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비교연구*

김 태 연

- 개요 - 　
이 글은 1990년대에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슬

람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유의미한 사회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다. 이 글은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
동의 출현과 활동에 향을 미치는 일종의 매개변수로서 사회구조적 조건을 
고찰한다. 이때 양국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과 관계되는 사회구조
적 조건은 지역적 경제격차와 민족갈등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 균열 구도이
다. 또한 이 글은 양국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범주로서 사회운동이 처한 환경 혹은 맥락을 의미하는 정치적 기회구
조와 담론적 기회구조를 살펴본다. 이때 급진 이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
조로는 이슬람의 정치체제 접근성과 국가의 급진 이슬람 운동 억압이, 담론
적 기회구조로는 이슬람에 관한 정권의 담론과 대중의 인식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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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1)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에 중앙아시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첫 번

째 물결이 일었는데, 그 중심적인 단체는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IRPT: 
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이었다. 타지키스탄 내전에 참여하면

서 주변국 아프가니스탄과 긴 한 관계를 가졌던 IRPT는 지역적ㆍ부족적 색

채가 뚜렷한 단체 고 권력 분점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었다. 1990년대 중후

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중앙아시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두 번

째 물결을 주도했던 단체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이었다.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협력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

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IMU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었고 격렬한 

반정부 테러 활동을 벌 던 지하드 운동 단체 다. 2000년대에 진행된 중앙

아시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세 번째 물결은 이슬람해방당(HT: Hizb ut-Tahrir 
al-Islami)이 이끌었다. 광범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오랜 선전 경험, 비폭력적 

수단의 표방을 동원 자원으로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했던 초국

적 범(汎)이슬람주의 운동 단체 HT는 샤리아 법에 기반한 칼리프 체제 수립

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펼쳤다(Azizian 2005: 2-3).2) 현재 IMU와 HT는 국제

사회 및 각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IRPT는 타지

키스탄 제도권 정치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적 역량과 사회정치적 

향력을 크게 상실했다(Azizian 2005: 3; Karagiannis 2016: 268). 따라서 현

재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은 뚜렷한 주도단체 없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한 모습이다.

1) 이 글은 이슬람 운동이 표방하는 목적이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 가
운데 하나라도 급진적 혹은 극단적이면, 그 운동을 급진 이슬람 운동이라고 간주
할 것이다. 따라서 활동 수단으로 폭력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혹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 운동이라도 그 운동이 이슬람 가치와 
원칙을 사회정치현실에 적용할 것, 즉 이슬람 이념에 입각한 국가 건설이라는 급
진적 목표를 지향한다면, 이 글은 그 운동을 급진 이슬람 운동으로 간주한다.

2) 오랜 역사를 갖는 국제적 조직으로서 그 이념과 지향의 공개성이 높다는 점 및 사실
상 중앙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하여 활동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HT는 중앙아시아 이
슬람주의 운동 가운데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단체이다. 예를 들면 강봉
구(2014), 현승수(2007), Karagiannis(2005), Karagiannis(2007), Karagiannis(2010).



세 차례에 걸쳐 급진 이슬람 운동의 물결이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나는 동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그 흐름에서 중심적인 국

가가 아니었다. 역사적 발전과정, 사회정치적 구조와 경험, 제도화 수준 등에 

있어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급진 이슬람의 출현에 필요한 전제조건

이 결여된 사회 고(Omelicheva 2010: 175-177), 이러한 점이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흐름이 전개된 과정에 반 된 것이

다. 그렇지만 첫째, 급진 이슬람 운동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물결을 직접적으

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기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이들의 전통적인 이슬람이 외부의 향을 다루기에 허약하다는 점, 
셋째,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이들이 상대적으로 민주적ㆍ개방적이라

는 점, 넷째, 사회적 불안정이 존재하거나 선거 실시 결과에 따라 사회적 불

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특

히 두 국가의 남부 지역은 이슬람 급진주의의 세 번째 물결에 취약한 곳이라

고 평가된 바 있다. 즉 전통적으로 이슬람이 문화ㆍ정신ㆍ일상생활에 미치는 

향이 막대한 지역보다 오히려 이슬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에서 급

진 이슬람 운동이 등장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Azizian 2005: 2-3).
이러한 진단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실제로 1998년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으

로 HT 요원이 처음 파견된 이후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르면 이 지역에서 

HT 멤버 수는 약 1,000명으로, 동조자 수는 그 이상으로 추산되었고, HT의 

민족적 구성 및 지역적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일부 관료들은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하 다(Karagiannis 2007: 302-303). 
유사한 시기에 키르기스스탄에서는 HT 멤버 수가 약 2,000~3,000명으로 추산

되었고, 키르기스 안보기관 관리의 말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주

민의 약 20%가 이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던 HT를 지지하고 있었다

(Karagiannis 2005: 138).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중심으

로 발흥했던 이슬람 급진주의가 2000년대에 이르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에서도 등장ㆍ부상했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Zhussipbek 2013: 3).
이 글은 이렇듯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진 이슬람 운동

의 사회적 발현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카자흐스

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앞으로 동원의 잠재력을 실현ㆍ
확장할 가능성을 운동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ㆍ담론적 기회구조

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 글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

에서 논의될 것처럼, 이 두 국가가 이슬람과 관련된 역사와 현실에서 공통점

이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즉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은 통

제될 수 있는 상수 요인은 다수인 반면에 변수 요인은 소수인 사회현상이라

는 점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인 것이다.
첫째, 현재의 우즈베크인 및 타지크인의 선조가 되는 트란스옥시아나

(Transoxiana) 지역 정주민들이 7~8세기부터 이슬람을 수용하기 시작한 반면

에, 투르키스탄 스텝 지역 유목민이었던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의 다수가 이

슬람으로 개종한 것은 이들에게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한 후부터3) 오랜 시

간이 지난 19세기 말이라는 상당히 늦은 시기 다. 게다가 이들 유목 사회에

서 이슬람 관행은 이슬람 수용 이전의 이교 전통 및 관습법 아다트와 복잡

하게 뒤얽히면서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은 이슬람법을 엄 하게 준수하지 않

는 명목상의 무슬림으로 알려지게 된다(Khalid 2007: 33; Omelicheva 2010: 
175; Omelicheva 2011: 245). 카자흐 및 키르기스 사회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서도 늦은 시기에 이슬람이 전파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슬람의 사회적 구속력

이 느슨했던 공간이라는 초기 이슬람화의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사회에서 이슬람 도입과 관행의 상황이 비슷했다는 점은 현재 급

진 이슬람이 제기하는 위협의 정도에 대한 두 국가의 인식이 유사성을 나타

내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고 논의된다(Omelicheva 2007: 375-376).
둘째,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에트 체제는 종교에 대해 억압적이었지만, 2차 

대전 시기 들어 스탈린 정권이 종교에 대해 완화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서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일시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슬람

의 활성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균등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즉 이 시기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비해 모스

크를 개원ㆍ등록하려는 노력이 훨씬 약했고, 그 결과 1946년 소연방 전체에

3)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에게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
는 매우 논쟁적인 혹은 불분명한 이슈이다. 10~15세기부터 카자흐인의 이슬람화가 
시작되었다고 논의되기도 하고, 그보다 늦은 시기인 13~14세기에야 카자흐 스텝 지
역에 이슬람이 유입되었다고 논의되기도 하며, 더 늦게는 16~17세기에 카자흐인이 
대규모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Baizakova and McDermott 2015: 
1; Yemelianova 2014: 287; Yerekesheva 2004: 581). 키르기스인의 이슬람화가 시작
된 시점 역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Gardaz 1999: 277-278).



서 등록된 총 495개의 모스크 가운데 202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데 반

해, 카자흐스탄에는 18개밖에 없었고, 1957년 키르기스스탄에서 등록된 모스

크 수는 34개에 불과했다(R’oi 2000: 62, 182, 185).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은 무신론적인 소비에트 국가의 종교적 억압이 약화되었던 시기에도 이슬

람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사회 다는 공

통점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소연방 해체를 전후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부흥의 기회공

간이 열렸고, 실제로 이 지역 국가들이 다양한 차원과 형태의 이슬람 부흥 

현상을 다양한 정도로 경험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은 유사한 특징을 나타냈다. 단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스크 수가 

1989년 300개에서 1993년 6,000개로 급증하고 타지키스탄에서는 1989~1991년 

사이에 2,000개의 모스크가 개원한 반면에,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95년까지 

모스크 수가 1,000개 고 카자흐스탄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 그 수가 1,402개

다(Yerekesheva 2004: 584-585).4) 급진 이슬람 운동의 출현 및 활동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이슬람 부흥의 양적인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유사하게 그 발달이 늦은 시기

부터 혹은 느린 속도로 진행된 궤적을 밟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ㆍ제도적 발전에 있어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이슬

람이 유사성을 갖는, 즉 비교연구대상이 되기에 적절한 사례들임에도 불구하

고, 두 국가의 이슬람에 대해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슬람 인식 및 실천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물이

(Junisbai et al. 2017) 사실상 유일하다.5) 또한 두 국가의 급진 이슬람 운동

을 다룬 기존연구물은 양국의 급진 이슬람 운동 그 자체보다 중앙아시아 지

4)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2007
년에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모스크 수가 우즈베키스탄 2,052개, 타지키스탄 2,842
개, 카자흐스탄 2,128개, 키르기스스탄 1,668개로 증가한 것이다(오원교 2008: 
350).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 적어도 수적인 면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의 이슬람 부흥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그것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진다
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5)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 
보고서는(Azizian 2005) 양국 이슬람 급진주의의 현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뿐 엄

한 의미에서 양국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해 비교연구의 방법을 적용ㆍ분석한 연
구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역 각국 차원에서 정부가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해 가한 억압이나 취한 정책적ㆍ
담론적 대응의 특성, 요인,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 연구물이 주

종을 이룬다(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Baizakova and McDermott 2015; 
Khamidov 2013; Marinin 2015; Omelicheva 2007; Omelicheva 2011; Tromble 
2014; Wolters 2014; Yemelianova 2014). 이들 선행연구물이 카자흐스탄과 키르

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큰 성과물이기는 하지만, 
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 혹은 환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 국가에서 운동의 동원 잠재력이 과연 어떻게 발현될지를 전

망할 수 있게 해주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비하면 과거에 카자

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

개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점이 앞으로도 이 두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담보해주지는 않는

다. 설령 앞으로도 양국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양국 현실 

및 주변 정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양국 급진 이슬람 운

동의 활동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이 글은 양국 급진 이슬람 운동 외부의 여러 구조적 요인들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슬람과 관련하여 유사한 역사적ㆍ제도적 경험을 가졌

던 두 국가에서 앞으로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나타내며 실현될 것인지를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ㆍ방법ㆍ목적에 있어서 기존연구와 뚜렷하게 차별된다.

II. 분석 범주

이 글은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유의미한 사회정치적 향력을 보유ㆍ행사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운동

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운동의 활동 및 성과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혹은 맥락을 의미하는 기회구조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위한 범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출현 및 동원 잠재력에 

직접적ㆍ결정적 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치적ㆍ담론적 기회구조와의 결합을 

통해 운동의 발생과 결과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매개변수로서 

이 글이 주목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은 두 국가의 지역 균열 구도이다. 서론에

서 언급되었듯이, 두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은 특정 지역에서 활

발했고, 앞으로도 활동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냐하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토 등 여러 양적인 면에서 규모의 편

차가 대단히 큰 두 나라이고,6) 이에 따라 두 국가가 나타내는 지역 문제의 

세부 내용과 성격과 정도에서도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두 국가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 혹은 균열이라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문제의 존재 자체가 급진 이슬람 운동을 

발생시키거나 그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구조적 

조건이 국가 차원에서의 운동의 기회구조와 결합할 때 기회구조가 운동의 전

망에 대해, 특히 운동의 지역적 잠재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향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지역적 경제격차와 민족갈등의7) 존재 여부, 양상,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두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사회구조적 조건 혹은 배경이 될 수 있는 지

역 균열 구도를 논의할 것이다.
비교 범주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운동론의 여러 이론적 개념 가운데 운동

이 조직과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결집 수단을 의미하는 동원구조(mobilizing 
structure)나 운동이 동원과 경쟁을 위해 구성하는 현실 해석 틀을 의미하는 

프레임(frame)이 이 글의 분석 범주로 이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

다.8) 이 글의 목적은 과거에 활동했던 혹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정 사회운

6) 단적인 예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보다 토가 13배 이상 크고, 산출 기준에 
따라 GDP가 20~30배 이상 많으며, 인구가 3배 가까이 많은 나라이다.

7)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 요인과 급진 이슬람 운동의 상관성에 주목한 연구물로
는 Omelicheva(2010)와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6)이 있다.

8) 동원구조나 프레임 같은 이론적 자원을 사용하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나
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급진 이슬람 운동을 분석한 연구물이 있기는 하지만
(Karagiannis 2005; Karagiannis 2007; Karagiannis 2010), 이들은 HT라는 특정 운
동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출현과 활동을 설명하는 사례연구 기 때문에 이 글
과는 연구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고,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석 범주가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동의 출현이나 전개 과정 혹은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발

생이나 동원이 활발하지 못했던 국가들에서 그것이 활발해질 현재적ㆍ미래적 

전망을 유사 사례 비교의 방법을 통해 분석ㆍ타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정치적 활동성이나 동원력이 크지 않았던(않은) 기존의 혹은 현존하는 사회

운동의 내적 행위나 과정 혹은 운동과 그 외부와의 의미화 작용이나 관계와 

연관되는 동원구조나 프레임을 분석하는 작업은 운동의 등장이나 활동 가능

성을 조망하려는 이 글의 목적에 그리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운동 

외부에서 운동에 대해 기회 혹은 제약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어떠한 조건과 과정 속에서 어떠한 동원구조나 프레임을 갖추어야 

운동이 성공적인 동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은 운동의 정치적ㆍ담론적 기회구조를 분석 범주로 삼아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글이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찰할 첫 번째 기회구조는 정치적 기

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이다.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운동이 그 

안에 위치하면서 유리한 기회 요인으로서든 불리한 위험 혹은 제약 요인으로

서든 그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ㆍ제도적 조건이나 맥락을 

의미한다. 비록 정치적 기회구조는 그 개념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론적 범주이지만, 다양한 정치적 기회구조 중에서

도9) 이 글은 이슬람 운동의 충원과 급진화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구조적 혹

은 정치적 환경 요인으로 논의되는 정치체제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의 억압을

(Olesen 2009: 21-24)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치체제에 대한 접근성은 사회운동에 대한 제도적 정치체제의 개방성을 

의미하며, 운동이 정치체제에 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때 이용하는 공식ㆍ
비공식 통로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념이다(Olesen 2009: 21). 그런데 이 글은 

이 접근성 개념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 불법화된 급

진 이슬람 운동이 체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즉 급진적이거

나 정치적이지 않은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이슬람 단체ㆍ인물ㆍ활동 등이 

9) ① 정치체제의 개방성/폐쇄성 ② 엘리트 연합의 안정성/불안정성 ③ 엘리트 동맹
의 존재/부재 ④ 국가의 억압 능력과 성향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를 분류ㆍ정리하
여 이해하는 방식이 이에 대해 가장 널리 합의된 개념 규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McAdam 1996: 26-27).



체제에 의해 용인되는 정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

은 전반적인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이 그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급진 이

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

적인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이 확대되면, 이는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 활동공간을 열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반대로 

국가가 급진 이슬람 운동을 일반 이슬람의 대립항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배제나 억압을 강화하는 구실로 이용하면서 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은 해외 이슬람 단체나 기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공간이 열리거나 닫히는 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한 외부 지원 통로의 확대 혹은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대해 

구조적 조건의 역할을 하는 정치적 기회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단속 행위 같은 치안 유지 활동(policing)뿐만 아니라 

침투와 감시 활동도 포함하는 국가의 억압은(Olesen 2009: 22)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진 이슬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10)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권위주의 체제이

고, 이들 모두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해 물리적ㆍ법적ㆍ제도적 탄압을 가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억압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과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렇지

만 다른 사회운동의 동원과 국가의 억압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급진 이슬

람 운동의 활동 및 그 결과와 국가의 억압 간에도 특정한 혹은 명확한 상관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급진 이슬람 운동을 억압하

는 구체적인 방식과 강도,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국가의 억압은 운동의 

출현이나 동원을 위축시킬 수도, 반대로 운동이 이를 자신의 정체성이나 정

당성의 기반으로 삼아 동원 역량 강화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11)

10) “당국이 급진 이슬람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는지는 행동과 전략의 
형태 및 성공의 기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하다.”(Olesen 2009: 21)

11) 서론에서 기술된 것처럼,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억압 혹
은 대응을 논의한 연구물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어느 것도 국가의 
억압을 정치적 기회구조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급진 이슬람 
운동 연구에서 사회운동론의 여러 이론적 개념이 갖는 분석 범주로서의 유용성이 



이 글이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 전망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분석 범주로 이용할 두 번째 기회구조는 담

론적 기회구조(discursive opportunity structure)이다. 담론적 기회구조란 운동

이 자신의 메시지를 공적인 역에 확산시킬 가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즉 

의사전달ㆍ소통의 역에서 운동에게 동원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공적 담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Koopmans and Olzak 2004: 
199, 202). 담론적 기회구조는 어떠한 사회운동 프레임이 어떠한 환경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정치문화적ㆍ상징적 맥락 혹은 조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Koopmans and Statham 1999: 228) 운동의 동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기회구조를 보완해줄 수 있는 분석 도구라고 하겠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처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이슬람이 정체

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무슬림성이 다양한 방식과 실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한편(Junisbai et al. 2017: 6), 이 두 국가에서 교리 혹은 교육 차원에서의 이

슬람의 발달 수준은 높지 않다는 점은(Borubaeva 2013; Djalilov 2013), 양국

에서 이슬람에 관한 담론적 기회구조의 사회적 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즉 두 국가에서 지배적인 이슬람 담론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급진 이슬람 운동의 프레임 활동 및 동원 과정은 유리한 혹은 불리한 

담론적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

진 이슬람 운동의 담론적 기회구조로서 이슬람에 관한 정권의 담론과 대중의 

인식을12) 살펴볼 것이다.

Ⅲ. 사회구조적 조건: 지역 균열 구도

카자흐스탄은 1998~2013년 사이에 1인당 GDP가 9배 이상 성장하고 2000~ 
2012년 사이에 빈곤율이 약 50%에서 5% 정도로 감소하는 등 성공적인 체제

아직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2) 이 글은 서론에서 언급된 양국 국민의 이슬람 인식 및 실천을 비교분석한 연구물

의(Junisbai et al. 2017) 저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양국 대중의 이슬람 인
식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로 이용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드러날 대중의 이슬람 인
식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담론적 기회구조로 간주하여 분석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
료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자료의 출처가 되는 위의 연구물과 차별성을 갖는다.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능력, 인간개발, 지

속가능한 개발 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UNDP 2017: 7).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 석유 채굴 지역인 아티라우(Atyrau) 주

의 201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P)은 남(南)카자흐스탄 주의 그것보다 7배 

이상 많았고, 남카자흐스탄 주의 2014년 최저생활수준 이하 인구 비율은 아

스나타 시의 그것보다 15배 이상 높았다(UNDP 2017: 24, 27). 카자흐스탄의 

14개 주와 2개 시 가운데 2010~2015년 평균 실업률이 가장 높게 기록된 곳

이 남카자흐스탄 주와 서부 지역 만기스타우(Mangystau) 주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UNDP 2017: 30-31), 대체로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낙후된 상태

에 있는 곳은 남부 혹은 서부 지역이다.13) 한편 2015년 1인당 GRP가 가장 

높은 아티라우 주, 아스타나(Astana) 시, 알마티(Almaty) 시가 지역 지니계수

가 낮은 지역군(群)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UNDP 2017: 26),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경제 수준은 높지만 지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임을 말해준다. 급진 이슬람 운동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부유

한 국가나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대두를 설명해주는 필요조건도, 충분조

건도 아니다(Naumkin 2005: 22; Omelicheva 2010: 172). 그렇지만 지역 간 

경제적 편차 혹은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대중적 불만의 증가와 그 

표출의 잠재성을 갖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으로서 상황에 따라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다른 

조건과의 결합을 통해 그 동원 잠재력에 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처럼 경제 역 혹은 문제에서는 일정 정도 지역 균열 구

도가 존재하지만, 러시아 등 격렬한 민족분쟁을 겪었던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 비하면 민족 문제와 관련된 지역 균열 구도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

13) 이러한 사실은 카자흐스탄인들의 주관적 인식과 선호에도 반 되어 나타난다. 예
를 들면 2010년 9~10월 카자흐스탄인 1,2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키질오르다
(Kyzylorda) 주, 남카자흐스탄 주, 쟘빌(Zhambyl) 주, 만기스타우 주 등 남부 및 
서부 지역을 지목했고, 이때 응답자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경제적 기회
다(Koch and White 2016: 187-188).



게 나타나지 않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슬라브계 민족, 
특히 에스닉(ethnic) 러시아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

은,14) 1990년대 초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러시아로 

흡수될 가능성을 우려하기까지 했던 지역이었지만,15) 1990년대 중반 이후 나

자르바예프가 러시아인 엘리트 및 민족단체를 회유ㆍ포섭하고 이들의 세력 

기반을 흔들면서16) 이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하거나 민족갈등을 일으키거나 

토분할을 시도할 가능성은 차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상남 2010/2011: 176- 
177; 현승수 2012: 131). 경제적 불만과 마찬가지로 민족갈등도 사회적 문제

로 부상하거나 격화되면 급진 이슬람 운동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는 자원이 될 수 있고, 특히 ‘러시아인 문제’는 극단적

인 경우에 기독교(정교회) 대 이슬람이라는 종교 대립으로 프레임화되거나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러시

아인에 의해 민족적 지역 균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따라

서 이들이 연관된 민족갈등 문제가 급진 이슬람 운동의 출현과 동원에 유의

미한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이 러시아인과 관련된 지역 균열 구도의 가능성을 가

졌던 지역이라면, 그 남부 지역은 우즈베크인과 관련된 갈등의 잠재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우즈베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할 정도로 그리 크지 않지만,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즈베크인

의 87.4%가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한 남카자흐스탄 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14) 2016년 초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에스닉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6%
이지만,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북( )카자흐스탄 주, 코스타나이(Kostanay) 주, 파블
로다르(Pavlodar) 주, 아크몰라(Akmola) 주 인구에서 에스닉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9.8%로 올라간다(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6).

15) 1990년대 초반 실제로 몇몇 러시아인 혹은 코사크인(Cossack) 민족단체들이 러시
아어의 국어 지위 인정이나 민족적ㆍ문화적 자치권, 심지어는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변경 지역을 러시아로 병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들
에게는 이러한 민족 자치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규합할 조직적 
능력도, 자원도 부족했다(Dave 2007: 118, 125).

16) 1997년 12월 나자르바예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이전한 여러 동기 
중의 하나도 러시아인의 잠재적 분리주의 정서 및 운동을 견제ㆍ통제하고 러시아
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거리 관찰과 감독을 시행하려는 의도 다고 논의된다(Dave 
2007: 122-123; Wolfel 2002: 492, 495-498).



있어 이 주 인구에서 우즈베크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이다(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6). 이러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민족갈등은 북부 지역 러시아인의 그것

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은 이

슬람 문제와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지역 균열 구도를 형성할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부 지역 러시아

인과 달리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은 분리주의 움직임이나 정부에 대한 저항을 

전혀 전개하지 않았지만(성동기 2013), 타지크 무슬림과 더불어 우즈베크 무

슬림은 이슬람과의 오랜 접촉 및 이슬람적인 환경에서의 사회화 경험, 광범

위한 종교적 네트워크 및 발달된 종교기구 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 급진 이

슬람을 수용할 개연성이 높은 이들이라고 논의된다(Omelicheva 2010: 177).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 이들이 민족적ㆍ전통적ㆍ개인화된 특성을 띠는 카자

흐 이슬람과는(Omelicheva 2011: 246-247) 대단히 이질적인 이슬람주의 이념

과 교의에 지지를 보낸다면, 이는 대체로 카자흐 이슬람을 신봉하고 지지하

는 카자흐인 다수나 카자흐스탄 정권과 이들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 사이에서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즈베크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카자흐스탄에서 그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처럼 민족과 종교 요인이 개입되어 뒤얽힌 지역 균열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는 급진 이슬람 운동의 지역적 동원 잠재력과 접하게 연관

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처럼 키르기스스탄도 지역적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진 나라인데, 

키르기스스탄의 지역적 경제격차는 북부와 남부 지역 간의 현격한 경제 불균

형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수도 비슈케크(Bishkek) 시의 2014년 1인당 GRP는 남부 지역 오쉬(Osh) 주

의 그것보다 4배 이상 많았고, 같은 해 남부 지역 3개 주의 1인당 GRP는 모

두 키르기스스탄 1인당 GDP 3,222달러의 58~63% 수준으로 국가 평균을 훨

씬 밑돌았다(UNDP 2016: 21, 172). 또한 2014년 키르기스스탄 전체 빈곤층 

인구 비율이 30.6%이고 빈곤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비슈케크 시(17.6%)
를 포함한 북부 지역 4개 주의 빈곤층 인구 비율이 모두 국가 평균 이하

던 데 반해, 남부 지역 3개 주와 오쉬 시의 그것은 모두 국가 평균을 상회했

다(UNDP 2016: 172-190). 수명, 교육, 소득 등을 고려한 2014년 인간개발지

수(HDI)에서는 수도 비슈케크와 여타 지역 간의 차이가 크게 났는데, 이때에



도 남부 지역 3개 주의 지수는 국가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위치했다(UNDP 
2016: 21, 173-189).

이처럼 몇몇 수치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북부 지역

과 남부 지역 간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라는 점에서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경제 역에서 지역 균열 구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지역적 경제격차

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양국 경제규모의 차이와17) 관련된

다고 하겠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

로 국가경제규모가 커졌거나 커지고 있어 국가가 그 부의 일부를 지역개발ㆍ
발전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면, 이는 지역적 경제격차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만과 갈등의 표출을 완화하거나 억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그것을 앞선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이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

에게도 혜택을 주어 이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지 않는 사례

가(성동기 2013: 199)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

자흐스탄과 달리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좁히거나 해소

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18) 아래에서 논의

될 것처럼,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지역적 경제격차에 민족갈등까지 더해

진 중층적인 지역 균열 구도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듯한 행태

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처럼 키르기스스탄도 그 남부 지역에 다수의 우즈베크인

이 거주하고 있다는 인구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민족적 지역 균열 

구도가 형성될 잠재성을 갖는데, 카자흐스탄에서와 달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실제로 이들이 참여한 민족갈등이 발발한 선례가 있었고, 지금도 그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 우선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크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을 살

펴보면, 2009년 국가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카자흐

스탄에서의 그 비율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17) 2016년 추정치로서 구매력평가(PPP) 기준 카자흐스탄의 GDP는 4,513억 달러(세
계 229개 중 42위),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215억 달러(세계 229개국 중 142위)
이다(CIA 2017).

18)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교육, 보건, 실업, 부패 등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
결할 능력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크
게 상실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6: 3-7).



우즈베크인의 대다수인 95.9%가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한 남부 지역에 속하는 4개 

행정 단위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구 비율이 26.3%에 이른

다는 점이 눈에 띈다(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0: 109, 110, 112, 116). 또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HT 멤버

의 ‘1세대’는 주로 우즈베크인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에스닉 카자흐인

이 HT 멤버의 다수를 구성하게 된 데 반해(Karagiannis 2007: 303), 키르기스

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HT 멤버의 압도적 다수가 우즈베크인이라는(Karagiannis 
2005: 141; Naumkin 2005: 168; Omelicheva 2010: 179) 차이점도 발견된다. 
이처럼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은 잠재적 가능성 차원에서가 아

니라 실제 현실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을 수용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험을 가

지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내

비친다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키르기스인 다수나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이들 우즈베크인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생겨날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은 이처럼 이슬람 문제와 관련한 지역 

균열 구도의 형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민족 간 유

혈충돌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아직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도 비록 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지역 균열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

들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인 대다수가 그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

고 키르기스스탄에 ‘우즈베크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키르

기스스탄에는 민족 문제가 개입된 다층적 지역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은 소비에트 말기

던 1990년 6월에 이어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전(前) 대통령이 축출

된 직후 던 2010년 6월에도 남부 지역 오쉬 시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에

서 키르기스인과 폭력사태를 빚었고, 이로부터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혹은 이전보다 더욱 키르기스 국

가기구와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김태연 2017: 264-265). 키르

기스스탄 정부가 민족 균열 구도와 중첩되는 지역 균열 구도의 형성 혹은 

심화에 대한 일정한 몫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19) 그러나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 균열 

19) 키르기스스탄에서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가 뒤얽히는 데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문
제시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앙의 문제와 정치적 충성심ㆍ정체성을 연결시키



지형의 형성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에게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나 있는지 등

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지역 균열 구도가 급진 이슬람 운동이 처한 다른 

상황이나 조건과의 결합 여하에 따라 그 출현 및 동원 잠재력과 상관관계를 

갖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20) 카자흐스탄의 지역 균열 구

도와 키르기스스탄의 그것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처럼 키르기스스탄

에는 이미 그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종교 및 민족 간 대립ㆍ갈등이 

기저에 놓인 지역 균열 구도가 기존하는 사회현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
교적ㆍ민족적) 극단주의 움직임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Ⅳ. 정치적 기회구조

우선 급진 이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

슬람의 정치체제 접근성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이는 극히 제한적이 되

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의 체제 접

근성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집트, 터키, 쿠웨이트 등의 해외 

이슬람 정부나 재단의 지원을 받아 알마티, 타라즈, 투르키스탄, 쉼켄트에 고

등교육기관이 설립된 데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서 교육, 출

판, 모스크 건립 같은 역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이슬람 부흥이 일어난 데에

는(Yemelianova 2014: 290, 292)21) 이슬람에 대한 제도적 개방성의 수준이 높

았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 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유방임적인

(laisser-faire)’ 태도로 이슬람에 접근했고, 따라서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종

려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태도로 인해 종교적 주장과 구분이 민족갈등과 접하
게 연관될 위험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6: 2).

20)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키르기스스탄 내부에서 깊이 파인 민족ㆍ지역 간 갈등의 
골이 수반할 수 있는 종교적 위험성에 대해 “민족 간 긴장관계의 증가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활동 사이의 관련성은 간과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된 바 있다(Rotar 2006).

21) 그렇지만 서론에서 논의된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의 이슬람 부흥은 우즈베키스
탄이나 타지키스탄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약한 것이었다는(Yemelianova 2014: 290) 
전제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교조직이 국가구조로부터 거의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시기” 다고 표현될 정

도로(Marinin 2015: 6; Yemelianova 2014: 293) 정치체제에서 이슬람이 용인

되는 범위가 넓었던 것이다. 또한 1992년에 채택된 종교법은 자유주의적인 성

격을 띠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가장 민주적인 것이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기까지 하 다(Смагулов 2011: 55; Marinin 2015: 5). 이러

한 점들과 관련하여 1990년대 카자흐스탄의 종교적 자유의 수준은 7개 탈공산

주의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21).22) 이처럼 이 시기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이 높았던 조건

을 기회 삼아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해외 이슬람 활동가 중 일부는 명백하게 

극단주의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논의된다(Смагулов 2011: 53). 1990년대 카자

흐스탄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 확대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맹아적 출현에 유리

한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특히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이

슬람의 정치체제 접근성은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2003년 설립된 대(對)테러

센터(Anti-Terrorist Centre)가 2003~2006년에 해외 이슬람 선교사 및 활동가 

36명을 파키스탄이나 터키 등지로 추방하고, 2004년 교육부가 쿠웨이트 이슬

람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은 쉼켄트의 고등교육기관을 폐쇄하며, 2011년 10월 

규제와 제약을 강화한 신종교법이 채택되면서23) 2012년 등록이 허가된 이슬람 

대학은 1개로, 마드라사는 5개로 줄어든다(Karagiannis 2010: 32; Yemelianova 
2014: 293-294). 또한 2011년 설립된 종교문제국(Agency on Religious Affairs)
이 약 2,000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이 가운데 950개를 차단하는 등 1990
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후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종교 활동이나 역을 매

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Baizakova and McDermott 2015: 10-11). 2000년

대 카자흐스탄 국가와 사회에서 이슬람 급진주의가 제기할 수 있는 위협이 

커졌다는 인식과 그러한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24) 나타난 변화로서 그 이전에 비해 전반적인 이슬람 활동에 대한 체제

22)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종교적 
자유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교적 자유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 탈공산주
의 국가는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다(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21).

23)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Zhussipbek(2013: 17-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예를 들면 2010년 4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카자흐스탄에

서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증가에 대해 매우 혹은 다소 우려한다고 대답했고, 같은 



와 제도의 개방성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해진 신종교

법 도입에 항의하여 2011년 10월 아티라우에서 ‘칼리프 국 전사들(Jund al- 
Khilafah)’이라는 단체가 연쇄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실이 말해주듯이,25) 일

반적인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 축소가 반드시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 위축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일반 이슬람의 체제 접근

성이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일정 정도 향을 미칠 수는 있지

만, 이와 단선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국가의 억압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이

슬람의 체제 접근성이 낮아진 것에 상응하여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한 국가

의 억압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

은 성직자 및 종교 활동가에 대한 박해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 국가 다

(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21). 반면에 2000년대 들어 급진 이슬람 

운동이나 활동을 향한 카자흐스탄 국가의 직접적ㆍ제도적 억압은 운동의 사

회정치적 비중이나 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 강도가 높아

졌다.26) 예를 들면 2004년 60명 이상이 HT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

을 받았고, 2005년 3월 아스타나 시 법원이 HT를 극단주의 단체로 금지시켰

으며, 2004년 10월 대법원이 4개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킨 이후로 테러ㆍ극단

주의 단체로 적시ㆍ금지되는 단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zizian 
2005: 10; Baizakova and McDermott 2015: 14-15; Karagiannis 2007: 304). 그

러나 위에서 언급된 2011년 아티라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억압이 

해 10월 아티라우 주지사는 청년층 사이에서 종교적 극단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면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19).

25) 2011년 10월 31일 지역 정부 건물 및 검찰 건물 인근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폭
탄 테러에 대해 ‘칼리프 국 전사들’은 자신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존재 자체나 목표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한다(Baizakova 
and McDermott 2015: 20-23; Wolters 2014: 10).

26)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4: 53, 62)가 2012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종교 제약 지수’를 전년의 ‘높음’에서 
한 단계 높아진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 2012년 
‘정부의 종교 제약 지수’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24개 다.



강화된 현실에서 오히려 급진 이슬람 운동은 이에 반발하여 이를 활동력 강

화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1~2012년 악토베, 아스타나, 알

마티, 타라즈 등지에서 일련의 총격ㆍ폭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사건과 

급진 이슬람 운동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들 사건이 목

표로 했던 대상이 주로 경찰이나 국가안보위원회(KNB) 같은 법집행기관이었

다는 점은(Baizakova and McDermott 2015: 18-20, 23-29) 국가ㆍ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들 폭력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만일 카자흐스탄에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정치적 불만, 예를 들면 나자르바예

프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종교적 억압의 강화에 대한 반감과 

연결된다면, 이는 이러한 불만과 반감을 결집ㆍ발산시킬 통로로서 급진 이슬

람 운동이 지지와 활동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

다. 국가의 억압은 다른 상황 및 조건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사회운동

의 동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일반론적인 논의가 카자흐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

력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카자흐스탄 국가의 억압이 남부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즈베크 민족의 불만과 결합된 지역 균열 구도가 

형성될 조짐이 엿보이기도 하 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중반에 국가와 

접한 관계에 있는 카자흐스탄무슬림종무원이 남부 지역 모스크 이맘 대다수

를 우즈베크인에서 카자흐인으로 경질하고, 당국이 우즈베크인 거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다(Omelicheva 2010: 179). 3장에서 논의된 바대

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데 더

해 이 지역 우즈베크 민족이 국가의 종교적 억압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조성된 것인데, 이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ㆍ민족

적ㆍ종교적 불만을 집중시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

원의 잠재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높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2011~2012년 일련

의 폭력 사건이 남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후 

당국은 과잉 반응을 자제하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종무원은 특히 카자흐스

탄 서부 지역에서 ‘종교적 계몽’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Baizakova and 
McDermott 2015: 30-33). 이처럼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가의 

억압이 그 강도를 높여 나가는 혹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목표로 하는 듯



한 행태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는 종교적 억압에 대한 

반발로서의 급진 이슬람 운동의 출현을, 지역적으로는 중층적 불만의 누적으

로 인한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움

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

적인 이슬람의 정치체제 접근성은 카자흐스탄에서의 그것과 유사하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정도가 약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면 키르기스스탄 독립 이후 모스크나 마드라사 건축을 위해 사우디아라

비아와 터키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1993년 터키와 합작으로 오쉬

국립대학교에 신학부가 설치되면서 학생들에게 2년간 터키에서 수학할 기회

가 제공되고 코란, 아랍어, 이슬람 역사 수업 등이 개설되었다(Gardaz 1999: 
279-280).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키르기스스탄에서

도 모스크와 신학교의 급증, ‘비공식’ 성직자의 향력 회복 같은 이슬람의 

성장 혹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Khamidov 2013: 152, 154; Tromble 
2014: 531) 이처럼 이슬람에 대한 체제의 개방성 수준이 높았던 점에 힘입은 

바가 컸다. 또한 바로 이 시기에 2개의 무슬림 축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

고 이슬람 이슈를 다루는 2개 신문이 간행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Karagiannis 
2010: 34) 1990년대 키르기스스탄 체제의 종교적 환경은 이슬람에 대해 상당

히 수용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1990년대

에는 카자흐스탄처럼 키르기스스탄 역시 종교적 자유의 수준이 탈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로, 포스트소비에트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으로 평가된 국가 다(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21). 1990년대 초

부터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근본주의와 친연성을 갖는 이

슬람 개혁주의 혹은 순수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데에도

(Anderson 2002: 188)27) 이처럼 이슬람의 높은 체제 접근성이라는 열린 정치

27) 그 대표적인 예로 카말로프(Kamalov) 가문을 들 수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의 독립
적인 초대 무프티(mufti) 던 사딕쟌(Sadykzhan) 카말로프는 출생ㆍ장례 의식이나 
성지 숭배 등을 왜곡된 이슬람 관행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의 동생이자 남
부 지역 카라수(Kara-Suu) 시( )에서 높은 인기와 권위를 누렸던 이맘 무함마드라
픽(Muhammadrafik) 카말로프는 HT 멤버들을 비호한다는 당국의 혐의를 받다가 
2006년 8월 특수부대의 서투른 대테러작전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Anderson 2002: 
188; Khamidov and Saipov 2006; McGlinchey 2009: 19).



적 기회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 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유사한 기구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인 1995년 8월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에 종교문제위원회(Committee on Religious Affairs)가 

설치되어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각종 종파의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Gardaz 1999: 280-281)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슬람을 비롯한 여타 종교의 체제 접근성이 제한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90년대 말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에 대

한 제도적 통제의 강화는 키르기스스탄무슬림종무원의 업무에 대한 국가기구

의 지나친 개입의 형태로 나타난 바 있었다(Anderson 2002: 192-193). 그리고 

역시 카자흐스탄에서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이슬

람주의의 위협은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빌미가 되어(Islamic Human 
Rights Commission 2003) 체제가 이슬람을 용인하는 폭이 매우 협소해진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일들로는, 2003년 5월 남부 지역의 한 지방 행정부 수반

이 지방 내의 12개 모스크 중 7개를 폐쇄한 사건, 2008년 종교 단체 및 활

동에 대한 매우 엄격한 통제를 규정한 신종교법이 채택된 것, 2009년 2월 교

육부 장관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한 

행위(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22; Karagiannis 2010: 35; Khamidov 
2013: 154) 등이 있다. 게다가 2010년 오쉬 사태 이후 당국의 압력으로 남부 

지역의 많은 모스크 이맘이 우즈베크인에서 키르기스인으로 교체됨에 따라

(Rotar 2012) 최근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 제한은 민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28) 그러나 하지(hajj) 운 , 
사적인 종교 교육, 히잡(hijab) 착용, 기도 공간이나 시간 등의 문제가 키르기

스스탄에서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데서(Achilov and Shaykhutdinov 
2013: 22; Khamidov 2013: 152; Zozulya 2016) 알 수 있듯이, 이슬람 전반에 

대한 체제의 개방성 축소는 종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ㆍ종교적 혹은 민족

적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도 키르기스스탄 무슬림 공동체에서 HT가 대중적ㆍ가시적 활동을 이어갔다

28) 예를 들면 2006년 사망한 우즈베크인 이맘 무함마드라픽 카말로프의 뒤를 이어 
카라수 모스크 이맘 직을 수행하던 그의 아들 라쇼드(Rashod) 카말로프가 급진 
이슬람 이념이나 극단주의 단체로 금지된 HT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오랜 구속과 재판 끝에 ‘종교적 적대감 선동’ 및 ‘극단주의 자료 유
포’ 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Ferghana News Agency 2015).



는 점은(Karagiannis 2010: 69-70; Khamidov 2013: 154), 카자흐스탄에서 그

러했듯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일반적인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 축소가 반드시 

급진 이슬람 운동의 약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입증해준다.
다음으로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억압의 양상을 

살펴보면, 역시 카자흐스탄에서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2000년대 이후 국가

의 억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눈에 띈다.29) 1990년대 아카예프(Askar 
Akayev) 정부는 HT의 활동에 대한 대응에서 유연하고 관대하며 회유적인 

반응으로 주변국 정권들과 차별화될 정도로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해 강도 높

은 억압을 가하지 않았지만,30) 1999년과 2000년 연이어 IMU가 키르기스스

탄 남부 지역으로 군사적 침투를 단행한 이후, 특히 2005년 바키예프가 집권

한 이후 급진 이슬람 운동을 향한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억압은 국내 무슬림

과 국제 인권보호 진 의 광범위한 항의를 야기할 정도로 강경해진다(Khamidov 
2013: 152; Omelicheva 2007: 373-374).31) 예를 들면 2006년 7월 키르기스스

탄 국가안보국(SNB)은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우즈베키스탄 안보기관과 합

동 대테러작전의 수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급진 이슬람 운동 멤버들에 

대해 대대적인, 때로는 무리한 압수수색 작전 및 체포 활동을 벌 다

(Khamidov 2013: 154). 그렇지만 경제적 조건의 악화와 지배 엘리트의 정당

성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종교적ㆍ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의 강화는 중

앙아시아인들 사이에서 극단주의 이념과 단체의 인기를 증가시켰다는 주장은

(Omelicheva 2007: 386)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활동 전망과 관련

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조건과 요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종교 제약 지수’는 카자흐스탄
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 2012년 ‘정부의 
종교 제약 지수’가 ‘높음’으로 평가된 국가는 33개, ‘중간’으로 평가된 국가는 44
개, ‘낮음’으로 평가된 국가는 97개 다(Pew Research Center 2014: 53-54).

30) 이처럼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해 아카예프 정부가 온건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1999년 7월 아카예
프의 다음과 같은 언론 인터뷰 발언은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내가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진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데, 왜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내겠습니까?”(Omelicheva 2007: 382).

31) 바키예프 정부가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해 단호하고 억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인접한 강대국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격렬한 비판과 지속적인 압력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논의된다(Omelicheva 2007: 383).



인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3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키르기스스탄은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데다가 2005년과 2010년 두 차

례나 반정부 시위에 의해 정권이 전복될 정도로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적 

신뢰와 권위 또한 높지 않은 국가인데, 그러한 세속국가가 종교적 억압을 강

화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국가의 억압은 사회운동의 동원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갖는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할 수 없지만, 국가의 고강도 

억압이 국가 능력 및 정당성의 결여,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정치경제상황과 

결합된 키르기스스탄의 현실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을 증가시키

는 구조적 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슬람주의 활동이나 인물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억압은 남부 

지역 우즈베크 무슬림 사회에 대해 특히 강도 높게 전개된다는 특징을 나타

내는데, 이러한 억압의 양상은 민족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이 지역에서 종

교적 불만까지 더하여 지피면서 기존의 지역 균열 구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남부 지역 우즈베크 무슬림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억압이 극심

하다는 점은, 2000년대 중반 안보 당국이 우즈베크 공동체에 대한 단속을 벌

여 몇몇 우즈베크인을 체포 장 없이 구금하거나 일련의 대테러작전을 수행

하여 이슬람 급진주의자라는 혐의를 받은 우즈베크인들을 살해한 사례를 통

해 확인된다(Omelicheva 2010: 178).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이러한 억압적 행

동에 반응하여 우즈베크인들은 진압 작전의 계획과 실행에서 벌어진 차별에 

대해 당국을 비난하거나 대테러작전이 우즈베크인들의 시민권 요구를 분쇄하

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06년 키르기스스탄 안

보기관의 대테러작전 중에 사망한 우즈베크인 이맘 무함마드라픽 카말로프의 

친구와 가족들은 카말로프가 이슬람주의자 다는 당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

고, 그의 사망 사건은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들 사이에서 반정부 감정을 고조시

킨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6: 8; Khamidov and 
Saipov 2006). 지속적인 감시나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등 ‘근본주의자’라는 

혐의를 받는 우즈베크인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종교적 억압은 2006년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에서 지적되기도 하 다(Tromble 2014: 540). 이러한 

가운데 3장에서 논의되었듯이, 2010년 6월 남부 지역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

베크인 간에 대규모 유혈충돌이 발발했고, 사태 이후 키르기스 국가기구와 

사회의 우즈베크인 의심 혹은 혐오, 즉 민족주의 정서가 더욱 격화되면서32) 
이 지역 우즈베크인의 경계적 상황은 더욱 극단화되고 있다(김태연 2016: 



209-225; 김태연 2017: 264-265, 273;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6: 8-10). 
즉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마비에 가까울 정도의 키르

기스스탄 국가 능력의 약화, 국가 내에서의 지역적 경제격차, 지역 내에서의 

민족갈등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극단적인 (종교적ㆍ사회적) 
억압에 수반되기 마련인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실추라는 정신적 

상처까지 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마치 막다른 골목 같이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가 경색된 양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배제와 

억압에 대한 위로와 보호를 구할 곳은 종교, 특히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직

접적인 해답을 제시해주는 듯한 종교적 급진주의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Ⅴ. 담론적 기회구조

카자흐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담론적 기회구조로서 우선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이슬람 담론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슬람에 관한 이분법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이 종교적 급진화에 척박한 토양이고, 따라서 이슬람주의의 위협

에 대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2000년대 들어 정권의 담론은 현저하게 달

라진다(Omelicheva 2011: 249). 9ㆍ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러했

던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도 정권의 이슬람 담론은 ‘좋은’, 
‘옳은’ 이슬람과 ‘나쁜’, ‘잘못된’ 이슬람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을 긋고 후자

를 카자흐 국가와 사회에 이질적인 현상으로 배제ㆍ타자화하는 방식으로 변

한 것이다. 이슬람에 관한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공식 담론에서 옹호되는 ‘진
정한’ 이슬람은 전통적이고 문화적이며 평화롭고 비정치적인 이슬람으로 이

는 국가와 민족의 통합에 기여하고 세속ㆍ현대국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슬람이다. 반면에 정권의 이슬람 담론이 이와 분명하게 차별화하는, 진정한 

이슬람이 아닌, 심지어는 이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유형의 이슬람은 위험

한 이슬람 근본주의로 이는, 나자르바예프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적 조작’에 

32) 예를 들면 2015년 4월 대통령 보좌관 중 한 명은, 우즈베크인이 키르기스어를 할 줄 
모르면 사회의 “주변부에, 저임금 직종에,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충원을 위한 먹잇감
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우즈베크인에 대해 적대적인 키르기스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 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6: 9).



불과하다(Omelicheva 2016: 150-151).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이러한 이분법적 

이슬람 담론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안보화 담론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담론에

서 극단주의 이슬람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되고, 따

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조치 혹은 국가 중심적 

해결책의 적용이 정당화된다(Omelicheva 2011: 249-250; Omelicheva 2016: 
146). 한편으로 이슬람에 관한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이러한 이원론적인 견해

는 소비에트 시기에 공식 이슬람과 비공식 이슬람을 구분하던 담론을 계승한 

측면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에트 이슬람 담론에서는 민중 혹은 지하 

이슬람이 비공식 이슬람에 속했다면,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정권의 이

슬람 담론에서는 급진 이슬람이 공식 이슬람의 대립항으로 설정되어 소비에

트 시기 비공식 이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Omelicheva 2011: 252; Omelicheva 2016: 157-158).
이러한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이분법적 이슬람 담론, 이에 기반한 이슬람 

안보화 담론 모두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인 것이자 ‘권력의 하중을 

받은(power-laden)’ 것이었다. 즉 이러한 담론은, 이슬람, 나아가 종교의 체제 

접근이 용이했던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다양한 해외 종교 단체의 

범람을 우려한 무슬림종무원과 러시아정교회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고, ‘현지’ 
이슬람과 ‘해외’ 이슬람을 경험한 국민들이 갖게 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상

식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9ㆍ11 테러 이후의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카자흐

스탄 정부가 자국이 근대적 세속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얻기에 유리한 담

론이었다(Omelicheva 2011: 250-254). 또한 이는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이 낮

아지고 있고 국가의 급진 이슬람 운동 억압이 강화되고 있는 2000년대 카자

흐스탄의 정치구조적 변화를 정당화해주고, 이로써 그러한 과정을 더욱 진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담론 구조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 그

리고 국가의 종교 문제 통제라는 소비에트 통치의 두 가지 모순적인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Khamidov 2013: 151) 이러한 

담론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표방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사와 실제로 수행

하는 억압적인 종교 정책 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담론적 도구

의 역할도 한다(Omelicheva 2011: 251-252). 이러한 정권의 담론이 갖는 유용

성과 대중적 반향이 적지 않은 사회정치적ㆍ담론적 환경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성할 의미 공간이 없다

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넓어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이 글은 2007년과 2012년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실시

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물에33) 의거하여 급진 이슬람 운동의 담론적 

기회구조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슬람에 관한 양국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이슬람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일반적

인 논의가 카자흐스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

인된다. 예컨대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위구르

인, 타타르인 등 카자흐스탄에서 전통적으로 무슬림으로 여겨지는 민족 집단 

구성원의34) 약 94%, 즉 거의 전부가 자신을 무슬림으로 정체화했다(Junisbai 
et al. 2017: 4, 10). 2007년에 이들 카자흐스탄 에스닉 무슬림 가운데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이 80% 미만이었던 데 비해 5년 만에 그 비

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고,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이들 에스닉 무슬림의 

비중이 70%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6) 카자흐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잠재적인 인적 동원 자

원은 풍부한 편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7~2012년 사이에 좋은 정부나 통치를 

위해서는 샤리아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은 5%에서 13%로 증

가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은 21%에서 17%로 감소했다는 

점도(Junisbai et al. 2017: 10, 20) 카자흐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이 자신의 동

원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대중의 인식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에스닉 무슬림은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는 인접국 키르

기스스탄과 비교하여,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비교의 관점에서나 그 자체의 

추세에서나 종교성이 강한 이들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 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무슬림 중에서 내세, 천국, 지옥을 

믿는 이들의 비율이 2007년 36~44%에서 2012년 52~61%로 대폭 증가했지

만, 2012년 키르기스스탄 무슬림 중에서는 그 비율이 67~78%라는 데 비하면

(Junisbai et al. 2017: 10-11), 카자흐스탄 무슬림이 급진 이슬람 운동을 지지

33)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게 같은 연구진에 의해 2007년 카자흐스탄에서 
1,099명, 키르기스스탄에서 1,000명, 2012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각각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의 이슬람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
었다(Junisbai et al. 2017: 8).

34) 설문조사 연구진은 소비에트 통치 이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러한 민족 집단 구성
원을 ‘에스닉 무슬림(ethnic Muslim)’이라고 일컫는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서 약 30개의 민족 집단 구성원이 에스닉 무슬림에 포함된다(Junisbai et al. 2017: 9).



하거나 이에 참여할 만큼 이들의 종교적 신념의 내면화 수준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급진 이슬람 운동은 그 활동의 위험성으로 인해 충원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현실에서의 고통이나 헌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강한 종

교적 신념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2007~2012년 사이에 카자흐스탄 무슬림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는 이들의 비율은 16%에서 13%로, 일일기도를 수

행한다는 이들의 비율은 23%에서 18%로 하락했다(Junisbai et al. 2017: 10). 
이는 아래에서 논의될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급격한 오름세와 반대되는 종교적 

실천 양상의 변화이고,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

다고 해석될 수 있는 종교적 행태이다. 한편 종교적 실천을 설명해줄 수 있

는 요인들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민족 요인이 종교적 실천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민족보다 소수민족의 종교적 

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소수민족은 사회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견해를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

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Junisbai et al. 2017: 16, 19) 적어도 급진 이

슬람 운동이 이들 소수민족 무슬림을 동원의 대상으로 주목할 가능성은 높음

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권의 이슬람 담론에서처럼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이슬람 담론

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슬람에 관한 이분법적 이해와 안보화 논리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1990년대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이슬람 담론에서

처럼 1990년대 초반 아카예프 정권의 이슬람 담론에서도 외부 종교 세력이 

제기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주된 주제가 아니었지만, 이러한 점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Omelicheva 2007: 382-383; Tromble 
2014: 532). 이슬람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공식 담론이 이분법적 이슬

람 담론과 이슬람 안보화 담론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

권의 공식 담론에서 ‘좋은’ 이슬람은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발생한 이데

올로기 공백을 메워줄 도구이자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고, 1997년 

아카예프의 표현에 따르면, “종교적 광신이나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는” “우

리식 이슬람은 안정화와 공고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슬람이다(Tromble 
2014: 531-532). 반면에 정권의 담론에서 ‘나쁜’ 이슬람은 “키르기스스탄 국

민과 국가체제에 이질적인 이념”인 해외 이슬람 근본주의로 “그 목적은 현존

하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정치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Tromble 
2014: 533-534).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담론이 구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이슬

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서 있다는 점은 “진정한 이슬람은 종

교적 극단주의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2006년 바키예프의 단호한 발

언에서(McGlinchey 2009: 18) 확인된다. 정부와 긴 한 협력관계에 있는 키

르기스스탄무슬림종무원도 “정말로 신성한 ‘지하드’는 [...] 신과 천사들의 저

주를 받은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함으로써(Artman 2016: 6) 정

권의 이슬람 양분화 담론과 보조를 맞춘다. 한편 이러한 키르기스스탄 정권

의 이분법적 이슬람 담론 및 이슬람 안보화 담론은 1999년과 2000년 IMU의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침입과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달라진 국내외의 

담론적 환경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는(Tromble 2014: 526, 532-534) 상황 혹은 

맥락 의존성의 측면을 갖는다.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이슬람 담론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보다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견해이긴 하

지만, 정권의 이슬람 안보화 담론에서 파생된 사고 혹은 주장의 성격을 갖는 

‘민족(ethnicity) 안보화’ 담론이(Tromble 2014: 526-527) 일부 관료들의 발언

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민족 안보화 담론이란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인 ‘나쁜’, 즉 급진 이슬람의 출현 및 발현이 남부 지

역 정주민 우즈베크 민족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다르게 표

현하면 ‘우즈베크 급진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즈베크인 민족 구성

원들에게는 ‘타고난 급진화 경향’이 있다는 원초주의적ㆍ본질주의적 서사이

다(Tromble 2014: 527, 538). 민족 안보화 담론이 키르기스스탄 정권 차원에

서 이분법적 이슬람 담론이나 이슬람 안보화 담론처럼 공식적으로 표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2003년 내무부 차관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은” 급진 이슬람이 유입되는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명백한 

향을 받는 “에스닉 우즈베크인 인구가 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키

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은(Tromble 
2014: 538) 적어도 정권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또한 2006년 대테러작전에서 이맘 카말로프가 사망한 직후 

정부 및 안보기관 관료들이 카말로프는 급진 이슬람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는,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발표를 했다는 점도(Khamidov 
and Saipov 2006; McGlinchey 2009: 19; Tromble 2014: 534) 정권에 우즈베



크 급진주의 담론이 일정 정도 배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는 국가안보국장이 오쉬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 

캠프에서 훈련을 받던 약 400명의 우즈베크 ‘분리주의자들’이 남부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발언함으로써(Rotar 2012) 우즈베크 민족과 급진 이슬람, 나아가 

민족갈등을 동일시하고 위험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권의 이슬람 

담론이 특정 민족의 종교적 성향을 급진주의와 연결시켜 이들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대해 양날의 검

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담론은 우즈베크인에 대한 국가의 경각심과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여(Tromble 2014: 540) 일시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이들의 급진화를 억지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담론

은, 4장에서 논의되었듯이,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만을 품

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인에게 종교적 낙인을 찍는 효과까지 일으킴

으로써 이들의 분노와 불만의 출구를 더욱 급진주의 운동으로 근접ㆍ수렴시

킬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담론적 기회구조로서 이슬람에 관한 키

르기스스탄 대중의 인식을 역시 위에서 참고한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들 사이에서도 무슬림 정체성이 매우 강하게 표출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2012년 설문조사에서 키르기스스탄 에스닉 무슬림의35) 95%
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슬림으로 응답했다(Junisbai et al. 2017: 10). 카자흐스

탄에서와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이슬람은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에

게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키르기스

스탄 무슬림의 67~78%가 내세,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을 표명함으로써 이

들의 종교적 신념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 나타났다. 게다가 카자흐스탄 

무슬림과는 반대로 2007~2012년 사이에 키르기스스탄 무슬림 중에서는 일주

일에 1회 이상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는 이들의 비율이 15%에서 33%로, 일일

기도를 수행한다는 이들의 비율이 36%에서 5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

에서 이들의 종교적 실천의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

다. 다만 샤리아 법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는 이들의 지지율이나 지지율 증가

35) 2017년 초 인구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인구 비율이 높은 4개 에스닉 
무슬림은 키르기스인, 우즈베크인, 회족( )으로도 불리는 둔간인(Dungan), 위구
르인이고, 키르기스스탄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7: 101).



폭이 카자흐스탄 무슬림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Junisbai et al. 2017: 10). 
이처럼 여러 면에서 키르기스스탄 무슬림의 종교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구조를 마련하고 프레임을 구축하려

는 과정에서 유리한 담론적 기회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이슬람 담론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나타난 민족 

안보화 담론, 즉 우즈베크 급진주의 담론이 보다 활발하게 개진된 장(場)은 

언론이었고, 비록 많지 않은 사례에서이긴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키르기스스

탄인들도, 심지어는 우즈베크인들 가운데 일부도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Tromble 2014: 532-540). 이슬람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담론에서와 마

찬가지로 대중의 인식에서도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서 이슬람 급진주의의 발

현에 대한 책임을 우즈베크 민족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민

족 변수는 종교적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명목민족보다 소수민족의 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Junisbai et al. 
2017: 16, 19). 또한 키르기스스탄 무슬림의 샤리아 법에 대한 지지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이들의 거주 지역과 소득격차 인식이라는 점이 

밝혀져 남부 지역 사람들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샤리아 법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

다(Junisbai et al. 2017: 21-23). 이러한 점들은, 키르기스스탄 대중의 이슬람 

인식에는 소수민족, 특히 남부 지역 우즈베크 민족의 피해의식이나 높은 종

교적 실천성 혹은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불만처럼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틈입의 지점이 많음을 의미한다.

Ⅵ. 결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향을 미

치는 운동의 여러 외부 조건을 비교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 이 글의 논

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조건으로서 지역적 경제격차라는 지역 균열 구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은 이를 일정 정도 상쇄할 만

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키르기스스탄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점이 있

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민족갈등으로 인해 지역 균열 구도가 형성될 가

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민족갈등이 발발했던 경험과 

그러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족 문제와 중첩된 지역 균열 구도가 실

재하고 있다. 다른 조건들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지역 균열 구도라는 사회

구조적 조건만 놓고 단순하게 말하면, 카자흐스탄보다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급

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더 높다고 하겠다.
사회운동으로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일반적인 이슬람의 체제 접근성이 카자흐스탄에서

는 2000년대 들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낮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양국 국가의 급진 이슬람 운동 억압도 2000년대 

이후 크게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카자

흐스탄 국가의 억압은 지역 균열 구도와 결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에,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억압은 국가의 약한 경제적 능력, 지역적 경제격차, 민족

갈등 문제와 결합하여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

다.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가 결합한 양상 역시 카자흐스탄보다는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진 이슬람 운동의 담론적 기회구조 중 하나로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

스탄 정권의 이슬람 담론은 이분법적 이슬람 담론과 이슬람 안보화 담론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이때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이슬람 담론에서는 

민족 안보화 담론, 즉 우즈베크 급진주의 담론의 특성이 추가적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중의 이슬람 인식에서 이슬람 정체성은 강하게 표

현되지만,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키

르기스스탄 대중의 이슬람 인식에서는 이들 모두 높은 수준으로 표현되며, 
이들의 인식에서도 민족 안보화 담론이 표출된다. 양국 정권의 이분법적 이

슬람 담론과 이슬람 안보화 담론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을 위축

시킬 수 있는 담론적 기회구조이지만, 키르기스스탄의 담론적 기회구조에서 

나타나는 민족 안보화 담론은 기존의 민족ㆍ지역 균열 구도와 결합하여 급

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에 이용할 수 있는 틈새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국가의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의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역과 방식을 전망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공간과 통로는 

사실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급진 이슬람 운동이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의 어두운 이면 혹은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간 경제격차 및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점증하고 있는 정치적 불만과 결합하여 이를 

발전주의적 세속국가가 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프레임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이슬람적인 원칙 혹은 가치에 입각하여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운동

의 동원에 효과적인 프레이밍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의 억압

이 강한 조건에서는 어느 사회운동이든 동원구조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운동은 국가의 개입이 용이

하지 않은 공간에서 동원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그러

한 역은 온라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수준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 

인프라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온라인 활동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구조 건

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진 이슬람 운동이 이러한 

프레임과 동원구조를 만들어내어 동원의 잠재력을 실현 혹은 확장할 가능성

이 있는 지역으로는 남부 지역보다36) 오히려 서부 지역이 유력해 보인다.37)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여러 외부 조건은 카자흐스탄의 그것에 

비해 동원 활동의 시작 및 전개에 대단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경

제격차와 민족갈등, 국가의 차별적인 억압, 정권과 대중의 민족주의적 담론이 

36) 그렇지만 2009년 카자흐스탄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보
상이나 실질적 도움을 받는다면 급진적 종교 단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이들의 비
율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14.7% 지만, 지역 경제 수준이 낮은 남부 지역의 쉼켄
트와 키질오르다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24.5%와 20%로 국가 평균 이상이었다는 
점은(Onuchko and Nechaeva 2012: 130-131), 이 지역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지
역적 경제격차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동원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

37)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자생적(home-grown) 테러 단체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서 불법 석유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2016년 9월 국
가안보위원회는 서( )카자흐스탄 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IS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극단주의 단체를 감금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2017년 9월 의회 연설에서 나자르바예프는 정보 보안 프로젝트 ‘사이버 방패
(Cyber Shield)’의 구축을 촉구했다(Sharip 2017).



향하는 대상이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 

혹은 불안은 높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집단적 불만이 언제나 

사회운동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에서처럼 키르기스스

탄에서도 이들의 현실적 불만을 종교의 언어로 설명ㆍ해석해주고 불만에 대

한 현실적인 혹은 이상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프레임의 구성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한편 이들을 주요 목표

로 하는 듯한 국가의 강도 높은 억압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구조 구축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다. 온라인 공간의 활용이 여의치 않은 키르기스스

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의 이용 가능한 동원구조로는 기존의 비공식 종교 

모임ㆍ기구ㆍ네트워크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급

진 이슬람 운동이 동원의 잠재력을 실현할 물리적 공간을 국가 외부에서 찾

게 만들 수 있다. 즉 키르기스스탄 국외에서 조직된 급진 이슬람 운동이 남

부 지역 우즈베크인 혹은 키르기스인을 충원하거나 남부 지역 우즈베크인이 

국외로 나가 급진 이슬람 운동을 결성하여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38)

38) 키르기스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과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난 테러 행위는 
2016년 8월 30일 비슈케크의 중국 대사관에서 발발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테러를 실행한 폭파범은 동( )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 위구르
인 멤버 고, 테러를 지시한 인물로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위주
의 급진 이슬람 운동 단체를 이끄는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출신 우즈베크인이 
거론되며, 테러 공모 혐의로 구금되었던 키르기스스탄 시민들도 모두 남부 지역 
출신이었다(Dzyubenko 2016; Putz 2017). 이처럼 이 테러 행위는 다양한 지역과 
민족 출신들이 형성한 복잡한 관계망을 통해 구성된 것이었는데, 이때 키르기스스
탄 남부 지역 출신들이 그 구성의 주요 마디에서 마치 이음매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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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bilization Potential for Radical 
Islamic Movements in Post-Soviet Kazakhstan and Kyrgyzstan

Kim, Tae Yon*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possibility that radical Islamic 
movements will emerge as meaningful sociopolitical forces in Kazakhstan and 
Kyrgyzstan where Islamists’ activities were not vigorous in the 1990s. The 
article looks into the sociostructural conditions as a kind of intervening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emergence and activities of radical Islamic 
movements. The sociostructural conditions that affect the mobilization potential 
for radical Islamic movements in Kazakhstan and Kyrgyzstan are regional 
cleavage structures that manifest themselves in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and ethnic conflicts.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the discursive opportunity structures, the meaning of which is 
the environment or context that social movements face, as the analytical 
categories with which to compare the mobilization potential for radical 
Islamic movements in both countri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accessability 
of Islam to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state’s repression of radical Islamic 
movements as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the regimes’s discourse 
on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Islam as the discursive opportunit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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