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

오 원 교

- 개요 - 　
본고는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에 대한 구체적· 

심층적 분석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은 오랜 역사적 부침을 거듭했지
만 개인적, 사회적 삶의 강력한 조정자이고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의 고유
한 벡터이며 민족적, 지역적 연대의 단일한 기초로서 작용해 왔다. 특히 무
슬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이슬람은 통상적 의미의 종교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이자 양식이며 총체이다. 본고는 소통과 상생, 
화합과 번영의 관점에서 먼저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사회의 현재
적 양상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이슬람 부흥의 와중에 식민 지배의 부정적 
유산과 체제 전환의 복합적 요인의 작용으로 생겨난 이슬람의 분열과 반목
의 실상을 공식이슬람, 저항이슬람, 생활이슬람을 통해 개괄적으로 고찰한
다. 뒤이어 생활이슬람의 실제적 상황을 제도적, 일상적 차원에서 다양한 
예들을 통해 세 하게 추적한다. 더불어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무슬림들의 
종교적 태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이슬람
의 미래적 전망을 현실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잠재성에 대한 적극적 모
색의 차원에서 시대적 과제의 일환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현대 우즈베키스
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총체적 규명은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문화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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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300여년의 지난한 역사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부침을 거듭했지

만, 전통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삶의 강력한 조정자이고 종교적, 문화적 정체

성의 고유한 벡터이며 민족적, 지역적 연대의 단일한 기초로서 작용해 왔다. 
요컨대 이슬람은 통상적 의미의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역사, 문화 등을 포괄하는 무슬림들의 삶의 규범이자 양식이며 총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슬람에서는 경전과 교리의 차원에서 확고한 정통성이 강조

되지만, 의식과 관례의 차원에서는 유연한 개방성이 또한 고유하다. 중앙아시

아에서 언어(투르크어), 인종(투르크족)과 함께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자 근본적 토대의 하나인 이슬람은 외래의 정통 종교와 토착적 

민간 신앙과 전통 관례가 독특한 상호 작용을 거쳐 대중의 삶 속에 뿌리내

려온 역사적 산물이다. 말하자면 정통성(외래성)과 토착성(지역성)의 역동적 

상호 혼융의 결과인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토착 신앙과 전통 관행에 대한 이

슬람 의식과 관례의 부단한 상호 영향을 통한 중앙아시아 문화의 폭넓은 자

기화이자 그 속으로의 맥락화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장구한 역사의 부침을 견뎌낸 생명력

의 원천은 바로 정통성과 토착성의 고유한 융합에 기초한 독특한 유연성이

다. 이를테면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통치로 대표되는 외세의 혹독한 

억압과 철저한 지배 아래서도 무슬림성(muslimness)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무슬림 대중의 삶 속의 토착적 이슬람, 즉 일상 

속의 이슬람 덕분이었다. 특히 소비에트 정권의 무신론적 반(反)이슬람 정책

도 오랜 기간에 걸쳐 중앙아시아인들에게 내면화된 무슬림성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 심지어 인위적 영토 획정과 자의적 국가 분할에도 불구하

고 “나는 무슬림이다”라는 자기정체성은 흔들림 없이 간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20여 년간의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지배는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잊힐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는데, 그것은 다

름 아닌 이슬람 사회의 내적 분열과 무신론적 세속화로 인한 종교성 자체의 

약화이다. 주지하다시피 ‘무슬림 종무청’으로 대표되는 공식이슬람(official 
islam)은 식민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선전, 선동하는 하부기관이었으며 

독립 후에도 정통성이 약한 권위주의 정권의 대변자로서 과거의 부정적 유산



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기의 역사적 산물인 저항이슬람(political 
islam)은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급진적 목표와 폭력투쟁이라는 과격한 수

단으로 인해 반(反)공식이슬람으로 취급되면서 체제의 혹독한 탄압과 대중의 

심리적 반감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1) 
그러나 공식이슬람과 반공식이슬람 사이의 탄압과 저항이라는 악순환 속에

서도 이슬람의 계승과 부흥의 물결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바, 그것의 

기본적 토대는 일상적 삶 속에서 무슬림성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평

범한 무슬림 대중의 생활이슬람(everyday islam)2)이다. 비(非)공식이슬람의 주

류로서 생활이슬람 속에서 무슬림 대중은 전통적인 이슬람의 의식과 관례뿐만 

아니라 비(非)이슬람적 토착 신앙과 관행을 일상 문화의 총체로서 꾸준히 준수

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무

슬림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3)을 중심으로 이슬람 사회와 문화

의 현재적 양상과 미래적 전망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슬람은 

1)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공식이슬람’과 ‘비
( )공식이슬람’으로 구분된다. 이른바 각국의 ‘무슬림 종무청’은 공식이슬람의 대
표적 기관이고 ‘생활이슬람’은 비( )공식이슬람의 중심적 조류이며, 이에 덧붙여 
체제전환기에 반( )공식적 조류인 ‘저항이슬람’이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들은 교
리의 차원에서는 공통의 뿌리를 지니며, 따라서 구분은 역사적이고 조건적이다.

2) 생활이슬람(бытовой ислам, everyday Islam)은 민중이슬람(народный ислам, 
popular Islam), 민속이슬람(folk Islam), 병행이슬람(parallel Islam), 언더그라운드이
슬람(underground Islam) 등으로 다양하게 칭해진다.

3)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인구(2016년 7월 현재 
3,180만 명, 카자흐스탄 1,785만 명, 타지키스탄 816만 명, 키르기즈스탄 601만 
명, 투르크메니스탄 475만 명)를 지닌 국가로서 표제민족인 우즈벡인이 압도적 다
수(82%)를 차지하고 또한 대부분(무슬림 93%, 러시아정교 4%, 기타 3%)이 이슬
람을 믿고 있다. 우즈벡 민족의 역사와 가치 체계에서 이슬람과 그것의 의식 및 
관례를 포함한 문화는 아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슬람의 영향 아래 우즈벡 
민족의 자의식의 기본적 요소들이 형성되어왔다. 이슬람은 삶의 주요한 측면들 ― 
법과 제도, 도덕과 규범, 가치관과 세계관, 관습과 일상 등 ― 을 규정해 왔으며,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삶의 양식과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대해서는 
С. П. Толстова(ред.)(1962) Народы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 Т. 1, М.: Изда- 
тельство АН СССР, С. 318 참조. 



오랜 기간 동안의 숱한 외세 지배 하에서 민족자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독

립 이후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형성과 지역적 연대의 구축이라

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단일한 기초로 간주된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

의 거대한 유산들과 전환기의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점철된 결과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사회는 실상 분열과 갈등 ― ‘공식이슬람’, ‘생활이슬

람’, ‘저항이슬람’ ― 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통과 상생의 토대라기보다는 오히

려 혼란과 갈등의 원천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 지향인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우즈베

키스탄의 민족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전체의 지역적 정체성의 든든

한 기틀로서 이슬람, 특히 생활이슬람의 현실태와 잠재성에 각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는 

그것의 정체성의 주요한 담지체인 이슬람 공동체의 조화와 통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 과정의 중심적 추동체는 바로 무슬림 대중의 삶의 모태이자 문

화적 터전인 생활이슬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두드

러져 보이는 이슬람 사회의 분열적 양상은 본질적으로 심원한 역사적 토대에

서 비롯된 영원한 본성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내외적 요인들에서 생겨난 일시적 

국면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적 정체성은 채워져야 할 그릇과도 

같은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진정한 무슬림성(мусульмончилик)은 여전히 

지향과 재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 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을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탐구할 본고는 우선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사회의 현재적 양상을 공식이슬람, 
저항이슬람, 생활이슬람을 통해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뒤이어 중심적 흐름인 

생활이슬람의 실제적 양상을 사회제도적, 일상생활적 차원에서 다양한 예들을 

통해 세 하게 추적하며, 더불어 사회여론조사에 기초하여 무슬림들의 종교적 

태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이슬람의 미래적 

전망을 현실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잠재성에 대한 적극적 모색의 차원에서 

시대적 과제의 일환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이처럼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

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총체적 규명은 현대 우즈베키스

탄의 사회 문화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종교성 

2.1.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의 상황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사에서 이슬람 사회의 지형을 뒤흔든 가장 커다란 변

화의 물결은 무엇보다도 ‘이슬람 부흥’이다. 이슬람 부흥은 1970년대 중동의 

이슬람 부흥의 사상적 영향과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을 계기로 촉발

되었고, 소연방 해체와 독립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다

양한 형태의 이슬람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비록 최근 그 높은 파고는 

다소 가라앉았지만 일종의 시대적 흐름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슬람 부흥은 무엇보다도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에 

의해 외적으로 추동되었지만, 그것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전개는 지역의 무

슬림 사회에서 내적으로 성숙되고 있던 다양한 전제들에서 비롯되었다.4)

하지만 이슬람 부흥은 겉보기와는 달리 발생과 전개의 다차원적 맥락에서 

예견되고 그것을 주도하거나 혹은 참여하는 사회집단이나 세력들 사이의 서

로 다른 동기와 목표에서 감지되듯이 상당히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지배가 종교문화

의 영역에 남긴 커다란 부정적 유산 중의 하나인 공식이슬람과 비공식이슬람의 

분열 양상이 다시 반복되었으며, 급기야 독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아래

서 반공식이슬람으로 취급되는 급진적 이슬람주의가 출현하여 이슬람 공동체 내

의 갈등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 결과 이슬람 사회의 지형도는 적지 않게 흔들렸

으며 급기야 이슬람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4) 요컨대 독립 이후 이슬람은 우선 사회-이념적 차원에서 사회주의라는 소비에트 이데
올로기를 대신할 대안 이념이자 통합의 도구이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민족-국가 형
성에 필수적인 권력의 정통성과 대중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경제적 차원에
서는 취약한 구조와 심각한 사정의 극복 전망이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민족 문화의 
뿌리이자 도덕적 가치의 중심이며, 나아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주변 이슬람 국가
들과 활발한 교류를 위한 공통의 기반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세
한 것은 오원교(2008) ｢중앙아시아 이슬람 부흥의 양상과 전망｣, 러시아연구, 제
18권 제2호, 353-355쪽; Р. Г. Шамгунов(2004) “Исламский фактор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естник СПб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 6, Вып. 4, С. 87-92 참조.



독립 직후 중앙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과 집권 세력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민
족)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의미와 가치를 뚜렷하게 인식하였는

바, 소비에트 시대의 무신론을 청산하고 이슬람을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의 표

지로서 받아들였으며 이슬람적 요소를 국가 상징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슬람 사원과 교육기관의 복원과 신축, 종교 활동과 조직 결성의 합법화, 종교

적 축일의 기념과 공휴일 지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슬람 부흥을 직간접적으

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흥의 파고는 타지키스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에서 탈레반 세력의 부상을 계기로 급속하게 가라앉게 된다. 이후 중앙아시아

의 각국은 본격적으로 이슬람 정책의 근간을 구축하는데, 국가 관리 하의 공식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생활이슬람을 폭넓게 감독하며 저항이슬람을 철

저하게 억압하게 된다.5) 특히 취임식에서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던 우즈

베키스탄의 카리모프(И. Каримов) 대통령은 1997년 나만간 지역과 1999년 타

슈켄트에서 일련의 살인·테러사건 그리고 급기야 2005년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이슬람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종교적, 문화적 차원에서

만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배제와 포용의 양면 정책을 탄력적으로 구사하였다.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수행을 위해 우선 종교 활동을 규제하

는 법적 방안들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을 통해 종

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세속국가임을 선언하고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헌법은 종교에 근거한 차별, 
적대감 선동, 정당 구성을 금지하고, 무(無)신앙을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법적 조항들은 대부분 명목상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종교와 

관련된 일련의 하위 법규와 감독-집행기관을 통해서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

를 다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7) 

5)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이슬람 정책은 소비에트 시대의 분할-통치 방식과 상
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T. Epkenhans(2009) “Regulating Religion in Post-Soviet 
Central Asia: Some Remarks on Religious Association Law and ‘Official’ Islamic 
Institutions in Tajikistan,” Security and Human Rights, № 20(1), pp. 94-99. 

6) 이에 대해서는 이선우(2016)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부의 이슬람정책: 1인 독
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269-301쪽 참조.

7) 이를테면 199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은 최초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조직에 관한 법
률｣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은 종교 영역에서 개인과 조직의 활동과 국가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법적 토대를 세웠다. 개인의 종교(선택)의 자유와 국가와 하부 기관의 
종교 조직과 그 활동에 대한 불개입, 모든 종교 조직과 단체의 법 앞에서 평등 등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이슬람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지원하는 공식적 종교 기관으로서 

‘무슬림 종무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УМУ:  
Управление мусульман Узбекистана)은 소연방 해체 이후 소비에트 시절 중앙

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던 타슈켄트의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
이 해체되면서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의 과거 지부와 함께 분리·독립되어 독

자적 종무청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8)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은 소비에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집권 세

력의 입장과 방침을 추종하고 그것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의 하부 통치 기관으

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종교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내각 산하 

기관인 ‘종교위원회’의 엄격한 통제와 실질적 지도하에 있으며, 무프티의 선출

을 비롯한 제반 활동들은 정권의 의향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

슬림 종무청의 무프티를 비롯한 이슬람 지도자들은 국가의 위로부터의 명령과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요구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9) 권력과 사

이 규정되었고, 종교와 분리되는 국가의 세속적 성격이 천명되었다. 1992년 12월
에 채택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보
장된다. 모든 개인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종교적 관점을 강요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어 1998년 5월 1일에는 의회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조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의 제14조에 따르면 공공
장소에서 사제를 제외한 일반인은 종교적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또한 제5조는 
개종이나 선교를 위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З. Х. Арифханова, 
С. Н. Абашин и Д. А. Алимова(ред.)(2011) Узбеки, М.: Наука, С. 480 참조.

8) 1943년 타슈켄트에 설립되었던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이 해체되면
서 1992년 마베르안나흐르 무슬림 종무청이 생겨났고 1996년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으로 개칭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은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이슬람 종교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고 무슬림들의 제반 활동을 지도·지원하며 외국
의 유사한 종교 조직과 교류·협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슬림 종무청은 산하의 출
판사 <마베르안나흐르(Мавераннахр)>에서 월간 잡지 올바른 길(Хидоят), 격주 
신문 이슬람의 빛(Ислам нури)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З. Х. Арифханова, С. Н. Абашин и Д. А. Алимова(ред.)(2011), 481.

9) 무슬림 종무청은 금요 예배에 사용될 공식적 설교문을 제작하여 매주 전국의 이맘
들에게 배포한다. 이맘들의 자유 설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따라서 공식적 설교
는 무슬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2001년 10월 종무청
은 죄 없는 무슬림들의 피해에 대한 수많은 우즈벡인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맘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을 찬양하도록 지시했다. 이러



회 중에서 어디에 복무할 것인가의 선택은 단순히 대중적 지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10) 따라서 대부분의 이맘과 종교 엘리

트들은 무슬림 대중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평범한 무슬림들도 개인적 믿음과 신념을 따를 것인가 혹은 

원치 않는 당국의 관심(주의)을 피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11) 
특히 카리모프 정권은 무슬림 종무청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이른바 제도

권 밖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비공식적 종교 활동을 ‘독립 이슬람(Independent 
Islam)’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여 불허하였으며, 이것을 온화하고 정치적으

로 위험하지 않는 ‘진정한 무슬림(True Islam)’12)에 대립되는 ‘급진주의’, ‘분

한 종무청의 지시에 대부분의 이맘들은 대항하기 보다는 순종하여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였지만 이러한 태도는 무슬림 대중의 불만을 자아냈다. 

10)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의 무프티, 무함마드 사디크(Muhammad Sadiq Muhammad 
Yusuf, 재임기간: 1989~1993)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비롯한 무슬림들의 정치참여
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그의 전임자, 샴수딘 바바칸(Shamsuddin Babakhan)의 세
속정권에 대한 굴복, 쿠란에 대한 무지, 온갖 비행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적 입장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호응으로 오히려 카리모프 정권
의 분노를 샀고, 그는 수차례의 직간접적인 협박과 압력에 시달린 끝에 결국 1993
년 강제적으로 무프티 자리에서 물러나 7년간의 망명생활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진
실한 이맘들은 정권의 선전 도구인 나팔수가 아니라 무슬림 대중이 마주하는 일상
의 도전들 앞에서 안내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의 추구는 
자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M. Haghayeghi(1995)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Y.: St. Martin’s Press, pp. 162-3 참조.

11) E. M. McGlinchey(2007) “Divided Faith: Trapped between State and Islam in 
Uzbekistan,”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 308.

12) 우즈베키스탄에서 ‘진정한 이슬람’의 경계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무슬림 종무
청 혹은 종교위원회의 소관인데, 2000년 3월 무슬림 종무청은 새로운 강령을 통
해 하나피 법학파(ханафитский мазхаб)만을 공식적인 이슬람 교리로서 공표하였
다. 이슬람 순니계의 4대 법학파 중의 최대법학파인 하나피파는 9세기부터 마베
르안나흐르와 호라산에서 지배적 종교법학파가 되었는데, 마베르안나흐르의 대도
시들, 즉 부하라와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하나피파는 형성기(9~10세
기), 번영기(11~13세기초), 소멸기(13세기초~14세기) 등의 3단계를 거쳤다. 하나피
파는 지역의 전통과 관례에 폭넓은 자유를 제공했고, 개인적 사고의 자유와 비교
를 통한 코란과 순나에 상응 여부의 결정에 개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하나피파는 
토착 전통과 관례에 대한 관용 덕분에 널리 확산되었으며 정교 분리(공존)의 고수
를 통해 공식성을 획득하였다. 



리주의’, ‘와합주의(Wahhabism)’ 등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탄압하였다.13) 
지배 권력은 정부가 공인한 이슬람에 대한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 상징적인 

도전들조차도 국가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의 의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식이슬람은 우즈베키스탄의 이

슬람 사회에서 여전히 경계적 혹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통

치 세력의 정치적 요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비공식이슬람이야말로 

평범한 무슬림들 사이에서 중심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

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부흥의 실질적인 토대인 비공식이슬람의 

커다란 두 조류는 ‘저항이슬람’과 ‘생활이슬람’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저항이슬람의 출현과 전개는 독립 이후 중앙

아시아에 불어 닥친 이슬람 부흥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14) 이미 나름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공식이슬람, 생활이슬람과는 달리 저항이슬람은 전환

기에 새롭게 등장한 시대적 현상이었다. 저항이슬람은 이슬람 부흥을 이끈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 즉 대중 의식의 이념적 공백 상태, 해외 급진적 이슬

람 사상과 세력의 유입,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통치, 정부의 무능과 부패,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주의는 애초에 무슬림 사회의 정화 혹은 비(非)이슬

람적 요소의 청산을 위한 무슬림들의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의 노력에서 비롯

되었다. 이 와중에 몇몇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전통주의적 입장을 선점하

13) 이에 대해서는 A. Khalid(2007) Islam after Communism: Religion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170-182 참조.

14) 저항이슬람은 행태와 성격에 따라 정치적 이슬람, 이슬람주의, 근본주의(원리주의), 
극단주의, 광신주의, 이슬람 테러리즘, 와합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일컬어진다. 
우즈베키스탄의 저항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슬람주의 세력들로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 
(ИДУ: Исламская движ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이슬람해방당(ХТИ: Хизб ут-Тахрир 
аль-Ислами), 이슬람형제단(Мусулмон биродарлар), 아돌라트(Адолат, 정의), 토브바 
(Товба, 참회), 아크로미야(Акромийя), 대사그룹(Джамаат Таблиг), 이슬람전사들 
(Ислам Лашкарлари), 이슬람부흥당(Ислом уйгониш партияси)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М. Б. Олкотт(2009) “Провал джихадистских движений в Узбекистане,” 
Россия и мусульманский мир, № 10(208), С. 117; I. Mirsayitov(2006)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Development Stages and Its Present Stat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 6(42), pp. 110-114; 정세진(2008)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 
주의의 급진적 특성에 대한 연구 ― 1991년 독립 이후의 원리주의 단체와 이념적 
패러다임｣, 평화연구, 제16권 제1호, 118-124쪽 참조. 



고 자신들의 순수주의적 개혁을 민족주의적(민주주의적) 요구와 결합하여 이

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창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정통성이 허약한 지배 

정권은 국내 질서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저항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억압과 통제로 대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집권 세력과 저항 세력 간의 끊이지 

않는 극단적 대결이 초래되었다. 결국 이슬람 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슬람주의

의 거대한 목표는 세속 정권들의 물리적 탄압 속에서 깨어진 이상으로 전락

했고, 그 속에서 자기실현을 꿈꿨던 무슬림 대중은 또 다른 환멸을 맛보며 

등을 돌려야 했다. 결국 비공식이슬람의 극단적 형태인 이슬람주의는 출현의 

동기만큼이나 복합적인 이유들 ― 세속 정권의 전복과 이슬람 국가 건설이

라는 목표의 비현실성, 지배 정권의 무차별적 탄압,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근본주의, 와합주의의 관련과 영향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대응, 지역의 이

슬람 전통에 낯선 이슬람의 정치세력화, 과격한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저지른 

일련의 폭력 행위와 불법적인 사건 등 ― 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으며 궁극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15)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급진적 이념과 극단적 폭력을 통해 세속 체제를 

위협하는 이슬람 저항 운동 ― 대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16) 이슬람해방당(Hizb ut-Tahrir)17) 등 ― 은 지배 정

15) 이에 대해서는 오원교(2008: 365-369) 참조.
16)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ИДУ: Исламская движ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은 1991년 나만

간에서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ПИВТ: Партия исламск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Таджики- 
стана)’을 대체하여 율다셰프(Тахир Юлдашев)의 주도로 조직된 이슬람 무장 단
체인 ‘아돌라트(Адолат)’가 당국의 탄압으로 체포되거나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
탄, 이란 등으로 흩어진 후 1996년 타지키스탄에서 다양한 이슬람 조직들을 통합
하여 일종의 해외 조직으로서 등장하였다. 최초의 목적은 카리모프 정권의 전복과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의 건설이었다. ИДУ의 정치적, 이념적 지도
자는 율다셰프였으며, 타지키스탄 내전에 야당연합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지만 내전
이 종식된 후 타지키스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ИДУ는 탈리반과 계약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로 

려났고 후에 알카이다와 접촉을 했는데 이에 따라 파키스탄 군대의 탄압과 지
역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타지키스탄 내전 시기에 ИДУ에서는 2천명 이상의 대
원들이 활동했으나 점차 조직의 목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멀어져감에 따라 대원
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오늘날 ИДУ의 존립 여부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내부 분열
이 일어났고 율다셰프를 제외한 저명인사들은 남아 있지 않고 몇몇 지도자들은 
‘이슬람 지하드(Исламский джихад)’와 같은 나름의 조직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해



권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과장된 선전과는 달리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18) 하지만 최근 중대한 국제적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

는 ‘이슬람 국가(IS)’ 사태에서 짐작되듯이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이슬람에 대

한 특별한 관심을 낳게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될 기미

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탄압과 저항이라는 악순환은 간헐적이지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공식이슬람과 반공식이슬람 사이의 탄압과 저항이라는 극한적 대립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전역을 덥히는 이슬람 부흥의 온기는 꾸준히 확산

되고 있는바, 그것의 원천은 권력에 매수된 일부 고위 이슬람지도자도 급진

적 투쟁에 골몰하는 젊은 이슬람주의 세력도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슬

림성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무슬림 대중이다. 말하자면 진정한 

이슬람 부흥은 위로부터도 옆으로부터도 아닌 아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7세기경 아랍 제국의 동방 정복으로 중앙아시아에 전래된 

서는 Р. С. Бобохонов(2016) История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 291-293; 김태연(2016)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
탄이슬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79-101쪽 참조. 

17) ‘이슬람해방당(ХТИ)’은 국제 이슬람 조직으로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주요 무대로 활동 중이며 최근 들어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도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0년 초에 최초로 세포 조직들이 생겨났고 
1995년부터 집권 세력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은 Тахрир 혹은 Хифс라
고 자칭하고, 이슬람 ‘황금시대’로의 복귀와 세계적 이슬람 국가(Новый Халифат) 
창설을 목표로 하며, 폭력적 투쟁 방법을 거부하고 계몽과 선전·선동 같은 평화적
인 수단을 선호한다. 특히 이슬람해방당은 우즈베키스탄의 청년들 사이에서 종교
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에 관한 열린 논의로 지지받고 있
다. 하지만 이슬람해방당은 애초에는 종교적-정치적 야당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견
지하였으나 내부 분열의 움직임과 함께 점차적으로 종교적 순교를 상찬하면서 이
념적 과격화와 무력 투쟁으로의 선회 가능성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Р. 
С. Бобохонов(2016), 294-299; 현승수(2010) ｢적대적 공존: 우즈베키스탄의 정교(

) 관계와 이슬람해방당｣,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권 제3호, 164-178쪽 참조.
18)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극단주의, 와합주의, 테러리즘 등의 유령을 저항이슬람이나 

반체제 세력뿐만 아니라 대중 사회 일반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전가의 보도
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E. Freedman(2010), “Authoritarian Regimes, 
Muslims’ Religious Rights in Central Asia, and Lack of Foreign Press Coverage of 
Rights Violation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 11(1), pp. 152-154 참조. 



이슬람은 8세기에 상위 계층 사이에서 지배적 종교가 되었고 10세기말에는 

공식 종교로서 자리 잡았다. 초기부터 이슬람은 당시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던 

기성 종교들 ―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불교,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 기독

교, 유대교 등 ― 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착 신앙과 전통 문화, 특히 샤머니

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조상숭배 등과 서로 결합되면서, 내적으로 혼합 종교

적 색채를 띠고, 외적으로 피정복지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복합 문화적 

특징을 지녔었다. 요컨대 이슬람 교리와 이교적 관례는 점차 상호적으로 혼

합, 융합되어 하나의 독특한 총체(синкретизм)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중앙아시

아 무슬림 사회의 문화적 본령이 되었다.19) 우즈베키스탄에는 주류인 순니 

(Сунниты) 이슬람과 함께 독특한 수피즘(Суфизм)이 확산되었는데 토착 신앙

과 전통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대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이

른바 생활이슬람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금욕적 자기수양과 신비적 체험, 고유

의 개방성과 관용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수피즘으로 대표되는 생활이

슬람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이단으로 규정되어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몽골 지배 하에서도 이슬람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정러시아 시대에 생활이슬람은 이른바 ‘야만의 문명화’라는 식민 지배의 

허울 아래 통제와 억압에서 관용과 회유 사이를 오가는 양면 정책 속에서도 

무슬림성을 담보하는 이슬람의 가장 견실한 토대였다.20) 대부분의 평범한 무

슬림들은 ‘이슬람연합회’21)로 상징되는 공식적 이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자

19) 이 과정에서 수피들을 비롯한 이슬람의 전파자들은 5주를 비롯한 이슬람의 교리
와 의례를 고수하면서도 토착적 민간 신앙과 전통 관행들을 폭넓게 전유하였고, 
경전적 정통성과 통일성 못지않게 의례적 유연성과 개방성을 발휘했다.

20) 동방기독교를 신봉하는 러시아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을 식민통치의 도구로 
활용하였고 무슬림들을 자신들과 결코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아
시아의 무슬림들은 이른바 군림하는 문명의 주체들에게 예속된 야만의 타자들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Sh. Keller(2001) To Moscow, not Mecca: The Soviet 
Campaign against Islam in Central Asia, 1917–1941, Westport, CT: Praeger, pp. 
25-28 참조.

21) ‘이슬람연합회(Магометанское Духовное собрание)’는 예카테리나 2세가 1788년 
오렌부르그(후에 우파로 옮겨짐)에 세웠는데, 소비에트 시대 이후 ‘무슬림 종무청
(ДУМ: Духо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усульман)’의 모태로 간주된다. 연합회 의장인 무
프티(Mufti)의 권한은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 러시아 전 
지역에 미칠 만큼 강했으나, 친( )러시아적인 성향이 강한 이슬람 성직자들 가운
데에서 임명되었으며 차르 정부에 대한 전적인 충성이 요구되었다. 최한우(2000) 



디드운동’22)으로 대표되는 계몽적 이슬람으로부터 대상화되었지만, 자신들의 

비공식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슬람의 의식과 관례를 일종의 문화적 전통처

럼 준수함으로써 이슬람적 정체성을 근근이 지켜나갔던 것이다. 
더구나 소비에트 시대에는 무신론에 근거한 혹독한 반(反)이슬람 정책과 세

속화로 상징되는 소비에트적 근대화23) 속에서 ‘무슬림 종무청’으로 대표되는 

공식이슬람이 명목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생활이슬람이 무슬림적 정체성

의 억압 혹은 망각의 위협에 맞서 일상 속에서 이슬람적 의례와 관행을 은

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다.24) 예컨대 이 시기에는 사원토지(waqf)의 몰수,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현상과 과제｣, 중앙아시아
연구, 제5호, 178쪽. 말하자면 이렇게 획득된 이슬람 세계의 공식성은 무슬림 대
중을 위한 대표성이 아니라 식민정권에 대한 부역의 대가로 취득한 특권에 불과했
으며,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

22) 자디드운동(Jadidism)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중앙아시아의 계몽적 지식인들 사
이에서 널리 퍼졌던 무슬림 공동체의 내외적 혁신 운동으로서, 이른바 ‘새로운 방
법(jadid)’에 기초하여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무슬림 사회 전반의 근대적 개혁을 
꾀하고, 나아가 민족의식의 고취와 정치적 각성을 통해 러시아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꿈꾸었던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근대적 개혁·민족 운동이었다. 자디드운동
은 무슬림들에 의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최초의 숙고이자 근대적 자의식의 본격
적 출현이며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실제적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함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디드운동은 후진성과 억압성으로 상징되는 
당대 중앙아시아의 복잡한 내외적 상황 속에서 무슬림 대중과 굳건히 결합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말하자면 당대의 사회 질서 속에서 자디드운동은 ‘위로부
터도’, ‘아래로부터’도 아닌 ‘옆으로부터’의 개혁 운동이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
은 오원교(2009) ｢중앙아시아의 자디드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 )｣, 러시아
연구, 제19권 제2호, 381-418쪽 참조. 

23) 볼셰비키 정권은 이른바 ‘계몽의 사도’로 자처하며 중앙아시아인들을 소비에트적 
인간(Homo-Sovieticus)으로 개조하려 시도했다. 그들은 야만인들을 미신과 전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그것들을 합리적 논거와 경험적 이성으로 대체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소비에트 초기에는 일상적 삶의 공간을 변형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여
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가정을 개혁하는데 주의를 집중하였다. 즉 새롭게 태어날 
소비에트적 인간은 공산주의 이상을 체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며 집단적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충성스런 신민이어야 했다.

24) 이런 맥락에서 “이슬람의 본질은 사원과 예배서 혹은 교리 자체에 있기 보다는 
차라리 샤리아, 무슬림 달력, 축일, 금식 그리고 각종 의례와 관행에 있다”라는 
견해는 소비에트 시기의 중앙아시아에서 더욱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Ya. Ro’i(2000) Islam in the Soviet Union from the World War II to Gorbachev, 



종교지도자의 탄압과 숙청, 이슬람 학교와 샤리아 법정의 폐쇄 그리고 성지순

례를 비롯한 이슬람 의례와 관습의 금지, 이슬람 유산의 세속적 전용 등의 

노골적 박해 조치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소비

에트 정권의 탄압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무슬림들의 전쟁 동원을 위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슬람의 세속화라는 소비에트의 기본 정책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상당한 모험을 감수하며 이슬람의 의례와 관행을 

비공식적 물라(Мулла)로부터 익혔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실

행했던 것이다.25) 다시 말해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에 생활이슬람은 지배 정권

의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삶의 양식과 규범으로서 소비에트 무슬림

들의 세계 인식과 도덕 이념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26) 따

라서 생활이슬람은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2.2.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

평범한 무슬림 대중이 아래로부터 이끌고 있는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

람, 즉 생활이슬람의 부흥은 사회적 제도에서 개인적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괄목할만한 변화들에서 생생하게 감지된다. 
주지하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소중한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363-384 참조. 
25) 이에 대해서는 D. W. Montgomery(2007) “Namaz, Wishing Trees, and Vodka: 

The Diversity of Everyday Religious Life in Central Asia,”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355-370 참조. 

26) 소비에트 정권은 대중의 의식과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이슬람의 의식과 
관례들을 ‘낡은 종교적 잔재’ 혹은 ‘사회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간주
하면서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공식 이슬람의 권위자들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감시하였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이슬람 축일과 전통 명절
에 지역의 이슬람 성묘 참배에서 보이듯이 소비에트 시대에도 이슬람 전통은 완전
히 상실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되었다. 심지어 1970년대 중앙아시아에서 종교 의
식과 종교 의례의 수준은 무슬림들이 러시아정교도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대해서
는 Ch. Hann and M. Pelkmans(2009) “Realigning Religion and Power in Central 
Asia: Islam, Nation-state and (Post) socialism,” Europe-Asia Studies, № 61(9), pp. 
1517-1541 참조. 



문화적 유산이자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수많은 사원과 교육기관은 소

비에트 시대에 대대적으로 펼쳐진 이슬람 탄압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이 철거

되거나 폐쇄되었고, 동시에 이슬람 성직자와 학생들의 수도 현저하게 감소했

었다.27)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독립을 전후해서 이슬람 부흥의 바람과 함께 

크게 바뀌었다. 
독립 직후 이미 1994년까지 중앙아시아에는 약 7,800개의 모스크(사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6년 현재 등록된 모스크만 

2,037개에 달하고 미등록 모스크를 포함하면 현재 활동 중인 모스크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28) 대표적으로 2014년 10월 1일 이슬람 축일 

쿠르반 하이트(Курбан Хайит) 전야에 타슈켄트에서는 대통령 카리모프의 칙

령에 따라 국가 재원으로 2,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

대 규모의 미노르 사원(Мечеть Минор)이 개원하였다. 동양적 전통의 우즈벡 

양식으로 지어진 미노르 사원은 또 하나의 거대한 이슬람 성소로서 무슬림들

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육기관도 증가하여 특히 젊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999년 4월 7일 대통령 카리모프의 칙령에 따라 이슬람고등교육기관

인 타슈켄트이슬람대학(Ташкентский ислам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이 문을 열었고, 
현재 11개의 이슬람중등교육기관(마드라사)이 운영되고 있다.29) 우즈베키스탄

의 이슬람교육기관들에서는 1,50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김나지움, 리체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슬람의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정신적,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학습하고 있다. 타슈켄트이슬람대학의 종교학과

는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유사한 학과들 사이에서 실질적 중심이고, 이슬람

법학과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학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대학에서는 현대 생활에서 종교, 특히 이슬람의 역할과 기능, 정신과 

27)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종교 탄압이 본격화되기 이전 중앙아
시아에는 26,279개의 이슬람 사원, 6,000개의 막탑(maktab), 300개의 마드라사
(madraseh), 그리고 45,399명의 성직자들이 있었다. 

28) 한편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2,128개, 투르크메니스탄 110개, 키르기
즈스탄 1,668개, 타지키스탄 2,842개의 모스크가 각각 등록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 Ismailov(2008) Central Eurasia 2007: Analytical Annual, Sweden: 
CA&CC Press. 

29) 최근 정부 당국의 통제와 감시 정책에 따라 이슬람 교육 기관과 모스크의 양적 규
모는 독립 전후 이슬람 부흥기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질적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



계몽의 기초,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 등의 문제를 다루

는 국내-국제적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이 자주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일

찍이 1970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청 산하에 설립되었던 이슬

람고등교육기관은 1991년 중세의 이슬람 신학자 이맘 알 부하리(Имам аль Бу-
хари)의 이름을 따서 타슈켄트이슬람연구소(Ташкентский исламский институт)로 

개칭되어 현재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종무청 산하에서 이슬람학(исламоведение)
의 정립과 발전, 신세대 이슬람 학자와 지도자를 양육을 위해 폭넓은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30) 
더불어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SESCO)는 2007년 타슈켄트를 이슬람 문화

의 성도(聖都)로 선정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일 년 내내 수많은 행사들이 

조직되고 활기차게 진행되었다.31) 이처럼 이슬람 정신과 가치의 계승을 위한 

우즈벡 무슬림들의 노력은 국제 이슬람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슬람 사원과 교육 기관들이 양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일

선 현장에서는 교재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독립 직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에 100만권의 쿠란을 배포용으로 기

부하였으며,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도 

교재 지원에 동참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쿠란이 우즈벡어로 번역되었고, 
특히 세계에서 3번째로 맹인들을 위해 점자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1998~2003년 위기의 시기를 거친 후 오늘날 이슬람 관련 각종 문헌과 정보

는 점증하는 수요에 기반하여 상업적 사업 영역으로까지 성장하였고, 보다 

풍부한 내용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 ― 서적, 비디오, 오디오, CD, DVD, 인터

넷 ― 으로 제공되고 있다.32) 하지만 타슈켄트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를 제외

30) 타슈켄트이슬람연구소에는 2015년 기준으로 60여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23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은 2003년부터 이슬람학, 이맘-하티프(имам-хатиб), 
아랍어 전공 학사 학위를 부여받는다. 

31) 이를테면 타슈켄트이슬람대학에서 세미나(1월), 쿠켈다슈 마드라사에서 학술대회 
(2월),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국제외교관 원탁회의(3월), 타슈켄트이슬람대학과 인
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7~8월), 사마르칸드와 부하라에서 이슬람교육
과학문화기구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11월) 등이 개최되었다. З. Х. Арифханова, 
С. Н. Абашин и Д. А. Алимова(ред.)(2011), 500.

32) 예를 들어 1990년대 타슈켄트에서 저명한 이맘으로 활약했던 나자로프(Обидхон  
кори Назаров)는 카리모프 정권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스웨덴으로 망명했고 테러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가 2008년에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이슬람의 목소리(Ислом   



하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이슬람 관련 정보의 공급이 수요에 미달하는 실정이

다. 요컨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헌과 정보의 제 2 전성기를 맞

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통제주의와 전통주의가 완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부흥의 물결은 국가가 통제·관리하고 공식이슬람

이 주도·후원하는 제도의 차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이슬람의 영역인 일반 

대중의 일상적 차원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잊혀진 이슬람’의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재(再)이슬람화(реисламизация)’로도 칭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의 전통적 의식과 관례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것들과 융합된 토착적 신앙과 관행을 포함하는 독특한 이슬람 문화, 즉 생

활이슬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실행의 확산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에서 가장 널리 지켜지는 이슬람의 전통적 의식

은 모든 무슬림에게 기본적 의무로 여겨지는 5주(柱)이며, 관례로는 성인 숭

배, 이슬람 축일, 할례, 결혼식, 외모와 복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비(非)이
슬람적 토착적 신앙과 관행에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조상 숭배, 
상호부조, 나브루즈 등이 관련된다.

먼저 모든 무슬림이 갖춰야 하는 5대 덕목으로서 쿠란과 무함마드의 가르

침 중에 나타나는 5가지의 의무를 뜻하는 5주 ― 신앙고백, 예배, 금식, 순

례, 희사 ― 는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대중에게 소비에트 시대에 억압적으

로 망각되었던 자신들의 이슬람적 정체성, 즉 무슬림성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상 규범이 되었다. 비록 세속적 삶의 양태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신앙고백(шахада)을 전제로 삼아 예배(намаз)를 일

과로 간주하며, 금식(пост)과 순례(хаджж) 그리고 희사(закят)도 여건이 허락

하는 한에서 최대한 실행하려 노력한다. 
무슬림은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라는 신앙고백을 통해 알라의 유일성과 알라의 사도에게 계시된 메시지의 진

실성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본적 선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

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 ― 새벽, 정오, 일몰 

2시간 전, 일몰 직후, 일몰 2시간 후 ― 에 성소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기본적 의무로 여긴다. 기도는 정갈한 곳에서 혼자 혹은 여럿이 하며, 

овози, http://www.islomovozi.com/)’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사이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금요 예배에서 행해진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들의 
설교는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집에서 하도록 권장된다. 특히 모스크에서 행해지

는 금요 예배는 무슬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형제애를 강화하며 평

등사상을 확산하고 공동체의 규율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인식된

다. 말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들은 예배를 일상에서 행하는 가장 신성

한 의무로 간주하고 실천한다. 
또한 무슬림은 매년 일정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하는데, 대개 이슬람력 9월 

(Рамадан) ―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신성한 달 ― 에 공식적으

로 행해진다. 무슬림들은 예언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금식의 달인 라마단에는 

천국의 문은 열리되 지옥문은 닫히며, 금식하는 자는 누구든지 과거의 죄 중

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용서받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금식시간이 끝난 

저녁에는 대개 빈자(貧者)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무료급식도 마련된다.33) 우즈

베키스탄의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자신의 정신적 삶에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신성한 달로 인식하며, 상호간의 우애, 자비, 존중, 화합 등의 도덕적, 
종교적 품성을 앙양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는다. 특히 최근 라마단의 간소화에 

대한 정부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들은 신성한 달에 

사회적 약자들 ― 병자, 빈자, 장애자, 노인, 퇴역군인 등 ― 에게 도움을 베풀

고 가족친지를 방문하며 성지와 성묘를 다녀오기도 한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라마단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금식종료제(Рамазан-хайит)는 공식 공휴

일로 지정 되어 다양한 종교문화 행사들을 통해 성대하게 기념되고 있다.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의 양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무함마드가 사망한 

곳)를 다녀오는 순례는 이슬람의 완성으로 인식된다. 순례는 무슬림들이 인

종적, 언어적, 정치적 장벽을 넘어 고유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연대의식과 

형제애를 강화할 수 있는, 따라서 일생에 한 번 이상은 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순례 중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말로 하는 예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거행되고 기도, 희사(자발적 헌금), 대속(금식

33)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 10세(혹은 12세) 이상의 무슬림은 병자나 임산부 및 3일 
이상 여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30일간 금식을 행해야 한다. 병자, 임산부, 
여행자는 다른 날을 잡아 그 기간만큼 따로 단식을 해야 한다. 단식기간 중에는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한다. 물론 부부 사
이의 잠자리도 피해야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하며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된다. 반
면 그 외의 시간, 즉 금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먹으며 또한 이슬
람 율법이 허용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진원숙(2008) 이슬람의 
탄생, 살림출판사, 21-22쪽 참조.



을 못했을 때 나중에 벌충함), 서원, 쿠란 낭송, 알라 음송, 간구(Dua) 등이 

행해지는데, 따라서 순례야말로 이슬람의 완결판을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의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성지 순례는 무슬림 각자에게 또 하나의 신성한 의

무인 동시에 순례자의 양과 순례의 질은 특정 사회의 신앙심과 국가의 종교 

정책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인식된다.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지 순례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을 앞세워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지원 ― 특별항공편, 의료서비스, 환전대행, 비자발급 등 ― 
을 제공하고 있다.34)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매년 대략 5,000명이 성지 순례에 

참가하는데,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7년 동안 6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성지 순례의 참가 인원은 나라별로 무슬림 천명마다 1명씩 

배당되는 원칙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최대 25,000명이 배당될 수 있으나, 
실상 당국은 1/5만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우즈베

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당국과 협의 아래 성지 순례 규모를 5,200
명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지 순례는 대부분 45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허락되고 마할라(mahalla) 위원회에 신청하여 매년 순서에 따라 

하지는 1~2명, 움라(비정기 소규모 성지 순례, умра)는 4~7명씩 승인받는다. 
순례 자체는 나름대로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며, 따라서 국가

의 후원은 순례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선전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

에 신성한 순례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무슬림 대중 사이에서는 불만

이 고조되고 있고 불가피하게 주변 국가를 우회하여 개인적으로 다녀오기도 

하며 심지어 정해진 순서를 어기고 일찍 승인을 받기 위해 관계 당국에 뇌

물을 바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희사는 모든 무슬림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수입

이나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형제애에 기초한 나눔의 

정신이다. 자캬트는 동정 혹은 자비라는 이슬람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

며 무슬림들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배양하는 신성한 계기이다. 성지 

순례 혹은 성묘 방문, 축일 등에서 행해지는 순수한 희사는 사다카(садака)로 

34) 일찍이 대통령 카리모프는 조상들의 신앙인 이슬람을 무슬림의 의식이자 존재의 본
질이고 삶 그 자체로 규정하면서 “정부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신성한 메카 순례를 위
해 필수적인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И. Каримов(1992)  
Узбекистан: свой путь обновления и прогресса, Ташкент: Ўзбекистон, С. 32 참조. 



칭해진다.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인자산, 농산물, 상품 등에 부과하는 정

규 세금으로 발전한 희사는 사원 건축, 빈민 구제, 공공사업 등에 사용된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장 우스만한 알리모프(Усманхан Алимов)
의 공표에 따르면 2016년 라마단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은 연간 수입

이 기준 금액(нисаб)인 순금 85그램의 현금가 11,475,000숨(сум)을 초과할 경

우 수입 총액의 2.5%(1/40)에 해당하는 금액 286,875숨을 희사금(закят)으로, 
 2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액 4,000숨을 축일헌금(фитр-садака)으로, 빈자의 

하루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 10,000숨을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못한 1일당 대

속헌금(фидья-садака)으로 기부해야 했다.35)

5주 이외에 우즈벡인들이 무슬림적 정체성을 확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

례의 하나는 성인(авлиё) 숭배와 성묘 참배(зиёрат)이다. 특히 금욕적, 헌신적 

생활과 신비주의적 체험에 근거하는 수피즘 전통에 강한 영향을 받은 생활이

슬람에서는 개인적 경건주의와 함께 환상적, 주술적 경험이 점차 강조되면서 

성인 숭배와 성묘 참배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36) 이것은 세상을 

떠난 성인의 무덤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의례를 행하여 

성인이 생전에 간직하고 있던 성덕과 은혜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기

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관행이다. 
성인 숭배는 이슬람의 수피즘에서 신을 향한 고유한 예배 의식인 ‘지크르

(зикр)’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 의례로서 역대 교단의 창시자

는 물론 저명한 수피들은 사후, 심지어는 생전에도 성인으로 추앙받아 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수피 지도자들, 뛰어난 이슬람 학자 그리고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무덤은 전

통적 기복 신앙과 결합되면서 경배와 순례의 대상으로 신성시되고 있다. 우

즈베키스탄에는 전국에 걸쳐 성묘를 포함하여 3,500여개의 성지가 있는 것으

로 추산된다.37) 독립 이후 성묘를 참배하는 사람들의 수는 대폭 증가하였는

35)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http://ru.sputniknews-uz.com/society/20160525/2888290.html 
(검색일: 2017.02.15) 참조.

36) 실상 이슬람 세계에서 ‘신의 벗(wali Allah)’이라고 불리는 성인들의 존재 혹은 그
들의 권능에 대한 믿음, 즉 성인 숭배는 널리 퍼져있는 보편적인 관행이다. 이 관
습은 예언자 무함마드에서 출발했으며, 특히 수피즘이 형성되고 대중화된 시기인 
13세기경부터 본격화되었다. 

37) 대표적으로 부하라에 있는 이스마일 사마니(Исмаил Самани), 호자 바하우딘 낙쉬



데 성묘에 대한 새로운 인기는 부분적으로 참배객의 인구학적 다양성에서도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성묘 참배는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

과 사회적 지위를 지닌 나이 먹은 남성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오늘날에는 다

양한 수준의 교육, 재산, 지위를 지닌, 즉 지배-엘리트층에서부터 일반 대중

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더구나 이슬람

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직접 순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적지 않

은 무슬림들은 대신에 성인들의 성묘를 참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에게 성

묘는 이슬람 성지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38) 
성묘 혹은 그 주변에는 대개 수피 도량인 한카(ханк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성인의 기적담을 참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무슬림들은 자

신이 숭배하는 성인의 묘를 방문하여 보통 관 앞에서 쿠란을 읊으면서 기도

를 드린다. 아랍어를 모르는 무슬림들은 이슬람 성직자들의 의례에서 들은 

쿠란의 경구를 직접 암송하거나 성묘지기가 그들을 대신하여 읽어주기도 한

다. 성묘가 잠겨 있는 경우 관이 보이는 문이나 창살 앞에서 동일한 의식을 

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묘 앞에 등불이나 촛불을 밝히고 숄이나 천 조각

을 쇠창살이나 나뭇가지에 매달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곳곳에

서 발견되는 성스러운 나무 가지에 헝겊을 매다는 관습과 관련이 깊다. 때때

로 방문객들은 무덤에 양이나 닭을 제물로 바치고, 특별한 제례를 행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질병, 임신, 취업, 출세 등의 일상적 삶의 문제

들을 극복하는데 성인들의 중재를 얻기 위해 성묘를 방문한다. 이러한 의례

는 역사적으로 이슬람 이전의 전통에서 기원했으며 특히 형식적 관행을 지양

한 검소한 신앙생활, 내면적 성찰을 통해 신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신비주의

적 매력 때문에 생활이슬람에서는 외세 지배 하에서 물론이고 현대 사회에서

반디(Ходжа Бахауддин Накшбанд), 사마르칸드에 있는 이맘 이스마일 알 부하리 
(Имам Исмаил аль-Бухари), 아부 압둘라 무함마드 알 부하리(Абу Абдула Мухаммад 
аль-Бухари), 호자 아라르(Ходжа Арар) 등의 성묘가 있다. 

38) 다양한 성지는 또한 새로운 성인 숭배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때때로 성인은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이익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위해 그것과 발생학적 연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지로 이끌기도 한다. 참배자의 숫자와 자금의 유통 그리고 성지의 사회적 
중요성의 증대는 신축되거나 재건된 성지의 건축물들에서도 드러난다. 오래된 성지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무덤 주변에 기념비를 건설하거나 때로는 성인들의 무
덤 가까이에 자신들의 묘를 만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참배자의 기부금, 성인들에 
관한 서적이나 기념품(부적), 입장료 등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난다. 



도 이슬람의 전통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유일신 사상이 절대적 원칙인 이슬람에서 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더구나 그 자체의 미신적인 속성으로 인해 성

인 숭배와 성묘 참배는 정통 이슬람의 전통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식이슬람, 특히 무프티와 이맘 등의 공인된 사제들은 이러한 의례

에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그런 태도는 자주 모스크의 설교에서나 성지에 놓

여 있는 안내 명판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당국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민족적 전통으로 포용하면서 성지를 지원하고 방문을 후원하면서 그

것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39)

이처럼 성인 숭배와 성묘 참배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의 연속과 변화 사이

에서 우즈벡인들의 긴장어린 인식과 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스러운 것에 

대한 다양한 관계들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우즈벡인들은 이슬람

이 그들의 삶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공통의 이해에 기초하여 성인과 성

묘 또한 그들의 종교적 상상 속에 통합하는 것이다.

39) 200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낙쉬반드 수피즘을 정립한 것으로 유
명한 호자 아흐라르(Khoja Ahrar) 600주년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낙
쉬반드 종파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전통과 접하게 공명하는 이슬람 전통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자 아흐라르 복합기념관 입구에는 정
통 순니 이슬람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는 호자 아흐라르 형상이 그려져 있는
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러한 형상의 사용은 아주 일반적이다. 이 형상의 왼쪽에는 
방문 규칙들을 담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쿠란의 암송과 복장 채비 등의 널리 
알려진 일반적 규범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범들은 상당히 특징적이다. 

무덤에 입을 맞추거나 절을 하지 마시오.
촛불이나 나뭇가지를 태우지 마시오.
묘석에 금전을 바치지 마시오.
나무에 스카프나 천 조각을 매달지 마시오.
성인께 개인적 문제의 해결이나 다른 도움을 요청 마시오. 
모든 것을 알라께 간구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이러한 규범들을 무시하는 증거들, 즉 이념과 실천 

사이의 모순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말하자면 방문객들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의례 역시 유지하는 것이다. D. M. Abramson and E. E. 
Karimoν(2007) “Sacred Sites, Profane Ideologies: Religious Pilgrimage and the 
Uzbek State,”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319-320, 325-327.



생활이슬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관례는 바로 이슬람 축일이

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2년부터 이슬람의 주요한 축일인 대축제(Курбан- 
байрам, 희생제), 소축제(Рамазан-хайит, 금식종료제)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

하여 무슬림들의 민족적, 정신적 가치의 보존과 고양의 계기로 삼고 있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리는 축일인 마울리드(mawlid)와 여성 성

인인 비비 세샨바(Bibi Seshanba)를 기념하는 오쉬 비비요(Osh Bibiyo)도 성

대하게 기념된다. 특히 마울리드에는 남녀가 서로 구분하여 참석하는데, 이 

모임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차려놓고 향(issrik)을 피우며 전문가(남성 ― qori, 
여성 ― otincha, bibikhalfa)가 코란의 구절이나 예언가를 칭송하는 시구를 암

송한다. 의례를 마친 후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에게도 나눠준다. 마울리드 모임은 주로 죽은 친척들을 위한 신의 찬

양과 신앙 고백의 의례인 지크르와 함께 행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는 또 하

나의 이슬람적 관례는 할례(хатна)이다. 할례는 이슬람이 출현하기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관행이지만 무슬림들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할

례를 받았다고 널리 믿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할례는 하트나-킬리슈(хатна- 
килиш) 혹은 순나트-투이(суннат-туйи)라고 칭해지는데, 할례는 어린아이가 

이슬람에 귀의하는 의식으로 간주되어 중요하게 취급된다. 할례는 보통 3, 5, 
7, 9세의 소년들에게만 행해지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할례 

의식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한다. 특히 몇 달 전부터 담요, 침대보, 의복, 각

종 선물을 마련하는데, 일종의 품앗이처럼 이웃의 나이든 여성들이 함께 도

움을 베푼다. 할례 의식에 앞서 이맘과 친척들, 마할라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쿠란을 낭송하고 상차림을 한 후 어른들은 각자 아이에게 다양한 선

물을 전달하면서 축복을 한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남자가 되었다는 증표로 

소년을 말 위에 앉히기도 한다. 그 후 여성들은 담요와 베개를 궤에 담는 타

후라르(тахурар) 의식을 행하며, 마지막에는 플롭(плов)을 함께 나눠 먹는다. 
이처럼 할례 의식은 기도, 춤과 노래, 선물 그리고 음식을 곁들인 마을 잔치

의 성격을 띠고 공동으로 진행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식은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대규모 행사 중의 

하나이다. 결혼식에는 일가친척, 이웃, 직장동료, 친구 등의 거의 모든 주위 사

람들이 초대된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도 이

슬람식의 결혼 풍습(никох-туй), 특히 신부 값(калым) 지불 전통이 남아 있다. 



독립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액수가 줄어들거나, 물건, 의류, 생활용품, 보

석 등으로 대체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보다 비록 금액은 

높지 않지만 훨씬 대중적으로 남아 있으며 대중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

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회자된다. 요컨대 대부분의 경우 

신부 값의 지불 없이는 결혼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그것은 결혼 성사의 필수

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의아한 현상으로 비춰질지라도 

새로운 시장 경제 체제는 이러한 과거 전통을 오히려 강화했으며, 따라서 신

부는 마치 상품처럼 팔리는 대상이 되었다는 힐난도 드물지 않게 들려온다. 
실상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액수의 신부 값은 한편으로 가족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결혼 전의 중대한 장해물이 되기

도 한다.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딸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아들은 

영원히 부모와 살면서 신부를 맞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부 값은 신

부의 양육에 대한 보상과 새로운 가정생활의 준비를 위한 재원이다. 우즈베

키스탄에서 신부 값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달려 있으나,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에 달하기도 하

는데, 타슈켄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2,500달러 내외이다. 카라칼팍 지역에

서는 신부 값이 양가 사이의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따라서 과거에는 

신부를 훔쳐오는 관습도 있었다. 독립을 전후해서 이슬람의 부흥과 함께 전

통적인 결혼 관습도 부활하였는데, 진정한 무슬림은 신부 값 혹은 신부 재산

(махр)없이는 결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쿠란에는 신부 값에 대한 

남성(신랑)의 절대적 의무와 여성(신부)의 배타적 권한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

며, 하디스에도 신부 값의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가축 살해와 임금 체불과 

함께 가장 추악한 죄악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소비에트 시대에 신부 값은 

봉건적·가부장적 사회관계의 잔재로 간주되어 대도시에서는 많이 사라졌으나 

우즈베키스탄의 몇몇 지역에서는 은 하게 존재해왔고, 소연방의 붕괴 이후 

일종의 전통으로 되살아났다.40) 신부 값 전통은 이슬람 이전 시대에 생겨났

40) 신부 값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다양한 규모와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유목 민족인 카
자흐와 투르크멘에 비해 정주 민족인 우즈벡에서는 신부 값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며, 신부 값은 신랑-신부 사이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맺
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으로서 결혼의 의미와 접하게 관련 된다. 중앙아시아
에서는 신부 값의 규모를 결정하는 신부의 자질로서 경제 활동 능력, 외모, 가족의 
명성, 교육 수준, 처녀성(순결), 도덕-심리적 품성 등을 차례대로 중요하게 꼽는다. 



고 애초에는 종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으나 이슬람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

고 오히려 종교적 의미가 부가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가부장적 관계가 

확고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지속적 현상으로 남아 있다. 
말하자면 무슬림들의 일상적 결혼 의례의 하나로서 잔존하는 것이다.41)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슬람적 요소를 적지 않게 담고 있는 탄생, 할

례 그리고 결혼 등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축제를 토이(to’y)라고 칭하기도 한

다. 오늘날 토이는 무슬림 공동체에서 생활이슬람의 대표적 일상적 관례로 간

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져가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창조, 유지, 확장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

이를 개최하는 가정은 친척,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기꺼이 초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참석하며 상호간에 선물과 호의를 베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처럼 선물과 호의를 주고받는 행위 속에서 무슬림들은 상호간의 부조와 연

대의 정신을 꽃피우고 강화하게 된다.42)

일상 속에서 이슬람의 실행은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의 외모와 복장에서도 

발견된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활 방식의 서구화와 당

국의 통제와 감시 때문에 무슬림 남성이 (턱)수염을 기르거나 무슬림 여성이 

베일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잖이 줄어들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일정한 처벌을 내린다.43) 따라서 남성의 경우 이맘을 비롯한 공

이에 대해서는 Ф. Н. Ильясов(1991) “Сколько стоит невест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 6, С. 67-79 참조.

41) 이에 대해서는 З. Расулов(2009) Узбекские свадебные обряды до бракосочетания 
никах, Ташкент, https://365info.kz/2016/09/kalym-v-uzbekistane-tsena-nevesty/(검색
일: 2017.02.15) 참조. 

42) D. Kandiyoti and N. Azimova(2004) “The Communal and the Sacred: Women’s 
Worlds of Ritual in Uzbekistan,”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10, № 2, pp. 336-7.

43) ｢양심의 자유와 종교 조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행정책임지침 제1부 제184조
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복장의 착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책임지침 
제1부 제184조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고 나타난 우즈베키스탄의 
시민에게는 최저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최대 15일간의 행정적 구금
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히잡을 착용했다 적발된 여성



인된 종교인을 제외하고는 머리에 흰색 터반 혹은 모자를 쓰거나 원통형의 

긴 두루마기(외투)를 입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슬람에서 남성

성의 상징이자 인간의 본성의 일부로 간주되는 (턱)수염은 비록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된 바는 없지만, 급진적 이슬람주의자의 표징으로 간주되어 

공안 당국의 검문과 체포 혹은 주변인들의 주목과 감시의 동기가 될 수 있

다. 심지어 수염을 기른 사진으로는 이슬람주의자가 아니라는 지역 종무청의 

증명이 없는 한 신분증(여권) 발급마저 제한된다. 여성의 경우는 이슬람식의 

베일 ― 대표적으로 얼굴을 제외하고 머리를 가리는 수건인 히잡(хиджаб) ― 
을 착용했을 경우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의 여성 무슬림들은 눈과 손을 제외하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파란좌(паранджа)
로 칭해지는 기다란 베일(бурка)을 착용했으며 1927년 이후 이른바 ‘후줌

(Худжум)’운동44)으로 파란좌를 벗게 되었다가 독립 이후 이슬람 부흥과 함

께 히잡 착용이 다시 확산되었는데, 이에 지배 권력은 또 다시 억압과 감시

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종교적 헌신성과 반체제적 저항의 표지로 간주

하여 통제와 감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나 산악 지역의 가정이나 소

은 첫 번째는 약 25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고, 두 번째는 15일 동안 구금되며, 그 
후에는 더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특히 젊은 세
대에 대한 이슬람주의 운동의 영향을 우려하여 (턱)수염과 히잡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44) 후줌 운동은 1927년 소비에트 정부가 전통의 멍에에서 중앙아시아 여성들을 해
방시킨다는 명목 아래 전개했던 캠페인이었다. 이 운동은 볼셰비키들에게 억압, 
무지 그리고 종교적 광신주의와 결합된 이슬람 전통의 우상으로 간주되었던 베일
을 벗을 것을 촉구하는 대중적 선전선동이었다. 그러나 후줌은 해당 지역 주민들
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이상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어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했다. 따라서 베일을 벗어던진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흥미롭게
도 오늘날의 강제적인 수염과 히잡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후줌 운동은 결과적
으로 이슬람의 관행과 상징에 대한 대중의 자의식을 오히려 증대시켰다. 이런 와
중에 소비에트 중앙 권력과 무슬림 지역 공동체 사이에서 여성들은 상황에 따라 
베일의 벗기와 쓰기를 반복하면서 전술적으로 행동하기에 이르 으며, 이와 비슷
한 양상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후줌운동에 대해서는 D. Northrop(2004) 
Veiled Empire: Gender and Power in Stalinist Central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69-101 참조. 



모임에서는 이슬람 전통 양식의 외모와 복장을 여전히 준수한다. 특히 이슬람 

종교 행사에서는 다소 간편한 방식으로라도 전통 복장 의례를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 속에는 이슬람 이전시대로까지 기원이 거슬

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다양한 토착적 신앙과 관행이 함께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 토착 신앙으로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이 있

다. 예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유목민들은 삼라

만상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고 그 영원하고 신비한 힘은 인간의 운명에 다양하

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으며, 따라서 삶 속에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와 상생을 지향하였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토착 민간 신앙은 바로 이러한 세

계관과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새로

운 환경 속에서 독특한 혼합을 이루며 고유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 
돌, 샘, 나무 그리고 동굴 등 주로 자연물을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하는 애

니미즘은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에 성인이나 조상의 무덤, 특이한 나무, 별

다른 샘 등이 있는 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숭배하던 토착 전통에서 유래하였

다.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신비한 자연현상과 

자연의 영(靈)을 통해 알라를 숭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적극 활용되

었는데, 특히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이슬람의 성인 숭배와 성묘 참배의 전

통과 결합되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무슬림 성인이 생전에 기거했던 장소, 발

을 담그고 목욕을 했던 샘물, 신도들을 가르치며 앉았던 바위, 매장된 묘지와 

무덤(관) 등이 숭배 대상으로 각광을 받았다.45) 이를테면 몇몇 성묘에는 이슬

람 이전의 애니미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보다 전통적인 이슬람 대상들과 결

합되어 있는 대상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성묘 위에 산양의 뿔이나 다양한 전

통 악기들이 놓여 있는데, 특히 산양의 뿔은 성묘와 방문객들을 불운과 재앙

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진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의 전역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 성묘를 비롯한 성지 주변에서는 다양한 염원을 담은 형형색색의 헝겊 

조각이 무수히 매달린 오래된 나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

은 성지에 위치한 샘(우물)에서 몸을 씻거나 성수로 간주되는 물을 길러 집

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생활이슬람에서는 토템 사상의 흔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고대 

45) 이성수(2007)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 전통문화에 끼친 영향 ― 중앙아시아 토속
신앙과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128-130쪽.



투르크 민족들의 삶에서 토테미즘의 발전은 우즈벡의 전통적 의식과 관례에 

명백한 흔적들을 남겼다. 토템적 사고는 종족의 시조와 동식물에 대한 숭배 

사상으로 발전했고 우즈벡의 부족명, 지명, 민담 그리고 의례적 상징에 빈번히 

원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명에서 두드러진다.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

의 이름을 성(姓)이나 부족명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토테미즘의 대상으로는 늑대, 말, 곰, 독수리, 뱀, 염소, 산양, 
황소, 나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투르크인들에게 늑대를 의미하는 бури(волк)
가 우즈벡의 부족명, бойбури, байбура과 지역명 бурилик, бури에서 자주 발

견되며, 검은 독수리(беркут)와 연관된 우즈벡의 부족명 буркут 혹은 бургут, 
뱀과 관련된 우즈벡의 부족명 иланли, илонли, джиланни도 여전히 존재한

다.46) 이처럼 이슬람을 숭배하는 우즈벡 무슬림들 사이에는 동식물에 대한 숭

배를 보여주는 토템 사상 또한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민족들 사이에서는 오늘날까지 

샤머니즘에 기반한 무속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정령과 인간의 매개자

(중개자)로서 샤먼은 영계(靈界)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각종 주술과 무속적 의례(굿)를 통해 악귀를 추방하거나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영적 지도자(무당)로서 추앙된다. 우즈벡

인들은 샤먼을 박쉬(бахши), 파리한(парихан, 점술가), 폴빈(фолбин, 예언가), 
타웁(тауб), 쿠슈노치(кушноч 혹은 кучнач)라고 칭하는데, 그들은 주술을 통해 

황홀경에 몰입하여 수호신인 정령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진(джины), 
즉 나쁜 귀신(악령)들을 굴복시켜 그들이 인간에게 일으킨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박쉬의 역할을 이슬람의 물라도 행하는데, 그는 일반적

으로 무속적 의례를 통한 수호신인 정령들과의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쿠란

의 암송을 통해 알라 신의 힘을 빌려 환자를 치유한다. 또한 오늘날에는 샤

먼인 박쉬도 주술의 한 방편으로 쿠란을 암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샤먼과 물라의 활동은 우즈벡인들 외에도 카작인, 키르기즈인, 투르크멘인, 
타직인 등의 거의 중앙아시아 민족들 전체에 널리 퍼져있다.47) 

46) З. Х. Арифханова, С. Н. Абашин и Д. А. Алимова(ред.)(2011), 462-463.
47) 중앙아시아에서 샤머니즘의 박쉬와 이슬람의 물라의 상호적 역할은 투르크 문화

에서 가장 보편적인 토착 신앙인 천신사상에서 ‘신’ 또는 ‘하늘’을 의미하는 탱그
리(Tangri)와 정통 이슬람의 알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중앙아시아인들에



예컨대 페르가나 계곡의 우즈벡인들 사이에서는 칠탄-모모(Чилтан-момо), 
카라-모모(Кара-момо), 킨나-모모(Кинна-момо)라는 악령에 대한 사고가 널리 

퍼져있다. 칠탄-모모의 방해로 몸의 일부가 붉어지거나 파래지는 증상이 나

타나면 환자는 즉시 샤먼인 박쉬를 찾아가야 하고 박쉬는 쿠란의 구절을 암

송하며 상처 부위에 솜을 붙이는 주술을 통해 치료를 한다. 이 지역의 무슬

림들은 악령이나 부정한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슬

람의 5주 중의 하나인 일일 기도를 꼽으며, 베개 아래에 칼, 매운 고추, 레표

쉬카(лепешка, 얇고 둥근 빵)를 두거나 혹은 머리맡에 쿠란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여긴다. 우즈베키스탄의 샤먼-박쉬들이 주술 의례에서 사용하

는 도구로는 북, 채찍, 나뭇가지, 불과 재, 물과 소금 등이 있다. 이슬람의 영

향이 강한 페르가나 계곡에서는 남자가 샤먼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따라서 대부분의 샤먼은 여성이다. 샤먼이 행하는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의례는 쿠치르마(кучирма)라고 칭해지는데, 그것은 중병이 걸린 사람의 몸에 

깃든 악령을 쫓아내는 의례로서 아주 영험한 샤먼들만이 행할 수 있다. 우즈

베키스탄의 샤먼들은 비록 대부분이 이슬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의례를 이슬람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자신들

의 활동이 이슬람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키려고 의례를 시

작하기 전에 절대자(알라), 예언자, 성인들을 먼저 칭송하며 의례 중에는 전통

적인 북 대신에 염주를 사용하고 쿠란을 위시한 이슬람 경전에 기초해서 기도

를 올리며 그들의 수호령도 무슬림 성인들 ― 바하우딘 낙쉬반드(Бахауддин 
Накшбанд), 하즈라티 히즈르(Хазрати Хизр), 하즈라티 술레이만(Хазрати    
Сулейман), 비비 파티마(Биби Фатима), 비비 주흐라(Биби Зухра) 등 ― 과 

자주 관계된다.48) 이처럼 이슬람의 영향 속에서 샤머니즘은 점차 이슬람에 

대립되는 의례적 요소들을 상실하거나 변화시켜 갔고 오히려 이슬람적 요소

들을 많이 수용하였다. 또한 반대로 이슬람에도 샤머니즘적 요소들 ― 수피

들의 의례, 성인 숭배, 정령 사상 등 ― 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부터 상호적 융합 과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49)

게서 탱그리=알라는 토착 신앙과 정통 이슬람의 융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8) Б. Р. Халмурадов(2012) “Остатки шаманства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образе жизни узбек- 

ского народа (на примере Ферганской долины),” http://jurnal.org/articles/2012/ 
hist12.html(검색일: 2017.02.15).

49) 우즈베키스탄에서 샤머니즘과 이슬람의 관계는 적대적 반목보다는 상호 공존과 



그 결과 오늘날에는 ‘이슬람 부흥’과 유사하게 이른바 ‘샤머니즘 부흥’이라

는 새로운 바람이 예로부터 ‘샤머니즘의 보고 혹은 메카’로 간주되어온 시베

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무슬림들은 샤머니즘 속에서 전환기적 삶의 불안과 고단

을 해소하고 심리적 위안과 종교적 만족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모색하고 있

다. 이슬람과 함께 샤머니즘은 무슬림들의 삶의 종교적·정신적 길잡이로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즈벡인들에게 조상 숭배는 아주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태

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계에 사는 동안 인간은 하늘, 태양, 달과 같은 자

연의 지배를 받지만, 죽은 이후 저 세계에서 조상신 혹은 조상령이 되어 자

손들의 길흉화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조상신 혹은 조상령을 우즈벡인들은 아르보크(arvokh)라고 부르는데,50) 질

병, 불임, 기근, 재해 등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샤

먼이나 물라뿐만 아니라 직접 조상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들이 처한 난관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조상 숭배는 장례식, 추도식, 묘지 참배 등의 다양한 

의례를 통해 표현된다. 우즈벡인들은 장례식이나 추도식을 성대하고 극진하

게 치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자주 조상의 묘를 찾아 기도를 드리거나 서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례에서는 대부분 동물이나 특별한 음식을 제물로 준

비하여 조상에게 정성스럽게 바친다. 예컨대 이슬람의 관례에 따라 우즈벡인

들은 사후 7, 20, 40일째에 희생 제례이자 일종의 추도식인 ‘후도이(худойи)’
를 치르며, 라마단 기간에도 조상에게 감사 의례를 드리기도 한다. 또한 우

즈벡인들은 여행 중에 초원에서 갑자기 밤을 맞이했을 때, 무덤 옆에 잠자리

를 마련하는데, 그곳에 잠든 사자의 영혼이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기 믿

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전래 이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조

동화의 양상이 지배적이다. 샤머니즘의 이슬람화, 이슬람의 샤머니즘화, 코란의 구
절을 암송하는 샤먼, 샤먼의 전통과 정령의 도움을 이용하는 물라, 특히 수피즘은 
샤머니즘의 요소들을 자유롭게 수용, 수피의 영적 지도자들은 샤먼들을 자신의 추
종자로 받아들이고 샤먼의 의례와 수피의 관행(특히 지크르)을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샤먼들은 자신들의 정령들과 치유력이 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세속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성스러운 신을 위해서 활동하기에 스스로를 이슬람의 
계율에 충실한 독실한 무슬림으로 자인하며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무슬림으
로서의 삶을 살도록 권고한다. 

50) 조상령을 카작인들은 아우락(aurak), 키르기즈인들은 아브락(avrak)이라고 칭한다. 



상 숭배의 의식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특

히 이슬람의 성인 숭배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최근에는 이슬람 축일과 더불

어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51)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이슬람은 개인적 차원에서 성찰적, 정신적 헌신이나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적 관례라는 공동체적 

측면의 성격이 훨씬 두드러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정, 이웃, 마을 등의 

다양한 차원의 사회 집단 속에서 생산품, 서비스, 노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적 나눔과 부조라는 일종의 공동체적 전통들이 지켜지고 있는바, 이러한 

관례들은 일상 문화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와 깊은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금전적 보상이 없는 일종의 품앗이에 해당하는 공동체 

사업 ― 모스크 건립, 도로 공사, 공동 농장 등 ― 에 대한 노동 봉사인 하

샤르(hashar)가 대표적이다. 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헌은 신이 내린 은덕

(savob)이자 훌륭한 행위(ehson)로 인식되며, 가족과 친척 심지어 이웃들 사

이에 계산이나 대가없는 상호 나눔의 관례가 널리 퍼져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행을 소득의 1/40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이슬

람의 5주 중의 하나인 희사와 유사하게 이슬람 전통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훌륭한 선행으로서 무슬림성의 구현으로 인식한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특

히 노년 세대는 지역 자치 제도인 마할라를 무슬림 공동체 혹은 모스크 공동

체(masjid qaum)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샤르 외에도 공동체적 상호 관

계로서 사회성은 보다 제도화된 배경 위에서 행해지기도 하는데, 직장 동료, 
친척 혹은 동창들 사이의 정기적인 순회 모임인 갑(gap)이 좋은 예이다.52) 

이밖에도 심지어 이슬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지만 무슬림들이 기리는 전통

도 이슬람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란에서 유래한 신년 축일, 나브루

즈(навруз)가 대표적 예이다. 나브루즈는 조로아스터교, 즉 불을 숭배하는 페르

51) 이밖에도 생활이슬람 속에 접목된 중앙아시아의 토착 관행으로는 온곤(Ongon) 숭배, 
산신( )사상, 점치기, 무당 굿, 성소( ) 사상, 제물 헌사, 불 숭배 등이 있다.

52)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일상적 의례들은 이맘들을 비
롯한 이른바 정통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슬람 이전의 지역적 전통에
서 유래한 비( )이슬람적 요소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평범한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융합되어 있는 이슬람적 요소와 비이슬람적 요소를 명
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구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J. Rasanayagam(2011) Islam in post-Soviet Uzbekistan: The morality of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8-43 참조. 



시아 사람들이 겨울의 추위를 가져온 악령들을 보내고 봄의 따스함을 맞이하

였던 관행에서 기원한 명절이다. 따라서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오히려 이교적인 

정령 숭배 요소로 인해서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종교적, 민족적 성격으로 인해 소비에트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

러나 나브루즈는 일종의 민속 문화로서 가족이나 공동체 단위로 꾸준히 전승

되었으며, 소연방의 붕괴 이후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과 주변국들에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과거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53) 나

브루즈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3월 21일을 전후하여 약 15일간 지속되

는데, 새해의 출발, 봄의 도래, 농사의 시작 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축제의 

하나이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대중도 나브루즈를 

이슬람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슬람적 색채를 가미하여 성대하게 기린다. 
나브루즈 축일이 되면 이 날을 기념하고 알리는 펼침막들이 거리의 여기

저기에 걸리고, 사람들은 집안을 정돈하고 꽃으로 장식하며 새 옷을 입고 친

척을 방문한다. 나브루즈 기간 동안 아이들은 삶은 달걀을 꾸미는 행사에 참

여하며 여성들이 대부분의 행사를 주최하며 축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규모 바자르가 열리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는 광장

에서 전통춤과 노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따라

서 나브루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유

대를 강화하고 문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말하자면 나

브루즈 축제는 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펼치는 총체적 문화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나브루즈 축제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

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마침내 2010년 유엔총회에서 매년 3
월 21일이 국제 나브루즈의 날로 선포되었다.

이처럼 고유의 직관성과 개방성을 지닌 수피즘으로 대표되는 우즈베키스탄

의 생활이슬람은 전래 이전의 토착 신앙과 전통 문화와 상호 결합되어 종교

적 교리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총체로서 무슬림 대중의 일상 속에 뿌리내려 

오늘날까지 면면히 전승되고 있다. 한마디로 생활이슬람은 오랜 기간의 문화

적 접변과 소통의 역사 속에서 토착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판 

53) 오늘날 나브루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
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란, 이라크 등의 중동 국
가들에서 널리 성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남부지역과 타타르스탄에서도 축제가 열린
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자기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나브루즈를 기념하고 있다. 



이슬람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우즈벡인들은 소위 경전적 이슬람에 대

한 특별한 종교적 지식이나 이해 없이도, 심지어 그것의 기본적인 의례에 대

한 철저한 준수 없이도 자신을 쉽사리 무슬림으로 여기고 이슬람을 자신들의 

삶의 뿌리이자 양식으로 간주한다.54)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배가 남긴 

부정적 유산의 하나로도 간주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즈벡인들은 공동체

적 일상 체험으로서 무슬림적 삶(muslimness)을 선호하며, 이런 이유에서 자

신들의 삶을 ‘이슬람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무슬림적인 것’으로 흔히 표현

한다. ‘종교적 최소주의(religious minimalism)’로도 칭해지는 이러한 경향은 

생활이슬람의 부정할 수 없는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이다. 공식이슬람과 반공

식이슬람과는 달리 비공식이슬람의 주류로서 생활이슬람이 독립 이후 이슬람 

부흥의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비롯된다. 

2.3. 현대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은 단순히 하

나의 종교 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슬람은 순전히 의식적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일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문화 활동

이며, 삶에서 언제나 유일무이한 요소는 아닐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의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은 도덕적, 정신적 삶

의 핵심으로서 자신들의 일상적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자 종교적·문화적 정

체성을 좌우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55)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들의 시각과 태도는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실상 각각의 무슬림은 이슬람의 의례와 관행을 주위 환경

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다

채롭게 실천한다. 예를 들어 금요 예배는 중요한 종교적 모임이자 일종의 사

54) G. Gleason(1997) The Central Asian States: Discovering Independence, Boulder: 
Westview Press, p. 42. 

55) 이런 맥락에서 극단주의, 원리주의, 와합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용어들은 개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본질주의적 측면들을 드러낼 수 있지만, 종교가 대중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에 관한 총체적 함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따
라서 그런 용어들로 우즈베키스탄의 평범한 무슬림들의 신앙생활의 실체적 모습
을 전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적 행사인데, 무슬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스크에 함께 모여 기도를 올

리고 안부를 전하며 상호간의 내외적 연대감을 거듭 체험한다. 따라서 실제

로 관계가 아주 접한 공동체에서는 금요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모종의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의무감이 본래의 종

교적 동기들을 해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 대중을 이

슬람의 의례와 관행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차라리 고

유한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56)

앞서 언급했듯이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에서 토착적 신앙과 관행은 결

코 간과할 수 없는 의미 깊은 일상의 종교적 경험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성

인(조상) 혹은 자연 숭배는 이슬람의 정통적 관행에서 벗어나는 이단적 관행

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복합적 성격을 지닌 일상 현실에서 이러한 관행은 

쿠란에 기초한 기도와 알라에 대한 절대적 믿음 속에서 행해지며, 그 속에 

이슬람을 상기시키는 특별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믿어진다. 성인(조상) 혹은 

자연 숭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 토속 관행은 종교적 진위 혹은 정

통성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실상 그러한 논쟁은 종교 엘리트 사이에서 벌어질 

뿐 평범한 무슬림들에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대중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올바르고 합당하다고 믿는 것을 그것이 정통 의례이냐 토속 관행이냐

에 관계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부 종교 엘리트들은 이슬람에 대한 

정통적 이해를 중심에 두고 민간 신앙적 전통과 혼합주의를 주변에 위치시키

려 하지만 실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다.57) 
이처럼 이슬람은 거의 14세기에 달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진화하면서 고유한 존재의 형식들

을 창조해 왔다. 그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정치-사회적, 정신-문화적 삶의 과

정 속에서 대중의 무슬림적 정체성(망딸리떼)를 본질적으로 규정해 왔다. 요

컨대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지배의 산적한 잔재들과 독립 이후 어

닥친 세계화의 거센 도전에 맞서면서 대부분의 우즈벡인들은 이른바 정통 이

56) D. W. Montgomery(2007), 358-360. 
57) 예컨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빠짐없이 올리는 샤먼-점술가는 기도용 묵주와 부적 

혹은 향초 그리고 동물의 기름을 치료를 위해 사용하며, 성인, 조상, 자연뿐만 아니
라 모스크의 가치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또한 우즈벡인들은 가정, 거리, 사무실 
등에서 향초 혹은 향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워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고 악령
과 불운을 몰아낸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D. W. Montgomery(2007: 361) 참조. 



슬람의 모든 교리와 의례를 습득하고 실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스스로를 무슬

림으로 자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양

상은 이슬람을 비롯한 종교에 관한 우즈벡인들의 인식과 입장을 구체적 통계

로서 제시하는 여론 조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11~12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여론조사센터(Ижтимоий фикр)가 실

시한 ‘종교적 태도의 기본 원칙들과 종교 의식의 수준’에 관한 사회 여론 조

사58)에 따르면, 우선 우즈벡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신앙인으로 간주하면서 

종교적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여론센터가 진행한 연례 조사들을 비교해 보면 그 비중은 2001년 

10.7%, 2002년 11.9%, 2004년 13.4%로 점증했으며, 특히 2004년 안디잔 지역

은 17.7%, 페르가나 지역은 16.7%에 달했다. 종교적 삶의 영위에 대한 입장

은 연령층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25.5%, 29
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1.2%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16%가 각각 긍정적인 응

답을 보였다. 또한 날마다 사원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2003년 5.6%에서 

2005년 12.2%로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 요컨대 우즈벡인들의 종교적 삶에 

대한 지향은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인구 중의 압도적 다수 ― 예컨대 2005년 프리덤하우

스 통계(Freedom House)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이슬람 88%, 러시아정교 

9%, 기타 종교 3%로 집계59) ― 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자의 84%에 달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 성향을 명백히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1/5은 자신을 종교적 인간

58) 국가여론조사센터(소장 О. Б. Ата-Мирзаев)가 주관한 해당 여론 조사는 우즈베키
스탄의 전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총 17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가
운데 1097명(61.3%)은 농촌 거주자이고 692명(38.7%)은 도시 거주자이며, 응답자
의 83.1%는 우즈벡인이고, 99%가 신앙인이다. 이하에서 인용하는 통계 자료를 비
롯한 해당 여론 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Д. А. Алимова(2008) “К вопросу 
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зна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на примере ислама),”  
Исламские ценност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олерантность и гуманизм, Ташкент, 
С. 154-162 참조.

59) Э. Фридман и М. Уолтон(2006)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вещение проблем 
религии независимы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сайтами интернета,” Россия и мусуль-
манский мир, № 7(169), С. 125.



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교적 전통에 소극적으로 관계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응

답자의 1/3은 비록 정신적으로 신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종교적 의례와 

관행의 준수를 필수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이처럼 대체로 종교적 삶에 대한 

지향의 경향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즈벡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

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하며 상당수는 종교적 의례와 관행의 준

수 자체를 종교성의 핵심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종교적 자의식과 민족적 자의식의 상호 관계의 문제인

데, 여론 조사에서는 특징적으로 종교적 자의식(47.5%)이 민족적 자의식(2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4.6%의 응답자는 양자 사이의 분리불가능

성을 표명했다.60) 특히 이러한 입장은 나만간 지역(46.2%)과 안디잔 지역

(43%)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9세 이하의 젊은 계층에서는 민족적 귀속

감이 종교적 소속감을 앞서고 있으며, 전체 연령 계층에서 종교적 소속감(1998
년 64.8%에서 2005년 47.5%)에 비해 민족적 귀속감(1998년 16.9%에서 2005년 

27%)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독립 이후 점차 이슬

람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포섭하고 민족(국가)적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권력 집단의 지배 전략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이슬람의 성장, 보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무슬림들의 종교성, 즉 무슬림성의 강화는 무엇보다도 독립을 전후한 

시기에 불어 닥친 이른바 이슬람 부흥의 기운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이슬

람 부흥의 물결 속에서, 예컨대 이슬람 사원과 교육기관의 복원과 신축, 종

교 기관과 단체의 조직과 활성, 이슬람의 의례와 관행의 준수와 확대, 이슬

람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증가와 확산 등에서 종교 의식의 증대는 

이미 예감된 것이다. 이슬람의 부흥에 대해 우즈벡의 무슬림들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여론 조사 응답자의 82%는 신앙의 자유와 신

앙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기울이는 다양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단지 4%만이 포용과 배제로 상징되는 국가의 권위

적이고 선별적인 양면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더불어 우즈베

60)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접하게 
상관 지워 왔는데, 공통적으로 “우즈벡인, 카자흐인, 투르크멘인, 키르기즈인, 타직인
은 무슬림이고 러시아인은 정교도이다”라고 인식해왔다. T. J. Gunn(2003) “Shaping 
an Islamic Identity: Religion, Islamism, and the State in Central Asia,” Sociology 
of Religion, № 64(3), p. 394. 



키스탄 무슬림 종무청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이슬람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배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했

다. 하지만 무슬림 사회에 끼친 이슬람 부흥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

인적 차원에서 무슬림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불만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이슬람의 성장은 이슬람의 의례와 관행에 대한 

태도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무슬림의 기본 의무인 5주, 
특히 그 중의 하나인 금식의 준수도 점증하고 있다. 우즈벡 무슬림들에게 라

마단 기간의 금식은 필수적으로 여겨지는데,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일정하게 금식을 지키며, 그들 중의 40%는 규칙적으로 준수한다고 대답하였

다. 반면에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3년 35%에서 2005
년 2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2005년 응답자의 5%는 메카와 메

디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성지 순례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수의 무슬림들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중

앙아시아의 유명한 성지들을 대신하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우즈벡 무슬림들은 알 부하리, 바하우딘 낙쉬반드 등의 복합기념관 

등의 국내에 존재하는 성지에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향후 그것에 대한 의향이 없는 응

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나아가 일상적 차원에서 우즈벡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의식의 점증은 종교

적 지식의 지속적 심화와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서도 감지된다. 여론 조

사에서 응답자의 19%는 종교성(종교적 계몽)의 수준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정·소비에트 러시아 지배 시기의 세속화와 독립 

이후 종교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 정책과 접하게 관련되지만, 그

런 와중에 전통적으로 가정이나 독학으로 이뤄지는 이슬람의 학습과 체화 방

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종교적 지식과 정보의 획득을 위한 모든 노력이 반드

시 그것의 올바른 수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 

이뤄지는 오틘(отын, турсуной), 이웃, 동료 등의 정당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

추지 못한 종교 활동가로부터 지식과 정보의 획득은 종교적 사고의 그릇된 

형성, 즉 종교의 비정상화 ― 신비화, 세속화, 급진화 등 ― 로 귀결될 수 있

다. 따라서 이슬람 의례와 관행의 현대적 개선과 함께 이슬람 교육의 합리적 

확대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중차대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적 정체성의 핵심과 연관된 “무슬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각양각색이다. 예컨대 일일 예배인 나마즈를 비롯한 이

슬람의 5대 의무와 의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부터 이슬람 가정에서 태

어나서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거쳐 민족-종교적 정체성을 간직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해석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컨대 현대 우즈베키스

탄에서는 이슬람 부흥에 힘입어 종교적 자의식의 점증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의 절반 이상은 자신을 세속적 인간으로 간주하며 드물지만 무신론자로 칭하

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우즈벡인들의 정신성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오히

려 적지 않게 세속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 지배의 부정적 유산, 특히 무신론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소비

에트 이데올로기, 전반적으로 낮은 종교 교육의 수준, 권위주의 정권의 이슬

람에 대한 주도면 한 통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등

의 복합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삶에서 양심과 

정의의 푯대로서 이슬람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즈벡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들의 종교성, 즉 무슬림성은 여전히 

지향과 재구의 대상이며, 그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따

라서 무슬림 사회는 이를 위한 적지 않은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61) 

3. 나가며: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전망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 이후 체제전환기는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의 식민지배

로 상징되는 과거의 낡은 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역경의 시기이자 민족적·국가

적 정체성을 모색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였다. 우즈베키

스탄이 이러한 당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역사의 무대에서 되살려낸 것이 바

61) 또 다른 여론 조사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데,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10~11%만이 엄격하게 종교적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신을 믿지만 
자신의 삶을 세속적으로 간주한다. 40.9%의 사람들이 라마단 금식을 행하며, 72.8%
는 독립 이후 이슬람 부흥 과정을 지지한다. 82%의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신
자들의 권리가 줄어들지 않으며, 67%의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발전의 주요한 위협으
로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꼽는다. 이에 대해서는 Р. А. Убайдуллаева 
(2007) “Исламская цивилизация в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независим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Права человека, 
Ташкент, С. 157 참조.



로 이슬람이고,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그 파고가 소위 이슬람 부흥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종의 시대적 조류처럼 번져나갔던 이슬람 부흥의 물결은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은 물론이고 민족 내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

어졌다. 이른바 공식이슬람과 비공식(생활)이슬람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전통적 

흐름에 반공식(저항)이슬람으로 간주되는 급진적 이슬람주의가 더해졌다. 우즈베

키스탄의 경우에 두드러지듯이 이슬람 사회의 정체성 분열, 즉 공식이슬람과 생

활이슬람의 분리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강점과 권위주의 체제의 결과물이며 저항

이슬람은 전환기의 특수한 내외적 요인들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역사성과 당대

성을 동시에 지닌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반목과 갈등을 엄 한 의미에서 공식

이슬람, 생활이슬람, 저항이슬람 중의 어느 한 조류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를 넘어 민족과 지역에서 정체성의 단일한 토대

라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거대한 사명을 염두에 둘 때, 이슬람 사회의 소통

과 상생, 화합과 번영은 가장 긴요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들에게 오늘의 역사적 전환이 후퇴가 아니라 전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슬람을 중심으로 이슬람 사회 전체가 처한 복잡한 

내외 상황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냉정한 전망이 동시에 요구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으로 명백히 세속국가로 천명되었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위원회와 무슬림 종무청이라는 국가 부속 기구를 

통해 일체의 종교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무슬림 종무청으로 

대표되는 공식이슬람의 최대 과제는 국가로부터 조종되는 통제 기구이자 지

배 이데올로기의 선전 도구이며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라는 예속적 

지위로부터 탈피이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문제는 러시아의 식민지배가 낳

은 부정적 유산과 현재의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전략에서 비롯되었기에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슬람의 온전한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모색을 향한 과거 청산과 

현재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공식(좋은 이슬람)과 비공식(나쁜 이슬람)의 오랜 

구별 혹은 간극을 극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슬람 지도자들이 협소한 공식

의 경계를 넘어 광활한 비공식 영역에 방치되어 있는 무슬림 대중과 대화적

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관심과 이해에 복무하며 진정한 이슬람으로 조화로운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62) 이와 함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이슬

람의 역사적 역할과 잠재성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하여 국가 당국의 정책적 



변화와 실천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63) 
또한 문제는 반공식이슬람인 저항이슬람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우즈베키

스탄에서 대부분의 이슬람주의는 본연의 원리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주의적 정

서에 기대어 이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임하지만, 실상 전환기의 특수한 상

황에 힘입은 바 크다. 더구나 신정일치의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

표는 무슬림 대중의 현실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추상적 이상에 불과하다. 따라

서 저항이슬람은 공식이슬람의 도구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저항이슬람도 무슬림 대중의 온전한 정체성을 표

현하기 보다는 그것의 극단적인 일면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반(反)공식

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나름의 근거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이슬람적 사회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상적 목표와 많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암암리에 전제하는 

폭력적 수단은 우즈베키스탄의 내외적 현실 상황에 비추어 엄 하게 재고되어

야 한다. 요컨대 이슬람주의는 전통적으로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무슬림 대중 

사이에서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 목표와 정당한 수단에 

기초한 근본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슬람 부흥을 민족 문화의 유산을 새롭게 전유하기 위한 일종의 풀뿌리 운

동이라 할 때, 그것의 산실은 무슬림 대중의 생활이슬람이다. 오랜 역사를 거

치면서 토착 신앙과 전통 문화와 상호적으로 융화되어 삶 속에 뿌리내린 생활

이슬람은 외세의 혹독한 탄압과 정권의 전면적 통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

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생명력의 징표이다. 
하지만 오늘날 생활이슬람은 하나피파와 수피즘의 영향과 소비에트 시대이래 

지속되는 세속화의 결과로 의례와 관행의 형식주의적 고수와 이슬람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무관심 혹은 몰이해라는 부정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 대중이 지배 권력에 의

한 공식이슬람의 강요와 비공식이슬람의 통제에 수동적이거나 무감각하며 이슬

62) 실상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는 바, 그들은 공
인여부에 상관없이 여러 모스크를 방문하고 다양한 의례와 관행을 실천하며, 실제
로 공인된 이맘과 비공인된 물라 사이에도 적지 않은 협력과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 

63) 이를 테면 종교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국가 종교 정책의 재고, 국가와 종교의 관
계에 대한 법적 토대의 개선, 종교를 다루는 국가 구조의 성격과 위상의 변화, 헌
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 이슬
람을 포함한 제반 종교 활동의 제도적 지원, 종교 간의 관용과 협력의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람주의 세력의 급진적 선전·선동에 현혹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무슬림 세계에서 종교적 사고와 인식은 끊임없이 심화하고 확대되어 왔지만, 

불행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러한 과정은 러시아의 식민지배로 인해 외부의 

이슬람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고 자디드운동과 같은 내부 혁신도 억압되었으며 

독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감시 속에서 놓여 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

다. 말하자면 고립과 억압과 감시 속에서 이슬람은 이른바 현대화로부터 불가

피하게 뒤처졌던 것이다. 따라서 우즈벡 무슬림들 사이에서 종교 의식(종교성)
의 수준은 보편적 욕구에 따른 점차적 증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최소주

의’ 혹은 ‘이슬람적 문맹’으로 칭해질 만큼 여전히 초보적이고 제한적이다.64) 
이것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이 본래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은 대중적 기대와는 달리 아

직 민족-국가 형성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65)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 부흥 운동이 낳은 외적 성장에 걸맞은 생활이슬람

의 내적 혁신에 대한 요구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당하다. 그것은 이슬

람 교리와 경전의 현대적 해석과 이슬람법(샤리아)의 현대화, 토착(유목/정주) 
문화와 이슬람 문화 그리고 현대 문화의 상생과 발전의 추구 등을 포함하는 

일상 문화의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다. 특히 종교적 인식의 고양을 위해 

이슬람에 대한 폭넓은 학습과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종교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과 합리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교적 최대주의를 지

향할 필요는 없지만 이슬람의 의식과 관례에 대한 형식주의적 고수에서도 탈

64) 독립 이래 국가가 승인한 수많은 사원과 교육 기관의 복원·신설과 함께 코란을 
비롯한 이슬람에 대한 공식적 학습의 기회가 점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을 무
슬림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의미심장한 종교적 학습을 받지 못하거나 
성서조차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한다. 종교적 지식과 정보는 모스크의 금요 설교
에서 획득하거나 가정이나 이웃 공동체의 종교적 의례에서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속의 일상적 관계에서 주로 습득한다. 말하자면 개인들은 무슬림적 자아를 가정, 
이웃의 각종 의례와 관행과 사회 공동체의 의무와 부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배양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자신의 기대와 욕구에 훨씬 못 미친다(J. 
Rasanayagam 2011: 21).

65)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은 종교적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한 원초적 
잠재력을 지닌 종교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의 분열적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화석화된 종교적 사고는 종교적 극단주
의와 타문화에 대한 편협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으로 쉽사리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해야 한다. 이러한 내적 혁신을 통해 진실한 무슬림성66)을 획득할 때 우즈

베키스탄의 이슬람은 순응주의와 신비주의라는 해묵은 비판으로부터도, 급진주

의와 과격주의의 일시적 선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실질적 대안 세력으로 거듭

나게 될 것이다.67) 이슬람 부흥의 모토인 이슬람 사회의 정화는 과거의 전통적 

이슬람 사회로 단순한 회귀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슬람 원리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완전히 현대적이고 도덕적으로 건실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즈벡인들에게 무슬림성은 역사 속에서 상실되거나 최소한 부분적으로 잊

66) 본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슬림성은 이슬람의 일상적 실행인데, 그것은 삶 
속에서 이해되고 경험되며 육화되는 것이다. 평범한 무슬림들의 신앙생활은 실상
은 그다지 극적이거나 도발적이지 않다. 그것은 공인된 순니 이슬람의 하나피파나 
수피즘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더구나 종교적 사고와 실제적 행위 사이에
는 때로 일정한 거리와 심지어 모순이 드러나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나름의 조화가 존재하고 모색된다. 이처럼 삶의 의미심장한 일부로서 종
교 활동은 완전히 의식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예컨대 이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되는데, 어떤 중요한 행위에 앞서 습관처럼 
되뇌는 ‘아멘’, 걸인들이 자선가들에게 던지는 종교적 축복의 암송, 카드와 염주로 
치는 점술, 온갖 바람을 담아 피우는 향초, 후시경에 걸려 있는 부적과 염주, 만
나는 사람마다 던지는 인사 ‘아살라말라이쿰’ 등,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일반화
되어 일상 종교를 넘어 생활 문화의 일부로 간주된다. 요컨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적 구성소로서 그것의 의례와 관행의 다양
성 혹은 혼종성은 삶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이해하고 
획득하려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소중하고 각별하게 남아 있다. 한마디로 무슬림성
은 구성되는 종교-문화적 사회성이라 할 수 있다.

67)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이슬람을 대표하는 수피즘의 최대 교단인 낙쉬반디야의 활
동은 주목을 끈다. 낙쉬반디야는 지나친 금욕주의를 경계하고 세속과의 단절이 아
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은둔(уединение в обществе)’ 혹은 ‘마음은 신에게, 손
은 노동에(Сердце – Другу(Богу), руки – труду)’ 라는 무슬림의 생활 원칙을 설
파하면서 세속 안에서 내면에 신을 위한 은둔처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교단원
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직장 생활에 종
사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신을 향한 마음의 수
양, 즉 내면(무언)의 지크르를 지속하면서 경건한 절제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한
다. 일상적 삶과 종교적 삶의 결합을 강조하는 낙쉬반디야의 이러한 교의는 그것
의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능동성을 반영하며, 오늘날 인기와 권위를 지속적으로 확
장하는 토대이다. Б. Бабаджанов(2001) “Возрожд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суфийскийх  
групп в Узбекистане,” Суфиз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Пб.: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СПбГУ, C. 349.



혔던 일종의 사회적 기억이며 동시에 현재적 흔적이자 미래적 투사이다. 사회

적 기억은 다양한 역사적 인식들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상되는 과정이다. 
생활이슬람은 공식적 담론에 의해 결코 과잉 결정되지 않으며, 정치권력은 과

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식민화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

한다. 또한 생활이슬람은 일상적 삶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러한 관심과 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실행이다. 그들에게 성스러운 것은 멀고도 가깝다. 무슬림들의 

이슬람적 정체성, 즉 무슬림성은 삶의 궁지에 대한 고정된 답이 아니라 생성

되는 도덕성이며, 따라서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 씨족, 민족(국가) 등에 걸쳐 일상화되어가는 

온갖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의 원칙에 입각

하여 화합과 번영을 위한 공동 연대의 노력들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다민

족, 다문화, 다종교라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적 다원성에 착목할 때, 바로 생

활이슬람은 우즈벡인들이 사회적, 민족적, 지역적 차원에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튼실한 토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잠재태일 

뿐이며 그것의 현실화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과거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현재를 정당하게 직시하며 미래를 창의적으로 구

상하는 것은 순전히 우즈벡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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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and Prospects of Everyday Islam 
in Contemporary Uzbekistan

Oh, Won-Kyo*

This study’s purpose is to inquire into the aspects and prospects of everyday 
Islam in contemporary Uzbekistan. Islam, in this country, has historically been a 
powerful regulator of personal and social life, an indigenous vector of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y, and a traditional basis of national and regional solidarity. In 
particular, Islam, which is deeply rooted in the everyday lives of Muslims,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religion of ordinary meaning but is a norm, style 
and life itself. This study first seeks to explore the current aspects of 
Uzbekistan’s islamic society after independence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coexistence, harmony and prosperity. To this end, the outline of 
the division and antagonism of Islam, which have resulted from a complex 
combination of the negative legacy of colonial rul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in the midst of the revival of Islam, is reviewed through official Islam, 
political Islam and everyday Islam. The actual situation of everyday Islam is 
closely traced through various examples from institutional and everyday level. In 
addition, based on the opinion polls, the religiou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Muslims are identified. And finally, the future prospects of everyday Islam are 
presented as a part of the epochal task in terms of the critical reflection on the 
present state and the active search for potential. The systematic review and 
overall analysis of the aspects and prospects of everyday Islam will contribute to 
a wid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ulture of modern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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