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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차가다이 울루스는 1340년대에 동과 서로 분열되었다. 차가다이 울루스의 

분열 이후 동부에는 모굴 한국이, 서부에는 티무르조가 건설되었다. 모굴 한국

이 차가다이 울루스의 정치적 전통을 유지한 것과 달리, 티무르조는 정치 상황

의 변화에 따라 몽골 전통과 이슬람 전통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

서 티무르조의 정치적 정체성은 변화하였다. 그러나 분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이념적 일체성이 존재하였다. 티무르조의 정체성이 발

전함에 따라 이러한 관념은 점차 의미를 상실하였고, 결과적으로 모굴한국과의 

관계 역시 변화하였다.   

  티무르는 트란스옥시아나의 통일 직후 모굴한국으로의 원정을 감행하였다. 당

시 모굴리스탄의 지배자는 반란을 일으켜 칸의 지위를 찬탈한 카마르 웃 딘으로

서, 티무르의 원정은 차가다이 한국의 재통합이라는 명분을 지닌 것이었다. 이

때 티무르는 칭기스칸 전통의 지지자, 차가다이조의 재건자로 자처하였다. 한편 

정복지가 확대되면서 티무르는 이슬람 세계에서 역시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티무르는 두 전통을 오가며 다양한 수준의 상징을 활용하여 정

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티무르의 카리스마는 새로운 정체성의 원

천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티무르 사후의 분란을 통합한 것은 샤루흐였다. 샤루흐는 헤라트를 중심으로 

통치하였고, 울룩벡을 사마르칸트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샤루흐는 이슬람의 

재건자로 자처했으나, 또한 몽골 전통을 유지하였다. 당시 샤루흐는 티무르조 

가문들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 메시아운동 등 이념적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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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여 그는 이슬람의 지적 전통을 계발하여 정통성을 새롭게 공식화할 필

요가 있었다. 샤루흐는 티무르의 신화적 측면을 발전시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는 모굴한국과의 관계에 반영되었다. 샤루흐 시기에 모

굴한국은 티무르조와 구분되는 정체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차가다이 울

루스와의 이념적 일체성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모굴한국과의 관

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울룩벡이었다. 그는 상대국의 계승분쟁을 이용

하는 방식으로 모굴한국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울룩벡은 계승분쟁에서 

패배한 쉬르 무함마드를 도와 우와이스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쉬르 무함마드는 

티무르조에의 종속을 인정하지 않았고, 울룩벡은 다시 사마르칸트의 사툭 칸을 

통해 정통성을 주장하며 모굴한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샤루흐와 울룩벡 이후 사마르칸트와 헤라트를 차지한 것은 아부사이드였다. 

그는 계승 분쟁을 통해 모굴 한국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울룩벡의 정책을 계승하

였다. 아부사이드는 유누스를 불러들여 에센 부카의 경쟁자로서 모굴한국의 칸

으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아부사이드는 모굴한국을 둘로 분열시킴으로써 그 세

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티무르조의 변용된 정체성은 

그들 자신에 의해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부사이드는 ‘칸’을 필요로 하

지 않게 되었으며 과거의 이념적 일체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부사이드와 유누스의 연합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었

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세 시기를 거쳐 티무르조는 이슬람 전통 안에 그들의 제국을 자리매김함으로

써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티무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전설적인 표상

이 되었고, 그의 신화는 티무르조의 후손들은 물론 후대의 국가들에 정치적 카

리스마의 원천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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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 제국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 

모굴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론

  차가다이 한국은 1346-47년, 카잔 칸Qazan Khan이 카자간Qazaghan에 의

해 피살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차가다이 한국의 분열 이후 동부에는 모굴한

국이, 서부에는 티무르조가 건설되었다. 양국 간에는 다양한 사건과 교섭이 존

재했지만 그 관계는 이념적, 군사적 대립 속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옛 차가다이 영역의 사람들은 적어도 14세기까지는 차가다이 한

국이 해체되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1) 뿐만 아니라 차가다이 한

국이 사실상으로는 분열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통합된 차가다이 한국이라는 관

념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어서, 일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후 시기의 양국 간 

관계의 바탕에 지속적으로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차가다이 한국의 정치적 전통이라는 공통의 유산을 물려받은 티무르조와 모굴

한국 간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양국의 

상이한 정치적 상황, 발전과정에 따른 상호작용의 결과였다. 모굴 한국이 부족

정치적 구조를 유지하며 차가다이 전통의 진정한 정치적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과 다르게, 티무르와 그의 후손들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몽골 전통

과 이슬람 전통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결국 칭기스칸의 제국을 티무르 제

1) Kim Hodong, “The Early History of the Moghul Nomads”, The Mongol 
Empire & its Legacy, Reuven Amitai and David Morgan ed., Brill, 2001,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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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대치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본고에서는 티무르조를 중심

으로, 정체성의 변용 과정에서 초기의 ‘이념적’ 일체성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

하고 이것이 모굴한국과의 관계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티무르가 등장했을 때 차가다이의 영역에는 칭기스칸 체제와 이슬람 전통이 

공존했으며, 두 전통은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티무르조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티무르조 정체성에 관

한 연구는 대체로 이슬람 세계로의 편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2),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샤루흐Shahrukh와 후세이니 바이카라Husayn-i Baiqara의 치세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몽골 전통에 대한 티무르조의 입장을 보여주는 몇몇 연구

가 있지만,3)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상징의 활용에 관한 분석으로, 당시 티무

르조가 실제로 차가다이조의 통합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2) Subtelny, Maria Eva, Timurids in Transition: Turko-Persian Politics and 
Acculturation in Medieval Iran, Leiden, Boston: Brill, 2007; Khalidov, A. B. 
and Maria E. Subtelny, "The Curriculm of Islamic Higher Learning in 
Timurid Iran in the Light of the Sunni Revival under Shāh-Rukh",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5, 2, 1995, pp.210-236; Amoretti, B. S., 
"Religion in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s",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8 vols, vol.6, ed., Peter Jackson and Lawrence Lockh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610-655; Gross, Jo-Ann, “Khoja Ahrar 
A Study of the Perceptions of Religious Power and Prestige in the Late 
Timurid Period”,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82 등 참조. 

3) Manz, Beatrice Forbes,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Iranian Studies, 21:1-2, pp.105-122; "Temür and the Problem of a 
Conqueror's Legacy",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8-1, 1998, 
pp.21-41;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Intellectual Studies on 
Islam, Essays Written in Honor of Martin B. Dickson, ed. Michel M. 
Mazzaoui and Vera B. Moreen,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90, pp.85-126; Haidar, M. "The Sovereign in the Timurid State(XIV-XVth 
Centuries)", Turcica 8:2, 1976, pp.61-8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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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굴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굴한국은 몽골 

전통과 일체성의 상징으로서 존재하였고, 양국 간에 실재했던 사건들은 과거의 

정통성에 대한 티무르조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으며, 양국 간 관계가 지니는 위

와 같은 독특성을 지적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4)   

  모굴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티무르조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또한 이데올로기 발전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티무르조 정통성의 

발전은 칭기스칸의 정통성으로부터의 점진적 이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

문이다. 한편 이 과정은 이슬람 전통 안에서 이념적 정교화를 동반하였다. 궁극

적으로 이슬람 역사서들에서 티무르는 새로운 정통성의 원천, 군주권의 상징으

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 주제를 다룬 연구들은5) 대체로 특정 시기나 저작의 사

상적 특징을 밝히는데 주목하며 두 전통의 상호작용, 정체성 발전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간단한 암시에 그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티무르조가 모굴한국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변화된 정체성이 주장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

4)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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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Hodong, “The Early History of the 
Moghul Nomads”의 연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적되었다.   

5) Woods, John E., "The rise of Tīmūrīd Historiogra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6:2, 1987, pp.81-108; Lambton, Ann K. S., "Early Timurid 
Theories of State: Ḥāfiẓ Abrū and Niẓām al-Dīn Šāmī", Bulletin d'études 
orientales 30, 1978; Binbas, Ilker Evrim,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ertation, Dep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9; Okten, Ertuğ
rul I., “Jāmī (817-898/1414-1492): his biography and intellectual influence 
in Herat”, PhD dissertation, Dept. of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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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문제에 포괄적 해석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티무르 

제국의 전개와 실현의 기초가 된 티무르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시도들과 모굴 

한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2장에서는 샤루흐의 이슬람 정책과 관

련하여 새로운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3장에서는 그에 따른 양국 관계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앞선 두 시기에 이어 티무르조

가 아부사이드의 치세에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세 시기를 통틀어 역사적 사실들의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드러내보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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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가다이 울루스와의 이념적 일체성

  차가다이 한국의 분열 이후 서부의 트란스옥시아나는 울루스 차가다이로, 좀 

더 보수적인 유목 인구가 거주하는 동부 지역은 모굴리스탄으로 알려지게 되었

다. 울루스 차가다이에서는 1346년 카자간이 카잔 칸을 살해하고 실권을 장악

하였다. 그는 명목상의 칸을 옹립했으며, 이후 트란스옥시아나에서 칸의 권위는 

쇠퇴해갔다. 모굴리스탄에서는 투글룩 티무르Tughluq Timur가 칸으로 즉위하

면서 차가다이의 왕통이 다시 수립되었다.

  그럼에도 한동안 차가다이조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또 정

치적 분리로 인해 공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동, 서 유목

민들 간에 점증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국 양국은 각각 자신들의 칸을 선택

했지만, 이후로도 수십 년 간 그들은 과거의 일체성을 상기하며 하나의 ‘칸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합에 대해 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

었나.

  우선 모굴한국의 칸들은 분리를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투글룩 티무르는 트란스옥시아나를 복속시킴으로써 차가다이 울루스를 과

거와 같이 재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는 차가다이 계통의 칸으로서 한국의 정통성

이 자신을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르톨드는 카잔 칸이 피

살된 해와 투글룩 티무르가 칸으로 추대된 해가 같다는 사실에 일종의 ‘인과관

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한 바 있으며,6) 가까운 시대의 역사가 나탄지Natanzi의 

눈에도 카자간의 등극은 ‘반란’ 혹은 ‘강탈’로 보였기 때문이다.7) 투글룩 티무르

6) Bartol'd, V.V., Dvenadtsat’ lektsii poistorii turetskikh andorov Srendnei 
Azii, Sochineniia, vol.5, 1968, p.165;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
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85에서 인용 

7) Muʻīn al-Dīn, Naṭanzī, Muntakhab al-tavārīkh-i Muʻīnī, ed. Jean A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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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열되었던 한국이 통합되었으니, 차가다이조는 부흥한 것

처럼 보였을 것이다. 당시에는 티무르가 이를 새로운 제국으로 교체하리라는 것

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8) 

  티무르Timur가 등장한 것은 이 시기로9) 그는 트란스옥시아나의 케쉬Kesh 

근처에 영지를 소유한 바를라스Barlas 가문 출신이었다. 당시 울루스 차가다이

는 카자간의 죽음 이후 다시 분열되어 무정부 상태였다. 1360년 투글룩 티무르

가 트란스옥시아나를 공격하자 티무르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케쉬 주변

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 때 티무르의 추종자들 중 한 명은 아미르 다우드

Amir Daud로서 그가 속한 두글라트 부는 모굴리스탄에서 거대한 권력과 영토

를 소유한 부족이었다.10) 모굴한국 측을 지지하는 차가다이 아미르들도 있었는

데, 이와 같이 동, 서 울루스의 부족들은 분열된 상태에서 양국의 경계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연합과 분리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글룩 티무르의 지배는 차가다이조의 정통성을 내세운 것이었고, 티무르 자

신도 이러한 정통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들에는 투

글룩 티무르에 대한 티무르의 복종이 미래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처럼 기술되었다. 즉, 그가 차가다이의 군주 투글룩 티무르 칸에게 복종한 것은 

“하늘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칭기스칸의 토라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었

Tehran, 1957, P.197, 291;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p.103 (이하 
Naṭanzī, Muntakhab 으로 약칭)

8) 르네 그루쎄, 김호동 외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p.492

9) Shāmī, Niẓām al-Dīn, Histoire des conquȇtes de Tamerlan intitulée 
Ẓafarnāma, par Niẓāmuddīn Šāmī, ed., F. Tauer, Prague, vol.2, 1956, p.6 
(이하 Shāmī, Ẓafarnāma 로 약칭)

10) Yazdi, Sharaf al-Dīn Alī, Ẓafarnāma,, ed. Muhammad ‘Abbāsī, Tehran, 
1957, vol.1, p.98 (이하 Yazdi, Ẓafarnāma 로 약칭); Manz, Beatrice Forbes, 
The Rise and Rule of Tamerlane, Canto, 1999,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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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티무르는 카자간의 손자 아미르 후세인Amir 

Husayn과 함께 모굴한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12) 결국 모

굴리스탄 군대는 사마르칸트 근교에서 패배당해 일리로 돌아갔고, 이로써 트란

스옥시아나는 모굴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야즈디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마와라 안 나흐르를 정복하고 ‘자타jata’13)를 몰아낸 결과 쿠릴타이가 

열렸다.14) 

  반 모굴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티무르는 울루스 차가다이의 부

족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아미르 후세인을 제거하

고 울루스 차가다이의 최종적 통일을 달성한다. 이후 티무르는 울루스 차가다이 

부족들의 독자적인 군사,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끊임없는 대외 원정을 수행하

며, 자신의 항구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티무르가 등장할 무렵 통합의 시도는 모굴한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

었다. 그러나 티무르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울루스 차가다이의 입장과 정치적 정

11) Bernardini, Michele, “The Mongol puppet lords and the Qarawnas”, 
Ferdowsi, the Mongols and the History of Iran, ed. Robert Hillenbrand, 
I.B.Tauris, 2013, p.172

12) 당시 울루스 차가다이에서 티무르의 지위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티무르는 
바를라스 부의 지도자였으나 울루스 전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Beatrice Forbes, 
Manz, The Rise and Rule of Tamerlane, p.50

13) ‘자타jata’라는 단어는 도적이라는 뜻으로 약탈하는 모굴 유목민들을 경멸적으로 칭
하는 표현이었다. 이처럼 당시 울루스 차가다이의 사람들은 모굴리스탄의 유목민들
을 문화적으로 자신들과 구분되는 사람들로 인식하였다.; Muhammad Haydar 
Dughlat, trans. E. Denison Ross, Tarikh-i Rashidi, pp.75-76 (이하 Tarikh-i 
Rashidi, Ross로 약칭) 

14) Shāmī, Ẓafarnāma , vol.1, p.27; Yazdi, Ẓafarnāma, vol.1, pp.72-75; 
Tarikh-i Rashidi, Ross,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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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은 변화를 겪게 된다. 티무르는 울루스 차가다이의 통일 직후 모굴한국으로

의 원정을 감행한다. 이 때 티무르는 차가다이 울루스와의 이념적 일체성을 의

식하며 모굴한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슬람 지역으로 정복지가 확대되

면서 점차 티무르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를 의식하

게 된다. 그 과정에서 티무르는 두 세계에서 각 전통의 이념적 요소들을 활용하

며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두 전통에 공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처음의 차가다이 울루스와의 이념적 일체

성 역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티무르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었고,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의 기반

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상황에 따라 두 전통을 넘나든 티무르의 입장은 종종 

지적되듯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15) 이러한 상반된 관점들을 종

합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먼저 

티무르가 몽골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배자로 주장하였고, 이것이 모굴한국

과의 관계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티무르가 어떻

게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티무르는 처음부터 칭기스칸 전통의 지지자임을 공언하였다. 이러한 입

장에서 그는 칭기스칸의 법을 수호하고, 칭기스 가문의 명목상의 칸을 옹립하

며, 칭기스 가문의 공주와 결혼하였다. 나아가 티무르는 차가다이조의 보호자이

자 재건자로 자처하였다. 이러한 정통성의 주장은 『승전기』에도 반영되어, 티무

르가 소유르가트미쉬 칸Soyurghatmish Khan을 추대하며 ‘차가다이 가문의 재

건’을 결심한 것으로 서술되었다.16) 또 『승전기』에서 투글룩 티무르는 차가다이 

한국의 군주로서 기록되고 있는데,17) 이는 투글룩 티무르의 즉위가 차가다이조

15) Morgan, David, Medieval Persia, Longman, 1988, p.93

16) Shāmī, Ẓafarnāma , p.58;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p.96



- 9 -

의 재통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티무르는 그와 

같이 옛 차가다이의 동부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모굴리스탄에 대한 티무르의 첫 대외 원정은 우선 유목민들의 약탈을 예방하

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티무르의 원정으로 모굴리스탄의 유목부족

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모굴리스탄에서는 아미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

었다. 그들은 일리야스 호자Ilyas Khoja를 추대하였으나,18) 1365년 두글라트부

의 카마르 웃 딘Qamar ad-Din이 그를 살해하고 스스로 ‘칸’을 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시드사』에 의하면 그는 울루스베기ulusbegi19)가 되지 못한 이유

로 불만을 품게 되었고 투글룩 티무르 칸이 죽자 “하루 아침에 18명의 왕자들

을 살해하고 스스로 칸이라는 이름을 칭했다.”20) 이후 그는 몇 번에 걸쳐 트란

스옥시아나를 공격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티무르의 원정이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 모굴리스탄의 카마르 웃 딘

에 대해 행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21) 무엇보다도 티무르의 원정은 반란자 

카마르 웃 딘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분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카마르 웃 딘의 

행위는 칭기스칸의 후예만이 칸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전통을 부인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카마르 웃 딘의 행동은 모굴한국에서도 유목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22) 

17) Shāmī, Ẓafarnāma, p.13;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85

18) Yazdi, Ẓafarnāma, vol.1, p.67

19) 재상과 비슷한 지위로서 이 칭호를 페르시아식으로 표현하면 amir al-‘umara 즉 ’
아미르들 중의 아미르‘가 된다.; 르네 그루쎄, 김호동 외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
사』, p.489, 594

20) Naṭanzī, Muntakhab, p.125; Tarikh-i Rashidi, Ross, p.38

21)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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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케뉘트부의 하지 벡Hajji Beg이 그에게 무력으로 대항했으며, 케레이트부의 

수령이었던 쿰자Kumza와 우즈벡 테무르Uzbeg Temur가 그에 반대하여 티무

르에게로 망명하였다. 두글라트부의 미라크 아가Mirak Agha는 투글룩 티무르

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어린 흐즈르 호자를 피신시켰다.23) 모굴리스탄

의 혼란은 티무르에게 좋은 침입의 기회였지만, 그는 여러 차례의 승리에도 불

구하고 모굴리스탄 세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카마르 웃 딘은 기존 체제를 무시하는 지나친 행동으로 아미르들의 지지를 얻

는데 실패했지만, 이는 반대로 모굴리스탄에서 칸위가 그 의미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라시드사』에 따르면 티무르 역시 한

때 스스로 칸이 되려는 생각을 했던 듯하지만, 곧 아미르들의 조언에 따라 기존

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실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24) 그러

나 티무르는 ‘허수아비’ 칸의 정치적 권위보다 칭기스칸의 법에 더 초점을 맞추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티무르조에서 칸의 정치적 권위는 쇠퇴해갔지만 칭

기스칸 체제는 얼마간 그 위세를 유지하였다. 

  모굴리스탄의 입장을 보자면, 유목민들은 다시 칸을 중심으로 결집하기로 선

택한다. 두글라트부의 후다이다드Khudaidad는 투글룩 티무르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흐즈르 호자Khizr Khoja를 데려와 칸위에 옹립하였다. 차가다

이 가문의 후계자 흐즈르 호자가 복권하게 되자,25) 이전의 명분은 더 이상 지속

22) 당시 상황에 대해 나탄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리야스 호자가 즉위한 지 
일 년 후 국가의 중요한 일은 유력한 아미르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고, 모두가 서
로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칭기스칸의 일족urugh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
도 카라추qarqchu에게는 복속하려고 하지 않았다.” Naṭanzī, Muntakhab, p.125;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76

23) Tarikh-i Rashidi, Ross, p.39

24) Tarikh-i Rashidi, Ross, p.83

25) Tarikh-i Rashidi, Ross,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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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었음에도 한동안 티무르는 그를 무력으로 복속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흐즈르 호자를 중심으로 차가다이 가문이 위구리스탄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고, 모굴 한국의 ‘칸’의 존재를 인정

하지 않으려는 그의 제국에 대한 야심찬 계획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야즈디

Yzadi의 『승전기』에서 흐즈르 호자는 ‘칸khan’이 아니라 ‘하킴hakim’이라는 

칭호로 기록되고 있다.26)  

  그러나 결국 1397년 두 지도자 사이에는 혼인을 통한 평화가 체결되었고, 티

무르는 이 연맹으로 인해 칭기스칸 가문의 일원이 된 것에 의미를 두었다. 또 

흐즈르 칸은 무슬림으로서 투르판의 위구르인들을 개종시켰는데, 이로 인해 티

무르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27) 이후 티무르는 사망할 때까지 모굴 한국에 

대한 어떤 원정도 하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티무르는 칭기스칸 전통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모굴한국 지

배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으므로 몽골 

전통 안에서 진정한 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28) 이러한 제약 속에서 군주

로서 진정한 그의 지위는 신화의 영역에서 표현되기 시작한다. 

  먼저 티무르는 투르크․몽골 전통 신화에 전해오던 국가 건설자의 이미지를 빌

려와 자신의 개인적인 신화를 창조하였다. 일례를 들자면 유목 제국의 창건자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그들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점이다. 티무

르는 자신의 불우했던 젊은 시절을 칭기스칸을 비롯한 영웅들의 이야기와 연결

시켰다.29) 둘째, 티무르는 투르크․몽골 전통 신앙의 한 부분인 하늘에 대한 믿

26) Yazdi, Ẓafarnāma, vol.1, p.344, vol.2, p.158;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
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86

27) Tarikh-i Rashidi, Ross, p.52

28) 티무르는 대체로 자신을 가리켜 아미르amir-‘위대한(bozorg 혹은 kalan)’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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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티무르가 기적적인 정복과 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호의와 도움 덕택이었다. 셋째, 티무르는 자신이 몽골의 영

웅, 샤먼들과 같이 예언의 재능을 지녔다고 주장하였다.30) 요컨대 이러한 장치

들을 통해 티무르는 자신의 역사를 신화화함으로써 몽골인들의 기억 속에 영웅, 

위대한 정복자로 새겨질 수 있었다. 

  이제 이슬람 전통에 대한 티무르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카마르 웃 딘의 

반란에 대응하는 티무르의 이데올로기가 칭기스칸의 정치적 전통에 입각한 것이

었다면, 차가다이 영토를 넘어 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티무르는 이슬람 전통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이슬람 전통 안에서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략 호라산 원정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31) 1381년부터 1388

년까지 티무르는 성공적으로 이슬람 영역, 곧 호라산, 시스탄, 이라크, 루리스

탄, 아제르바이잔, 동부 아나톨리아 등지를 약탈하였다. 역사서들에서는 이 원정

들이 ‘이슬람의 황제padishah-i Islam’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고 기록되었는

데,32) 여기서 이슬람의 황제란 명목상의 칸 소유르가트미쉬Soyurghatmish를 

가리킨다. 티무르는 칸에게 이 이슬람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슬람 군주들에게 

29) Ibn Arabshah, Ahmad, Tamerlane or Timur the Great Amir, trans., J. H. 
Sanders,         London, 1936, p.2 (이하 Ibn Arabsha로 약칭); Manz, 
Beatrice Forbes,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p.116-117

30) Ibn Arabshah, p.5; Manz, Beatrice Forbes,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p.117-118 

31) 티무르의 첫 등장부터 전 트란스옥시아나를 정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 남짓으
로, 1360년에서 1370년 사이에는 티무르와 이슬람 성직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
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A Short History of Turkestan, tr. V. and T. Minorsky, 
Leiden: E.J. Brill, 1956, vol.2, p.16

32)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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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을 요구하고자 했다. 

  이후 사서에서 티무르는 항상 그의 성공을 예언하는 이맘, 수도사들에게 둘러

싸인 종교적 통치자로 등장하며, 원정들은 이슬람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샤리아Shari'a에 의해 정당화되었다.33) 원정을 떠나기 전에 무슬림 성직자의 축

복을 구하였던 기록도 보인다. 그러나 티무르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샤루흐 시기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당시의 역사 서술은 티무르의 종교적 경건

함을 강조했을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34) 사실 이슬람은 티무르에게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원천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

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당시 티무르조의 차가다이인들은 무슬림으로 여겨지지 않

았다. 호레즘의 지배자 후세인 수피Husayn Sufi는 티무르조와의 전쟁(1372)을 

성전으로 인식했다.35) 이븐 아랍샤의 기록에 따르면 엄격한 무슬림들은 차가다

이 전사들을 우상을 들고 다니는 이교도kafir로 보았다.36) 그러므로 당시 티무

르조는 이슬람 세계dar al Islam에 속하게 된 것은 아직 아니며, 그보다는 티

무르에 의해 제국의 이념적 기초가 될 만한 요소들이 선택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고 생각된다.    

  티무르는 몽골 세계 안에서 칸이 될 수 없었듯이, 이슬람 전통 안에서 칼리프

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이 제공해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여러 

33) Shāmī, Ẓafarnāma,  vol.1, p.128, 198

34)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A Short 
History of Turkestan, p.22

35) 사실 티무르는 차가다이조의 정통성을 내세워 후세인 수피와 맞섰다.; Shāmī, 
Ẓafarnāma,  vol.2, pp.31-32; Yazdi, Ẓafarnāma, vol.1, pp.173-174; Naṭanzi
̄, Muntakhab, pp.300-301;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p.104

36)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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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들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슬람 안에는 철학, 역사, 신비주의의 풍부한 원

천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승전기』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군주

로서 티무르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이슬람 신

비주의, 메시아사상의 영향 하에서 티무르가 어떻게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티무르의 명으로 쓰인 샤미Shami의 『승전기』는 전해지는 최초의 티무

르조 역사서들 가운데 하나이며 공식사서이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티무르는 

직접 그 내용을 듣고 비판하였다. 이후 『승전기』는 샤루흐 시기 하피지 아브루

Hafiz-i Abru와 야즈디Yazdi의 역사서의 출발점이 된다. 이슬람적 요소가 뚜렷

해지는 후대의 기록에 비해 샤미의 책에서는 칭기스칸 전통의 요소들이 비교적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다. 

  샤미Shāmī의 책에서 티무르는 이상적인 이슬람 통치자로 묘사된다. 정당성이 

거의 부재하는 상황에서 역사가는 티무르의 정통성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그러기 위해서 샤미는 본래 유목민 정복자인 티무르의 행동들이 이상적 이

슬람 군주의 본질에 합치함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샤미는 이상

적인 통치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세 가지 유형의 군주에 대해 언급한다. 

은혜와 자비의 측면만을 갖춘 군주와 권력과 무자비함만을 지닌 군주, 그리고 

자비와 힘의 두 자질을 함께 갖춘 군주가 그것이다. 그가 보기에 완전한 군주는 

세 번째의 경우로, 티무르는 이 두 측면을 지닌(majma’ al-bahrayn)37) 가장 

최근의 군주이다. 여기서 그는 티무르의 정복, 힘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샤미는 티무르의 정복에 의해 이루어진 안전과 평화를 찬양

한다.38) 마찬가지로 그는 1387년 이스파한에서 일어난 반란과 관련하여 ‘백 년

37) Shāmī, Ẓafarnāma, vol.1, p.8

38) Shāmī, Ẓafarnāma, p.9; Lambton, Ann K. S., "Early Timurid Theories of 
State",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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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정과 군주의 억압이 보통 사람들에 의한 이틀의 악과 무질서보다 낫다.’고 

언급한고 있다.39) 그러면서 쿠란의 구절을 인용하며 티무르의 완벽한 자질과 운

명을 부각시킨다.40) 이와 같이 샤미는 과거로부터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되어 온 

칼리프위位에 대한 이론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티무르를 절대적 군주의 모습으

로 이상화하였다. 

  위와 같이 샤미는 이슬람의 전통적 관점에서 티무르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 새로운 사상적 흐름 속에서는 이전의 칼리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군주상이 상상되기 시작했다. 즉, 메시아사상의 영향으로 성자와 같은 군

주, 영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한 몸에 지닌 군주가 기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티무르는 이러한 문화적 상상력을 포착했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이미지를 구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티무르에게 영적 권위의 개념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티무르

의 일부 추종자들은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여겼다. 이븐 아랍샤Ibn Arabshah

에 따르면 추종자들은 “티무르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서 심지어 그가 예언자나 

성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믿을 것이었다. 그들 모두는 티무르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의 은총을 얻고자 했다. (중략) 그들은 티무르 사후에는 그의 무덤에 공물을 

가져와서 제의를 행했다.”41) 또 티무르는 수피들과 종종 영적 능력을 겨루었고, 

수피들은 그와 비교하여 자신의 영적 능력을 헤아렸다고도 전해진다.42) 이렇게 

39) Shāmī, Ẓafarnāma, p.104; Lambton, Ann K. S., "Early Timurid Theories of 
State", p.9

40) Shāmī, Ẓafarnāma, p.8; Lambton, Ann K. S., "Early Timurid Theories of 
State", p.8

41) Subtelny, Maria Eva, Timurids in Transition: Turko-Persian Politics and 
Acculturation in Medieval Iran, Leiden, Boston: Brill, 2007, p.13

42) Manz, Beatrice Forbes, "Family and Ruler in Timurid Historiography", 
Studies on Central Asian History in Honor of Yuri Bregel, 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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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는 동시대인들에게 성스러운 권위의 체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븐 할둔

Ibn Khaldun의 표현처럼 티무르는 그들에게 메시아였다.43) 이와 같이 티무르

는 이슬람 세계에서 역시 초자연적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신성한 

군주의 상징으로 사회적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몽골과 이슬람, 두 세계에서의 티무르의 행적을 정리해보았다. 티무

르는 기회주의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상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

다.44) 그 과정에서 티무르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자신의 우위와 지배 그 자체였

던 것으로 보인다.45) 사실 티무르는 칸에게 신하의 예를 표한 적이 없다.46) 또 

티무르의 의견은 결정적인 것이어서, 쿠릴타이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

다.47) 이슬람 성직자들 또한 그의 권위를 제한할 수 없었다. 티무르가 울라마들

에게 “왜 술탄을 가르쳤던 이전의 이슬람 성직자들처럼 하지 않는지” 묻자, 그

들은 “왕국이 티무르의 행동에 의해 본보기를 정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

터 어떤 지시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48) 

DeWeese, Bloomington: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2001, p.63

43) Fischel, Walter J., Ibn Khaldun and Tamerlane: their historical meeting in 
Damascus, 1401 A.D.(803 A.H.: a study based on Arabic manuscripts of 
Ibn Khaldun's "Autobiography"): with a translation into English, and a 
comment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pp.35-36; 
Moin A. Azfar, The millennial sovereign: sacred kingship and sainthood in 
isla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28

44) Manz, Beatrice Forbes,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p.121

45) Morgan, David, Medieval Persia, p.92

46)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25

47) Haidar, M., “The Sovereign in the Timurid State(ⅩⅣth-ⅩⅤth Centuries)”,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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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전통은 티무르에게 제약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치적 현실에서 전

통은 티무르가 스스로를 군주로 내세우는데 제약이 되었다. 신화적 영역에서 티

무르는 칸과 같은 군주, 성스러운 군주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편 

두 전통의 정치적 제약에 대해 티무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

었다. 이슬람 전통 안에서 티무르는 이론적 방법을 통해 정통성을 선전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티무르는 몽골 전통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칸이 될 수 없었다. 몽

골인들의 관념에서 칸의 권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개인을 통해 체현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가다이 울루스와의 이념적 일체성이 존재하는 한 모

굴한국 칸의 존재는 티무르에게 이념적 경쟁, 군사적 대립의 대상으로 존재하였

다.  

  두 전통에 대한 티무르의 시도들은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이제 티무르의 유산과 더불어 두 전통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게 되었

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샤루흐의 이슬람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체성이 발

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48)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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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슬람 이념의 수용

  이 장에서는 샤루흐Shahrukh 시기 이슬람의 확산과 더불어 티무르의 유산이 

어떻게 이념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슬람 전통을 

통해 발전되었으나, 몽골 전통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서는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티무르의 죽음은 즉시 후손들 간의 분쟁과 반란을 야기하였다. 생전에 티무르

는 자항기르Jahangir의 아들 피르 무함마드Pir Muhammad로 하여금 그의 뒤

를 잇도록 해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식읍食邑을 받았고, 

유목적 정치 원칙에 따라 각 가문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국은 원칙적으로 피르 무함마드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미 분열된 

상태였다. 군주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티무르의 국가는 질서 정연한 행정 체

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아직은 모방되고 지속될만한 일관성 있는 ‘티

무르의 신화’가 완성된 것도 아니었다.

  티무르의 부재는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길을 모색하도록 했다. 하피지 

아브루Hafiz-i Abru의 기록에 따르면, 피르 무함마드는 아미르들을 소집하여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의논했다고 한다.49) 아미르들은 다음의 세 가지 방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칭기스칸의 야삭yasaq과 토라tora를 폐지하고 카이로 칼리프

의 군주권을 인정하는 것. 둘째, 미란샤를 aqa로서 인정하는 것. 셋째, 샤루흐

가 주장하듯이 티무르가 분배한대로 각자의 영지에 머무를 것. 말하자면 피르 

무함마드는 이미 존재하는 정치적 권위들 안에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새

49) Ḥāfiẓ Abrū, ed. Sayyid Kamāl Ḥājj Sayyid Jawādī, Zubdat al-Tawarikh, 
Tehran: Nashr-i Nay, 1993, vol.2, p.44 (이하 Ḥāfiẓ Abrū, Zubdat 으로 약
칭);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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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방안은 아직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피르 무함마드는 분쟁 상황을 제어할 수 없었다. 곧 미란샤의 아들 칼릴 

술탄Khalil Sultan이 사마르칸트를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칼릴 술탄이 무

함마드 자항기르를 칸으로 추대함으로써 칸위 자체가 처음으로 칭기스 가문에서 

티무르조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다.50) 그러나 칼릴 술탄은 무도한 행동으로

써 아미르들의 반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샤루흐가 트란스옥시아나의 권좌에 

오르게 된다. 

  1409년 샤루흐가 사마르칸트를 정복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는 울룩벡을 트란

스옥시아나의 통치자로 임명하고 자신의 본거지인 헤라트로 돌아갔다. 칭기스칸 

전통이 더 뚜렷이 지속되었던 트란스옥시아나를 떠나, 헤라트에서 샤루흐는 이

슬람 전통을 활용하여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샤루흐는 마드라사를 건설하고, 하나피 법학자 카이니Jalal al-Din Qayini으

로 하여금 그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하였다. 카이니는 군주의 명에 따라 

호라산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순니 이슬람을 포교하였다. 또 그는 헤라트

의 성자 안사리Ansari의 숭배를 추진하였다. 이는 종교에 무심한 이들을 이슬

람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헤라트의 종교적 의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

다.51)

  그렇다면 샤루흐가 몽골 전통을 떠나 이슬람 전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제시되었지만,52) 샤루흐는 티무르의 계승자로서 

50) 이미 티무르 역시 칭기스칸의 정통성이 기울어가는 것을 감지하고는 술탄 마흐무드 
사후에는 명목상의 칸을 옹립하지 않았다. 

51) Khalidov, A. B. and Maria E. Subtelny, "The Curriculum of Islamic Higher 
Learning in Timurid Iran in the Light of the Sunni Revival under 
Shāh-Rukh";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p.50-51 

52) Manz, Beatrice Forbes, "Mongol History Rewritten and Relived", Mythes 
historiques du monde musulman, ed. Denise Aigle, Special isu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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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전통과의 연결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3) 역사가들은 신화를 통

해 티무르 제국과 칭기스칸 가문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54) 그러나 두 전통의 

관계는 복잡한 것이었다. 당대에도 샤루흐의 정치적 정체성은 다양하게 받아들

여졌다. 예를 들어 Khwafi는 “샤루흐Shahrukh Bahadur Sultan는 칭기스칸의 

토라를 폐지하고 이슬람이 온 제국에 퍼지게 해서 다른 교의들이 살아남지 못하

게 하였다.”며 그를 찬양한다. 하지만 이븐 아랍샤Ibn Arabshah가 보기에 “샤

루흐가 이슬람에 기반한 통치를 선언했다고는 하나, 토라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와 같이 

샤루흐는 이슬람의 재건자로 자처했으나, 또한 몽골 전통을 유지하였다.55) 그러

나 단순한 절충주의는 티무르 사후의 분열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초기에 샤루흐의 지배권은 트란스옥시아나와 동부 이란을 넘어서지 못했다. 

티무르 사후의 분란은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근거지에

서 다양한 정치적 이상을 지지하였다. 이는 이념적 경쟁을 동반했다. 일례로 파

르스의 통치자 이스칸다르Iskandar가 술탄의 칭호를 취하자 샤루흐는 이에 대

응하여 칼리프 칭호를 채택했고, 마침내 야사의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샤

루흐는 스스로를 칼리프로 칭하며 티무르조 영역 전체에서 이슬람 군주가 되고

Revue du monde      musulman et de la Méditerranée, 2001, pp.129-149; 
Woods, John E., "Timur's Genealogy"; Khalidov, A. B. and Maria E. 
Subtelny, "The Curriculum of Islamic Higher Learning in Timurid Iran in 
the Light of the Sunni Revival under Shāh-Rukh"  

53) Manz, Beatrice Forbes, "Family and Ruler in Timurid Historiography", p.59

54) Manz, Beatrice Forbes,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0

55) Zayn al-Dīn Khawāfī, Manhaj al-rashād, p.486; Binbas, Ilker Evrim, 
‘Sharaf al-Din 'Ali Yazdi’, p.122; Ibn Arabshah, Ajaib al Maqdur, Tehran, 
1960, pp.53, 298; Haidar, M., "The Sovereign in the Timurid 
State(XIV-XVth Centuries)",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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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하지만 그가 몽골 전통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샤루흐는 이슬람의 지적 전통을 계발하여 정통성을 새롭게 공식화할 필요가 있

었다. 

  한편 샤루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념적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메시아사상이 

부상하며 새로운 정체政體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메시아사상의 도전은 이미 

티무르 시기에 시작된 것이었다. 티무르 시기 진압의 결과 메시아 운동은 1420

년대 초기까지는 비교적 잠잠했지만, 누르박쉬Nurbakhsh의 출현(1423) 이후로 

수많은 반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56) ‘메시아’의 권위는 종교적인 것에 제한

되지 않았고, 이는 샤루흐의 정치적 권위를 위협했다. 몇몇 급진적인 논의들에 

대해서 샤루흐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식인들, 

신비주의자들을 심문하거나 추방하였다. 샤루흐는 메시아사상에 대응하여 이론

적으로 티무르조의 군주권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1420년대 중후반 갑작스러운 역사 서술 활동의 고조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완성된 역사서와 계보

들은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암시하고 있는가. 

  우선 야즈디Yazdi의 『승전기』는 샤미를 계승하여 티무르를 이슬람 통치자로 

묘사한다. 하지만 샤미의 『승전기』와 비교해볼 때, 야즈디는 티무르와 칭기스칸 

전통의 연결에 대해 더욱 언급을 자제한다.57) 이는 티무르의 군주권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칸이 될 수 없었던 티무르는 이슬람 세계

의 지적 전통을 통해 정통성을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승전기』에서 절대 군주 

티무르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상의 거주지에 두 왕은 적합하지 않다. 신

56) 이에 대해서는 Bashir, Shahzad, Messianic hopes and mystical visions: the 
Nūrbakhsīya between medieval and modern Islam,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Columbia, 2003 참조.

57) Woods, John E., "The rise of Tīmūrīd Historiography",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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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이듯, 그의 대리자도 하나여야 한다.”58) 한편 계보에서 티무르는 예언자

의 사위 알리’Ali ibn Abi Tabib의 후손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티무르에게 

이상적 무슬림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9)

  그럼으로써 티무르는 몽골 세계에서 더 독립적인 위치를 부여받았다.60) 하피

지 아브루Hafiz-i Abru는 티무르의 성공이 하늘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그가 

칭기즈칸조차 능가한다고 서술하고 있다.61) 즉 티무르는 새로운 정통성의 원천

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칭기스칸 정통성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골 전통은 여전히 티무르조 정체성에 중심적인 것으로 남았

다. 다만 이는 이제 칸의 존재보다는 역사, 계보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

다. 즉, 티무르조는 ‘칸’을 대체할 새로운 정통성의 원천을 발견하였고, 티무르

조의 정치적 정체성은 변화하기 시작했다.62) 

  새로운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티무르는 영적 권위를 지닌 신성한 군주로 묘사

되었다. 이는 메시아사상의 도전에 대응하여 티무르조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시아사상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정치적 권력을 주장하는데 

대해 티무르조의 군주들은 종교적 의미를 함축한 칭호들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에 

맞섰다. 일례로 티무르는 ‘상서로운 결합’이라는 뜻의 sahibqiran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티무르는 이 칭호를 통해 그의 통치가 하늘의 신성한 운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야즈디의 논의에도 반영되었다. 야즈디

58)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38

59) Aubin, Jean, "Comment Tamerlan prenait les villes", Studia Islamica xix, 
1963, pp.83-122

60) Manz, Beatrice Forbes, "Family and Ruler in Timurid Historiography", p.64

61) Manz, Beatrice Forbes, “Tamerlane’s Career and Its Uses”, Journal of 
World History, 13-1, 2002, p.6

62) Manz, Beatrice Forbes, "Family and Ruler in Timurid Historiography",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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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칼리프의 두 측면, 즉 영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완전히 합일될 수 있다

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샤루흐는 이 두 측면을 완전히 통합한 군주였

다.63) 계보를 통해 알리와의 연결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알리 역시 초자연적 힘과 비의적 지식의 소유자로서 그와의 연결은 티

무르조 군주들의 성스러운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티무르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 권위란 몽골 군주들의 특징이기도 했

다.64) 즉, 새로운 군주권 관념은 몽골 전통의 요소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티무르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계발하기 위해 몽골 전통의 카리스마 개념

(qut)과, 페르시아·이슬람 전통의 관념들(farr, daulat, bakht maqdur)을 함께 

사용하였다.65) 그 결과 두 전통의 신화적 관념이 티무르의 카리스마를 통해 결

합되었다. 사실 티무르만이 아니라 샤루흐와 아부사이드에 이르기까지 티무르조

의 군주들은 영적 능력을 지닌 존재들로서 오랜 전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

다.66) 그러므로 『승전기』의 주제가 ‘신정神政의 모형을 구성하려던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67) 

  위와 같이 샤루흐 시기 이데올로기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샤루흐는 티무

63) Binbas, Ilker Evrim, “Sharaf al-Din 'Ali Yazdi”, pp.333-349

64) 칭기스칸은 샤먼 쿠쿠추Kököchu Teb Tenggeri를 제거함으로써 영원한 하늘과 자
신 간의 중재를 없앴다. 즉, 그는 정치와 종교 두 영역 모두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
장하고자 한 것이다.; Rachewiltz, Igor de,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for the thirteenth century, Brill, 
vol.2, pp.878-888; Binbas, Ilker Evrim, “Sharaf al-Din 'Ali Yazdi”, p.318 

65) Binbas, Ilker Evrim, “Sharaf al-Din 'Ali Yazdi”, pp.327-328

66) Dawlatshah Samarqandi, The Tadhkiratu'sh-Shu'ara; Memoires of the 
Poets", ed. E. G. Browne, London, 1901, p.327

67) Jean Aubin, “Note sur quelques documents Aq Qoyunlu”, Melanges Louis 
Massignon, Damascus Institut Francais de Damas, 1956, vol.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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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신화적 측면을 발전시켜 새로운 정체성의 원천으로 창조하였다. 그럼으로

써 티무르의 절충주의는 더 통합된 이데올로기로 재형성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모굴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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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굴한국과의 대립

  이 장에서는 티무르 사후 정치적 정체성의 발전이 모굴한국과의 관계에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샤루흐는 이슬람 전통을 

통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공식화가 곧 정통

성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티무르조는 아직 차가다이 울루스와의 이

념적 일체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굴한국에 

대한 티무르조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음에서는 티무르 사후 양국 간 관

계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모굴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울룩벡Ulugh Beg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샤루흐는 울룩벡을 사마르칸트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울룩벡의 

영지 트란스옥시아나는 모굴한국과의 대립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샤루흐는 울룩

벡에게 트란스옥시아나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을 주지는 않았다.68) 그는 티무르

보다 권력을 공유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통치자들의 독립성이 증가하기는 했

지만,69) 대체로 울룩벡의 활동은 샤루흐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

인다. 

  티무르 사후에도 티무르조와 모굴리스탄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티무르조는 

흐즈르 호자 칸의 사망으로 인한 모굴한국의 분열을 틈타 타림분지의 중요 도시

들을 함락할 수 있었다. 반면 모굴 부족민들은 티무르조 영역에서 약탈전을 계

속했을 뿐 아니라 티무르조의 반란자를 지지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초기에 모

굴한국의 무함마드 칸은 샤루흐에 반대하여 무함마드 자항기르를 추대하려던 아

미르 후다이다드Khudaydad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곧 샤루흐에게 

68) Manz, Beatrice Forbes,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p.25

69) Manz, Beatrice Forbes,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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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바로 입장을 바꾸어 후다이다드를 살

해하였고 샤루흐와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70)

  이 시기 양국에는 각자의 군주 혹은 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차가다이 한국의 재통합이라는 명분이 성립하기는 어려웠다. 즉, 모굴한국

으로서는 투글룩 티무르가 “마와라 안 나흐르에 대한 지배권이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정했던 것처럼,71) 칸을 내세워 상대국의 정통성에 대

항할 수 없게 되었다. 샤루흐 치세 초기에 티무르조는 모굴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따라서 모굴 한국 계승분쟁의 유력 후보자들이 티

무르조에 도움을 청해왔을 때 그들은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다.72) 

  아마도 이전과 같은 차가다이조 통합의 관념은 적어도 티무르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던 것 같다. 샤루흐 시기 이후 티무르조의 군주들은 그러

한 이념에 현실적으로 관심을 쏟기 어려웠다. 야즈디의 『승전기』에는 모굴한국

을 가리킴에 있어 이전의 모굴Moghul이라는 단어 대신 모굴 울루스Ulus-i 

Moghul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73) 이는 티무르조에서 모굴 한국을 

그들과 구분되는 정체政體로 인식하게 된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티무

르조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던 사실에 동반하는 것이었다. 

70) Yazdi, Ẓafarnāma, vol.2, p.505; Ḥāfiẓ Abrū, Zubdat, pp.278-281, 297-300

71)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85 

72) Nicola di Cosmo, The Cambridge History of Inner Asia: The Chinggisid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193

73) 울루스는 유목 사회에서 귀속의 최후 단위로서 블라디미르초프Vladimirtsov에 의
하면 민족, 작은 나라를 뜻한다. 그러므로 모굴 울루스Ulus-i Moghul이라는 표현
은 모굴인들의 정체政體를 뜻한다. 르네 그루쎄, 김호동 외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
사』, p.287; Yazdi, Ẓafarnāma, vol.1, p.33, 346; Naṭanzī, Muntakhab, 
pp.114, 130-132; Hodong Kim, “The Early History of the Moghul Nomad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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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굴한국에서는 한권汗權의 약체성弱體性으로 인해 계승분쟁이 끊임없

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흐즈르 호자 칸의 사망으로 야기된 20여년간의 

분쟁은 재상 후다이다드Khudaidad가 샤미 자한Sham’-i Jahan을 지지하여 칸

으로 추대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되었다.74) 『라시드사Tarikh-i Rashidi』에 의하

면 샤미 자한의 뒤를 이은 무함마드Muhammad와 낙쉬 자한Naqsh-i Jahan의 

즉위 역시 후다이다드의 지지에 의한 것으로,75) 그의 권력은 막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라시드사』의 기록은 다른 사료들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

점이 드러난다. 하이다르는 흐즈르 호자와 우와이스 칸Uways Khan을 포함하여 

두글라트부의 아미르 후다이다드에 의해 추대된 네 명의 칸-샤미 자한, 낙쉬 자

한, 무함마드, 쉬르 무함마드Sher Muhammad-을 언급하는데 반해, 미르콘드

의 Rawdat al-Safa와 야즈디의 『승전기』는 두 명의 모굴리스탄 칸만을 언급한

다. 또 칸들의 계승 순서에 대해 명대 기록과 『라시드사』는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이슬람권 역사가들의 책에도 칸들의 정확한 즉위 날짜는 보이지 않는다.76)

  사실 하이다르의 기록이 가장 약점을 보이는 것은 이 시기이며, 다른 이슬람

권 역사가들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우선 계승 분쟁이라

는 주제 자체가 복잡하고 모호한 데서 부분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구전에 의존

하였던 하이다르가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차

가다이 한국의 동부 지파는 몇 번이고 나뉘어졌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

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 국가의 이름이나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유목

민들은 단체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니다가, 정치적 종속이나 근거지에 따라 

다시 나타나고는 했던 것이다.77)  

74) Yazdi, Ẓafarnāma, vol.2, pp.158-159; Naṭanzī, Muntakhab, pp.131-132

75) Tarikh-i Rashidi, Ross, p.67 

76) Tarikh-i Rashidi, Ross,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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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시드사』와 다른 기록들 간에는 어떤 관점의 일치가 보

이는 듯하다. 『라시드사』에서는 여섯 명의 칸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두 명의 칸에 대해서만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자료의 부

족함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흐즈르 호자의 사망 이후 자세

한 기록이 덧붙여진 것은 우와이스 칸의 치세로, 우와이스는 이외의 사료들에서

도 모굴리스탄의 ‘칸’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다른 계승자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통치를 암시하는 단편적 기록들만이 보일 뿐, 그들이 확고하게 ‘칸’으로 추대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모굴 한국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칸’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합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칸의 선택은 유목민들의 정치적 입

장, 나아가 역사적 선택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떤 지파

가 보기에 낙쉬 자한은 칸이었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었다. 

실로 『양성의 상승』에서는 쉬르 무함마드가 ‘칸은 아니었지만’ 모굴리스탄에서 

일종의 권력을 장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78)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흐즈르 호자 한의 죽음에 대한 하이다르의 기록이

다. 그는 흐즈르 호자 칸이 1420년에 사망했다고 하지만, 여타의 사료들이 칸의 

죽음을 1399년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라시드사』의 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하이다르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모굴인들의 기

억 속에서 흐즈르 호자 이후 칸위에 대한 개념이 이전과 다른 것이 되어, 먼 후

손 하이다르의 시기가 되면 낙쉬 자한을 비롯한 네 명의 칸들은 그들의 기억 속

에 ‘칸’으로서 뚜렷이 기억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77) Tarikh-i Rashidi, Ross, pp.4-5

78) E. M. Quatremere, Notice et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eque du 
Roi et autres bibliotheques, vol.14, 1843, p.296; Tarikh-i Rashidi, Ross,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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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당시 티무르조에서는 샤루흐의 치세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대외적으로 

비교적 평온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샤루흐는 꾸준히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었고, 국경 지역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강한 유

목전통을 유지하였던 모굴 유목민은 티무르조 영역에서 약탈을 계속했다.  

  울룩 벡은 모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

다. 모굴 한국에서 계속되던 계승분쟁에 개입하여 군사적 침입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지도자들이 티무르조로 도움을 청해왔을 때, 울

룩벡은 이들을 이용하여 모굴한국을 분열시키고자 시도했다. 울룩벡은 모굴리스

탄에 대한 몇 번의 원정 끝에 카쉬가르를 점령하였고,79) 그곳에 관리자를 두어 

모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울룩벡 최초의 개입은 우와이스 칸 시기에 시작된다. 우와이스는 낙쉬 자한 

칸을 살해하고 칸으로 등극했다. 그가 즉위한 다음해 카쉬가르로부터 재상 후다

이다드Khudaydad의 딸이 우와이스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져왔

다. 후다이다드가 지지한 낙쉬 자한이 죽음으로써 그와 우와이스 한 간의 대립

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후다이다드가 그의 충복들을 울룩벡 측으로 보내왔던 것

으로 보아 반란은 울룩벡에 의해 은밀히 지지받았던 것 같다. 울룩벡은 후다이

다드의 원조를 염두에 두고 모굴리스탄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굴 

아미르들이 평화를 약속해옴으로써 그의 계획을 당분간 취소했던 것 같다.80)

  후다이다드는 여섯 명의 칸을 추대한 모굴리스탄의 실력자이자 동시에 독실한 

무슬림이었다.81) 반면 우와이스를 중심으로 규합된 대립 세력은 그와는 다른 정

치적 입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료에 따르면 우와이스는 낙쉬 자한을 

79) Manz, Beatrice Forbes, Manz,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pp.40-41

80)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p.91-92

81) Tarikh-i Rashidi, Ross,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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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고 칸이 되었을 때 근거지를 서쪽으로 옮기고 국명國名을 바꾸었다.82) 무

슬림 후다이다드에 반대하여 우와이스는 몽골 전통을 더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

을 창조하였고, 그럼으로써 후대에 그는 ‘칸’으로 기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듬해 모굴한국에서는 또다시 계승분쟁이 발생하여 쉬르 무함마드가 

우와이스에게 도전하였다. 쉬르 무함마드는 일부 유목 수령들을 규합하는데 성

공했지만, 결국 우와이스에게 패배해 울룩벡에게로 도망쳐왔다. 울룩벡은 쉬르 

무함마드를 도와 우와이스를 축출하고 그를 칸위에 올려놓았다.83) 울룩벡은 자

신이 임명한 ‘칸’을 내세워 모굴 울루스에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

이다.84) 그러나 쉬르 무함마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울룩벡과 결합하였을 뿐 

결코 티무르조에의 종속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85) 결국 울룩벡은 모굴리스탄 

원정을 결심한다. 울룩벡은 쉬르 무함마드의 근거지인 율두즈 계곡까지 진출하

여 모굴 군대를 패배시켰고, 쉬르 무함마드는 그 해 사망하였다.

  한편 울룩벡이 원정에 나섰을 때 후다이다드가 사신을 보내 복종의 뜻을 표해

왔다. 모굴한국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그의 지위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라

시드사』에 따르면, 

82) E. Bretschneider, Medie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vol.2, 
Trübner & Co., 1888, pp.239-42; Tarikh-i Rashidi, Ross, p.45

83)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p.91-92

84) 사실 쉬르 무함마드가 정통성을 지닌 계승 후보자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흐
즈르 호자 칸의 자손들의 계보에서 쉬르 무함마드에 대한 내용은 특히 자료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間野英二, 『バーブルとその時代』, 松香堂, 2001, pp.265-268; 
Tarikh-i Rashidi, Ross, pp.43-36; Quinn, Sholeh A., "The Mu'izz al-Ansāb 
and Shu'ab-i Panjgānah as Sources for the Chaghatayid Period of 
History: A Comparative Analysis", Central Asiatic Journal 33, 1989, p.250

85) Khwandamir, trans. W. M. Thackston, Habiau’s Siy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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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97세가 되었을 때 성지순례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후다이다

드는 여러 번 우와이스 한에게 성지순례를 허락해달라고 탄원했으나 뜻

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미르자 울룩벡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만약 

그가 온다면 자신이 모굴인들을 혼란에 빠뜨려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했

다...(울룩벡이) 유명한 장소 추chu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는 도망

쳐서 미르자 울룩벡에게로 가버렸다. 모굴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

았다. 아미르가 울룩벡 앞으로 갔을 때, 그는 ‘나의 의도는 성지순례를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바로 이 이유로 당신에게 온 

것이오.’ 라고 말했다.86)

 

  후다이다드의 연합은 물론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지만, 그는 표

면적으로 이슬람을 내세워 티무르조로 망명할 수 있었다.87) 이렇듯 샤루흐 시기 

티무르조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은 상대편 모굴한국에 의해서도 인식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다시 우와이스 한에게로 넘겨졌다. 우와이스와 추종자들은 쉬르 무함

마드를 내세운 티무르조의 지배에 반대하여 모굴한국의 정치적, 이념적 독립성

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적대적인 우와이스를 견제하기 위해 울룩벡이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더 적극적인 것이었다. 즉 그는 사마르칸트의 명목적인 

칸이었던 사툭 칸Satuq Khan에게 군대를 주어 모굴한국을 공격하게 한 것이

다. 사마르칸트에서는 새로운 칸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였다.88) 명목상의 칸이 

86) Tarikh-i Rashidi, Ross, p.69

87) 그의 종교적 동기는 과장된 것이었을지 몰라도, 카쉬가르의 수피 호자 자히드
Khwaja Zahid가 보기에 후다이다드가 다른 모굴인들과 구분되는 무슬림이었던 것
은 분명하다.; Tarikh-i Rashidi, Ross, p.69

88) Tarikh-i Rashidi, Ross,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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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티무르 시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사툭 한의 원정

은 보다 분명한 목적을 지녔던 것 같다. 울룩벡으로서는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쉬르 무함마드와 같은 모굴 칸들을 대신하여, 사툭한을 보내 정통성

을 주장하며 모굴리스탄을 지배하고자 했을 것이다. 울룩벡은 차가다이 울루스

와의 이념적 일체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티무르조의 입장은 그즈음 저술된 역사서들 중 하나인 Mu’izz 

al-Ansab에도 엿보인다. 계보에 관한 이 책은 샤루흐의 후원 하에 완성된 것으

로 그의 이념적 구상과 의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쉬르 무함마드와 우와이스가 모두 티무르조의 허수아비 칸들-카자간의 

테무르 샤 칸Temur Shah Khan, 아미르 후세인의 카불 샤Kabul Shah 등-과 

함께 차가다이 가문의 칸들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89) 티무르조는 예전처

럼 모굴리스탄의 칸들이 지닌 정통성의 의미에 제약받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칸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샤루흐가 비공식적으로 카간khaghan이라는 칭호를 

취하였던 것을 떠올려볼 때90) 이 복수의 ‘칸’들은 유일무이한 최고 군주가 아니

라 거의 지역 통치자 정도의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티무르 사후 양국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굴한

국에 대한 울룩벡의 정치적 시도들은 대체로 샤루흐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졌다. 

동시에 울룩벡은 사마르칸트의 통치자로서 얼마간 그의 개성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울룩벡의 독립성이 샤루흐와의 관계에서, 또 티무르

조 정치적 정체성의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울룩벡의 사마르칸트에서는 최고의 지식인들에 의해 이슬람 전통이 융성하는 

89) Quinn, Sholeh A., "The Mu'izz al-Ansāb and Shu'ab-i Panjgānah as 
Sources for the Chaghatayid Period of History: A Comparative Analysis", 
pp.250-251

90) Manz, Beatrice Forbes,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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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투르크·몽골 전통의 요소들이 공존하였다. 샤루흐의 헤라트에 칸이 존재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울룩벡은 칭기즈 가문의 명목상의 칸을 옹립해 두었다. 

쿠트바Khutba와 동전에 샤루흐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야를릭yarliq은 칸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다. 또 그는 티무르처럼 gurkan 칭호를 취함으로써 칭기스칸 

가문의 사람임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울룩벡이 샤루흐와 입장을 달리하는, 몽골 전통에 경도된 

통치자였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조심스럽게 제시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룩벡이 몽골 전통을 중시했다는 근거들은 주로 후

대의 『라시드사』에서 비롯된다.91) 일례로 『라시드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후다이다드가 티무르조측으로 망명했을 때, 

울룩벡이 그에게 말했다. ‘칭기스칸의 토라에 대해 당신만큼 잘 알고 있

는 이가 없습니다. 간청하오니 내게 그 모든 규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나는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후다이다드가 대답하기

를) “‘우리는 칭기스칸의 토라를 완전히 버리고 샤리아를 받아들였소, 

그렇지만 만약 울룩벡이 그의 좋은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의 토

라를 인정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겠소, 그러면 그는 샤리아를 저

버리고 토라를 받아들이겠지요.’ 이에 울룩벡은 당황하였고, 토라를 배

우지 않았다.92) 

91) Manz, Beatrice Forbes, “Ulugh Beg”, transoxiana and Turco-Mongolian 
Traditions, Iran und iranisch geprägte Kulturen : Studien zum 65. 
Geburtstag von Bert G. Fragner, ed. Markus Ritter; Ralph Kauz; Birgitt 
Hoffmann, Wiesbaden : Reichert, 2008, p.21 

92) Tarikh-i Rashidi, Ross, pp.69-70



- 34 -

  하이다르는 이렇게 그의 선조 후다이다드를 지조 있는 샤리아의 수호자로 묘

사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람직하게도 울룩벡이 칭기스칸의 법에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짓는 것이다.93) 그러나 이는 단지 무슬림 후다이다

드의 경건함을 부각시키고자 한 상상의 기록으로 보이며 신뢰할 수 없다.94) 

  사실 울룩벡이 사마르칸트에 명목상의 칸을 옹립한 것에 대해 샤루흐는 개입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샤루흐는 아마 트란스옥시아나에서 여전히 칭기스

칸의 전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샤루흐의 존재는 울룩벡의 입장에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것으로 추측된

다. 사마르칸트의 이슬람 종교인들은 칭기스칸 전통을 유지하는 울룩벡에게 종

종 불만을 가졌으나,95) 그가 경건한 샤루흐에 의해 임명된 통치자였으므로 불만 

표출을 자제했을 것이다. 또 울룩벡은 이슬람 학문의 후원자로서, 그 자신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통치자였다. 샤루흐가 메시아사상을 지닌 지식인들을 사마

르칸트로 보내 심문하도록 했을 때, 울룩벡이 지식인들에게 던진 질문은 샤루흐

의 질문보다도 더 지적인 것이었다.96)

  이와 같이 울룩벡은 두 전통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울룩

벡은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서 그의 개성을 표출하였다. 그는 샤루흐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전통적 군주권의 관념을 쉽

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97) 그는 페르시아 전통의 군주들보다는 칸들

93) R. D. McChesney, Central Asia: Foundations of Change, pp.129-130

94) Manz, Beatrice Forbes, “Ulugh Beg”, p.21

95) Jürgen, Paul, "The Khwajagan at Herat During Shahrukh’s Reign“, 
pp.241-242;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114

96) Binbaş, Evrim Ilker, “The Anatomy of a Regicide Attempt: Shahrukh, the 
Hurufis, and the Timurid intellectuals in 830/1426-27”,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13,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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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 관심을 두었다.98) 이러한 그의 입장은 모굴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시

도들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울룩벡의 개성이 샤루흐의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것 같

지는 같다. 울룩벡은 종종 샤루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헤라트를 방문하였고, 

초기 모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울룩벡의 시도들은 대체로 인정되었던 것 같

다. 이는 아마도 당시 샤루흐가 종교 영역에서의 반란들을 처리하는데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었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옛 전통이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 예전

만큼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친숙한 전통의 일부로 남아 있었

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울룩벡이 쉬르 무함마드에 대해 원정 계획을 보고했을 때 샤루흐는 처음의 승

인을 번복하여 원정 계획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울룩벡은 그의 뜻대로 하고자 

하였고, 이에 샤루흐는 복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울룩벡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헤라트에 도착하자 그간의 걱정이 가라앉았을 것이고, 샤루흐는 울룩벡의 원정

이 자신의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완전히 화해한 것처럼 보였다. 

헤라트에 도착한 울룩벡은 샤루흐에게서 환영받았고, 다시 한 번 그의 승리가 

축하되었다.99) 그러나 1427년 샤루흐는 잠시 울룩벡을 그의 직위에서 면직시켰

고,100) 이러한 굴욕은 울룩벡의 나머지 치세에 흔적을 남긴 것 같다. 이후 20년

97) 어쩌면 울룩벡의 이러한 성향은 얼마간 티무르와의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
기도 하다. 생전에 티무르는 아들들보다도 손자들에게 더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보
이기 때문이다.;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A Short History of Turkestan, p.37 

98) Manz, Beatrice Forbes, “Ulugh Beg”, pp.23-25

99)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101

100) 1425-26년 샤루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룩벡은 그의 형제 무함마드 주키
Muhammad Juki와 골든 호르드의 바락Baraq에 대한 원정을 떠났고, 그들의 군
대는 참패해서 사마르칸트로 돌아왔다. 울룩벡의 면직은 이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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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울룩벡은 직접 원정에 나서지 않았고, 그가 보낸 군대는 승리하는 경우가 거

의 없었다.101)

  울룩벡이 샤루흐의 의견과 달리 모굴리스탄 원정에 나섰을 때 그의 선조 티무

르와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바 없지만, 모굴한국은 티

무르조에 여전히 군사적 위협 이상의 존재였던 것 같다. 울룩벡의 개성은 샤루

흐와 때로 대립하면서 이 시기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독립적인 관념, 시도들은 샤루흐의 이슬람 정책에 정치적, 이념적 역동성을 더

했다. 

  다음 장에서는 두 통치자의 입장과 성취가 아부사이드 시기에 어떻게 계승되

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것으로 보인다.; Beatrice Forbes, Manz,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p.42

101) 1432년 즈음부터 모굴 한국은 티무르조 동쪽 국경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1434-35년에 카쉬가르를 다시 점령하였다. 그러나 모굴한국의 카쉬가르 점령은 
『라시드사』에만 기록되어 있다.; Bartold; ,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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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가능성

  이 장에서는 티무르 시기와 샤루흐·울룩벡 시기를 거치면서 변용의 과정을 거

친 티무르조 이데올로기가 아부사이드Abu Said 시기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

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부사이드의 치세는 샤루흐 치세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

로운 측면을 지녔다.102) 즉 아부사이드의 시기에 티무르조의 자기 인식은 보다 

확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아부사이드가 새로운 정체성을 바탕으

로 두 전통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모굴한국과

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샤루흐 사후 울룩벡이 호라산을 정복하고 헤라트를 차지하였으나, 곧 그는 아

들 압둘 라티프Abd al-Latif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울룩벡의 죽음 이후 도래한 

티무르 일족의 내전기는 아부사이드가 사마르칸트의 권좌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바부르 미르자 사후 헤라트에 입성하게 된 그는 이제 호라산과 트

란스옥시아나 두 지역을 모두 지배하게 되었고, 티무르 제국의 부흥에 착수하였

다. 아부사이드는 앞선 티무르조의 군주들처럼 두 전통에 모두 익숙한 인물이었

다. 여기서 먼저 아부사이드가 이슬람 전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아부사이드가 사마르칸트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를 지지해준 세력은 호자 아

흐라르Khoja Ahrar의 수피 집단이었다. 그래서 아부사이드가 즉위했을 때 아

흐라르는 군주의 경쟁자들을 지지했던 여타 종교 세력들을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수피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호자 아흐라르의 정치 활동은 아부사

이드의 즉위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흐라르는 특히 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

102) 티무르조 정통성에 있어 샤루흐 치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역사가들은 
아부사이드를 샤루흐의 계승자로서 기록하고자 했다.; Manz, Beatrice Forbes, 
"Family and Ruler in Timurid Historiography",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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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한 삶과 자신의 매력으로 당시 수많은 무슬림

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아부사이드는 아흐라르가 가진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즉위 이후에도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헤라트를 

정복했을 때 그는 아흐라르를 사마르칸트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두고 헤라트로 

떠났다. 호자 아흐라르가 미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적어도 사마르칸트에서 아

부사이드의 시기는 아흐라르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수피주의는 이슬람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전과 달리 수피 집단들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

을 구했다. 즉 그들은 이제 ‘가르치는 수피’일 뿐 아니라 ‘영도하는 수피’로 변

모한 것이다.103)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와 

정치의 통합을 암시하는 메시아사상의 영향 속에서 수피들은 정치적 권력을 주

장하고자 했다. 물론 수피들 간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존재했다. 이후 몇몇 

집단들이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한데 비해, 낙쉬반디와 같은 일부 집단은 그들

만의 교리, 의식의 특징을 완화한 대신 사회적 입지를 얻었다.104) 

  아흐라르의 낙쉬반디 교단은 특히 샤리아를 강조하는 수피 교단이었다. 메시

아 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그 움직임이 다소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바로 낙

쉬반디 수피 교단이다. 낙쉬반디는 여타 수피, 시아 집단과 다르게 ‘정통 이슬

람’의 노선을 선택했다. 이들은 샤루흐의 영향 하에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조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105) 누르박쉬와 같은 다른 무리들이 급진적인 메시아사상을 

103) Deweese, Devin, “Intercessory Claims of Sufi Communities during the 
14th and 15th Centuries: ‘Messianic’ Legitimizing Strategies on the 
spectrum of Normativity”, Unity in Diversity, ed. Orkhan Mir-Kasimov, 
Brill, 2014, p.199  

104) Deweese, Devin, “Intercessory Claims of Sufi Communities during the 
14th and 15th Centuries, p.218

105) Jürgen, Paul, "The Khwajagan at Herat During Shahrukh’s 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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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워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한 것과 달리, 낙쉬반디는 ‘정통적

인’ 수피 교단으로서 통치자의 지지자로 존재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106) 

  그 결과 군주와 종교인, 정치와 종교는 얼마간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아직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샤루흐에 의해 

티무르조의 군주는 이론적으로 종교적 권위를 겸하는 유일한 권력자로 선언되었

지만, 수피들의 입장에서 군주의 종교적 권위는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

다. 수피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종종 군주와 울라마들을 

비판하였다.107) 

  아부사이드와 아흐라르의 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피들의 비판은 정연한 이론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샤리아의 강조 이외에 낙쉬반디의 정교한 사상, 정치적 이상이 확립되었다

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08) 군주권에 대한 아흐라르의 관념 역시 이러한 경향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전의 기록을 참조하여 아흐라르의 

군주권 관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은 군주를 통해 운명을 실현하며, 그의 

지위는 예언자에 가깝다. 군주란 신의 창조물의 정수로서, 신적 자질을 표상한

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니며 이는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

Horizons of the world : Festschrift for İsenbike Togan, İlker Evrim 
Binbaş; Nurten Kılıç-Schubel, İstanbul : İthaki, 2011, p.218 

106) Touraj Daryaee ed., The Oxford Handbook of Irani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79

107) Jürgen, Paul, "The Khwajagan at Herat During Shahrukh’s Reign“, 
p.243-244

108) M Gaborieau, A. Propovic, and T. Zarcone ed., Naqshbandis: Historical 
Developments and Present Situation of a Muslim Mystical Order, Institut 
francais d’etudes anatoliennes d’Istanbul, 1990,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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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흐라르에 따르면 이 힘은 ‘올바른 이슬람’을 지지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다.109)

  대체로 아흐라르의 관념은 전통적 군주권 관념과 특별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

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15세기 지적 환경의 특성에서 비롯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철학과 신학, 수피주의의 경계는 유동적이었고, 그 

결과 각 부문의 관념들은 서로 융합되었던 것이다.110) 이러한 융합에는 티무르

조 군주들의 종교적 관대함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111)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의 비교적 온건한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흐라르

와 그의 교단이 메시아 운동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메시

아 운동과 수피즘의 연결은 종종 지적되어온 주제이다.112) 수피들이 생각했던 

군주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인 힘을 가진 사람113)

이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성자와 군주 간의 구분이 분명치 않게 된다. 이러한 

모호함은 아흐라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배력을 행하도록 하는 원

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14) 

  실제로 아흐라르는 스스로의 권위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표현을 

109) Gross, Jo-ann, “Khoja Ahrar”, pp.56-88

110)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256 

111) ̇Binbas, lker Evrim, “Timurid Experimentation with eschatological 
absolutism: Mirza Iskandaŗ, Shah Ni’matullah Wali, and Sayyid Sharif 
Jurjani in 815/1412”, Unity in Diversity, ed. Orkhan Mir-Kasimov, Brill, 
2014, p.290

112) Deweese, Devin, “Intercessory Claims of Sufi Communities during the 
14th and 15th Centuries”, p.197

113) 마셜 호지슨,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사계절, 2006, p.295

114) Gross, Jo-ann, “Khoja Ahrar”,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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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자면, 

나의 임무는 압제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군주들에게 대립적이며 그들로 하여금 나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제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진정한 신자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킨

다. 지고하신 신이 내게 주신 특별한 능력을 통해, 내가 원한다면 신처

럼 행세하는 카타이khatai의 군주는 내게 복종할 것이며, 그의 왕국을 

저버리고 떠나 맨발로 와서는 나의 문지방을 찾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큰 힘을 지녔지만 온전히 지고하신 신의 의지에 복종할 뿐이다.115) 

    

  그런데 이처럼 호자 아흐라르가 또 다른 신의 대리자로서, 영적인 ‘군주’로 존

재하는 상황에 대해 아부사이드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116) 이에 대해 공식 

사서인 『양성의 상승Matla’ as-sa’dayn』은 샤루흐의 이데올로기를 계승하여 아

부사이드의 군주권을 정당화한다. 즉 사마르칸디는 아부사이드를 정의로운 ‘신

성한 군주’로 묘사한다.117) 또 그는 아부사이드의 즉위가 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115) John Brown, ed. H.A.Rose, The Darvishes, or Oriental Spiritualism, 
London: Trübner and Co., 1868, pp.153-154; Gross, Jo-ann, “Khoja 
Ahrar”, p.66

116) 이 주제에 대해, Simon Digby, “The Sufi Shaykh and the Sultan: a Conflict 
of Claims to Authority in Medieval India” Iran, 18, 1990, pp.71-81; 
Beatrice Forbes, Manz,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pp.192-198    

117) ‘Abd-al-Razzāq, Matla’-i sa’dayn va majma-i bahrayn, p. 965, 969; 
Charles Melville, “Between Tabriz and Herat: Persian historical writing in 
the 15th century”, Iran und iranisch geprägte Kulturen : Studien zum 65. 
Geburtstag von Bert G. Fragner, ed. Markus Ritter; Ralph Kauz; Birgitt 
Hoffmann, Wiesbaden : Reichert, 2008,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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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118) ‘예언자와 술탄이 신 앞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고귀하다’119)라고 

선언한다. 그럼으로써 역사가는 군주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양성의 상승Matla’ as-sa’dayn』에서 호자 아흐라르는 한 명의 수피 

셰이흐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이는 성인전에서 묘사되는 호자의 위대한 모습과

는 대조되는 것이다. 사마르칸디는 아흐라르를 만나고서도 ‘내가 그에게서 발견

한 것이 발견한 것이고, 내가 본 것이 본 것이다.’라는 단 한 구절만을 기록했

다.120) 또 아부사이드와 아흐라르가 울룩벡 시기에 만났을 가능성이 큰데도,121) 

사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흐라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부사이드의 

운명을 확신시켜주는 종교인으로이다.122) 사마르칸디는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

로 묘사하기는 하지만 몇몇 사건들에서 아흐라르의 제안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123)      

118) “전능하신 신께서 누군가를 권좌에 올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한 명
백한 예시가 아부사이드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권좌로 장식될 것이
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선한 마음이 깃들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권좌의 가치를 알
고 정의롭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에 대한 증언이다.”; ‘Abd-al-Razzāq, 
Matla’-i sa’dayn va majma-i bahrayn, pp.1014-15; Gross, Jo-ann, ‘Khoja 
Ahrar’, p.99  

119) Lambton, Ann K. S., “Early Timurid Theories of State”, p.4-7

120) Samarqandī, ‘Abd-al-Razzāq, Matla’-i sa’dayn va majma-i bahrayn, 
f.300b;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170

121) Bartol'd, V.V., Four Studies o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p.167

122) “당시 그(아부사이드)가 아직 권좌에 오르지 않고 교외 지역을 돌아다니며 올바르
게 인도되는 사람들의 안내를 구할 때, 그는 Hazrat Khoza Nasir al-Din 
’Ubaydullah의 접견을 허락받았다. 아흐라르Hazrat는 달콤한 예언을 해주었으며 
미르자 술탄 아부사이드에게 세계 지배의 생각을 심어주었다.”; Samarqandī, 
‘Abd-al-Razzāq, Matla’-i sa’dayn va majma-i bahrayn, p.1062; Gross, 
Jo-ann, “Khoja Ahrar”,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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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아부사이드는 아흐라르의 영향력을 제어하고자 했다. 그는 부르한 

앗 딘Burhan al-Din을 사마르칸트의 셰이흐 알 이슬람Shaykh al-Islam으로 

임명하여,124) 상황에 따라 두 인물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했다. 또 아부사이드는 

헤라트의 학자들, 수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사마르칸트보다 헤라

트를 선호하였던 것 같고, 호라산 정복 이후에는 헤라트를 수도로 삼았다. 헤라

트에서 아부사이드는 신비주의자들보다 합리주의적 지식인125)들과의 관계를 선

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아부사이드의 치세가 

아흐라르의 전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는 기존의 관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그는 정치가로서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아흐라르를 비롯한 몇몇 신비주의자

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던 것이다.126)

  이제 아부사이드의 몽골 전통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부사이드

는 자신을 이슬람 군주로서 내세우는 동시에 몽골 전통을 존중하였다. 그는 전

형적인 투르크·몽골 군사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사서에는 그가 측근들의 조언대

로 ‘yosun’에 따라 행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27) 뿐만 아니라 기록 속 일화들

123) Gross, Jo-ann, “Khoja Ahrar”, p.122

124) Ando Shiro, "The Shaykh al-Islām as a Timurid Office: a Preliminary 
Study", Islamic Studies 33:2-3, 1994, pp.253-280 

125) 예를 들어 알리 쿠쉬지Ali Qushiji는 나시르 앗 딘 투시Nasir al-Din Tusi의 
Tajrid-i Kalam에 주석을 한 Sharh-i Tajrid를 아부사이드에게 바쳤다. 이전의 
인식과 다르게 천문학이 형이상학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은 지식
인들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Rageb, F. Jamel “Ali Qushiji and 
Regiomontanus: eccentric transformation and Copernican revolutions”, 
Journal for History of Astronomy, 36, 2005, pp.359, 371;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p.231-249 

126)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p.249

127) Samarqandī, ‘Abd-al-Razzāq, Matla’-i sa’dayn va majma-i bahrayn, 
pp.963-965, Charles Melville, “Between Tabriz and Herat: Per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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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부사이드가 투르크․몽골 전통과 그 추종자들을 배제하지는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아부사이드는 투르크인 알리Ali Qushiji를 지원하였다. 투르크인 

추종자들을 거느린 알리는 “군주의 도움을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행동했다. 또 

자부심으로 인해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신학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

명 이 투르크 무리는 복잡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영토들을 정복하는 

일은 쉽게 해냈다.’128) 

  또 카말 앗 딘Kamal al-Din의 일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카말 앗 딘은 당시 

무흐타십muhtasib으로서, 샤리아에 관한 일이라면 아부사이드는 항상 그가 조

언한 대로 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온전히 

샤리아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 바카르지Bakharzi는 카말 앗 딘이 샤리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카말 앗 딘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샤리아와 야르

구Yarghu가, 순나sunna와 토라tora가 섞여버렸다고 지적하였다.129) 같은 이유

로 아흐라르와 자미Jami 등의 수피들은 아부사이드가 참석한 자리에서 카말 앗 

딘을 비판하였다.130) 하지만 이때 아부사이드는 오히려 카말 앗 딘을 옹호하며 

수피들의 승인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131)

  이와 같은 아부사이드의 입장이 호자 아흐라르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아흐라르는 자신이 ‘칭기스칸의 폭정’을 없앴다고 선언하였고, 이러한 그의 태도

는 많은 기록들에 나타나고 있다.132) 호자 아흐라르는 종종 아미르들의 불만을 

historical writing in the 15th century”, p.37 

128)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p.234-243

129)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p.249-250

130) 이러한 수피들의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학자 집단과 수피 집단의 상호 배타적인 입
장 때문이었다. 아부사이드는 샤루흐처럼 ‘순니의 부활’을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두 집단의 갈등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131)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121 



- 45 -

샀던 것 같다. 그는 아미르들로부터 억압받는 무슬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133) 일례를 들자면, 탐가의 폐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아흐라르가 아부사이드를 방문하러 갔을 때, 아부사이드는 그의 요청에 의해 마

와라 안 나흐르에서 탐가tamgha를 중지시켰다.134) “이 소식을 듣고 사마르칸트

의 관리hakim 아미르 자니Amir Jani는 매우 화가 나서 이에 대해 불쾌한 발언

을 하였다. 이 말이 며칠 후 아흐라르에게 전해졌고, 아미르 자니는 이상한 병

을 앓게 되었다...”135) 이처럼 아흐라르의 입장은 아부사이드와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부사이드의 치세가 좀 더 지속되었다면 헤라트의 정치적, 

지적 영역은 호자 아흐라르의 사마르칸트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며 발전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그의 몽골 전통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때 모굴리스탄과의 관

계에 있어서도 더욱 흥미로운 진전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부사이드에게 모굴한국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우선 유목민들의 

132) Okten, Ertuğrul I., “Jāmī (817-898/1414-1492)”, p.109; Gross, Jo-ann, 
“Khoja Ahrar”, pp.79-80 

133) Jürgen, Paul, "The Khwajagan at Herat During Shahrukh’s Reign“ 
pp.238-245

134) 탐가의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샤리아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적 이유
를 동반했지만 실제로는 아흐라르의 경제 활동에 혜택이 되는 것이었고, 아미르들
은 아흐라르의 동기를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볼 수 없었다.; Gross, Jo-Ann,  
"A Central Asian Waqf of Naqshbandi Sufi Master Khwaja Ahrar", 
Windows on the House of Islam: Muslim Sources on the Spiritual and 
Religious Life, ed. John Renar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231-235

135) Gross, Jo-ann, “Khoja Ahrar”, p.74; "Authority and Miraculous Behavior: 
Reflections      on Karāmāt Stories of Khawāja 'Ubaydullāh Aḥrār, The 
Legacy of Persian Sufism, ed. Leonard Lewisohn, London: 
Khaniqahi-Nimatullahi Publications, 1992, pp.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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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당시 모굴리스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에센 

부카Esen Buqa로, 그는 악수에 거처를 정하고 트란스옥시아나의 변경지역을 

침범하여 사이람, 투르키스탄, 타쉬켄트 등을 약탈하였다. 에센 부카 칸의 공격

은 전형적인 유목민들의 방법을 따른 것으로, “그(아부사이드)가 모굴리스탄으로 

진군하면 에센 부카 칸은 먼 곳으로 가 버려서 사마르칸트의 군대로는 도저히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136) 

  뿐만 아니라 티무르조는 아부사이드 시기까지도 모굴한국의 존재로 인해 몽골 

전통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부사이드가 몽골 전통과 그 

지지자들을 통합, 유지하는데 모굴한국의 칸은 위험 요소였다. 에센 부카는 전

통을 고수하는 이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로 그는 안디잔을 약탈했을 때 거주민들을 카쉬가르로 이주시켰는데, 그들은 

사실 칭기스칸의 후손들에게만 복종하려는 입장을 지닌 유목민 ‘망명자들’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137)  

  에센 부카에게 대응하기 위해 아부사이드는 계승 분쟁을 이용했던 울룩벡의 

전통적인 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에센 부카와 칸위를 두고 대립한 

적이 있던 유누스를 불러들이기로 한다.138) 『라시드사』의 기록을 인용하자면, 

136) Tarikh-i Rashidi, Ross, p.81

137) Paul Lavern Hanson, “Sovereignty and service relationships in the 
Timurid corporate dynasty under Babur : the continuing legacy of the 
Chingis Khanid political syste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5, p.101

138) 사툭 칸에 의해 우와이스 칸이 피살된 이후 우와이스의 두 아들 유누스와 에센 부
카 사이의 계승 분쟁이 뒤따랐고, 결국 에센 부카와 그의 지지자들이 승리하였다. 
유누스 칸과 그를 지지하였던 두 부족장 Iranzan과 Mirak Turkman은 수천 가
구를 헤아리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울룩벡에게로 와서 피난처를 구하였다(1429). 
그러나 울룩벡은 유누스 칸만을 헤라트의 샤루흐에게 보내고는 부족장들을 죽이고 
다른 부족민들은 가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다. 이 대학살은 이전 시기 카



- 47 -

“그는 곧 유누스 칸을 에센 부카 칸에게 보내 두 형제가 서로 싸워 자신의 나

라가 평화로워지기를 바랐다.”139) 아부사이드는 유누스를 불러들여 에센 부카의 

경쟁자로서 정통 칸으로 인정하였다. 유누스는 티무르조의 군사적 원조와 함께 

모굴리스탄의 서부, 즉 일리 유역으로 돌아갔다. 이때 유누스는 “그 지역의 모

든 모굴인들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받았다.”140) 이로써 아부사이드는 티무르조

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트란스옥시아나의 모굴인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이

다. 

  모굴리스탄의 동부에서는 에센 부카가 계속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얼마 

후 유누스는 카쉬가르로 진군하였지만 에센 부카에게 패배하여 트란스옥시아나

로 도주하였다. 아부사이드는 유누스에게 지원군을 주어 이로써 그는 다시 서부

의 지배권을 회복하였고, 동부의 지배권은 에센 부카 사후 그의 아들 두스트 무

함마드 칸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아부사이드는 모굴한국을 두 세력으로 분열시

킴으로써 저항세력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아부사이드는 티무르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차가다이의 칸을 모굴리스

탄에 두게 된 것이다. 이전 시기 티무르는 모굴한국을 직접 지배하고자 했고, 

울룩벡은 자신이 후원하는 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자 했으나 모두 전적

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부사이드는 유누스의 종속을 통해 모굴한국

의 지배에 한층 다가서게 되었다.141)  

쉬가르를 둘러싼 모굴 한국과 티무르조 간의 대립과 티무르조 측의 패배와 관련하
여 일어난 것 같다.; Tarikh-i Rashidi, Ross, pp.73-75 

139) Tarikh-i Rashidi, Ross, p.82;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88

140) Tarikh-i Rashidi, Ross, p.84

141) Paul Lavern Hanson, “Sovereignty and service relationships in the 
Timurid corporate dynasty under Babur“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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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사이드는 망명해있던 유누스를 소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나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칸이 필요 없다. 앞으로 당신은 당신의 선

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아미르 티무르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

서 우리의 가신이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상황은 

변화하였고, 나는 이제 내 스스로의 정당함에 의해 군주padishah이다.”라고 언

급하였다.142) 이는 여전히 티무르조에서 모굴한국에 대해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

에 있어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한편143) 티무르조의 군주가 

정치적 정통성을 확인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한편 그가 세운 모굴리스탄의 유누스 칸 또한 이슬람 문화의 혜택을 충분히 

경험한 인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유년 시절 시라즈에 망명해 있으면서 페

르시아 문화에 익숙해졌고, 오랜 기간 『승전기』의 저자 야즈디의 제자였다. 그

는 ‘몽골인들 중 가장 교양 있는’ 칸으로 묘사되었다. 또 당시 모굴리스탄의 지

배층 역시 상당수 투르크인 혹은 투르크화한 몽골인이었으며, 스스로 ‘모굴’이라 

자처했던 모굴리스탄의 주민들조차 몽골인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의심스럽다.144) 

『라시드사』는 당시 모굴 한국의 비교적 발달된 문화수준을 입증하며, 당시 모굴

리스탄이 지적인 중심지로 번영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이슬람의 영향은 점진

적으로 옛 차가다이의 두 부분 모두에 침투하고 있었고, 이 시기 티무르조와 모

굴 한국 간 관계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공통성이 어느 정도 관계의 기반이 되었

을 것이다.145) 

142) Tarikh-i Rashidi, Ross, pp.83-84 

143) Hodong Kim, “The Early History of the Moghul Nomads”, pp.315-316

144) Peter Jackson, Cambridge History of Iran, p.119

145) 유누스 칸의 시대에 모굴리스탄에서 역시 낙쉬반디 교단의 주도권이 확립되었다. 
호자 아흐라르의 정신적 카리스마는 중앙아시아의 많은 군주들에게 인정되고 있었
고, 당시 모굴 한국에는 무함마드 카디Muhammad Qadi가 파견되어 유목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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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독특한 모굴한국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정주화, 이슬

람화는 이 사회의 유목적 특징을 점점 희미하게 하였다.146) 유누스 한은 변화에 

거부감 없이 이슬람을 기반으로 티무르조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을 것

이다.147) 유누스는 ‘몽골인들’을 의식하여 일리와 율두즈 계곡에서 유목민으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지만,148) 기회만 있으면 초원을 떠나 정주도시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도시를 기반으로 유목부족들의 견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

으로 보인다.149) 유누스의 선택에 대해 일부 모굴 유목민들은 그의 아들 아흐마

드를 칸으로 추대하고 모굴한국의 동부에 거함으로써 사실상 모굴 한국은 분열

되기에 이른다. 우와이스 한 시기에 이미 그 조짐을 보였던 모굴한국의 분열이 

티무르조의 개입에 의해 마침내 결정적인 사실이 되었다.

  한편 샤루흐 치세에 형성되기 시작된 티무르조의 새로운 정체성이 이 시기에 

다소간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아부사이드가 선언하는 바와 같이 티무르조 

군주로서의 정통성은 이제 다른 전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티무르 제국의 맥락

에 따른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부사이드와 유누스의 연합은 비록 차가다이 

한국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150)

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였다.; Tarikh-i Rashidi, Ross, p.157; 김호동, 「모
굴汗國의 初期 무슬림聖者들」, 『歷史學報』, 119, pp.15-16 

146) Mano Eiji, “Moghūlīstan”, Acta Asiatica 34, 1978, p.60 

147) 유누스는 모굴리스탄의 유목민들이 정주화하기 전에는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없
다고 생각했다.; Tarikh-i Rashidi, Ross, p.156

148) Tarikh-i Rashidi, Ross, pp.94-95

149)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p.90

150) 하지만 유누스 한의 즉위는 아부사이드의 죽음 및 티무르조의 분열과 시기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모굴한국은 곧 티무르조로부터 줄곧 받아왔던 간섭으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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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사이드가 차가다이 한국의 통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치 않다. 『라시드사』에 의하면, 그는 유누스 한을 통해 차가다이인이 중심

이 되는 ‘평화’를 이루고자 시도했던 것 같고, 그에 의해 ‘오랜 적대가 새로운 

우정으로 바뀌었다.’151)고 하는데, 이 기록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르칸디의 저작 등 그의 시기를 다룬 여러 사료들을 종합해보아야 할 것이

다.  

 

수 있었다. 유누스는 티무르조의 쇠퇴를 트란스옥시아나의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제 거꾸로 티무르조의 아흐마드와 우마르 셰이흐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몇 차례 우마르 셰이흐를 보호해주었고, 
타쉬켄트와 사이람을 둘러싼 분쟁에 중재를 요청받자 두 도시를 모두 자신에게 양
도하도록 하였다.Tarikh-i Rashidi, Ross, pp.112-113

151) Tarikh-i Rashidi, Ross,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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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티무르 제국 이데올로기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티무르로부터 

시작하여 아부사이드에 이르기까지 세 시기는 새로운 정체성이 창조되는 변모의 

시간이었다. 결국 티무르 제국은 곧 사라졌고 트란스옥시아나의 일부와 호라산 

지역으로만 축소되어버렸지만,152) 티무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설적인 표상이 

되었다. 티무르의 신화는 그의 후손들은 물론 후대의 국가들에 정치적 카리스마

의 원천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153)  

   새로운 제국, 정치 전통의 창조 과정에서 티무르는 몽골 전통의 신화적 요소

와 관습, 이슬람 전통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유목 문화와 정주 문명이 수렴하는 장소였고, 이는 유례없는 문화적 전통의 통

합을 가능케 하였다. 한편 15세기는 이슬람 세계의 중간 시기가 결말을 맺는 변

화의 시기였다. 메시아사상의 부상은 티무르조에 이념적 도전이 되었다. 샤루흐 

시기 이슬람 정책, 역사 서술 활동의 고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티무르조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화하기 시작한 정체성의 인

식은 모굴 한국과의 관계에도 반영되었다. 티무르는 차가다이조의 정통성을 근

거로 모굴한국에 대한 원정을 정당화하였으나, 샤루흐 시기에 이르러 모굴한국

152) 르네 그루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p.590

153) Quinn, Sholeh A., "Notes on Timurid Legitimacy in Three Safavid 
Chronicles", Iranian Studies 31/2, Spring 1998, pp.149-158; Quinn 
Sholeh, "The Timurud Historiographical Legacy: A Comparative Study of 
Persianate Historical Writing", Society and Culture in the Modern Middle 
East, ed. Andrew J. Newman, pp.19-32; Ron, Sela, The Legendary 
Biographies of Tamerlane: Islam and Heroic Apocrypha in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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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티무르조와 구분되는 정체政體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차가다이 울루

스와의 이념적 일체성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울룩벡은 모굴한국

에 대한 간접적 지배를 실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상대국의 계승분쟁을 이용

하여 모굴 유목전사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부사이드 시기에 티무르조의 변

용된 정체성은 그들 자신에 의해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티

무르의 신화는 완성되고 지속적인 것이 되었다. 이 시기 아부사이드와 유누스 

칸의 연합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티무르조에서는 모굴한국과는 다르게 칭기스칸의 법에 대

한 존중이 늘 명료한 기억으로 남게 되지는 않았다. 반면 모굴한국은 항상 자신

들이 칭기스칸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전통의 보유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의미에서 세미레치에의 유목 전사들은 스스로를 '모굴'이라 칭하는 한편 

트란스옥시아나의 사람들을 '카라우나스'라고 부르며 멸시했던 것이다. 모굴 유

목전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반하여 몇 번이고 전통을 수호하고자 결

집하였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에, 민족성ethnicity은 모굴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게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행위의 원칙을 제시해주었을지는 몰라도, 모굴 

한국을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의미를 구분해내도록 해

줄 수는 없었다.154)

  티무르조는 상황의 필요에 응하여 이슬람 전통 안에 그들의 제국을 자리매김

함으로써 이슬람 세계dar al-islam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차가다이 울루스

로부터의 이념적 일체성이 희미해지고, 티무르조가 이슬람 세계의 한 부분이 되

어 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옛 전통은 여전히 남아 한

편에서 이슬람에 대한 균형추이자 보호막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

154) Jo-Ann Gross ed., Muslims in Central Asia: Expressions of Identity and 
Change, Duke University Press, 199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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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들이 항시 차가다이인임을 기억하였고, 그리하여 후대에 이르면 티무

르조의 사람들을 가리켜 ‘차가다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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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in	 Political	 Identity	 of	 Timurid	 Empire:

Reflect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Ulus-i	 Moghul

	 	 	Chaghatai	 Ulus	 was	 divided	 into	 the	 East	 and	 West	 in	 the	 1340s.	 After	 the	 split,	Ulus-i	 Moghul	 was	 established	 in	 the	 East	 and	 the	 Timurid	 Dynasty	 was	 built	 in	the	 West.	 Contrary	 to	 the	 fact	 that	 Ulus-i	 Moghul	 kept	 its	 political	 traditions,	 the	Timurid	 Dynasty	 faced	 the	 need	 to	 harmonize	 the	 Mongol	 tradition	 with	 the	Islam	 tradition	 according	 to	 the	 change	 in	 its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at	process,	 the	 political	 identity	 of	 the	 Timurid	 Dynasty	 was	 transformed.	 Despite	the	 split,	 however,	 an	 ideological	 uniformity	 existed	 in	 both	 states	 which	originated	 from	 its	 past.	 As	 the	 identity	 of	 the	 Timurid	 Dynasty	 further	developed,	 such	 notions	 gradually	 lost	 significance.	 As	 a	 result	 its	 relations	 with	Ulus-i	 Moghul	 also	 changed	 from	 its	 past.	Right	 after	 the	 unification	 of	 Transoxiana,	 Timur	 	 risks	 an	 expedition	 to	 Ulus-i	Moghul.	 The	 ruler	 of	 Moghulistan	 at	 that	 time	 was	 Qamar	 ad-Din	 who	 revolted	against	 Khan	 and	 seizes	 his	 power.	 And	 the	 Timur’s	 expedition	 had	 been	justified	 under	 the	 objective	 of	 reunification	 of	 Chaghatai	 Ulus.	 And	 Timur	considered	 himself	 	 as	 the	 reconstructor	 of	 Chaghatai	 Ulus,	 and	 a	 supporter	 of	 	the	 Genghis	 Khan	 tradition.	 On	 the	 other	 hand,	 as	 the	 conquest	 of	 land	 expanded	Timur	 also	 had	 to	 assert	 its	 legitimacy	 to	 dominate	 in	 the	 Islamic	 world	 as	 well.	While	 coming	 back	 and	 forth	 from	 two	 traditions,	 Timur	 attempted	 t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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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	 by	 utilizing	 various	 levels	 of	 symbols.	 As	 a	 result,	 the	 charisma	 of	Timur	 began	 to	 exist	 as	 a	 source	 of	 new	 identity.	Shahrukh	 unified	 the	 disorder	 that	 occurred	 in	 the	 aftermath	 of	 Timur.	 Shahrukh	ruled	 from	 Herat	 and	 also	 appointed	 Ulugh	 Beg	 as	 the	 ruler	 of	 Samarkand.	Shahrukh	 considered	 himself	 as	 a	 reconstructor	 of	 Islam	 but	 also	 maintained	 the	traditions	 of	 Mongols.	 Shahrukh	 confronted	 ideological	 challenges	 which	 included	ideology	 competition,	 and	 Messianic	 movements.	 In	 response	 to	 such	 challenges	he	 had	 to	 newly	 officialize	 its	 legitimacy	 by	 developing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Islam.	 Shahrukh	 established	 the	 ideology	 of	 the	 Timurid	 Dynasty	 by	developing	 its	 mythic	 aspects.	The	 change	 in	 political	 identity	 was	 reflected	 in	 its	 relations	 with	 Ulus-i	 Moghul.	Ulus-i	 Moghul,	 during	 Shahrukh’s	 term,	 becomes	 recognized	 as	 a	 separate	 form	 of	govern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imurid	 Dynasty.	 However,	 the	ideological	 uniformity	 it	 shared	 with	 Chaghatai	 Ulus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by	 then.	 Ulugh	 Beg	 took	 a	 leading	 role	 in	 its	 relations	 with	 Ulus-i	 Moghul.	 He	aimed	 to	 control	 Ulus-i	 Moghul	 by	 utilizing	 the	 conflict	 of	 succession	 of	 the	other	 country.	 In	 the	 beginning,	 Ulugh	 Beg	 supported	 Sher	 Muhammad,	 who	 was	defeated	 from	 the	 conflict	 of	 succession,	 and	 ousted	 Uways.	 Nevertheless,	 Sher	Muhammad	 did	 not	 recognize	 its	 subordination	 to	 Timurid	 Dynasty	 and	 Ulugh	Beg	 attempted	 to	 rule	 Ulus-i	 Moghul	 by	 claiming	 legitimacy	 through	 Satuq	 Khan	of	 Samarkand	 once	 again.	It	 was	 Abu	 Sa’id	 who	 occupied	 Samarkand	 and	 Herat	 after	 Shahrukh	 and	 Ulugh	Beg.	 He	 also	 inherited	 Ulugh	 Beg’s	 policy	 which	 aimed	 to	 weaken	 Ulus-i	 Moghul	through	 a	 conflict	 of	 succession.	 Abu	 Sa’id	 summoned	 Yunus	 and	 also	 recognized	him	 as	 Khan	 of	 Ulus-i	 Moghul	 by	 setting	 him	 as	 competitor	 of	 Esen	 Buqa.	 In	this	 manner,	 Abu	 Sa’id	 succeeded	 in	 splitting	 Ulus-i	 Moghul	 into	 two,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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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pacitating	 its	 power.	 Meanwhile,	 the	 identity	 of	 Timurid	 Dynasty	 that	 was	transformed	 was	 accepted	 as	 something	 very	 distinct	 from	 its	 past.	 Abu	 Sa’id	was	 no	 longer	 in	 need	 of	 a	 Khan	 and	 also	 seemed	 to	 have	 broken	 free	 from	 its	past	 ideological	 uniformity.	 Consequently,	 the	 coalition	 of	 Abu	 Sa’id	 and	 Yunus	may	 imply	 that	 the	 relations	 of	 the	 two	 states	 could	 have	 possibly	 entered	 a	new	 era.	Undergoing	 three	 periods,	 Timurid	 had	 established	 its	 empire	 in	 its	 Islamic	traditions,	 thereby	 becoming	 a	 part	 of	 the	 Islamic	 world.	 Timur	 had	 become	 a	legendary	 symbol	 in	 the	 region	 of	 Central	 Asia	 and	 his	 myth	 has	 made	 its	 way	as	 a	 source	 of	 political	 charisma	 for	 its	 descendants	 as	 well	 as	 for	 other	 states	in	 the	 later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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