상 에린친의 영역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는 호
트고이드인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森林民들이 분
포해 있었다. 호트고이드는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로부터 야삭을 제공받았다.113) 셍게가 이 지역에 자신이 운용하
던 군대의 1/3114)을 주둔 시킨 데에는 森林民들의 지배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貢物를 취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얼마 후 준가르인들은 예니세이河에 있는 러시아 측 요새인 크라
스노야르스크를 습격했다.115) 이 사건은 샤 마흐무드의『編年史』에
privez s soboyu mugal'skovo polonu dobrykh blizhnikh lyudey i
kyshytymov z zhenami i z det'mi tysyachi z dve. I Senga - taysha
lutchikh lyudey skotom nadelil i velel zhit' podle sebya, a derzhat' v
berzhen'i.“6월 12일,셍게 타이시는 몽골 원정으로부터 돌아왔으며, 몽골의
군주 롭상과 그의 자식들-각각 20, 15, 13세의 세 아들을 끌고 왔다. 그리고
롭상의 여동생은 자신이 취했다. 셍게는 군주인 롭상에 대해서, 오른쪽의
손목을 베어내고, 그의 목구멍에 개고기를 쳐 넣게 했다. 그리고 롭상과 두
아내를 옹고노트의 군주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셍게는 몽골인 전쟁포로들
을 끌고 왔는데, 유력자 속민들 및 그 처자식들의 수가 약 2,000명에 달했다.
그리고 셍게는 유력자들을 소떼처럼 분배하고, 이들이 그의 주변에 거하면
서, 감시를 받도록 지시했다.”(RMO 1654-85, p.151); Baddley, p.184;
Zlatkin, p.142-143.
111) 켐칙(Kemčik)은 예니세이河 상류로 합류하는 하천을 말한다(Renat II:
427).
112) 오브(Ob')河 西岸까지 ‘호트고이드의 營地’ (Royaume de Altin)의 영역으
로 표기되어 있다. de L'Isle, Carte de Tatarie, Paris, 1706.
113) Kyzlasov, pp.177-181.
114) I na toy Lodzhanove zemle Senga-taysha ostavil dvu tayshi svoikh Donzhina
Kozhechyu da Abakhan-khana, a voinskikh lyudey, kalmykov, s nimi ostavil
5,000, i stoyali te tayshi za rekob Kemchyugom. “폐하! 과거, 175년(율리우스
曆)에 칼묵의 셍게 타이시는 군대를 이끌고 몽골의 군주 롭상 사인 홍타이지
를 원정하여, 롭상과 그의 속민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셍게 타이시는
롭상의 땅에 단진 호쇼치와 아바칸 칸(바가 반디의 誤記)이라는 두 타이시를
5천 명과 함께 주둔시켰으며, 타이시들은 켐칙 강에 머무르고 있습니
다.”(RMO 1654-85, p.241). 바가 반디의 인명은 러시아어로 옮겨지는 과
정에서 기록자에 따라 Baahan(Abahan, Baagan, Baacha, Bara, Bayagan,
Bulat) Manzhi(Imanzha, Monzhi)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ibid,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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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묘사되어 있는 데, 러시아의 요새를 공격한 장면의 끝에 “셍게에
게 복속된 사람들 일부는 러시아에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많은 貢納
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16) 알타이 산맥을 둘
러싸고 러시아와 호트고이드 및 준가르 3자 사이에 일정한 힘의 균
형이 유지되었는데, 준가르가 호트고이드를 병합하면서 러시아의 요
새를 습격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일부 속민들에게
까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트고이드 병합으로 할하와의 역관계도 변화했다. 오이라드가
17세기 초반 까지 할하에 비해 열세한 입장이었다면117), 호트고이
드 원정을 기점으로 양자 간 힘의 균형이 오이라드 쪽으로 뚜렷하
게 기울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셍게는 할하 우익의 정치에
개입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자삭투 칸으로 세웠는데, 그 정황
은 康熙 26년(1687) 할하 좌익의 투셰투 칸이 淸에 보낸 서신에 드
러나 있다.
왕축 칸이 사망하고 나서 쳉군 바투르는 법도를 따라 형(왕축)의 자식
을 받들지 않고, 스스로가 울레드118)의 셍게로부터 칸의 칭호를 얻었
습니다.119)
115)

Zlatkin, p.144,
az tābiʽān-i Senge chandi dar Urūs būdand az ānhā pīshkashhāyi bī
andāza bar-āvardand.“셍게의 속민들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에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貢物을 거두었다.”(Khronika, 83b)
117) 본고 1장 1절 참조.
118) 淸의 사료에서 울레드(厄魯特<Ma.Ūlet<Mo.Ögeled)는 4오이라드를 지칭
하는 말이다. 4오이라드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卷61, p.720: 厄魯特舊四分部 (중략) 四衛拉特
今稱厄魯特. “울레드는 예전에 4개의 部로 나누어져 있었다. (중략) 4오이라
드를 오늘날 울레드라고 부른다.
119) Wangčuɣ qaɣan-i önggereksen qoyina Čenggün Baɣatur yosutu
aq-a-yuɣan üre-yi eregül ügei öber-iyen Ögeled ün Sengge－eče
qaɣan čola abuɣad.(Daičing gürün o dotoɣatu yamun o Mongɣol bičiɣ
un ger on Dangsa, 6boti, p.22, "Wǰirai Tüsiyetü qaɣan o ayiladqaqsan
bičig"). 金成修는 이 인용문을 근거로 이때부터 할하에 대한 준가르의 간섭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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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위 서신에 기록된 쳉군이 자삭투 칸에 즉위하게
된 연유가 淸의 공식 기록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王公表傳』에
의하면, 왕축이 살해당한 후 그의 형 추 메르겐(Čuu Mergen)이 칸
에 즉위하였는데, 淸은 入朝를 거부하는 추 메르겐을 康熙 9년
(1670)에 폐위하고 대신 쳉군을 세웠다고 한다.120) 그러나 후대 편
집된 『王公表傳』의 기록이 당대 할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투셰투 칸의 서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王公表傳』의 편찬자는 1655년에 할하의 복속을 받아들인 淸이 그
들의 수장 8명을 자삭으로 임명했다고 서술했다.121) 그런데 그 후
쳉군이 준가르의 지원으로 자삭투 칸이 되었다고 한다면 淸이 지닌
종주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누락 시켰을 가능
성이 크다. 위의 두 사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셍게가 쳉군을 즉위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삭투 칸 왕축을 살해한 에린친을 생포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할하에 대한 준가르의 간섭이 시작된 시기는 호트고이드 원정이
이루어진 1667년으로 소급되어야 한다. 金成修, 『明清之際藏傳佛披在蒙古
地區的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141.
120)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卷61, p.583-585: 「喀爾喀札薩克圖汗部總
傳」 先是喀爾喀左右翼設八札薩克, 諾爾布及俄木布額爾德尼, 車臣濟農昆都
倫陀音, 各領右翼札薩克之一. 諾爾布卒, 子旺舒克襲，仍號札薩克圖汗. 俄木
布額爾德尼卒，子額璘沁襲，號羅卜藏台吉. 康熙元年，額璘沁以私憾襲殺
旺舒克，奔就厄魯特. (중략) 旺舒克兄綽墨爾根, 因自立爲汗, 以未請於朝, 衆
弗附, 多歸察琿多爾濟. 康熙九年, 詔廢綽墨爾根, 以成袞襲薩克圖汗. “앞서
할하 좌우익에 8자삭을 두었는데, 노르부와 옴보 에르데니, 체첸 지농, 쿤둘
룽 토인에게 각각 우익 자삭 가운데 하나씩을 거느리게 했다. 노르부가 죽자,
아들 왕축이 물려받아 자삭투 칸이라고 했다. 옴보 에르데니가 죽자, 아들
에린친이 물려받았는데 롭상 타이지라 했다. 康熙 원년, 에린친이 私憾에
의해 왕축을 습격하여 죽이고 울레드로 도주했다. (중략) 9년 왕축의 형 추
메르겐은 스스로 칸이 되어 朝廷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部衆이 귀부하지 않았으며, 다수가 차군 도르지에게 돌아갔다. 康熙9年에
詔를 내려 추 메르겐을 폐하고 쳉군으로 하여금 자삭투 칸을 계승하게 했
다.”; 宮脇淳子, 1983, p.152.
121) 8자삭의 임명에 대해서는 宮脇淳子, 위의 책, p.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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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① 왕축이 사망한 후, 추 메르겐과 쳉군이 자삭투 칸의 자리를
놓고 다툼.
② 셍게의 지원을 받은 쳉군이 승리하여 자삭투 칸에 즉위.
③ 淸에서는 쳉군의 즉위를 사후 승인.
또한 서신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투셰투 칸部는 셍게의 지원에
의한 쳉군의 즉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준가르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셍게의 군사력이 더 우세하
기도 했고 자삭투 칸을 살해한 롭상을 응징했다는 명분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할하-오이라드 회맹의 산물인 『大法典』의
1條에는 약탈자에 대한 공동대처를 명시해놓았다.122)
호트고이드 원정과 새로운 자삭투 칸의 즉위까지 이어지는 셍게
의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즐라트킨과 버그홀즈 등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60년대 준가르의 상
황을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동몽골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123) 이는 그들이 주로 참조했던
aliba kümün ene töröyigi ebden yeke aimaq ulusi alji talaji abubasu
Monɣol Oyirad qoyor nigedeed töüni ɣaqča beyi-ni talbiad biši büküni
čöm abči talaqčidu qaɣašiyigi ögöed, üleqsei-ni qoyor qaɣas abqu
bolbo. “누구라도 이 法度를 어기고 大아이막과 울루스를 약탈하면 몽골과
오이라드가 단결해서(격퇴하고) 그 자신의 身柄만을 방면한다. 그 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고 (범인을) 연행해 온 사람에게 그 반을 준다. 그 나머지는
나눠 갖는다.”(Ikh Tsaaz: Pamyatnik Feodal'nogo prava XVII v.,
Moskva: Nauka, 1981. p.43; 田山茂,「モンゴル·オイラート法典」, 『內陸ア
ジア史論集』, 1979; 김성수, 「17世紀 蒙藏勢力圈의 形成과 淸朝의 對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26). 田山茂와 김성수의 해석을
참고하였으나, törö를 현대 몽골어의 용례인 國家 대신 法度(zakon)으로
해석하였다(Kowalevski, tom 3.,1867, p.1989). 당시 할하-오이라드 회맹
으로 국가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törö가 사용된 문맥으로 봐도 “양측
의 合議”라는 의미가 강하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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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날짜 기록과 정보의 양에 있어서 러
시아 문서들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인 것
은 분명하나, 기록의 주체가 시베리아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관료들
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시각은 러시아의 관심사
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정보력은 준가르나 할하의 내부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모굴 칸국 원정
1669년 8월, 톰스크의 보에보다는 르지츠키 등을 준가르로 파견
했다. 그러나 사신들은 셍게가 “다른 칼막인들 및 부하라의 땅”으로
원정을 갔기 때문에 바로 만나지 못하고 그의 귀환을 기다렸다고
보고했다.124) 당시 셍게의 동향에 대해서는 샤 마흐무드의 『編年史』
에 기록되어 있다.
셍게가 욜바르스 칸을 지원하기 위해 온 일, [이스마일] 칸 폐하가 셍
게에게 맞서기 위해 출정한 일 및 욜바르스 칸이 셍게의 힘을 입어 온
것과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이야기. 이에 대해 자
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옐뎅 타이시가 칸에게 와서 이 사태에 대해
서 보고하자 악수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도시에서 나오지
말고 요새의 裝備를 갖춥시다. [그러나] 타이시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123)

Zlatkin, pp.140-146; Bergholz, pp.60-67.
I v nyneshnem vo 178 godu oktyabrya v 28 den' yab Matvey
Rzhitskoyb s tovaryshchi, priyekhav k Senge-tayshe i kh Kutukte v
ulus s poslantsom yevo s Isheyu, a Sengi v to vremya u sebya v uluse
ne bylo: khodil voynoyu v-ynuyu Kalmyttskuyu i Bukharskuyu zemlyu.
“올해 177(178의 오기)년 10월 28일에 본인 마트베이 르지츠키 일행은
셍게 타이시와 후툭투의 울루스로 그들의 사신인 이시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셍게는 울루스에 없었는데, 또 다른 칼막인들과 부하라인의
땅에 전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RMO 1654-85, p.20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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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했다. “맞이하러 가서 싸웁시다!” 칸은 타이시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 셍게를 향해 출정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패배하니 미르자 하킴 벡은 이교도들의 손에 순교의 잔을 마
셨으며, 안와르 벡의 纛이 이교도들의 손에 들어갔다. 셍게는 안와르
벡의 纛을 에르케 벡을 통해 욜바르스 칸에게 보내어 [그를] 고무시키
고, 점점 악수로 다가갔다.125)

위 인용문을 통해 셍게가 악수를 원정했으며, 욜바르스 칸을 도와
옐뎅 타이시 및 이스마일 칸의 세력과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옐뎅 타이시는 호이드의 수령 솔톤 타이
시와 동일 인물이다.126) 또한 욜바르스와 이스마일은 모두 모굴 칸
의 후예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러시
아의 사신이 말한 “[준가르와] 다른 칼막인”은 호이드를, “부하라의
땅”은 모굴 칸국을 의미한다.127) 1661년 내전 당시 동맹관계였
던128) 셍게와 솔톤 타이시가 모굴 칸국 내의 서로 다른 분파를 지
지하며 대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125)

ḍkar-i āmadan-i Senge az-barāy muʽāvanat-i Yolbars khān wa pīsh
bāz raftan-i ḥaẓrat-i khān bi-muqābilaʼ Senge wa āmadan-i Yolbars
khān az-qūt-i Senge wa bāz gashtan-i ishānān bī ḥuṣūl-i maqṣūd.
bayān-i īn kalām ānst ka Yeldeng taishi ba pīsh-i khān āmada bayān-i
īn waqaʽa namūd. mardum-i Aqsu maṣlaḥat dīdand ka az shahr na barā
yīm asbāb-i qalaʽadāri muhayā sāzīm. rāy-i taishi chunān qarār garaft
ka pīshi bāz rafta jang kunam. rāy taishi rā khān ṣawāb dīda bi-muqā
bilaʽ-i Senge ravān shudand. jang-i sakht wāqaʽ shud. shakast
bar-ṭaraf-i ahal-i islām uftāda mīrzā ḥakīm bīk az dast-i kafār
sharabat-i shahādat jushīd. tūgh-i Anvar bīk bi-dast-i kafār uftādad.
Senge tūgh-i Anvar bīk rā [bā] Erke bīk bi-Yolbars khān farastāda
targhīb wa taḥrīṣ kard ka al-ta al-ta bi-sar-i Aqsu bi-āyad.(Khronika,
82a).
126) 앞의 책, p.315, n.313; 若松寬, 1986, p.4.
127) 若松寬,「從17世紀60-70年代的俄文檔案看准噶爾部噶爾丹的情況」,『蒙古學
信息』, 1998-4, p.24.
128) 본고 1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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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天山 북쪽을 근거지로 했던 모굴 칸국은 16세기부터 카자크
등 “新유목집단” 및 칼막129) 즉, 오이라드의 압박으로 근거지를 天
山 남쪽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여러 유목집단들은
힘의 공백이 생겨난 天山 북쪽의 초원 지역을 두고 각축을 벌였으
나,130) 17세기 초․중반이 되면 4오이라드가 카자크 세력을 서쪽으로
구축하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모굴 칸국에서는 압둘라 칸(ʽAbdallah khān, r.1638-68)이
집권했다. 그는 모굴 칸의 가문에서 방계 지파에 속하는 인물로, 타
림 분지 동부의 투르판과 찰리쉬131)를 통치했다. 압둘라 칸은 전임
모굴 칸인 압둘 라티프(ʽAbd al-Laṭif)의 사망 후 벌어진 혼란을 틈
타 야르칸드를 점령하고 칸에 즉위했다. 그는 여러 차례 숙정을 통
해 다수의 부족 수령은 물론이고 자신의 일족 가운데 일부도 제거
했다. 이러한 정책은 부족 세력들의 발호를 막고 권력을 칸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32)
한편 압둘라 칸에게 축출당한 세력 일부는 天山北方의 4오이라드
측에 가담했다. 예를 들어 아룰라드部의 에르케 벡(Erke beg)은
1648년경 고향인 사이람133)을 떠나 바투르 홍타이지에게 의탁했
무슬림들의 사료에서 오이라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설에는 남다
(qalmaq)라는 투르크어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불리었다고 한다. 러시아인들은 텔레우트인
들을 하얀 칼막(Belnyi Kalmyk), 오이라드인들을 검은 칼막(Chernyi
Kalmyk)으로 구분했다[Bartold, Sochineniia, tom 5, p.538; 若松寬, 「カラ
クラの生涯」, 『東洋史研究』 6(1964)].
130) 김호동, 「15-16세기 中央아시아 新遊牧集團들의 動向」, 『러시아연구』
3(1993), pp.97-119.
131) 新疆위구르 자치구의 焉耆(Qara shahr)를 말하는데, de L'Isle, Carte de
Tatarie, 1706에는 Cialis로 표기되어 있다.
132) 魏良弢, 『葉爾羌汗國史綱』, 黑龍江敎育出版社, 1998, pp.126－132； 김
호동, 「17세기 中央아시아의 歷史家 샤 마흐무드의 『編年史』에 보이는 歷史
認識과 限界」, 『東아시아 歷史의 還流』, 지식산업사, 2000, pp.131-132.
133) 아키무쉬킨은 에르케 벡의 고향 사이람을 침켄트의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보았으나(앞의 책, p.321 n.350) 이는 同名의 도시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악수의 서쪽에 위치한 사이람(Sayram)은 지금은 鎭級 행정구역에 불과하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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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4) 에르케 벡의 망명 동기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조
상 대대의 근거지를 떠난 것은 압둘라 칸이 시행한 부족세력 억압
정책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압둘라 칸의 동생인 이스마일
(Ismāʽīl)과 이브라힘(Ibrāhīm)은 호이드의 술탄 타이시 측에 가담했
다.135) 4오이라드에서는 망명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을 타림 분
지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모굴 칸국에 대한 오이라드인들의 침공은 1640년대부터 횟수가
잦아지고 그 규모도 커졌다. 쿠쿠노르 원정과 1640년 할하-오이라
드 회맹을 거치며 4오이라드의 역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샤 마
흐무드는 당시 악수와 케리야 등을 공격한 인물로 옐뎅(솔톤 타이
시)과 수메르, 세렝을 지목했다.136) 앞의 두 사람은 호이드의 수령
과 그의 형제로, 이 중 문제가 되는 인물은 세렝이다. 若松寬 등은
만, 당시에는 기욤(Guillaume)의 지도에 수록될 정도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
였다. Shinjang Uyghur Aptonum Rayon Kheritler Toplimi, p.156; L'Isle,
Carte de Tatarie, Paris, 1706.
134) ḍkar-i nasb-i Erke bīk baʽẓi ḥālāt-i u. chunīn istimā uftāda ka jadd-i
aʽla-i Erke bīk dar zamān-i sulṭān Yunūs khān mīr-i muʽtabar
az-qaum-i Arulat būda az-ādamīzādhā-i Sayrām kad-khudā shuda.
farzandān-i u dar ān-jā nashv [wa] numā yāfta būd bāīn nasb ka Erke
bīk ibn-i Ṭāhir bīk ibn-i Darvīsh bīk ibn-i Ṣādiq bīk ibn-i Shukūr bīk.
līkin Erke bīk dar bīst sālgi az-Saīrām bīrūn rafta dar-ordāi Qung taishi
wa Senge bīst [wa] yīk sāl būd muʽtabar wa buzurg shuda būd. “에르케
벡의 계보와 몇 가지 정황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들은 것은 다음과 같다.
고귀한 에르케 벡의 먼 조상은 유누스 칸이 군주였던 시기 아룰라드 종족
출신의 명망 있는 [아]미르로서, 사이람인들의 領主였다. 그의 자식들은 그
곳에서 자랐다. 그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에르케 벡은, 쉬쿠르 벡의 아들인
사딕 벡, 그의 아들 다르비쉬 벡, 그의 아들 타히르 벡의 아들이다. 에르케
벡은 스무 살에 사이람을 떠나 홍타이지와 셍게의 오르다로 갔다. 21년을
보내는 동안 빼어나고 위대하게 되었다.(Khronika, 83a). 셍게가 에르케 벡
을 야르칸드로 파견한 해는 1669년이므로, 에르케 벡이 준가르로 망명했던
시기는 1648년 정도가 될 것이다.
135) 魏良弢,『葉爾羌汗國史綱』, 黑龍江敎育出版社, 1998, p.131-132.
136) 케리야와 악수 침공(1639/40년) 및 찰리쉬 전투(1661년)를 말한다(Khronika,
69b, 76a-b, 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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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솔톤 타이시 수하의 노욘137)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으나,138)
그는 앞서 바투르 홍타이지의 목지를 빼앗으려 했던 호쇼드의 도골
롱 세렝과 동일 인물이다. 세렝이라는 인물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
어 절름발이 세렝(Aqsaɣ Sereng)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기록이 이
를 뒷받침한다.139) 4오이라드가 모굴 칸국의 망명자들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변경을 위협하자, 모굴 칸국의 압둘라 칸은 호쇼드의 내
전을 틈타 1661년에 율두즈를 원정하고 수메르의 部衆을 약탈했다.
당시 호이드의 주력은 오치르투를 도와 내전에 개입한 상태여서 초
반에는 율두즈에 대한 공격을 막지 못했으나, 찰리쉬에서 반격에 나
서 모굴 칸국의 군대를 격퇴했다.140)
호쇼드에서는 오치르투의 아들 갈담바(Гaldamba)의 등장 이후,
noyan(noyon)은 아랍/페르시아어의 amīr, 투르크어의 beg/bi에 해당하는
말로, 將軍, 貴族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나, 17세기 오이라드 각 部, 지배씨족
의 일원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주엽은 이 말을 王公으로 번역했으나,
이는 清의 爵位와 관련된 말이므로 17세기 오이라드의 노욘들에 대해서 쓰
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Atwood, 2004, p.412; 이주엽, 2002).
138) 若松寬, 1986, p.4; 후속 연구에서도 1640-50년대 호이드의 침입만 부각
되어 있다. Brophy, p.13, Onuma, p.86.
139) Qalmaqning ikki töräsi bar idi. Sereng wä Sümärä atligh Aqsuni
chaqip aldi köp kishi asir tüshti. Shah Qasim beg Khan Quli beg itfāq
qilip Bai da Qalmaq ni soqma qildilar Sereng-ni yaraligh boldi. Aqsaq
Sereng mashhur maʽruf boldi. “칼막인들 가운데 세렝과 수메르라는 두 명의
퇴레가 있었는데, 악수를 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다. 샤 카심 벡과
한 쿨리 벡이 바이에서 칼막인들을 공격하자, 세렝은 부상을 당하여 ʻ악삭 세렝ʼ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Tārīkh-i Kāshghār, 91a); aqsagh은 몽
골어인 doɣolang이라는 말을 투르크어로 옮긴 것으로, ʻ절름발이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티무르(Amīr Tīmūr, 1336-1405)의 별명인 랑(lang)과 같
은 용법이다(Kowalewski, tom 3., 1867, p.1807; Budagov, Turetsko-Tatarskix
narechyi slovar, p.69); Tārīkh-i Kāshghār(카쉬가르史, 이하 TK로 표기)에 대해
서는 Hāji Nūrhāji, “Nashrgä täyarlighuchidin”, Chingiznāma, Qäshqär Uyghur
Nashriyati,
1985,
pp.1-7;
Akimushkin,
“Tārīkh-i
Kāshghār:
Istochnikovedcheskiy Istoriograficheskiy Analiz”, TK: Anonimnaya
137)

tyurkskaya Khronika bladyetyelyeii Vostochnoii Tyurkyestana po konyech
XVII v., Sankt-Peterburg: Pamyatniki kul'turyi Vostoka, 2001, pp.7-30참조.)
140) Khronika, 75b-76a; 魏良弢, 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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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山 이남에 대한 진출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1650년대에 카자
크의 자항기르 칸을 물리치고 부루드(Burud)인들을 복속시켰으
며,141) 탈라스에 침입한 부하라의 군대를 격퇴한 바 있었다.142) 이
를 통해 호쇼드에서는 모굴 칸의 동맹세력이 될 수 있는 카자크와
부하라 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식 쿨(Issiq Köl)143)을
통해 카쉬가르와 야르칸드로 향하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했다. 이후
갈담바는 솔톤 타이시와 도골롱 세렝을 도와 찰리쉬 전투(1661)에
참전한 뒤 카쉬가르를 침공하여 근교의 요새를 점령하기도 했다.144)

tere übül Cecen-xān Burudi oroulji irebei: tere yabudal-du Гaldamba
čü arban dolōtoyidōn Yanggir-xāni čičiqsen ajiɣu: “그해 겨울 체첸 칸은
부루드를 복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갈담바도 17세의 나이로 양기르 칸을
찔러 [죽였다].”(SG, 14a). Yanggir는 1643년 바투르 홍타이지의 군대를
물리친 카자크의 지도자 Jahāngīr(본고 1장 1절 참조)의 몽골식 표기이다.
한편, 키르기즈(Qirɣiz)는 예니세이 유역에 살았으나, 13-15세기 사이에
한 분파가 天山 주변으로 이주하게 된다. 부루드(Burud)는 天山과 이식쿨
주변의 키르기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Tchoroyev, T., “The Kyrgyz”, in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2003 참조.
142) noxoi-ziliyin caɣan sarayin šinedü Buxaryin ceritiyin noyon Abdu
Sükür kemēkū: ɣurban tümen nayiman mingɣan ceriq Talastu
ireqsen-dü: Гaldamba zaxadu xayidaq bayiqsan beyēren ɣurban
mingɣan kümün čuqlād: Xulang-Jilang-du öriyin kirānā šurɣun
dabariǰi Küügiyin aman kürtele čičiǰi Abadu-Süküri alabai: “개해의 정월
초 부하라 군대의 노욘 아브두 수쿠르라는 이가 3만8천의 군대를 이끌고 탈라
스로 왔을 때, 갈담바는 전방에 홀로 있었다. 몸소 3천 명을 모아 훌랑 질랑에
서 새벽빛이 비출 때 쿠의 입구까지 공격해 들어가 아브두 수쿠르를 죽였
다.”(SG, 17a)
143) 레나트 지도에는 Tüsköl nor로 표기되어 있는데(Renat I:55), 이식쿨이
鹽胡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여겨진다. 투르크어로 Tuz는 소금, köl은
호수를 의미한다.
144) Ghaldama bi-Aqsu āmad tākht āvarda bi-Nūr al dīn khān āshti karda
il shuda rafta būd. ba'd az ān bi-Kāshghar āmada tākht [wa] bākht
karda qalʽa-i Qaradöng rā garaft. “갈담바는 악수로 와서 약탈한 뒤, 누르
앗 딘 칸과 和解하고 복속을 표한 뒤 떠났다. 그 뒤 카쉬가르로 와서 약탈하
고 손실을 입혔으며, 카라 됭의 요새를 장악했다.”(Khronika, 77b); 魏良弢,
p.13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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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 그동안 오이라드인들의 침공은
모굴 칸국의 변방인 악수나 케리야145) 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당시 카쉬가르에서 일부 부족 수령들이 “앞으로 칼막인들이
이 왕국을 정복할 것”이라며 오치르투에게 가담할 것을 모의하
는146)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호쇼드와 호이드의 활
동이 모굴 칸국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147)
갈담바의 카쉬가르 침입 이후, 셍게는 5천의 병력으로 케리야를
침공했으나 압둘라 칸의 군대에 의해 니야148)에서 포위당한 끝에
물러났다.149) 호쇼드와 호이드가 타림 분지 방면 진출에 활발한 군
사 활동을 벌인 시기, 준가르는 적어도 1660년대 중반까지 부족 내
부의 문제 및 동몽골의 동향으로 인해 남쪽으로 진출할 여력이 상
케리야(Keriya)는 호탄 동쪽에 위치한 山 및 도시명. Renat I: 5; 鍾興麒
編著, 『西域地名考錄』，國家圖書館出版社，2008. p.535-536.
146) Dawla wa Turumtai wa Tāshlān wa Kesek wa Sulṭān Quli wa jamʽ-i
dīgar az-īn mardum ʽahd wa paimān bastand ka bi-Yolbars khān bāghi
wa yāghi shavīm daulatkhwā-i Ochurtu khān bāshīm zīrā ka baʽd az-īn
Qalmaq bi-īn mamlakat ghālab khwāhad shud. “다울라와 투룸타이와 타
쉬란과 케섹과 술탄 쿨리 등은 맹세와 협의를 했는데, 욜바르스 칸에게 반기
를 들고 오치르투 칸에게 충성하자, 왜냐하면, 앞으로 칼막인들이 이 왕국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Khronika, 78b). 샤 마흐무드는 이들의 종족을 카라
얀축(Qarayanchuq)으로 기록해놓았다. 카라 얀축에 대해서는 Brophy, p.16 참조.
147) Brophy는 17세기 4오이라드 제 세력들의 타림 분지 오아시스 지역으로의
진출과 관련해서 호이드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했다고 결론지었다(Brophy,
p.2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17세기 중반까
지 일리 하류 및 추와 탈라스를 장악하고 모굴 칸국의 중심부인 카쉬가르를
압박하기도 했던 호쇼드에 비해서 악수나 찰리쉬 등 칸국의 변경 지역만을
위협했던 호이드 측이 우세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호이드는 호쇼
드의 갈담바(1667)와 준가르의 셍게가 잇달아 사망(1670)하면서 발생한 힘
의 공백 상태에서, 자신들이 보호하던 이스마일을 칸으로 즉위시켰을 때부
터 갈단이 4오이라드를 통합할 때까지(1671-76) 타림 분지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Khronika,84a; SG, 27b).
148) 니야(Niya)는 케리야 동쪽에 위치한 河川 및 도시명(鍾興麒 編著, 『西域地名考
錄』，國家圖書館出版社，2008. p.679; Shinjang Uyghur Aptonum Rayon
Kheritler Toplimi, pp.210-211).
149) Khronika, 77b-78b; 魏良弢, p.13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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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부족했다. 바투르 홍타이지 시기에 도골롱 세렝이 일리 지
역에 위치한 준가르의 목지를 빼앗으려 했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150) 호쇼드나 호이드는 이르티쉬와 알타이 방면에 근거했
던151) 준가르가 남하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샤
마흐무드는 셍게가 “갈담바를 시샘(rashk)하여”152) 케리야를 침입
했다는 표현을 통해 모굴 칸국에 대한 진출을 둘러싸고 4오이라드
내 여러 세력 간의 경쟁과 알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했는데, 이는 나
중에 야르칸드의 권좌를 둘러싼 준가르와 호쇼드의 충돌을 통해 적
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모굴 칸들이 지배하던 타림 분지의 오아
시스는 당시 4오이라드 세력들이 유일하게 접근 가능했던 정주 지
역이었기 때문이다.
1667년 압둘라 칸의 아들인 욜바르스가 준가르로 망명하면서153)
셍게는 天山 남쪽으로의 진출에서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모굴 칸국에서는 이슬람 신비주의 교단인 낙쉬반
디(Naqshbandī)의 마흐둠이 아잠(Makhdūm-i Aʽẓam)이라는 인물의
후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
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白山黨(Aq Taghliq)과 黑山黨(Qara Taghliq)
으로 나뉘어 치열한 대립을 벌였다.154) 앞서 압둘라 칸은 카쉬가르
150)

본고 1장 2절 참조.
Die Soongarr erhielten ihren Nahmen davon ,weil sie dem Tibet zur linken
oder in Westen, gegen das Altaische Gebirge und den Irtisch wohnten. “준가
르는 티베트의 왼편 혹은 서쪽에, 알타이 산맥과 이르티쉬의 맞은편에 머물
렀으므로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Pallas, pp.10-11).
152) Senge az rashk-i Ghaldama daghdagha tākhtan-i Keriyä namūda bā
panj hazār bahādur mantakhab bar sar-i Keriyä āmad. “셍게는 갈담바를
시샘하여 황급히 케리야의 공격에 나섰는데, 5천 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케리
야로 왔다.”(Khronika, 78a).
153) Yolbars khān yakhshi khān idi, amā bad gumān idi, khān bilä Nūr
al dīn khān yaqin keldilär bad gumānliq qilib Senge[ge] däb taghgha
chiqti. “욜바르스 칸은 훌륭한 군주였지만 의심이 많았다. [압둘라] 칸과
누르 앗 딘 칸이 가까워지자 의심을 품고, ‘셍게에게로’라고 하며 산을 올랐
다.”(TK, 96a).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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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남 욜바르스(Yolbars)에게, 악수를 또 다른 아들 누르 앗 딘
(Nūr al dīn)에게 分封한 바 있다. 특히 장남을 신임한 압둘라 칸은
호탄을 욜바르스가 낳은 자신의 손자에게 맡겼다. 그러자 욜바르스
는 白山黨과 결탁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를 강탈당한 黑山黨의 호
자들은 악수로 도주했다.155) 또한 욜바르스는 호탄과 카쉬가르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부친의 수하들을 자의로 처결하기도 했
다. 이러한 욜바르스의 행보에 위협을 느낀 압둘라 칸은 1666년에
야르칸드와 호탄 등지에서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누
르 앗 딘과 黑山黨 세력을 악수로부터 불러들여 함께 카쉬가르를
공격했다. 이에 욜바르스는 오이라드로의 도주를 감행하게 되었
다.156)
당시 욜바르스의 입장에서는 호이드나 호쇼드로 가는 것보다 준
가르로 가는 편이 유리했다. 호이드로 가기 위해서는 黑山黨의 집결
지가 된 악수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솔톤 타이시는 이미 자신의 삼
촌인 이스마일과 이브라힘을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호쇼드는 추와
탈라스에서 활동하던 갈담바가 1667년 가을에 사망하면서 天山 이
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을 잃은 상황이었다.157) 이에
비해 셍게는 동몽골 원정을 성사시키면서 세력을 더욱 확장했으며,
남쪽으로 주의를 돌릴 여유도 갖춘 상태였다.
압둘라 칸은 욜바르스가 통치하던 카쉬가르를 누르 앗 딘에게 맡

R.B.Shaw, “The History of the Khōjas of Eastern Turkistān”, Journal of
Asiatic Society of Bengal, Extra No. 1897; 佐口透, 「東トルキスタン封建社會史

154)

序說:ホジャ時代の一考察」, 『歷史學硏究』, 134(1948),pp.1-18; Schwarz, H.G.,
“The Khwajas of Eastern Turkistan”, Central Asiatic Journal, 20-4(1976),
pp.266-296; 김호동,『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1999, pp.36-37. 참조.
155) 욜바르스와 白山黨의 관계에 대해서는 Brophy, p.19참조.
156) 앞의 책, 79b-80b; 魏良弢, pp.137-138.
157) tere morin ǰildu (중략) tere namur Гaldamba Biǰidu burxan
boluqsan-du. “말의 해(1667) (중략) 그해 가을 갈담바가 비지에서 成佛(사
망)했다.”(SG, 27b); 비지(Biǰi)는 타르바가타이에서 발하쉬 노르로 흐르는
하천이며, 위치는 Renat 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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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하지만 그가 안디잔 원정 과정에서 사망하자 카쉬가르에서는
키르기즈인들이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대립했고 주민들과의 반목
도 심해져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욜바르스는 이 틈을 타
서 카쉬가르의 탈환을 시도했다. 아투쉬(Artuch)158)의 주민들은 욜
바르스에게 성문을 열어주었고, 압둘라 칸은 이러한 내부의 동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메카 순례159)를 구실로 아우랑제브(Aurangzib,
r.1658-1707)가 이끄는 무국 제국으로 망명하게 된다.160)
모굴 칸국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黑山黨은 호이드로 사신을
보내 이스마일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이스마일은 솔톤 타이시와
함께 악수로 향했는데, 이는 압둘라 칸에 의해 축출된 지 25년 만
의 귀환이었다. 그러는 동안 욜바르스 칸의 세력은 카쉬가르를 접수
하고 야르칸드로 접근했다. 이스마일은 야르칸드를 장악하려는 욜바
르스 세력과 충돌했으며, 그 결과 준가르와 호이드는 서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권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경쟁을 벌였다. 야르칸
드로 먼저 입성한 욜바르스는 모굴의 칸으로 즉위했다. 욜바르스와
셍게는 악수 방향으로 진군하여 솔톤 타이시와 이스마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우치161)의 요새를 포위했다.162) 샤 마흐무드의 기록에는
양측의 전투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누락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후 욜바르스와 이스마일이 각자의 근거지인 야르칸
드와 악수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준가르와 호쇼드 간 전
면전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다.
셍게는 욜바르스의 아들인 아부 사이드를 카쉬가르의 통치자로
카쉬가르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西域地名考錄』, pp.53-54; Shinjang
Uyghur Aptonum Rayon Kheritler Toplimi, pp.168-69.
159) 1452년에 두글라트部의 후다이다드(Khūīdādād)가 티무르朝의 울룩벡에
게 망명했을 때도 명분은 “메카 순례”였다.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
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東洋史學硏究』 33, 1990, p.82-84
참조.
160) Khronika, 80b-81a; 魏良弢, pp.138-139.
161) Üč는 악수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 Renat I：Oš(79)
162) Khronika, 81b-82a.
158)

- 46 -

세우고 알리 샤(ʽAli Shāh)를 그의 후견인으로 두어 정무를 장악하
도록 한 후 에르케 벡과 1천 명의 군대를 남겨놓은 채 귀환했
다.163) 이는 욜바르스의 권력을 야르칸드로 제한함으로써 일종의 분
할 지배를 시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욜바르스 칸은 셍게가 본거지로 돌아가자 전에 했던 말을 뒤집고
전권의 행사를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욜바르스는 셍게가 남겨
놓은 이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에르케 벡은 우쉬케 자이
상(Ushkā jaisāng)164) 및 아미르들의 우두머리인 알리 샤 벡과 연
163)

Senge bi-ṭaraf-i Noyaghūt kas farastāda sar-i Noyaghut ki Satip Aldi
būd koshta Noyaghut-rā garafta bi-pīsh Yolbars khān āvardand.
Yolbars khān az-Senge dar wahm shuda az-āmadan-i khud pushaīmān
shud. barāy mukhlaṣ-i khud mamlikat-rā bi-Senge tafawīẓ namud
khud bi-khadmat-i pidar raftan-rā bi-khūd qarār dād. Senge malk-rā
bi-padar-i khūrd-i Yolbars khān ki Abū Saʽid sulṭān nām dāsht bi-u
dāda mīrzā ʽAli shā rā ataliq-i u sākhta Asfandīyār bīk-rā bi-hukū
mat-i Kāshghar nāmzad gardānīd ʽIvaḍ bīk-rā ishik agha mulā Qara
khwāja-rā qāẓi har kudām-rā munāsib-i ḥāl manṣab ta'aīn farmūd.
Erke bīk-rā bi-hamrāhi hazār kas bi-muḥāfiẓat-i mamlikat farastāda
būd. Yolbars khān az-har qasim-i asbabi ki munāsib-i ḥāl-i pādshā
hanst āvarda būd bi-Senge dāda wadā' namuda bi-maqr-i sulṭanat-i
khūd rajū' namūd. “셍게는 노야구트 쪽으로 사람을 보내어 노야구트의
우두머리인 사팁 알디를 죽이고 노야구트인들을 붙잡아 욜바르스 칸 앞으로
보냈다. 욜바르스 칸은 셍게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어 스스로 온 것을 후회했
다. 활로를 찾기 위하여 왕국을 셍게에게 委任하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가기
로 결정했다. 셍게는 왕국을 아부 사이드 술탄이라고 하는 욜바르스 칸의
작은 아들에게 주었다. 미르자 알리 샤를 그의 아탈릭(=王傅)으로 삼고, 이스
판디야르 벡을 카쉬가르의 하킴(=총독)으로 임명했다. 이와즈 벡을 이식아
가(=경비대장)로, 물라 카라 호자를 카지(=判官)로 삼는 등 모든 이들을 그
에 맞는 직위에 임명했다. 또한 에르케 벡으로 하여금 1천 명을 이끌고 왕국
을 수호하도록 보냈다. 욜바르스 칸은 왕권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셍게에게
맡기고 떠났으며, 자신의 수도로 돌아갔다.”(Khronika, 82b).
164) Yolbārs khān bir yil khān boldi. Üshük jaisāng bilä itfāq qilip Erke
bayān körnimek khān-ni öltürdi. “욜바르스 칸은 1년 동안 칸으로 있었는
데, 에르케 바얀은 우쉭 자이상과 힘을 합쳐 칸을 살해했다.”(TK, 98a). 우쉭
자이상이라는 인물은 Khronika에도 등장하는데, 4오이라드에서 통용되는
자이상(jaisāng)이라는 명칭을 보았을 때 모굴 칸국인이 아니라 셍게가 파견

- 47 -

합하여 욜바르스 칸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인 압둘 라티프 술탄을
야르칸드의 칸으로 즉위시켰다. 그러나 이와즈 벡(ʽIvaḍ beg)과 압둘
라티프의 母后가 알리샤 벡을 살해하는 등 白山黨의 반발이 일어나
자, 에르케 벡은 우쉬케 자이상과 함께 카쉬가르로 도주했다.
알리샤 벡의 피살 소식을 들은 이스마일 칸은 세력을 규합하여
야르칸드 방면으로 출정했으며, 호이드의 솔톤 타이시는 아들을 보
내 그를 돕도록 했다. 악수 군대가 카쉬가르에 도착하자 “에르케 벡
은 우쉬케 자이상으로부터 이탈(judā)해 이스마일 칸에게 가담했
다.”165) 이로써 준가르는 모굴 칸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
게 되었다. 이스마일은 야르칸드 점령이 여의치 않자 에르케 벡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우선 동남쪽 근교에 위치한 카르갈릭을 점령했
다.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한 야르칸드의 압둘 라티프 칸과 白山黨 세
력은 도주했으며, 이스마일은 1670년 4월 2일 야르칸드로 입성해
모굴 칸국의 칸에 즉위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얼마 뒤 카쉬가
르까지 장악했다.166)
그렇다면 왜 셍게는 수하인 에르케 벡이 배신하고 이스마일 칸의
세력이 야르칸드와 카쉬가르를 점령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달라이 라마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준가르에서는
셍게와 바가 반디(Baga Ban dhe)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167) 원
래 셍게가 에밀河 북쪽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바가 반디의 父

한 또 다른 오이라드 분견대의 대장으로 보인다.
Irkā bīg az-Ushkā judā shuda bi-khān mulahaq shud.(Khronika, 84a).
166) 앞의 책, 83b-84b; 魏良弢, pp.141-142.
167) Se-chen rgyal po mched lugs sam legs pa sogs orod nang dy'i rgu
ba 'i gyur mang tsam yod 'dra zer bar phan res gangs can mkhan po
dKon cog rin [chen] mi snar mang gas te (중략) Seng-ge dang Bā
-khan-ba-nde can rim gyis ma 'tsam pa'i dus kyi chang par phan thogs
che ba rang ne ma byung 'dug: “체첸 왕이 형제들과 갈등을 빚어, 오이라
드 안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듣고 강짼의 座主 꾄촉 린첸을
사신(mi snar)으로 보냈다. (중략) 셍게와 바가 반디의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아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CWV, Vol.6, pp.189-19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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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추쿠르 우바시의 도움이 컸으며,168) 그는 준가르에서 셍게를 제
외하고는 유일하게 러시아와 淸으로 사신을 파견할 정도의 세력을
지닌 인물이었다.169) 더구나 셍게는 바가 반디와 함께 호트고이드를
정복했으며, 그를 5000의 병력과 함께 켐칙에 주둔시킨 바 있
다.17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쿠르 우바시 세력과의 갈등은 물론 셍
게 자신의 통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
셍게는 모굴 칸국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들로부터 세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은 아래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르의 曆171) 4월 초, 엔사 뚤꾸(갈단)172)가 띵꼐(gTing-sKyes) 등을
파견하여 서신과 예물을 전했는데, 정복자(dgra 'dul) 셍게가 무슬림
들173)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었던 1천 쇼(zho)174) 정도의 황금이 들어
있었다. 셍게의 어린 자식들을 위해 진주 1包 및 장문의 답장을 보냈
다.175)
168)

2장 참조.
Baddley, pp.180-184.
170) 각주 112)참조.
171) 양력으로 1671년 5월경에 해당한다. 한편 호르의 曆은 몽골제국 시기 티베
트에 도입된 달력이다(山口瑞鳳, 「チベットの暦學」，『鈴木學術財團研究年
報』 10(1974-5), pp.77-94.
172) 엔사 뚤꾸(dBen-sa sprul sku)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173) 티베트어로 dgo는 머리, kar는 白色을 뜻한다. 한문 사료에서 무슬림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 白帽回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내용 참조(『皇朝藩部要略』 卷15, 1a-1b: 不食犬豕肉, 嘗以白布蒙頭,
故稱白纏頭人, 又稱曰白帽回. 回人自呼白帽曰达斯塔爾. “[무슬림들]은 개
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언제나 흰 천으로 머리를 감싸므로 白纏頭人
이라 하며, 白帽回이라고도 한다. 回人들 스스로는 白帽를 다스타르(dastār)
라고 부른다”).
174) 티베트의 무게 단위인 zho에 대해, 『5世달라이 라마自敍傳』의 중역본에서
는 이것을 1錢(=5g)으로 해석했다. 반면, Jaschke의 사전에 의하면, 1zho는
0.1ounce(=2.83g)이다.(阿旺洛桑嘉措, 『五世達賴喇嘛傳』(下), 2006, p.5;
Jaschke, H.Ä., A Tibetan-English Dictionary, p.47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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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년 갈단은 셍게가 생전에 모굴 칸국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중의 일부를 달라이 라마에게 전했다.176)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굴 칸국 원정으로 인해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준가르의 타림 분지 지배를 예고하는 사
건이라고 할 수 있다.

hor zla bzhi 'gor dBen-sa sprul pa'i sku gTing skyes tshogs gsog
pa can btang ba'i yi ge rten bcas kyi sdebs su Seng-ge dgra 'dul gyis
mgo dkar gyi khral nas blangs te bskur rtsis kyi gser zho stong:
Seng-ge'i s[r]as chung rnams kyi don du mu tig gi thum bu: ngag
ma rgyas par 'dug pa de lan bsrings:(CWV, Vol.6, p.221). 본
176) 본고에서 참조한 사료만으로는 셍게가 달라이 라마에게 황금을 증정하려
한 것이 단순한 선물의 성격인지, 아니면 貢納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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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셍게의 피살과 그 遺産
1670년에 셍게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죽음에 대한 달라
이 라마의 기록은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던 러시아 사료에 기록된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177) 이를 통해 라싸에서는 시베리아 총
독부보다 3개월 먼저 소식을 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에 근거해 셍게의 암살이 1670년 12월 14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178)
오이라드에서 초드바 바투르가 불길하게도 정복자 셍게를 야습하여 살
해했다. 서둘러 冥福을 비는데, 호르의 曆으로 11월 12일179) 메르겐
겔롱이 물품을 지니고 도달했다. [그는] 선한 (생을 이르는) 조건인 祝
願과 燒香을 행했으며, 冥福을 위해 3大 사찰에 燈을 밝히고, 망자
(mang ja)180)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다.181)

초드바 바투르는 셍게의 異母兄으로, 1659년의 내전에서 그에게
포로가 되었다 풀려났던 인물이다. 그는 왜 이 시기에 암살을 감행
했을까? 당시 셍게는 추쿠르 우바시의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
며, 호이드와 이스마일 칸의 야르칸드 점령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Zlatkin, pp.150-151.
이를 통해 셍게가 1771년 1월에 사망했다고 본 팔라스의 설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Allein im Januar 1671. ward er von seinen jungern Brüdern
Tschetschen und Batur ermortet.(Pallas, p.40).
179)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14일이다.
180) 망자[mang(많다)+ja(茶)]는 사원과 같은 곳에서 대중들에게 茶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181) O-rod du Cod-pa Pā-thur gyis bde skyid phung la re pa'i rnam pas
Seng-ge dgra 'dul mtshan brdungs kyis lnga pa'i lam du btang ba'i
mgyogs ba bsngo skyel bar Hor zla bcu gcig pa'i chos gnyis la
Me-rGan dGe-sLong can 'byor: bsngo smon dang byang bzhu byas:
dge pa'i mthun rgyen du dkar me dang grwa sa chen po gsum du mang
ja'i dgos cha sgrad:(CWV, Vol.6, p210).
17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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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셍게의 자식들은 아직
어렸으며 장인인 오치르투 체첸 칸은 종형제들과 분쟁 중이어서182),
異母兄들은 그를 제거하기 좋은 기회라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은 승복에 가려진 갈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셍게의 동생 갈단은 출생과 더불어 당시 오이라드에서 가장 명망
이 높았던 高僧 엔사 후툭투(Ensa xutuɣtu)183)의 轉生으로 인정받
아 티베트로 출가했다. 몽골과 오이라드에 티베트 불교가 전해지면
서 부족장들은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을 출가시키곤 했다. 이렇게 승
려가 된 이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과 단절되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
로 종교 활동을 벌였다. 부모나 형제의 후원을 받는 한편,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그 一族들이 지닌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해주었던
것이다. 그 예로 오이라드에서는 자야 판디타가 의형제인 오치르투
로부터, 할하에서는 젭춘담바(Jebdzundamba)가 형인 투셰투 칸으로
부터 후원받아 활동했던 것을 들 수 있다.184) 갈단은 1666년에 준
가르로 귀환하여185) 약 4년 동안 셍게의 部衆에 머물렀다.186) 자야
CWV, Vol.6, pp.189-190.
몽골어 사료에는 Ensa xutuqtu 또는 Inza xutuqtu로 기록되어 있으며,
티베트어로는 dben sa sprul sku라고 한다. sprul은 顯現한(incarnated),
sku는 肉身(body)의 의미를 지니며, 몽골어의 轉生(xubilɣan)과 뜻이 통한
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몽골어권에서는 轉生者에게 후툭투(xutuqtu)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엔사 후툭투에 대해서는 M. 烏蘭, 「英藏呼圖克圖史實考」,
『內蒙古社會科學』，1993－5; 烏雲畢力格,「關於尹咱庫圖克圖」, 內蒙古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 2; 김성수, 「티벳 전통사회에서의 사원과 “티벳
불교 문화권”의 형성-겔룩 교단 사원의 내륙 아시아 전교를 중심으로 」, 『몽골
학회』 21(2006). 참조. 한편 갈단이 엔사 후툭투의 轉生으로 여겨진 정황에
대해서는 宮脇淳子, 1991, n.59참조.
184) 바이 바가스는 자야 판디타를 입양한 뒤 오치르투를 대신하여 출가시킨 바
있다. 따라서 오치르투와 자야 판디타는 의형제에 해당한다(이주엽, p.12); 한편
젭춘단바와 투셰투 칸의 관계에 대해서는 Atwood, 2004, pp.267-269; 金成
修, 『明清之際藏傳佛披在蒙古地區的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p.48-65 등을 참조.
185) 갈단의 귀환 시기에 대해서는 宮脇淳子, 1991, pp.71-72참조.
186) 若松寬, , 1998, p.23.
18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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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디타나 젭춘담바의 예로 미루어 갈단 또한 셍게의 지원을 바탕으
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그를 보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셍게가 살해당하고 나서 갈단이 수하들을 수습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갈단은 복수에 나섰다. 체첸 타이지
는 살해되었으며, 초드바 바투르는 쿠쿠노르로 도주했다.187)
또한 갈단은 바가 반디를 격퇴했다. 티베트를 순례 중이던 그의
父 초쿠르 우바시는 겔룩파 수뇌부에 구원을 요청했다. 달라이 라마
는 마지못해 요청을 받아들여 사신을 보내면서도, 간단寺 주지와 같
이 비중 있는 인물의 파견은 거절했다.188)
앞서 달라이 라마는 준가르의 내전이 종결된 이듬해인 1660년에
187)

『皇朝藩部要略』 卷9,「厄魯特要略」1, 9a: 其異母兄車臣·卓特巴巴圖爾與爭
屬產遂殺僧格. 有噶爾丹者僧格同母弟也. 居唐古特習沙門法. 達賴喇嘛遣歸
轄厄魯特衆因執車臣戕之卓特巴巴圖爾與弟卓哩克圖和碩齊奔清海. “그 異
母兄 체첸과 초드바 바투르는 屬產을 가지고 다투다가 셍게를 살해했다.
갈단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셍게의 同母弟이다. [그는] 탕구트에서 沙門의
法을 익히고 있었다. 달라이 라마가 돌아가 울레드의 무리를 관할하게 하니
체첸을 잡아 그를 죽이고, 조드바 바투르는 동생인 조릭투 호쇼치와 靑海로
도주했다.”
188)O-rod Cong-gar nang 'khrugs pa'i dBen sa sPrul sKus Bā khan Ba
nde can bcams ba'i gnas tshul byung 'phral zla ba gnyis pa'i tshes
bcu gcig la Chos-Khur O-pa-shi 'Dam nas phyir log pa'i mi snar dga'
ldan khri rin po che sogs phebs dgos tshul byung ba [ga la 'grig] cing
tshig gcig tshig min na tshig brgya tshig min pa'i dpe ltar mkhan po
gnyis kyis shogs ma thon bar mi btang yang dgos nus med 'dra 'ng
dpon po'i ngo gzung byed du mGron gNyer Dar dar rdzong bda': “오이
라드의 준가르에서 분쟁이 일어나 엔사活佛이 바가 반디를 제압했다고 한
다. 2월 11일에 초쿠르 우바시는 담'Dam으로부터 사람을 보내, “간댄寺 座
主 등이 (준가르로) 갔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100마
디 잘못된 말로 와전된다”라는 격언대로, 두 명의 座主를 불러들이는 것은
아마도 불가할 것 같지만, 施主의 얼굴을 거스르지 못하고 된네 다다를 파견
했다.”(앞의 책, p.216.）간댄寺는 겔룩파의 본산에 해당하였으며, 그 座主
(Mo: širetü)는 1686년에 몽골리아로 파견되어 할하 좌우익을 중재하는 역
할을 했다. 石濱裕美子, 「ガルダン․ハルハ․淸朝․チベットが共通に名分とし
ていた「佛敎政治」思想:滿州文․モンゴル文․漢文「朔漠方略」の史料批判に基
づいて」, 『東洋史研究』 59-3(2000), pp.429-456 참조.

- 53 -

라뎅寺189) 座主를 ４오이라드에 파견해 상주시켰다.190) 겔룩파 승
려들은 전후 처리 과정에 개입하여 셍게에게 사로잡힌 초드바 바투
르를 석방하고 속민들의 일부를 돌려받도록 한 바 있다. 라뎅사 전
임 座主는 호쇼드의 내전에서는 오치르투와 아블라이의 사이를 중
재하기도 했다.191) 이처럼 겔룩파는 오이라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의 당사자들을 중재해왔다. 이러한 방
식은 유목세력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
결하는 순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겔룩파 교단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당사자들 모두와 施主-福田192)관계로 엮여 있었으므로 개입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도자의 권위로 수하를 완
전히 압도하기 전까지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목세계에
서 패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해결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
아띠샤(Atīsha)의 수제자 돔뙨('Brom ston: 1005-1064)이 창건한 사찰로
라싸 북쪽에 위치해 있다. Maher, “The lives and time of 'Jam Dbyangs
Bzhad pa”, in Power, Politics, and the Reinvention of Tradition, Bryan
J. Cuevas and Kurtis R.Schaeffer(ed.), Leiden: Brill, 2006, pp.135.
190) lcags byi lo (중략) rwa sgreng mkhan po bstan pa dar rgyas o rod
kyi gzhung gi bde thabs la mngags. “쇠-쥐의 해 (중략) 라뎅의 座主인
땐빠 다걔를 오이라드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파견했다.”(CWV, Vol.6,
p.586).
191) xutuqtu Blo-bzang xutuqtu Ram-sgreng nomiyin-xān Dulba-corji:
Ačitu-corji bügüdēr xuraji Cecen-xāni xoriboi: xoriildu oroyo
Abalayigi acaraji zolɣoul kemēqsen-dü: Rayireng-nomiyin-xān ȫdȫ
bolun mani xutuqtuyin Erke-corji terigüüulen blamanar büriyin elči
odboi: “후툭투와 롭상 후툭투, 라뎅法主, 둘바 초르지, 아치투 초르지는
모두 모여 체첸 칸을 말렸다. ‘[체첸 칸이] 말리는 것을 받아들이겠소. 아블
라이를 불러 만나게 해 주시오’라고 하자, 라뎅法主가 [아블라이]에게 향했
으며, 우리 후툭투 측의 에르케 초르지를 비롯한 라마들은 모두 사신을 보냈
다.” (ZP, p.18a).
192) 施主-福田 관계는 티베트어로 왼최(Yon-mchod)라고 하며, 정치 지도자
의 세속적 군사적 원조와 종교 지도자의 정신적 종교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를 말한다. 최소영,「13세기 중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서울대
동양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p.10 n.31.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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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겔룩파의 중재로 풀려난 초드바 바투르가 일으킨 셍게의 암살
사건은 불교 교단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이 낳은 파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오이라드에 대한 영향력의 쇠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대리인을 소환하여 變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
다.193) 이후 겔룩파에서는 갈단이 주변 세력들을 병탄하는 것을 방
관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이라드의 상황에 대해 세세한 기록을 남겨
왔는데, 1675-6년 갈단이 체첸 칸을 사로잡고 호쇼드가 완전히 몰
락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갈단이 바가 반디
를 공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
이 크다.194) 겔룩파는 셍게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4오이라드의 정
193)

Rwa-sgreng mkhan zur bstan pa dar rgyas O-rod nas 'khor te de
nyin mjal thub la res bshad nas byung pa (중략) lcag byi rgyal po sku
mched kyis ma ga dha'i don skur la mi sna gtong dgos tshul byung
ba dang der ma zad O-rod tshod pa bzhi'i gzhung mtha' dag la gang
phan gyi bslab bya dang bcas rwa-sgreng mkhan zur pa btang bar
brten lo yang bcu gnyis tsam thogs shing Cod pa pā thur khyo shugs
btson ra nas bton te dud grangs lnga bcu skor gyi skal ba dan g bcas
pa'i bde thabs bag tsam thub par snang: “라뎅사 전임 座主 땐빠 다르걔가
오이라드로부터 돌아왔을 때, 당일 접견하고 대화를 나누눌 수 있었다. (중
략) 쇠-쥐의 해(1660)에 왕의 형제들이 마가다의 일로 사신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더구나 4부 오이라드의 정무에 지침과 조언을 주기 위하여 라뎅사
전임 座主를 파견했는데, 12년 동안 [그 일을] 담당했다. 구금된 초드바
바투르 부부를 풀어주고 50호를 몫으로 돌려주면 편안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CWV, Vol.6, p.317-318).
194) 앞서 겔룩파의 요청으로 쿠쿠노르를 원정하게 된 구시 칸은 정복 전쟁을
계속하여 티베트 전체를 정복하였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권위를 받들면서
도 스스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구시 칸이 사망 한 뒤 운신의 폭이 넓어
진 달라이 라마는 구시 칸이 쥐고 있었던 섭정의 임명권을 되찾는가 하면,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장남인 다얀 칸을 그의 후계자로 승인하면서도, 여섯
째 아들인 도르지에게 달라이 홍타이지라는 칭호를 주는 방식으로 견제했
다. 이주엽은 이러한 상황에서 겔룩파는 4오이라드의 본토인 天山北方마저
구시 칸의 일족인 호쇼드 세력이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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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대한 개입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갈단이 패권을
장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셍게의 활동은 17세기 오이라드와 모굴 칸국의 관계에도 많은 영
향을 주었다. 다음은 『호자傳』의 한 부분인데, 黑山黨과 이스마일
칸에 의해 모굴 칸국에서 축출된 白山黨의 지도자 호자 아팍(Khwā
ja Āfāq)이 칼막인들의 도움을 받아 카쉬가르를 되찾는 장면의 일부
를 인용한 것이다.
카쉬가르의 주민들에게 호자 아팍이 셍게(SNKY)라는 이교도와 함
께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박 술탄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치
했다.195)

당시 카쉬가르를 통치하던 바박 술탄은 1670년 4월에 집권한 이
스마일 칸의 아들이므로, 호자 아팍과 동행한 인물은 갈단이 되어야
사실과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澤田穂가 확인한 『호자傳』의 사본
26종의 사본 가운데 7종에는 칼막 수령(Qalmaq töräsi)의 명칭이
위와 같이 SNKY(N)라고 기록되어 있다.196) 이 같은 오류는 단순한
誤記라기보다는 『호자傳』을 필사한 이들의 기억 속에 셍게가 욜바
르스 칸과 白山黨을 지원했던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엽의 의견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山口瑞鳳, 「ダライラマ五世の統治權ー
活佛シムカンゴンマと管領ノルブの抹殺」, 『東洋學報』 73-3·4(1992);
이주엽, p.19-20).
195) Kāshghār khalqi gha anglandi ki Khwāja Āfāq Senge digän kāfr birlä
kelip durmishlar däb lashkar birlä Babāq sulțān chiqib rū bi-rū
boldilar(Ms. Turk. d.20, f.25b; Sawada Minoru,“Three groups of
Tadhkira-i Khwājagān”, in Studies on Xinjinag Historical Sources in
17-20 centuries, Tokyo: The Toyo Bunko, p.22에서 재인용).
196) 澤田穂에 따르면 호자 아팍과 동행했던 칼막인은 명칭은, D191, C583,
B776, 4-1313, Turk. d.20, Turk10에는 SNKY, D127에는 SNKYN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D127에는 보쇽투(BSHQTY<Bošoqtu xān=Гaldan)로
기록되어 있다. 스물여섯 개 사본들의 기호와 소장처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pp.19-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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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준가르에서는 에르케 벡과 같은 군인은 물론이고, 역관과 상
인 등 중앙아시아 정주 지역 출신 무슬림들의 활동이 활발했다.197)
따라서 이들을 매개로 준가르-白山黨의 연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크다. 갈단이 黑山黨과 白山黨의 분열을 이용하여 야르칸드를 취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98) 마찬가지로 이슬람 신비주의 교
단에서도 오이라드의 분열을 활용했는데, 준가르가 白山黨의 추종자
인 욜바르스를 지지하자 黑山黨의 호자들이 호이드의 솔톤 타이시
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스마일
칸이 집권하여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던 것도 셍게의 몰락으로
준가르가 남쪽의 문제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
을 것이다. 실제로 이스마일 칸-黑山黨 측은 갈단과 오치르투 체첸
칸 간의 전쟁에서 후자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이라드로부터
망명한 세력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199)
갈단은 이전에 셍게가 제기했던 속민들의 귀속 문제를 1673-4년
에 걸친 교섭을 통해 러시아와 준가르 양측에 야삭을 납부하는 바
투르 홍타이지 시절의 방식으로 매듭지었다. 이에 대해 버그홀즈는
셍게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에 반해 갈단
197)

쿨빈스키는 셍게의 오르두에서 부하라인들이 러시아와 준가르 간의 서신
들을 번역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Baddley, p.184.
198) Zlatkin, p.167.
199) tende Cecen-xān Zultustu tüme düüren kümün čuqlād čuuluqsan-du
zar[i]m inu Baroun-tala oduya kemēbei: zarim inu Xoton-du oroji
Xotoni tarān ideye kemēbei: zarim inu Xasagi ideye kemēbei: zarim
inu kümü ilgeji elseye kemēbei: zarim inu Dorǰi-Rabtan-i xoyinōso
Torɣoud-ā neyileye kemēbei: zar[i]m inu čike yabuǰi ükülceye kemē
bei: Yerken-i xān čü ene übül mani dēre übülze tümen kümün-i künesü
bi dāsu kemēbei: “그때 체첸 칸이 율두즈에 1만 명을 모아놓았을 때, 일부
는 ‘바른 탈라로 갑시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호톤으로 가서 호톤의 곡식
을 먹읍시다’라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카자크를 병탄합시다’라고 했다. 일
부는 ‘사람을 보내 화해합시다’라고, 일부는 ‘도르지 랍단을 따라 토르구드로
갑시다’라고 하고, 일부는 ‘바로 나아가서 [싸우다] 죽읍시다’라고 했다. 야
르칸드의 칸은 “우리 땅에서 겨울을 납시다. 1만 명이 먹을 식량은 내가 부담
하겠소’라고 했다.”(ZP,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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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화적이었다며 양자의 차이를 강조했다. 셍게는 러시아가 과거
준가르의 속민들에게 야삭을 거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동쪽
으로 진출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지닌 갈단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다.200)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이 처했던 구체적
인 상황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다. 당시 갈단은 1671년 말부터 오
치르투 체첸 칸으로부터 이탈한 세력들을 받아들이는 등 호쇼드와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1675년에는 급기야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
었다201). 앞서 셍게는 중국으로 가는 통행로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
할 수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는 네르친스크를 통해 淸과 직접 접촉
할 수 있었다. 준가르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혹은 일부 속민
들의 귀속 문제가 중요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이라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대외관계에서도 준가
르에게는 동몽골 즉, 할하의 동향이 훨씬 더 중요했다. 롭상 홍타이
지가 몰락하기 전까지 셍게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속민들의
귀속 문제보다는 호트고이드와 러시아가 연합하여 준가르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시베리아의 요새들을 공격하는 등 러
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롭상을 제거한 이후의
일이었다.202) 마찬가지로 갈단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1670년
대부터 시작된 할하 좌우익의 내분이 미칠 파장이었으며, 이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Bergholz,, pp.245-247.
ɣaxai ǰil-dü kürē Yöngkül-dü übülzebei tere übül Aldar-tayiši übül-ē
r Erčiš ȫdölǰi Bošoqtu-xanai-du neyilebei: (중략) xuluɣana ǰili-yin
xabur Danǰin-xong-tayiǰi urbaǰi Bošoqtu-xān-du neyilebei: (중략)
toulai ǰili-yin zun Cecen-xān Bošoqtu-xān-du ceriq mordoǰi: “돼지해
(1671) 僧院은 용쿨에서 겨울을 났다. 그해 겨울 알다르 타이시가 겨울[의
結氷]을 이용하여 이르티쉬로 와서 보쇽투 칸에게 합류했다. (중략) 쥐의
해(1672) 여름, 단진 홍타이지가 [체첸 칸을] 배반하고 보쇽투 칸에게 합류
했다. (중략) 토끼 해(1675) 여름 체첸 칸은 보쇽투 칸에게 출정하여(생
략)”(ZP, 29b).
202) Zlatkin, pp.142-147.
20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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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7세기 준가르가 할하 좌우익의 분쟁에 개입했던 것
은 갈단이 오이라드를 통합하고 타림 분지와 투르판 등을 장악하여
세력이 확대된 이후로 보고 있지만,203) 사실상 그는 셍게가 했던 일
을 이어받은 것이다. 갈단이 할하에 개입하기 위해 머물던 호브도와
테스는 셍게가 호트고이드를 병합하면서 확보한 곳이다.204) 또한 갈
단이 원조했던 자삭투 칸 쳉군과 그의 아들 샤라(Šara)는 과거 셍게
가 지원했던 쳉군의 아들이자 후계자이다. 『王公表傳』에서는 갈단과
샤라 간의 인척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샤라 女兄의 남편
은 랍단이라고 하는데 갈단의 戚族이다.”205)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
는 랍단은 셍게의 아들인 체왕 랍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칭기스 일족인 자삭투 칸의 입장에서도 준가르와 혼인관계를 맺
었다면 수령 내지 그의 자제라야 격이 맞을 것이다. 갈단의 형제들
과 자식들을 통틀어 봐도 랍단이라는 이름은 없으므로, 이 혼인은
쳉군을 즉위를 전후하여, 그의 딸과 셍게의 아들 간에 이루어 진 것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갈단이 자삭투 칸 샤라를 지원하고 투셰투
칸과 젭춘담바를 공격하여 淸의 개입을 초래한 사건206)은 셍게와
할하 우익과의 관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셍게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갈단에게 부정적으로 작용
했던 것을 짚어보자. 셍게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장남이
체왕 랍단이다. 그는 부친이 암살당했던 시기에는 나이가 어려 갈단
앞의 책, pp.173-174.
übüli-yin türüün sara-yin arban dolōn-du Xobdu-du örgü-dȫn
buubai: xān čü xarin ȫdö bolǰi ireǰi Testü örgüdȫn buubai: “겨울 첫
달 18일에 호브도에 宮帳을 두었다. (중략) 칸도 돌아와서 테스에 宮帳을
두었다.”(SG, 36b;37a); 호브도와 테스의 위치는 Renat II: 439; 493. 한편
기욤의 지도에서 오브河 南岸에 위치한 롭상의 營地(Royaume de Altin)가
칼막의 영역('Pas des Calmoucs)에 속해 있는 것은 셍게가 호트고이드의
영역을 병합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L'Isle, Guillaume de, Carte de
Tatarie, Paris, 1706.
205)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卷61, p.586a: 沙喇女兄之夫曰阿拉布坦為
噶爾丹戚族.
206) 宮脇淳子 ,1995, pp.204-208; 石濱裕美子, 2000, pp.429-456.
203)
204)

- 59 -

의 보호를 받았으나 1680년대 중반에는 단독으로 사이람으로 출병
하여 카자크인들을 격파할 정도로 장성했다.207) 還俗한 뒤 1671년
이후에야 자식을 가질 수 있었던 갈단의 입장에서 전임자의 아들이
라는 존재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갈단이 체왕 랍단의 정혼
자를 탈취한 것은 랍단이 호쇼드의 잔당들과 연계하여 그의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꺼려한 탓으로 짐작된다. 그 정혼자가 오치르투 체첸
칸의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체왕 랍단은 위협을 피해 도주했지만,
갈단이 몽골리아로 원정한 틈을 타서 호브두(Xobdu)208)를 차지했
다.209) 이 사건으로 인해 갈단은 본거지를 잃고 고립되었으며, 淸의
공격에 쫓겨 알타이 산중에서 사망하였다. 갈단은 셍게의 유산을 기
반으로 일어섰지만, 그의 아들로 인하여 몰락 한 것이다. 이처럼 유
목국가의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 혹은 숙질간의 유서 깊은 갈
등은 종교적 카리스마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207)

xuluɣana ǰildü (중략) Rabdan odči Sayiram-i ebdebei: “쥐의 해(1684)
[체왕]랍단이 가서 사이람을 함락했다.”(ZP, 33b).
208) 오늘날 몽골공화국의 홉드(Hovd), Renat II, 439.
209) 『皇朝藩部要略』 卷9, 「厄魯特要略」 1, 24b: 初僧格之死有子三. 長曰策旺
阿拉布坦, 次曰索諾木阿拉布坦, 次曰丹津厄木布. 及噶爾丹爲厄魯特長, 不善
撫之, 反虐殺索諾木阿拉布坦. 且奪策旺阿拉布坦議聘之妻啊海. 啊海者啊努
女弟也. 策旺阿拉布坦, 由是怨噶爾丹, 與僧格舊形臣七人, 率部衆遠徙額琳哈
畢爾噶, 又徙博囉搭拉. 至是偵噶爾丹侵喀爾喀潛兵至科布多掠噶爾丹妻啊努
及牲畜去. “원래 셍게가 죽었을 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체왕
랍단이고, 그 동생은 소놈 랍단(Sonom Rabdan)이며, 그 동생은 단진 옴부
(Danǰin Ombu)이다. 갈단이 울레드의 수장이 되면서 그들을 잘 무마하지
않고, 도리어 소놈 랍단을 학살했다. 또한 체왕 랍단의 정혼자 아하이(Axai)
를 빼앗았는데, 아하이는 아누의 여동생이다. 체왕 랍단은 이로 인해 갈단에
게 원한을 품고 셍게의 옛 신하 7인과 함께 部衆을 이끌고 멀리 에렌하비르
가로 옮겼으며 다시 보르 탈라로 이주했다. 이때에 갈단이 할하를 침략하는
것을 엿보아, 군대를 잠입시켜 호브두에 이르러 갈단의 처 아누와 牲畜을
약탈하고 갔다”; 宮脇淳子, 1995, pp.2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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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지금까지 셍게의 집권기를 통해 17세기 준가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바투르 홍타이지는 部衆을 둘로 나누어 셍게에
게는 우익을, 나머지 여덟 명의 자식들에게는 좌익을 맡겼다. 셍게
가 준가르 수령 자리를 계승하고 우익을 차지하게 된 것은 모계 혈
통 및 호쇼드와의 동맹관계에 의한 것이었다.그는 티베트를 정복하
고 달라이 라마의 보증을 받은 구시 칸의 외손이었으며, 호쇼드 수
령 오치르투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준가르의 우익의 목지는 일리 계
곡과 그 일대였으며, 좌익의 목지는 이르티스 상류와 호복사르의 지
역이었다.
셍게는 사망한 부친의 자리를 계승하고 몇 년 후 형제들과의 분
쟁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장인인 오치르투 타이지의 도움을 받고
숙부인 추쿠르 우바시와 연합하여 형제들을 제압하면서 준가르部
전체를 장악했다.
오이라드의 숙적 호트고이드가 할하 내 다른 세력들과 갈등을 겪
자, 셍게는 그 수령인 롭상 홍타이지를 사로잡고 그의 영지를 병합
했다. 이뿐 아니라 롭상에게 살해당한 왕축을 대신해서 그의 동생인
쳉군을 새로운 자삭투 칸으로 세웠다. 준가르는 과거 자신들에게 야
사를 바치던 속민들의 귀속 문제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시베리아의
일부 요새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셍게는 북방에서의 활동을 통
해 예니세이河 유역까지 영역을 넓히는가 하면 수많은 속민을 확보
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모굴 칸국 원정을 통해 天山 이남 진출에
적극적이었던 호이드와 그가 지원하던 이스마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압둘라 칸의 아들 욜바르스가 카쉬가르와 야르칸드를 장악하고 모
굴의 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주둔시키고 간
접지배를 시도했다. 이러한 정복 활동을 통해 준가르는 수많은 물
적·인적 자원을 확보했고 이는 향후 호쇼드 등 4오이라드의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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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을 압도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 세력들이 복잡한 구도로 경쟁하는 오이라드 내에서
남북으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
다. 셍게는 초쿠르 우바시 세력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
했다. 그로 인해 이르티쉬河 주변에서 벌어진 분쟁 와중에 모굴 칸
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異母兄인 초드바 바투르에
게 암살되고 말았다.
셍게의 동생 갈단은 형의 복수를 마치고 준가르의 수령 자리를
이어받았다. 엔사 후툭투의 轉生이라는 종교적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던 갈단은 형과 달리 오이라드의 다른 부족들에 대한 병탄을
실행하여 준가르에 의한 단일 패권을 확립했다. 하지만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굴 칸국의 신비주의 교단
가운데 하나인 白山黨과 손을 잡고 黑山黨의 세력과 적대한 것은
셍게가 시도했던 것을 반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할하의 분열에 대
한 개입은 셍게의 호트고이드 원정 및 할하 우익과의 관계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등 갈단의 대외 정책 중 많은 부분은 셍게
가 시도했던 방향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셍게의 대외 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칭기스 일족
의 칸을 두 명이나 즉위시켰다는 점이다. 본디 4오이라드의 동쪽으
로는 동몽골, 남쪽으로는 모굴 칸국, 서쪽으로는 카자크가 있었으며
모두 칭기스 일족에 의해 성립된 정치세력이다. 17세기 초반 까지
4오이라드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삭투 칸과 모굴 칸을 세웠던 준가르의 역량
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셍게의 집권기는, 이후
갈단이 통일 군주가 되고 준가르가 유목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
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분배가 유목 지도자 개인이
나 정치세력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셍게나 갈단 모두 대외 원정에서 막대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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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둔 직후 자신의 일족과의 갈등으로 몰락했다는 점, 그러면서도
그 후임자들에 의해 패권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본고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
며 부족한 부분은 차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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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十七世纪中后期准噶尔的政治
-以僧格的统治时期(1653-70)为中心

首尔大学校 大学院
东洋史学科 尹晟齐
本论文对于以僧格的统治时期为中心的十七世纪中后期的准噶尔政治
进行论述。准噶尔是构成四卫拉特一个部落构成。到了十七世纪后期，
准噶尔建立了包括天山南北的游牧国家。前人研究注重噶尔丹合并四卫
拉特的业绩，强调和其前任者僧格之间的断绝。因此，把僧格描写为统
治时期中困于围绕遗产分配的兄弟内讧而被杀的人物，与噶尔丹兼备宗
教力量与世俗权力的统一君主进行对比。然而，僧格在十七年的统治时
期中，在数次内战与对外远征获胜，强化准噶尔的力量，确立了对其他
部族的优势。为此，本文重新审视僧格的统治时期来考察这段时期关于
准噶尔形成霸权有什么意义。
僧格之所以超过十多个兄弟而成为巴图尔珲台吉的继承人，就是因为
他的母系血统以及准噶尔、和硕特两个部族的同盟关系。他是征服西藏
固始汗的外孙的同时，也是和硕特领袖鄂齐尔图的女婿。巴图尔把部民
分成两半，分别把右翼和左翼交给继承人僧格和给其他儿子。这因为不
仅是在巴图尔珲台吉的妻子们中，僧格的母亲阿敏多拉等级最高，还有
与和硕特的地政学上关系。准噶尔右翼的牧地为伊犁河谷和其周边，左
翼的牧地为额尔齐斯上流与和布克赛尔的周边
巴图尔珲台吉死后过四年的1557年，准噶尔发生了右左翼间的内战，
僧格得到岳父鄂齐尔图和叔父楚琥布乌巴什的帮助，经过两年镇压了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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翼的兄弟们。1661年，和硕特也发生内战，僧格与辉特—太师一起支援
鄂齐尔图，制服他的异母兄弟阿布賚。准噶尔和和硕特发生的内战均有
南北对峙的共同点。这跟分别在和布克赛尔与塔尔巴哈台山脉割据的巴
图尔珲台吉与鄂齐尔图南下到伊犁地区有关。
伊犁地区不但有良好的地形及牧地质量，有利于引进农耕的条件，还位
于容易靠近塔里木盆地的绿洲定住地区的地方。早就卫拉特出现之前，天
山北方的游牧民已经以伊犁地区为中心统治塔里木盆地，取得了为国家的
建立与维持上所需要的物资与人力。与此同时，四卫拉特和西藏的关系越
紧密，伊犁地区活用为二者间的主要交通路线。
东蒙古局势风云突变，僧格把根据地迁到北边。1662年和托辉特的领
袖罗卜藏额璘沁杀害了扎萨克图汗旺舒克，然后为了避免土谢图汗的迁
到阿尔泰山脉方向。沙俄在军事方面上支援和托辉特的状况令准噶尔担
忧。僧格把巴图尔珲台吉以后疏远的与沙俄的接触重新开始，介入了喀
尔喀右翼的政治。僧格攻击罗卜藏额璘沁而活捉他，合并其属民与营地
后，代替被杀的旺舒克把他的弟弟成衮拥立为新的扎萨克图汗。准噶尔
为以前向自己缴纳扎萨克的属民的归属问题来压迫沙俄，也进攻了西伯
利亚的一些要塞。准噶尔这样通过两次北方军事行为把领域扩大到叶尼
塞河流域，保持了众多属民。而且通过远征蒙兀儿汗国，打败了积极走
向天山以南地区的辉特与他支援的伊斯玛仪的兵力，支援阿卜杜拉汗的
儿子尤勒巴尔斯
掌握喀什和叶尔羌，让军队驻扎在定住地区的蒙兀儿汗国，企图了间
接统治。准噶尔由于这样南北来往的远征保持了众多物资与人力资源，
这成为此后压倒和硕特等四卫拉特的其他部族的基础。
然而，在卫拉特内部众多势力竞争错综复杂的情况下，同时把影响力
扩大到南北，也暴露了弱点。僧格不能有效抵御楚琥布乌巴什的势力。
他在额尔齐斯河边发生的争端中，完全丧失了其对蒙兀儿汗国的影响
力，甚至被自己的异母兄卓特巴巴图尔暗杀了。僧格的弟弟噶尔丹为他
复仇后，继承了准噶尔领袖地位。作为温萨呼图克图的转世，噶尔丹也
拥有宗教权威，实行吞并卫拉特的其他部族，确立了准噶尔的单一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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权。他在征服塔里木盆地的绿洲城市的过程中，与在蒙兀儿汗国互相对
峙的神秘主义教团之一的白山党携手，是承袭以前僧格做到的。还有介
入喀尔喀分裂也可以认为僧格远征和托辉特的延续等，在对外政策方面
上噶尔丹活用了前代的遗产。僧格的对外活动中最值得瞩目的就是他拥
立了成吉思一族的两位汗。一时夹在东边喀尔喀、南边蒙兀儿汗国、西
边叫哈萨克的成吉斯一族统治的政治势力的中间，急于谋求生存的准噶
尔，却到僧格的时代能够提高力量拥立喀尔喀的右翼与蒙兀儿的汗。如
此僧格的统治时期称得上以后噶尔丹当统一君主，准噶尔成长到游牧帝
国的重要过程。
主题词: 卫拉特, 准噶尔, 喀尔喀, 僧格, 噶尔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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