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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本稿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서남

아시아, 카프카스 산맥 일대 및 소아시아, 북인도, 중국 서부 등을 정복하

고 대제국을 세웠던 티무르 朝의 始祖 아미르 티무르의 일대기와 그의 수

많은 승전에 관해 기록한 페르시아어 역사서, 『勝戰記』(Ẓafar-nāma)의

解題 및 譯註이다.

아미르 티무르는 14세기 초반에 현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키시(현 샤흐

리 사브즈)에서, 당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차가다이 울루스의

유력 부족인 바룰라스 부 아미르의 아들로 태어나, 25세 무렵에 마와라안

나흐르의 유력 아미르로 등장하였고, 40세가 되던 해에 마와라안나흐르를

통일하였다. 이후 사망할 때 까지 근 35년간 위에서 언급된 드넓은 지역을

점령하여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고, 중국으로의 원정을 계획하여 현 카자

흐스탄의 도시 오트라르까지 진격하였다가 1405년,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생전에 세계 각지에서 소집한 지식인들을 곁에 두었는데, 그 중에

일부에게 자신의 勝戰 및 功績에 관한 역사서를 작성하도록 명하였다. 또

한 그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후손들의 후원 하에 여러 역사서가 완성되었

다. 본고에서 번역한 『勝戰記』는 이러한 티무르와 그 후손들의 노력과

후원을 통해 완성된 티무르 조의 여러 역사서 중 하나이다. 이 사서는

1424년, 이란 파르스 지방의 도시 시라즈에서 샤라프 알리 앗 딘 야즈디라

는 史家가 티무르의 손자인 이브라힘 술탄의 명을 받아 완성하였는데, 이

사서는 당시에 이교도 취급을 받았던 투르크 유목 군주이자 황금씨족 출

신도 아니었던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구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

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체 등으로 주목을 받아 수많은 필사

본을 남기며 페르시아-이슬람권을 대표하는 사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

였다.

이 사서는 티무르를 ‘사힙키란’이라 칭하는데, 이는 고대 페르시아 문화

에서 기원하였으며, 목성과 토성의 合一이 발생하였을 때에 태어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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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로 세계를 정복하도록 예정된 인물에게 붙여진 칭호이다. 이 개념 안

에는 이슬람 이전 페르시아의 문화 및 군주상 및 신비주의 과학, 즉 천문

학 및 점성술과 수비학, 메시아사상, 수피즘 교리 및 이슬람의 성자숭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상·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페르시아-이슬람 문

화권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군주적 정통성 관념이라 볼 수 있다. 이 관념은

티무르 조 후속 국가의 여러 군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티무르는

후속 국가에서 군주적 정통성을 구축할 때 典範이자 기준이 되었다.

『勝戰記』는 신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도입부, 티무르의 탄생

및 그와 관련된 神聖한 天球상의 징조, 사서의 特長點, 티무르가 14세기

후반 마와라안나흐르에 등장하기 전의 상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티무르의 勝戰에 관한 기사를 시간 순서대

로 나열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세 개의 章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章은 티무르가 마와라안나흐르의 諸 勢力들과 각축을 벌이면서 유력

아미르로 성장하였고, 결국 대 아미르였던 카라우나스 부의 아미르 후세인

을 물리치고 마와라안나흐르를 통일한 다음, 주변 지역인 호라즘과 모굴리

스탄 초원, 시스탄, 후라산과 마잔다란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던 1386년

까지를 포괄한다. 두 번째 章은 티무르가 주변 지역의 정복을 완료한 후,

보다 먼 지역으로 1년 이상의 원정을 나섰던 시기에 해당하며, 그 원정 대

상은 주로 이란 서북부 및 카프카스 山地, 이라크와 시리아, 소아시아에

위치한 諸 勢力이었다. 세 번째 章은 티무르의 마지막 원정이자 최장기 원

정인 이란 7년 원정에 해당하는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슬람권의 대부분

을 정복하였던 티무르가 이 단계에서는 서쪽의 유럽, 동쪽의 중국과 경계

를 마주하며, 세계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勝戰記』는 전술하였듯이 아름다운 문체 및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티무르 조 이후의 페르시아-이슬람권

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수많은 필사본이 제작되었는데, 현존하는 사본만

200여 개이다. 본고에서는 필자 생전에 제작된 오래된 몇몇 사본들 및 그

사본을 이용하여 제작된 출판본들을 이용하여 역주하였다. 현재까지 출판

본은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란에서 네 차례 출판되었다. 이처럼 사본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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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언어로의 번역본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사서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詩를 함께 번역한 완역본은 현재까지 이슬람권

이외의 언어로는 없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勝戰記』의 全文 완역을 목

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와 산문이 결합된 페르시아어 역사서의 묘미

또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아미르 티무르, 사힙키란, 역사서, 이슬람-페르시아 문화, 투

르크, 야즈디

학 번 : 2013-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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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제 1 절 티무르의 정복 전쟁과 정통성 구축

1. 아미르 티무르 쿠레겐의 정복 사업

1402년 어느 날, 프랑스의 샤를 6세와 영국의 헨리 4세는 아나톨리아의 앙카라에서

오스만의 바야지드 1세(Bayezid I)를 포로로 잡았던 유목 정복자, 티무르의 서신을 받았

다. 바야지드 1세는 당시로부터 6년 전인 1396년에 다뉴브 강변의 니코폴리스

(Nicopolis)에서 유럽 연합군을 쳐부수며 유럽에 대한 동쪽 發 최대의 적으로 부상하였

고, 그 이후 유럽이 기독교의 聖地로 여겼던 레반트 및 소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비

잔틴 및 유럽인들의 상업 거점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발칸반도에 대한 끊임없는 공

세를 이어갔다.1) 그런데 그보다 더 동쪽에서 홀연히 새로운 유목 세력이 등장하여, 이

토록 강력하였던 바야지드를 단번에 포로로 잡은 것이다.

이 서신은 수사적 표현이 많지 않고 간결하게 기록된 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

해 당시의 유럽과 오스만, 그리고 티무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천수를 누리실 대 아미르, 티무르 쿠레겐(께서)

왕 루이 드 프랑스, 이 자신의 벗에 대한 수없이 많은 축복과 애정을 수많

은 값진 세계와 더불어 받아들이시길!

기도를 소리 높여 先唱한 후, 이 大아미르의 훌륭한 판단을 통해 (다음과

1) 유럽에서 그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레반트를 탈환하거나 동로마의 영역에 안정을 부여하고 동쪽
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을 통상적으로 ‘십자군’이라 부른다. 첫 번째 십자
군은 1095년∼1099년 사이에 교황 우르반 2세의 명에 따라 비잔틴을 도와 아나톨리아의 셀주크
투르크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십자군을 일컬으며, 1291년 맘룩이 십자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크레(Acre)를 함락하면서 십자군 원정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교
황은 여전히 십자군을 조직하여 성지를 탈환하거나 동로마를 돕고자 하였는데, 14세기 이후로
는 유럽 각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교황의 권위가 악화되면서, 거대한 십자군이 조직되지는
못하고 제한된 목표를 위한 작은 규모의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졌다. 티무르와 오스만이 아나톨
리아 및 레반트 지역에 등장하기 전, 14세기에 십자군의 보루 혹은 유럽 세력의 근거지였던 곳
은 키프로스의 라틴계 왕조, 베니스와 제노아의 여러 식민지들, 에게 해의 여러 섬에 산발적으
로 존재하였던 베니스 및 제노아 출신 자치 세력, 그리고 로도스(Rhodes) 섬의 구호기사단
(Knights Hospitaller)등이 있다(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5,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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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즉, 학자인 벗 프란시스(FRNSKS)가 이쪽에 도착하

였고, 왕들의 서신을 가지고 왔으며 (그들이) 대 아미르의 훌륭한 명성과 위

대함과 영광을 수용하였으니, (우리는) 매우 기뻐하였다. 또한 (대 아미르께

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수많은 군대와 함께 전능하신 신의 가호로 진군하

였으며 우리의 적들을 무력화하고 제압하였다. 그 후에 벗인 술타니야의 장

마르히시야(JVĀN MĀRḤSĪĀ?)를 봉사를 위해 파견하였으며 그는 삼가 글

을 썼다 - 어떤 일이 발생하든, 오늘날 우리는 대 아미르로부터 보살핌을 받

고 있고 (그분에게서) 계속 축복받은 서신이 파견되고 있으며, 대 아미르의

건강을 기원하며 생각의 안정을 얻는다. 그리하여 당신의 사신들을 이쪽으로

파견하면 이쪽에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반길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상인

을 그쪽으로 보내면 (너희가) 그들을 또한 환대해야 하며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는 상인들에게 많은 번영

을 주시니 어찌 우리가 고집을 피우겠는가. 행운이 있기를! 끝없는 평화와

안녕에 대한 바람으로, 히즈라력 805년 무하람(Muḥarram) 월 초에 기록.2)

이 서신의 내용을 통해, 유럽과 티무르 사이에 일찍이 사신 왕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서신은 앙카라 전투 이후에 작성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전의 사신

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으로의 7년 원정을 떠나기 전인 1398-9년경, 티

무르는 자신의 영내에 있던 이란 술타니야(Sulṭāniyya)3)의 대주교 및 수사들을 유럽으

로 파견하였으며, 유럽 군주들은 이 수사들을 통해 티무르에게 답신과 더불어 오스만

무라드 1세(Murād 1)의 아들을 파견하였는데, 1400년에 그들이 티무르의 어전에 도달하

였음은 티무르 조의 여러 사서에서 확인된다.4) 상기 서신은 이와 같은 왕래가 한 차례

2) 현재 이 서신은 프랑스의 국립 문서고(Les Archives nationales)의 AE III (외국 문서 박물관,
Musée des documents étrangers) 204번으로 소장되어 있다. 해당 박물관에서 스캔본을 제공하
여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다(온라인 출처 :
http://www2.culture.gouv.fr/Wave/image/archim/0008 /dafanch06_n303477n00001_2.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etter_of_Tamerlane_
to_Charles_VI_1402.jpg). 한편 Silvestre de Sacy의 1822년 논문에는 페르시아어 원문과 술타니
야의 장이 작성한 라틴어 번역문, 그리고 미란샤의 서신에 대한 라틴어 번역문까지 함께 수록
되어 있다(Antoine-Isaac Silvestre de Sacy. "Méemoire sur une correspondance inéedite de
Tamerlan avec Charles VI," Histoire et mémoires de l'Institut royal de France 6, 1822. pp.
470-522).

3) 이란 북서부의 도시, 테헤란에서 북서쪽으로 약 2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일 칸국 울제이
투 칸의 聖廟인 거대한 돔이 세워져 있으며, 일 칸국-티무르 조 초기까지 군주가 머무는 주요
동영지 중 하나였다. 이곳에는 일 칸국 시기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가 파견되었는데,
이는 15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4) YZN/Ṣādiq, p.1025. 한편 본 논문에서는 번역 대상인 『勝戰記』 및 주요 사료를 각주에 표기할
때 축약하여 표기하였다. 주요 사료의 축약표기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91∼93페이지를 참고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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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후, 같은 수사들을 재차 파견하여 보낸 두 번째 왕래 때의 것이다.

이 서신은 앙카라 전투가 완료되었던 804AH5) 둘 히자 월 10일(1402년 7월 11일)로

부터 약 20일 정도 경과한 805AH 무하람 월 첫날에 작성되었다. 즉, 서신 속에서 티무

르가 제압하였다는 적은 바로 앙카라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유럽의 적, 오스만의 바야

지드 1세였다. 다만 원문인 페르시아어 서신에서는 적을 제압했다는 대목에 다소 관용

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것이 바야지드 1세를 특정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사실상

특정 대상을 지칭한다기보다는 티무르의 뛰어난 전공을 과시하기 위한 상투적 표현에

가깝다. 반면에 이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술타니야의 대주교 장(Jean)는 바야지드 1

세에 대한 티무르와 유럽의 공통적인 적개심을 강조하는 부분을 첨가하였다. 이는 유럽

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신이, 유럽에서 보다 더 큰 환대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

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나,6) 이러한 사신의 개인적인 첨삭 및 유럽 도착 이후의 여러

저술활동 등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티무르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이 등장하

게 된다.7)

5) 본 논문의 연대 표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티무르조 사서는 이슬람권의 대부분
의 사서가 그렇듯 히즈라력을 연대표기의 기본 달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건은
히즈라력 日時로 명기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를 변환하여 서력과 병기할 것이다. 이 때 표기법은,
연도 뒤에 ‘AH’가 있으면 히즈라력이고, ‘...년’이 있으면 서력이다. 한편 1925년 이란 팔레비 왕
조에서 도입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Solar Hijri(Hijrī-yi
Shamsī)'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히즈라 사건이 발생한 해(서력 622년)를 紀元으로 하는 페르시
아 태양력의 일종인데, 이 달력으로 연도를 표기할 때에는 ‘Sh.’를 뒤에 붙였다. 이 달력은 주로
현대 이란에서 출판된 도서의 서지사항을 기록할 때 사용하였다. 한편, 동일한 페르시아 태양력
계보에 있으며, 셀주크 조 말릭 샤의 재위시기인 1079년 3월 15일(춘분)을 紀元으로 하는 잘랄
리력은 ‘잘랄리력으로’라 명기하였다. 이 잘랄리력은 셀주크 조 말릭샤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의 페르시아 태양력보다 치윤법이 정교하게 설정되어있어 이후의 페르시아 태양력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6) 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p.243.
7) 그는 오늘날 ‘술타니야의 장(Jean of Sultaniyya)’으로 알려진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로, 1388년
에 나히체반(Naxçıvan)에서 이란의 북서부에 위치한 술타니야(Sulṭāniyya)의 대주교로 임명되었
으며, 티무르가 유럽에 보낸 두 차례의 사신단에 모두 투입되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럽으로 파
견되어 1403년 파리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티무르에 관한 두 개의 저술을 남겼다. 그 중에
하나는 1403년에 기록한 티무르에 관한 짧은 언급인데, 그 중에 일부가 라틴어로 번역되어
1405-29년 사이에 작성된 Chronographia regum Francorum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다소
긴 기록은 1404년에 작성된 Libellus de notitia orbis인데, 이는 1937년 그라츠 대학교의 사서
안톤 케른(Anton Kern)에 의해 발견되었다(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pp.242-3). 첫 번째 기록은 Henri Moranvillé, “Mémoire sur Tamerlan et sa cour
par un dominicain, en 1403,”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chartes 55. 1894, pp.441-464이란 논
문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안톤 케른이 그 일부를 출간하였다(John
of Sultaniyya, “Der “Libellus de Notitia Orbis," Archivum Fratrum P raedicatorum 8, ed.
Anton Kern, Graz: Istituto storico domenicano dí S. Sabina 1938).
두 저술 중에 1403년에 작성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타니아의 장은 티무르의 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동부에는 키타이의 왕과 타타르의 왕이 있는데, 티무르는
크리스트 교도이자 타타르의 적이었던 키타이의 왕에게서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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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원문인 상기 서신을 보면 티무르는 샤를 6세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양측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헨리 4세가 보낸 답신을 볼 때

유럽 측에서도 티무르의 이와 같은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8) 그러나 이는 두 서

신의 표면적 내용일 뿐이며, 사실 티무르가 단순히 상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만을 위해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티무르는 오스만의 침공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샤를 6세에게 자신의 戰功을 자랑하고 자유로운 상인 왕래를 주장하고 있

는데다, 그가 서신을 보낸 날짜는 오스만의 바야지드를 사로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

점이다. 이와 같은 무력에 대한 과시는, 티무르가 각지의 정복 과정에서 종종 이용하였

던 ‘위협을 통한 무혈 승리’ 방식과도 멀지 않은 전략이었다. 한편 유럽에서도 티무르의

서신 및 그의 승전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오스만 바야

지드보다 더욱 강력하면서도 미지에 싸여있는 유목세력이 유럽의 코앞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의 여러 이슬람 세력과 맞서고 있다가 갑자기 몽골제국의

파죽지세를 접하게 된 100여 년 전 상황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였다. 게다가 앙카라 전투

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티무르의 군대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자리하였던 유럽의 식민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İzmir)9)를 격파하고, 그 성채에 자리하였던 십자군을 돕기 위

해 왔던 유럽의 선박을 향해, 碧眼을 지닌 유럽인의 머리를 포환삼아 날려 보냄으로써

유럽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였다.10) 이러한 티무르의 행적은 유럽의 여러 왕

들 사이에 그가 기독교 세계에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역시

몽골제국과 유럽의 접촉이 발생하였던 13세기의 상황과 닮아있었다.11) 그가 스스로를

타타르의 영역이었던 사마르칸트를 차지한 후 키타이의 사람들을 되돌려주었다고 한다(Henri
Moranvillé, “Mémoire sur Tamerlan et sa cour par un dominicain, en 1403,” pp.441-3). 이는
당시에 유럽인들이 가진 유럽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왕
이 크리스트 교도라는 발상은 중세 유럽의 오랜 전설이었던 프레스터 존 전설을 반영하고 있으
며, ‘타타르의 왕’이 키타이의 변경부터 유럽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
다는 점은, 몽골제국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15세기 초, 지
리적 개념이었던 ‘키타이’가 가리키는 대상이었던 북중국에는 이미 북원을 몰아내고 건국한 明
이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티무르가 키타이의 왕에게서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가
그들을 돌려주었다는 기록 역시 성립하기 어려웠다. 즉, ‘술타니아의 장’의 기록은 당대 유럽 以
東지방의 실제 상황보다는 유럽인들의 당대 인식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이는 유럽이 여전히 그
들 뿌리 깊은 전설 및 몽골제국 당시의 충격을 통해 받아들인 단편적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 주교는 이러한 당대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 더 나아가 티무르
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유럽 내에 심고자 하였던 것이다.

8) Henry Ellis, Original Letters, Illustrative of English History; Including Numerous Royal
Letter : from Autographs in the British Museum 3-1, London: R. Bentley, 1846. pp.54-8.

9) 유럽에서는 스미르나(Smyrna)라 불리기도 하였다. 현 터키 이즈미르 주의 주도이며 에게 해 연
안에 위치해 있다. 이스탄불에서 서남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0) YZN/Ṣādiq, p.1174.
11) 일단 유럽의 일부 왕들은 티무르가 기독교 세계에 적대적이라 주장하였다. 한 예로 비잔틴의
당시 황제였던 마뉴엘 팔레올로고스는 앙카라 전투로부터 수개월 지난 후인 1403년 초에 해외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면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여 티무르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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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의 駙馬를 의미하는 ‘쿠레겐’이라 칭한 것도, 유럽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강력

한 몽골제국의 기억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티무르가 15세기 초엽에 이처럼 유럽 諸 군주들의 공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

게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그가 1370년에 마와

라안나흐르(Māvarā' al-Nahr)12)를 통일한 이후, 30년에 걸친 세력 확장을 통해 이슬람

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티무르는 1336년에 현 우즈베키스탄 중

부의 도시 샤흐리 사브즈에서 몽골제국 차가타이 울루스의 유력 부족인 바룰라스 부의

일원으로 태어나, 1370년에 차가타이 울루스의 쇠퇴 이후 여러 차가타이 아미르들이 할

거 중이었던 마와라안나흐르를 통일하였다. 이후 마와라안나흐르와 가까운 모굴리스탄

(Mughulistan)13) 초원 및 타림분지에 자리하였던 모굴 칸국14)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2년 후에는 당대의 교황인 이노센트 7세에게 서신을 보내어, 티무르의 목적은 단지 콘스탄티노
플과 그 주변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크리스트 세계를 전복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교황은 비잔틴 황제에게, 양 시칠리아 왕국과 헝가리, 발칸과 루마니아에서 티
무르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모집할 권리를 주었다(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p.239). 반면에 다른 이들은 바야지드보다는 티무르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티무르가 이전의 몇몇 전쟁에서 크리스트교도들을 학살하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보고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 중에는 카스티야(Castilla)의 왕, 엔리케 3세
(Enrique III)가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티무르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앙카라 전투 당시에 카스티
야의 사신인 Pelayo de Sotomayor와 Fernando de Palazuelos가 티무르의 어전에 있었다고 한
다. 그들은 귀국 길에 핫지 무함마드 알 카디(Ḥāji Muḥammad al-Qāẓī)라는 티무르의 사신을
데리고 귀국하였고, 그 다음에 카스티야 측에서 보낸 사신이 바로 클라비조(Ruy Gonzalez de
Clavijo), 즉 사마르칸드까지 티무르 조의 영토를 횡단하고 여행기를 남긴 인물이다(Laurence
Lockhart, "European Contacts with Persia, 1350-1736," The Cambridge H istory of Iran 6,
ed. Peter Jackson, Lawrence Lockh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375).
그런데 후자의 인식을 유럽 내에서 확대·재생산하였던 것이 바로 上記 서신을 유럽으로 전달하
였던 ‘장 마르히시아’였다.

12) 아랍어로 ‘강 너머의 장소’라는 뜻으로, 이 때의 강은 중앙아시아 아랄해로 흘러드는 아무다리
야(異稱 옥서스, 제이훈) 강이다. 페르시아-이슬람권에서는 예부터 이 강을 기준으로 이란과 투
란을 구분하였다. 트란스옥시아나(옥서스 강 너머라는 뜻)으로도 부른다.

13) 트란스옥시아나에서 동북부, 중국 서부와 키르기즈스탄을 가로지르는 천산 북부에 위치한 초원
이다. 티무르 조 시기에 이곳에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동부 세력에 의해 세워진 모굴 칸국이 있
었다.

14) 차가타이 울루스의 동부에서 차가타이 계 후예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 이 나라의 사서인 무함
마드 하이다르 두글라트의 『라시드 史』(Tārīkh-i Rashīdī)에 의하면, 1347년에 두아 칸의 손
자인 투글룩 티무르 칸에 의해 모굴리스탄 초원과 악수(현 중국 신강성 阿克苏)를 거점으로 세
워졌으며, 투글룩 티무르 칸은 마와라안나흐르를 1360년과 61년에 2차례에 걸쳐 침공하기도 하
였다. 본문의 일야스 호자 칸은 투글룩 티무르 칸이 마와라안나흐르로 파견한 그의 아들이다.
이후 일야스 호자 칸이 사망하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티무르가 이곳으로 6차례 친정
및 수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간접적 세력권 하에 두었고, 800AH에 투글룩 티무르 칸의 아들, 히
즈르 호자 칸의 딸인 투켈 하눔은 티무르의 부인이 되었다. 이후 타림분지 및 천산 북부 초원
을 아우르는 유목국가로 존속하였다가, 티무르 조가 멸망할 무렵 우즈벡 카자흐 세력 등에 쫓
겨 타림분지로 영역이 축소되었고, 카쉬가르 및 야르칸드 등지를 거점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17
세기에는 칭기스 칸의 후예인 칸을 대신하여 낙시반디 수피교단의 수피들이 군주가 되었으며,
1679년 청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하였다. 본문에는 이 국가를 자타(Jata)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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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조치 울루스의 남쪽 기지이자 콩기라트(Qonggirat, 본문에는 Ghūnkirāt)15) 부 수

피 가문이 차지하고 있었던 호라즘(Khwārazm)16)을 향해 네 차례 원정, 일 칸국과 차가

타이 울루스의 잔존 세력들 및 토착 타직인 왕조와 종교집단까지 뒤섞여 있었던 후라

산(khurāsān)17) 및 마잔다란(Māzandarān)18)을 향해 세 차례 원정을 떠났다. 이처럼 근

거리를 목표로 한 단기 원정이 끝난 후 뒤이어 장기 원정이 이어졌는데, 이 장기 원정

은 대체로 티무르의 세력 근거지였던 마와라안나흐르를 떠나 3년, 5년, 혹은 7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및 소아시아 일대의 옛 훌레구 울루스 근거지에 머무르면서 동서남북의

여러 세력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북인도나 킵착 초원

(Dasht-i Kibchāq) 및 이르티시 강 유역으로의 원정도 있었다. 이 장기 원정의 마지막

이 바로 전술한 앙카라 전투를 포함한 이란 7년 원정으로, 이 시기에 티무르는 오스만

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할거 중이던 잘라이르 조

(Jalāyr)의 술탄 아흐마드(Sulṭān Aḥmad Shaykh Uways)와 카라 코윤루의 카라 유수프

(Qarā Yūsuf), 조지아(Gurjistān)의 기오르기(Giorgīn)19), 시리아(Shām)와 이집트(Miṣr)

에 위치한 맘룩 조의 바르쿡(Malik al-Zāhir Barqūq)20)을 모두 복속시켰다. 이 지역들

은 그간 티무르가 차지하였던 타 지역에 비해 유럽과 매우 가까웠으므로, 이들에 대한

티무르의 연전연승은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이란 7년 원정 후, 티무르는 곧바로 중국 원정을 계획하였다. 전술하였듯이 티무르

는 1370년 이후 사방으로 단기원정을 행할 때에 다섯 차례 親征 및 그 이상의 군대 파

15) 본래 몽골리아에서는 북부 흥안령 방향에서 유목하고 있던, 몽골 부족들 중에 두를루킨(칭기스
칸의 출신부족인 키야트와의 관련성이 다소 낮은 부족 집단)에 속한 부족이었다(르네 그루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 유원수, 정재훈 驛, 서울: 사계절, 1998, p.287). 칭기스 칸의
아내 부르테 우진 이후 칭기스 칸 가문과 활발한 통혼이 이루어졌으며, 이 부족 출신의 카툰
및 부마가 많다(라시드 앗 딘, 『부족지』, 김호동 譯, 파주: 사계절, 2002, p.267-9).

16) 현 우즈베키스탄 서부, 즉 아무다리야 강 하류 근방을 일컫는 지역명이다. 예부터 페르시아 문
화권이었으나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오아시스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몽골제국 시기에 조
치 울루스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미르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있어, 차가타이 울루스
와 조치 울루스의 갈등의 쟁점이 되었다. 티무르 역시 이러한 인식을 답습하여, 조치 울루스와
여전히 깊은 관계를 지닌 이곳의 지배자 수피 가문(콩기라트 부)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차가타
이 울루스의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17) 현 이란의 동북부를 지칭하는 지역명. 현재에도 후라산에라자비, 북 후라산 주, 남 후라산 주
등 세 개의 州로 구분되어 있다.

18) 이란의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엘부르즈 산맥 북부∼카스피해 사이의 영역. 이란의 대부분
지역보다 습하고 농경이 활발한 곳이다. 본래 이 일대의 이름은 ‘타바리스탄'이었는데, 점차 동
쪽을 마잔다란, 서쪽을 길란으로 나누기 시작하였고, 시대가 갈수록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19) 조지아의 하킴이다. 조지아의 왕조 ‘Bagrationi’는 중세부터 19세기 초까지 존속하였다. 티무르
시기의 조지아 군주는 기오르기 7세이며, 본문에서 그를 ‘기오르긴’이라 부르는 것은 그 이유 때
문이다.

20) 1382년부터 1517년 사이에 이집트를 통치하였던 부르지(Burji) 맘룩조의 첫 번째 군주이다. 코
카서스 출신으로 노예가 되어 이전 맘룩조인 바흐리(Bahri) 맘룩조의 아미르인 얄부가 알 우마
리(Yalbugha al-Umari)의 가문에 팔려왔다가 세력을 얻어 군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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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통해 쉴 틈 없이 마와라안나흐르 以東 지역을 공격하였다. 이때에 동쪽에 위치하

였던 티무르의 적은 차가타이 울루스의 동부에 자리하였던 여러 차가타이 아미르들, 그

리고 타림분지의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다가 베쉬발릭(Beshbaliq, 別失

八里)21) 및 카라호자(Qarākhwāja)22)에 자리하게 된 차가타이 울루스의 계승국, 모굴 칸

국이었다. 티무르는 차가타이 아미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르티시 강 너머까지 진

격하였는데 이곳은 당시에 몽골리아 초원 서부에 자리하며 北元의 계승전쟁에 간여 중

이었던 오이라트(Oyirat)23)의 근거지와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결국 오이라트에서 탈출

한 北元 칸의 후보 중 한 사람이 티무르에게 의탁하여 후일을 도모하게 되면서,24) 티무

르는 향후 몽골리아 본토의 칸位 계승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25) 한편 모굴칸국과는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모굴 칸국의 3대 칸인 히즈르 호자의 아들을 質子로 삼

고 딸은 아내로 삼아 그들의 완전한 복속을 얻어내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모굴 칸국

과 경계를 마주하였던 사릭 위구르(撒里畏兀兒, Sārīgh Uyghūr)의 明 歸附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무르는 14세기 말, 명의 洪武帝와 직접적으로 영

향력 싸움을 벌이게 된다.

홍무 27년(1394년) 『明實錄』에는 티무르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서신에 관한 기록

이 남아있다.

사마르칸트 駙馬 티무르가 수장 迭力必失을 파견하여 表를 바치고 來朝하

며, 말 200필을 조공하였다. 表에서 말하기를, 大明 황제께서 하늘의 밝은 운

명을 받으시고, 四海를 통일하시어, 두 개의 덕을 널리 반포하시며 (중략) 오

늘날 또한 특히 먼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어, 啇賈之人으로서 중국에 온 모든

이들로 하여금 都邑城池를 보게 하시니, 그 부귀함과 웅장함은, 마치 昏暗之

中을 벗어나 홀연히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과 같아, 다행스러움이 이와 같

21) 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창지 후이족 자치주의 지무싸얼 현(吉木萨尔) 북쪽에 위치한 옛
위구르의 수도이자 예부터 중국의 서역 전진기지(北庭)였다.

22) 투르판에서 동쪽으로 50km에 위치한, 옛 高昌城을 의미한다.
23) 바이칼 호 서부, 몽골리아 서북부 산지에 거주하였던 몽골계 부족으로, 칭기스 칸 가문과 많은
통혼관계를 가졌다. 원이 몽골리아 초원으로 돌아갔던 14세기 후반에는 자신이 내세운 칸 후보
를 세우기 위해 동몽골 할하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를 했으며, 15세기 상반기에는 에센타이시가
등장하여 허수아비 칸 대신 스스로 칸에 올랐다. 이 에센타이시와 그의 후손들은 서쪽으로 모
굴 칸국 및 티무르 조를 압박하기도 하였으며 훗날 최후의 유목제국인 준가르의 전신이 된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칼막(Qalmāq)이라 부른다. 한편 오이라트 부 출신 수령은 본문의 모술 및
이라키-아랍 북부에서도 등장한다. 이들은 일 칸국의 잔존 세력으로, 바그다드를 차지하였던 잘
라이르 부와 대립 중이었는데, 티무르가 이들 모두를 소탕하거나 복속시키게 된다.

24) YZN/Ṣādiq, p.879.
25) 그가 미완으로 끝난 티무르의 중국 원정을 통해 사마르칸트에서 중국 변경으로 되돌아와, 칸이
되었다는 기록은 明實錄에 등장한다(『太宗文皇帝實錄』(台北 :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2) 卷 75, p.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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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한 칙서를 받들어 위무하고 위로하며, 站譯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

게 하며 도로가 막힘이 없으니, 遠國의 사람으로서 그 도움에 감동하여 성심

을 삼가 받들며, 세계를 비추는 잔(照世之杯)은, 臣의 마음을 넓히고 밝힙니

다. (후략)26)

홍무 27년 9월 9일자 상기 기록에 따르면 티무르는 유럽에 보낸 서신의 내용과 유

사하게, 양국 간의 상인 왕래를 요청하였다. 다만 명실록의 기록 속 티무르의 사신은

전형적인 조공사신이며, 그가 보낸 서신은 奉表라는 단어로 서술되었다. 과연 이처럼 공

손한 내용이 티무르의 실제 의도였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나, 본문 중에 ‘세계를 비추는

잔’이라는 단어는 Jām-i jam, 즉 이것을 응시함으로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페르시아의

전설적 영웅, 잠시드(Jamshīd)의 잔을 떠올리게 한다. 明代의 중국인들도 이 개념이 사

마르칸드의 티무르에 의해 알려졌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27) 특히 明代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중국의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上記 기사가 티무르의 서신을 완

전히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더라도 티무르 서신의 원형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서신이 홍무제에게 전달되었던 1394년 당시, 티무르는 자신의 모든 오르두와

대부분의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와 카프카스 산맥 등지에서 쿠르드와 조지아, 투르크

멘 등 그곳의 토착 세력들과 전투를 벌였고, 이듬해인 1395년에는 조치 울루스 툭타미

시의 거점인 볼가 강 유역의 사라이 및 그에 예속되어 있었던 러시아 일대를 침공하였

다. 이 시점에는 동방 경략의 전초기지, 안디잔에 배치하였던 아들 우마르 셰이흐까지

서쪽으로 불러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취약한 동쪽 변방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평화

관계를 맺어두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1397년부터 사마르칸트의 사신에 관한 기

록을 명실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395년과 1397년에

홍무제가 파견한 중국 사신, 傅安과 陈德文은 티무르에게 귀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티무르 조 전역을 떠돌았다고 한다.28)

26)『太祖高皇帝實錄』卷 234, p.3420.
27) 실제로 중국에서 ‘照世之杯’라는 개념은 明代 이후로 등장하는데, 16-7세기 명대의 저술가인 沉
德符는 자신의 저서『万历野获编』에서 설명하기를, 이것이 사마르칸트에서 생산된 신비의 잔
으로, 세상사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沉德符,『萬曆野獲編』,「補遺」4). 또한 朱国祯는 『涌
幢小品』에서, 사마르칸트가 서쪽 변경에 있고 그 국가에 ‘세상을 밝히는 잔’이 있어, 그것을 조
망함으로서 세계의 사건들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기도 하였다(朱國禎,『湧幢小品』卷 1, "撒馬
兒罕在西邊，其國有照世杯，光明洞達，照之可知世事。洪武二十七年始入貢").

28) 張文德, 『明與帖木兒王朝關係史硏究』, 北京 : 中華書局, 2006, p.35; 『明史』 322卷, 「列傳
220卷, 西域 4, 撒馬兒罕」“五年六月，安等還。初，安至其國被留，朝貢亦絕。尋令人導安遍曆諸
國數萬里，以誇其國廣大。至是帖木兒死，其孫哈裏嗣，乃遣使臣虎歹達等送安還，貢方物.”; 한편
두 사신 중에 한 사람이었을 중국사신의 도래에 관해서는 야즈디의 『勝戰記』에 기록되어 있
으나, 해당 기록에는 그를 억류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알현한 후, 티무르는
모굴리스탄과의 변경, 현재 타라즈 부근의 아시파라에 건축물과 농경을 확충하는 지시를 내렸
다(YZN/Ṣādiq, p.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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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가 갑자기 이처럼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정설은 없지만,

1388년 명의 북원 정벌 이후 回回人들에 대해 홍무제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홍무제는 1392년 2월에는 互市를 방문한 回回와 西

蕃인들 중에 오랫동안 西凉에서 거주하며 本地로 돌아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揚州로 移

住할 것인지 아니면 사마르칸드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제하였고,29) 같은 해 12

월에는 回回軍民 중에 서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사마르칸트로 귀환시켰는데

그 수가 1236인에 달했다고 한다.30) 비슷한 조치로 北元 원정 과정에서 明軍의 포로가

된 回回 상인들을 사마르칸트로 귀환시킨 사례도 있었다.

明의 史書에서 回回란 종족을 불문하고 무슬림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중국 西北의

다른 구성원과 구분되는 외형과 관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 간의 결속은 강한 편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편이었다. 이들은 서쪽의 여러 이슬람 정권과 같은 종교

를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되었다.31) 특

히 홍무제의 상기 조치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가 중점적으로 이주시켰던 回回들은 본

거지가 사마르칸트이면서 중국 변방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며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이었

다. 홍무제는 이들이 서북 변방에 있다가 그곳을 거쳐 가는 조공사신과 마주쳤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邊釁에 대해 걱정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중국 以西 지방의 이슬람권 세계

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서북 변방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였던 영역 범위는 中外 상인을 위한 互市가 있었

던 중국 서북의 凉州와 蘭州부터 모굴 칸국이 자리한 베쉬발릭과 카라호자까지 사방

천 여 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西方의 잠재적인 적이자 옛 왕조인 元

과의 혈연을 주장하는 티무르 조 출신의 상인, 종교인, 군사집단 등이 무역을 빌미로 그

들과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되면, 명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

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들을 이주시키거나 사마르칸트로 귀환시키는 조치는, 티무르에게 중국 원

정이라는 방책을 강구할 만큼 타격이 큰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이 回回가 서북의 다른

구성원들인 몽골계 오이라트(哈剌灰) 혹은 토착 불교도인 위구르(畏兀兒)와는 구분되는

이들이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元의 지배를 통해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었다.

이들은 원이 서북 변방으로 파견한 서북 宗王을 따라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서북 종왕의 대다수는 몽골제국 시기부터 차가타이 계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차가

29) 『太祖高皇帝實錄』卷 216, p.3180.
30) 전게서, 卷 223, p.3266.
31) 15세기 무슬림들이 중국 서북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보면, 回
回의 세력 증대를 피해 점차 동쪽으로 귀부하는 비무슬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回
回人 중에는 가깝게는 모굴 칸국, 멀게는 마와라안나흐르와 그 너머 출신들이 다수 있어, 이들
이 서쪽 이슬람 세계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호동,
「이슬람勢力의 東進과 하미王國의 沒落」,『震檀學報』76, 1993, pp.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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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울루스의 계승을 표방하는 티무르에게 홍무제의 조치는 월권이나 다름없는 조치

였던 것이다.32)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티무르가 명에 보내는 서신에 스스로를 부마로 칭

한 것은, 자기 자신이 몽골제국의 계승자이며 중국 서북의 몽골제국 잔존세력을 통솔할

권리가 있는 군주임을 내세우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티무르의 주

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은 갈수록 西北邊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해나갔

다. 특히 永樂帝 시기에는 嘉峪關 以西지방에 關西8衛를 부활시켜 베쉬발릭 以東의 서

북지역을 모두 지배체제 안으로 編制하였을 뿐 아니라, 티무르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사

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티무르는 클라비호(Ruy González de Clavijo) 및 쉿베르게

르(Johanan Schiltberger)의 여행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직접 미납 조공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겠다”라는, 上記의 공손한 서신과는 정 반대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중국

으로의 원정을 시작하였다.33) 티무르의 원정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

32) 티무르의 중국원정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확정적인 결론이 없다
(Ralph Kauz. Politik und Handel zwischen Ming und Timuriden : China, Iran und
Zentralasien im Spätmittelalter, Wiesbaden: Reichert, 2005). 다만 티무르조의 사서 중에 야즈
디의 『勝戰記』에는 타 사서에는 볼 수 없는 중국 원정의 前史를 엿볼 수 있다. 800AH, 이란
5년 원정이 끝난 직후 톤구즈 칸의 사신이 처음으로 도착하였을 때, 티무르는 즉시 모굴 칸국
과의 변경인 아시파라로 군대를 파견하여 병참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봄이 되자 곧바로 인도
원정을 떠났지만 이 인도원정은 중국으로의 원정을 잠시 미루고 치른 원정이라 한다. 즉, 이미
이 시점부터 중국으로의 원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언급이 이란으
로의 7년 원정을 시작할 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므로, 티무르는 800AH(1398년 초), 중국의 사
신이 처음으로 야즈디의 『勝戰記』에 등장하였을 때부터 이미 중국 원정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인도 원정에 나섰던 티무르는, 카불에서 칼막으로부터 쫓겨난 타이지 오글란
을 만나게 되었고, 클라비호나 쉿베르게르가 언급하였던 영락제의 사신의 조세 요구 사건도 티
무르에게 중국 원정을 부추긴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클라비호나 쉿베르게르의 1404년 쿠
릴타이 기록을 보면, 800AH 중국사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짐작할 수 있다. 1404년 쿠릴타이에
도착한 중국사신은 본문의 내용처럼 7년 동안 미납된 조공을 요구하였는데, 이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란 7년 원정 및 인도로의 11개월 원정이 포함된다고 볼 때, 800AH의 중국 사신 역시
조공 요구의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

33) Clavijo, Embassy to Tamerlane 1403-140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6,
p.117, 152; Johanan Schiltberger, The Bondage and Travels of Johann Schiltberger, a Native
of Bavaria, in Europe, Asia and Africa, 1396-1427, tr. J. Buchan Telfer, London: Hakluyt
society, 1879, p.28. 이에 관한 클라비조의 서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403년
에 카스티야의 사신으로 티무르에게 파견되었던 클라비조는, 이란으로의 7년 원정을 마치고 사
마르칸트로 돌아간 티무르를 따라 사마르칸트로 가서 그곳의 1404년 쿠릴타이에 참석하였다.
이 때 중국의 황제가 파견한 사신들이 도달하였는데, 티무르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모든 이가 알고 있듯이 티무르는 중국의 봉토인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매년마다
같은 양의 조공을 황제에게 바쳐야만 했다. 그러나 7년간 어떤 조공도 바치지 않으니 티무르는
그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티무르는, 이것은 사실이며, 그는 자신의 의
무를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사신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 티무르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라 하였다. 이 때의 중국황제는 홍무제의 사망 후 건문제를 거쳐 등극한 영락제인데, 클
라비조는 전임 황제인 홍무제의 사망 후 명에서 발생한 왕자의 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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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영락제에게 곧바로 보고되었으므로,34) 만일 티무르가 중간에 사망하지 않았

다면 양 군이 서로 충분한 전투준비를 갖추고 충돌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을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티무르는 14세기 말-15세기 초에 유럽과 중국이라는 양극단의 세계에 커다

란 파급을 일으켰으며, 그 사이의 거대한 영역 대부분을 직간접적인 영향권 하에 두었

다. 당시 티무르의 최대 정복 영역은, 동쪽으로는 현 중국 신장 카라호자와 이르티시

강 유역,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의 西端인 터키 이즈미르, 북쪽으로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남쪽으로는 북인도 델리에 이른다. 놀라운 것은 이 광대한 영역이 티무르 1代에 걸쳐

정복되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수많은 전쟁을 통해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

를 거둔 후, 티무르는 주변의 여러 지식인들에게 위탁하여 자신의 공적을 담은 사서를

저술하게 하였고, 그의 후손들도 국가의 始祖인 티무르의 勝戰을 담은 사서를 저술하였

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이 될 샤라프 알리 앗 딘 야즈디(Sharaf ‘Alī al-Dīn

Yazdī)의 『勝戰記』이다.

2. 역사서술과 ‘사힙키란’ 정통성

티무르 조에 관한 사서의 수는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바

르톨드의 말처럼,35) 존속 기간이 150년이 채 되지 않는 티무르 조에서 ‘연대기’(Tārīkh)

장르에 속하는 현존 史書는 10개 이상이다. 그러나 저자나 書名만 남아있는 사서는 그

보다 더 많고, 그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존재하였음은 알 수 있는 사서까지 합치면 티무

르 조 15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역사서술 활동이 극도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티무르 조에서는 왜 이처럼 역사서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까.

전술하였듯이 티무르는 거대한 영역을 차지한 후 자신의 공적을 담은 사서를 서술하

도록 직접 명을 내렸는데, 그 결과로 완성된 사서 중에 현존하는 最古의 티무르 조 사

서가 1404년에 완성된 니잠 앗 딘 샤미(Nizām al-Dīn Shāmī)의 『勝戰記』이다. 티무

르의 1395년 바그다드 공격 당시 투항한 샤미는 티무르의 명에 따라 그의 일생에 관한

史書를 저술하게 되었는데, 이 때 티무르가 샤미에게 강조한 것은 티무르의 뜻과 그 가

신들의 행동 중에 (神의) 영원한 행운(Dawlat-i Abad)이 드러나는 바를 기록하되, 일반

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었다.36) 이로써 티무르가 사서 작성을 통

해 자신의 군주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강조하고자 하

34) 『太宗文皇帝實錄』卷 39, p.658; “敕甘肃总兵官左都督宋晟曰回回倒兀言撒马儿罕回回与别失
八里沙迷查干王假道率兵东向”

35) V. V. Bartol’d, Sochineniia 2-2. Moscow: Izd-vo “Nauka," 1964, pp.197-260.
36) SZN/Simnānī, p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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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는 티무르 본인이 단순히 훌륭한 치적을 지닌 ‘유능한 군주’를 넘어서, 神의 행운

으로 수많은 치적을 이루어낸 군주라는 점이었다.

사실 티무르가 이처럼 스스로 군주적 정통성을 구축하였던 것은, 반대로 그가 이전

군주들이 내세운 정통성의 근거들을 통해서는 적법한 군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었음을 반증한다. 티무르 조가 성립된 14세기 후반은 칼리프나 칼리프가 임명한 군주라

는 이슬람적 정통성이나, 황금씨족의 후손이라는 몽골제국의 정통성 모두 쇠퇴하고 있

는 시점이었다.37) 게다가 칭기스 일족도 아니고 칼리프와도 관계가 없었던 티무르는,

上記의 두 정통성으로는 적법한 군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이 때 티무르

가 내세웠던 새로운 유형의 군주적 정통성이 곧 ‘사힙키란(Ṣāḥib Qirān, 合의 군주)’38)

이다.

이 칭호는 본래 페르시아 문학에서 ‘세계정복자’인 주인공을 가리키는 별호였으며

그 기원은 이슬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힙키란 개념에 관해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한 나인딥 찬(Naindeep Singh Chann)은 이슬람-페르시아 문화권의 문학작품에서

사힙키란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례로 『함자 나마』(Hamza nāma)라는 유명 문학작품

을 예로 들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삼촌이자 성전사였던 아미르 함자에 관한 서사시인

이 작품은 사파비조 이전에 이슬람권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5개의 이야기 중 하

나였다. 이 작품 속 ‘사힙키란’이란 칭호를 지닌 아미르 함자는 성스러운 행성간의 合이

발생하였을 때 태어난 인물로, 용기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이슬람을 널리 확산시

켰으며, 피지배민들에게 정의로우면서도 관대한 인물로 묘사된다.39)

특히 13세기에 들어 이 개념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을 다루는 史書에서도

군주의 별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티무르보다 먼저 ‘사힙키란’ 칭호를 이용하였던 셀주

크 조의 기야스 앗 딘 후스로우 1세(Ghiyāth al-Din Kay khusraw I), 맘룩 조의 바이

바르스 1세(Baybars I), 그리고 일 칸국의 뭉케 칸(Mongke Khan) 등의 공통점에 관해

생각해보면, 이들은 전통적으로 비무슬림으로 인식되는 집단 출신으로 이슬람권 내에서

전통적 방식으로는 군주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어려웠으나, 주로 이슬람권을 무력으로

장악하였던 覇者들이다. 이들이 이슬람권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무슬림들에 의해 야

만적인 이교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이들의 지배가 오히려 이슬람권에 평화를 가져왔으

37) Beatrice Forbes Manz,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Iranian Studies
21:1-2, 1989, pp.105-122.

38) 合(Qirān)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둘 이상의 별이 황도 12궁중에 하나의 성좌, 혹은 한 단계
(Daraja, 12궁은 각기 30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각 단계는 곧 1일 동안 태양이 이동하는 만큼에
해당한다)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사힙키란은 그 중에서도 목성과 토성이 合의 상태에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이런 관념은 파흘라비 문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페르시
아 문화권의 이슬람화 이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다(Naindeep Singh Chann, “Lord of the
Auspicious Conjunction : Origins of the Ṣāḥib Qirān," Iran and the Caucasus 13, 2009, pp.
93-110).

39) 전게서, p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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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들의 지배를 받는 이슬람 지식인들은 이들의 지배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

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필요성 속에서 ‘사힙키란’이라는 정통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

하였는데, 이 정통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힙키란’이라는 칭호를 마치 자신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轉用하였던 이가 바로 티무르인 것이다.

티무르는 이처럼 페르시아-이슬람권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념을 이용하여.

대중의 뇌리에 자신의 군주적 정통성을 효과적으로 각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이슬

람적 정통성이나, 혈연적 정통성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군주권을 뒷받침해 줄

정통성 유형은 당시에 정통교리나 지식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성술, 수비학, 문자학 등의

신비주의 과학, 메시아사상과 같은 이단적 요소를 지닌 사상, 그리고 페르시아 문학 및

페르시아 군주 이론 등의 이슬람 이전 문화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지식, 사상, 문화는

당대의 주류이자 공식 문화였던 이슬람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부는 이슬람에 포섭되어,

일부는 이슬람에 이단 취급을 받으며 당대에 공존하고 있었고, 특히 대중적으로는 큰

지지를 얻고 있었다.

티무르 조에서 사힙키란이란 칭호를 가장 먼저 사서에 이용한 것이 전술한 샤미의

『勝戰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샤미의 사서에서는 사힙키란이라는 칭호가 가

진 위와 같은 특수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즉, ‘合의 군주’이자 세계정복자라

는 의미를 지닌 ‘사힙키란’이란 칭호는 과연 어떤 군주상을 일컫는 것인지, 그리고 티무

르의 어떤 면모가 ‘사힙키란’이라는 칭호에 부합하는지, 샤미의 『勝戰記』만 가지고는

그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샤미의 『勝戰記』속에도 신의 행운이 티무르를 돕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면 티무르가 戰時에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적의 속임수에 걸려

들지 않았던 일화를 서술하면서 ‘아미르 사힙키란은 신께서 도우시는 자(Mu'ayyad min

’And-allah)이며 운명은 그의 처리에 의거한다(Taqdīr Muvāfiq-i Tadbīr-i wū)’고 표현

하였다.40) 즉 티무르는 일반적인 군주가 아니라 신이 군주로 임명한 자였고, 티무르의

행동이 곧 운명에 기록된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표현 아래에 티무르가 꿈을

신의 계시로 해석한 내용이 이어진다. 즉, 티무르가 어느 날 후잔트 강의 범람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 구원을 부여하는 것은 신뿐임을 깨닫고, 신이 바라는 바대

로 적과의 화해를 결심하였던 것이다.41) 또한 샤미는, 티무르와 모굴 칸국의 일야스 호

자 칸이 전투를 하기 전, 티무르의 귀에 형체 없는 소리가 들려와 승리를 알려주었다고

도 하였다.42) 이처럼 꿈이나, 형체 없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 등은 이슬람권에서 신이

40) SZN/Simnānī, p.43.
41) 전게서, p.49.
42) 샤미의『勝戰記』에 따르면, ‘신께서 모든 일에서 아미르 사힙키란을 보호하시고, 나날이 그의
행운과 상서로움의 흔적이 드러났으므로, 그의 마음은 신의 가호로 강해지게 되었고 그의 믿음
은 상서로움의 도움으로 인해 커져갔는데, 어느 날 그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어떤 소리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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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인간에게 내리는 계시의 한 종류로, 샤미는 이러한 계시와 관련된 일화를 사서

에 기록함으로써 티무르가 신의 계시를 받은 군주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학자 베르나르디니(M. Bernardini)에 의하면 샤미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Shāh nāma의 영웅 기사를 인용하여 티무르의 영웅성을 부각하기도 하였다.43)

다만 샤미의 『勝戰記』는 이 정도의 서술에서 그치고 있으며, ‘사힙키란’이라는 특수한

개념에 걸 맞는 군주적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44)

반면에 샤미의 『勝戰記』를 底本 삼아 1424년에 완성된 야즈디의 『勝戰記』는 샤

미의 『勝戰記』속에 있는 개별 사건 및 일화들, 그리고 사건들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45) 그것에 추가적인 서술을 덧붙여 사힙키란이라는 특수한 정통성의 근거

귀에 들려와, “기뻐하며 슬퍼하지 마라, 신께서 너에게 승리를 사여하실 것이다”라 하였다
(SZN/Simnānī, p.26).’

43) Michelle Bernardini, "The Shahnama in Timurid Historiography," Shahnama Studies III :
The Reception of the Shahnama, ed. Gabrielle R. van den Berg and Charles Melville, Leiden:
Brill, 2017, pp.162-3.

44) 샤미의 『勝戰記』에서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증명하는 방식은 술타니아의 장이 작성한
라틴어 연대기 속의 그것과 사뭇 비슷하다. 술타니아의 장에 의하면, 티무르는 스스로 천사를
통해 天界와 직접 교통하며, 타인들의 동기와 계획을 꿰뚫어보는 특수한 능력을 지녔다고 공표
하였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서술이 아랍샤의 사서에도 등장하는데, 이처럼 초월적 능력으로 군
주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방식은『勝戰記』 등에 수차례 등장하는, 타인의 생각을 꿰뚫어보며
신과 직접 소통하는 군주상과 유사하며, 이 방식이 티무르 재위시기에, 본인에 의해 구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주적 정통성은 세계정복자-영웅인 사힙키란이라는 군주적 정
통성으로 아직 특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베아트리스 만츠는 이것이 샤머니즘적 전통에서 유
래한 것이라 하였으나(Beatrice Forbes Manz,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Iranian Studies 21-1/2, 1988, p.118), 아즈파르 모인은 아랍샤 및 이븐할둔의 글을 인용하여,
티무르가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들에게 본인을 수피 셰이흐 혹은 聖者로 위치 지었다고 주장하
였다(A. Azfar Moin, The millennial sovereign : sacred kingship and sainthood in
Isla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p.31-35). 실제로 샤미의『勝戰記』
속 티무르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 혹은 스스로 쿠란을 가지고
점을 쳐서 앞일을 예언하는 존재, 군사들이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하
는 대상으로 등장하며, 이러한 면모는 이후의 여러 사서에 답습되었다.

45) 특정 시기를 선택하여 두 『勝戰記』 및 야즈디의 『勝戰記』와 동시대 사서인 『歷史의 精
髓』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특정 사건의 전개, 즉 줄거리가 무서우리만큼 동일하다. 예를 들어
761AH(1359-60년)에 처음으로 투글룩 티무르 칸이 마와라안나흐르로 진격하였을 때에 관한 양
사서의 서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투글룩 티무르가 마와라안나흐르로 진격 / 차가타이 울
루스 출신인 그의 혈통 / ’자낙불락‘이라는 장소에서 아미르 바야지드 잘라이르의 합류 / 투글
룩 티무르 칸이 아미르인 올쿠누트의 핫지, 벡직, 케레이트의 울룩 툭 티무르를 임명하여 마와
라안나흐르를 지배하도록 함 / 핫지 바룰라스 도망 / 티무르가 귀환하여 아미르들을 만나러 감
/ 투글룩 티무르가 그에게 샤흐리 사브즈 투만을 제공 / 투글룩 티무르가 귀환하고 남겨놓은
아미르들이 퇴각 / 아미르 후세인의 등장. 이와 같은 전개 도중에 각 사료 중에 전혀 새로운 이
야기가 첨가되어 있거나, 특정 사실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없다. 다만 히즈르 야사우리가 투
글룩 티무르에게 합류하였다는 사실이 약간 다른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정도가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YZN/Ṣādiq, pp.262-7; ZT/Jawādī 1, pp.319-322). 한편 두 사서의 유사성은 개별적인
일화 및 그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 혹은 등장인물의 생각에 대한 서술상의 일치 등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전술한 티무르의 꿈에 관한 일화(이 일화 속의 “화해가 최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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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티무르와 그의 후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사서를 완성하였

다. 야즈디의 『勝戰記』속에 ‘사힙키란’인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근거들

은 샤미의 『勝戰記』및 여타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야즈디의 『勝戰記』가

지닌 특징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야즈디가 그린 ‘사힙키란’ 티무르

1. 야즈디의 생애

야즈디의『勝戰記』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티무르를 사힙키란이라 볼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勝戰記』의 주 내용인 광대한 영토 정복 자체, 2)

천문-점성학, 數祕學(Numerology, 'Īlm al-A'dād)46)과 문자학(Lettrism. ‘Īlm al-Ḥurū

f)47), 천년왕국 메시아사상 등 신비주의 과학(Occult Science)적 근거,48) 3) ‘정의로운 군

주상’49)에 부합하는 그의 정의로움과 공정함 등이다. 이 근거들이 반영하고 있는 기저

는 쿠란 문구는 두『勝戰記』와 『歷史의 精髓』에서 동일하게 인용한다, YZN/Ṣādiq, p.367;
ZT/Jawādī 1, p.420)와 형체 없는 소리(YZN/Ṣādiq, p.302; ZT/Jawādī 1, pp.305)에 대한 일화는
야즈디의 『勝戰記』와 『歷史의 精髓』에도 등장한다.

46) 숫자와, 그것에 연관된 하나 이상의 사건 사이의 신비하고 신성한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또는 어떤 단어나 이름, 문구 등을 구성하는 문자들의 숫자 값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야즈디
의 『勝戰記』 뿐 아니라 여러 페르시아어 사서에서 사용되는 ‘Abjad 시스템’도 수비학의 일부
인 동시에 문자학의 범주에도 들어간다. Abjad 시스템은 아랍 스크립트의 철자가 각기 대응되
는 숫자를 지닌다는 것인데, 이는 셈 어족의 알파벳 순서에 의거한 것이다.

47) 본래 ‘문자학(Lettrism)'이라는 단어는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과 활동 등을 포괄하는 단
어이나, 이슬람권에서의 문자학은 문자에 神聖性 및 신비주의적 관념을 부여하여, 세계를 일종
의 쓰일 수 있는 텍스트로 보는 신비주의 과학적 관념이다. 즉, 세계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이름을 Logogriph
(철자를 바꾼 어구를 지닌 수수께끼, Mu'ammā)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그의 특성 뿐 아니라 그
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고, 연대표시명(Chronogram, Tārīkh)의 방법으로는 역사 속 숨겨진 비
밀을 看取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Matthew Melvin-Koushki, “Of Islamic Grammatology : Ibn
Turka’s Lettrist Metaphysics of Light," Al-'Uṣūr al-Wusṭā 24, 2016, p. 78).

48) Christopher Markiewicz, The Crisis of rule in late Medieval Islam: A Study of Idrīs
Bidlīsī (861-926/1457-1520) and Kingship at the Turn of the Sixteenth Centur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15, p.306.

49) 이슬람권의 군주권(Sovereignty) 및 정통성(Legitimacy)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보면, 압
바스 칼리프 조의 붕괴 이전에는 주로 예언자 및 칼리프가 군주에게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이슬람 모델이 군주권의 근원이었고, 1258년 칼리프 조가 몽골에게 멸망한 이후로는 스스로의
신성한 권위를 표방한 칭기스 칸의 ‘투르크-몽골 모델’을 군주권의 근원으로 보아 칭기스 칸과
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한편 칭기스 칸의 지배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그가 이룩한 ‘세계
정복자’ 적 군주가 점차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갔던 16세기 이후, 이슬람권의 각지에 병존하였
던 정권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군주권 및 정통성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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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및 사상들은 페르시아-이슬람권의 유서 깊은 학문이자 당대에 큰 발전을 이룬 분

야이므로, 이 지식과 사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야즈디의『勝戰記』는 당대의 지식 문화

적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렇다면 야즈디가 이와 같은 지식 문화를 『勝戰記』에 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번 장에서는 먼저 야즈디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15세기 페

르시아-이슬람 문화권의 한 지식인이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섭렵하는 과정에 대해 알

아보고,50) 이러한 학문과 사상이 배경이 되어 탄생한 ‘사힙키란’ 정통성에 대해 보다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맘파 마흐디의 대리인(사파비)이나, 칭기스 칸의 후예(우즈벡)라는 명확한 정통성이 없는 국
가에서는 ‘정의로운 군주’라는 정통성 모델을 견고하게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정의로운 군주’
개념은 이슬람권 전체를 관통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으로, 그 기원이 이슬람 이전 페르시아
의 군주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슬람이 들어선 후 이 개념은 여러 무슬림 학자들 및 정치가
들에 의해 군주권의 정통성에 관한 이론으로 체계화되고 정립되었으며, 칼리프 및 샤리아를 통
해 군주권을 보장받건, 칭기스 칸과 그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신성한 계보를 통해 군주권을 보
장받건, 그 외의 어떤 방식으로 군주권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군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전 이슬람권 군주들의 지향점이자 정치이론의 근간이 되었다(Linda T Darling, A H istory
of Social J ustice and Political Power in the Middle East: The Circle of Justice from
Mesopotamia to Globalization, Routledge, 2012; John E. Woods, The Aqquyunlu : clan,
confederation, empire : a study in 15th/9th century Turko-Iranian politics, Minneapolis:
Bibliotheca Islamica, 1976; A. K. S. Lambton, "Justice in the Medieval Persian Theory of
Kingship," Studia Islamica 1, 1962, pp.91-119).

50) 그의 생애에 관해 알 수 있는 사료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학문적 훌륭함 및
그가 『勝戰記』를 서술했다는 내용을 담은 『시인들의 전기』 (Dawlat shāh Samarqandī,
Tazkirat al-shu‘arā, Tehran: Asāṭīr, 1382 Sh./2003-4, pp.378-380), 저자가 6세 때에 그를 만났
던 일화를 담은 『나와이의 전기』(‘Alī Shīr Navā’ī, Majāles al-nafāyes 1, p.25), 그의 말년에
바이순구르(Baysunqūr)의 아들 미르자 술탄 무함마드(Mīrza Sulṭān Muḥammad)의 반란에 가
담하였던 일화 및 그의 학문 여행, 그리고 『勝戰記』 및 그의 詩에 대해 서술한 『무피드의
總攬』(Muḥammad Mufīd Mustaufī Bāfqī, Jāma'-i Mufīdī, Tehran: Asāṭīr, 1385 Sh./2006-7,
pp.299-304; pp.938-942), 야즈드의 유명한 현판 속 詩의 소개 및 그의 현조부부터 부친에 이르
기까지 그들의 이름, 그들의 건축물, 그들의 정치적인 권위 등에 대해 간단히 서술한 『야즈드
史』와 『新 야즈드 史』(Ja‘far b. Muhammad b. Hasan Ja’fari, Tarīkh-i Yazd, Tehran:
Shirkat-i Intishārāt-i I'lmī wa Farhanghī, 1384 Sh./2005-6; Aḥmad b. Ḥusayn b. 'Alī Katīb,
Tārīkh-i Jadīd-i Yazd, Tehran: Farhang-i Īrān Zamīn, 1357 Sh./1978-9) 등이 있다. 이 기록
들은 대체로 그의 고향인 야즈드(Yazd)의 地方志 및 傳記적 기록인데, 특히 傳記 기록은 그의
생애의 특정 사건을 일화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연대 기록이 없고, 심
지어 그 일화의 진위조차 불분명하다. 보스워스(Bosworth)와 安藤志朗(Ando Shiro), 우즈
(Woods) 등의 학자들은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모으고 야즈디가 남긴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의 일생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사료들을 모아 상세하게 정리한
연구가 빈바쉬(Binbaş)의 박사논문 및 同名의 저서이다(C. E. Bosworth, “Sharaf al-Dīn ‘Alī
Yazdī,” EI2 9, p.315; John E. Woods, “The Rise of Tīmūrid Historiogra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6-2, 1987, pp.99-101; Shiro Ando, “Die timuridische Historiographie II,”
Studia Iranica 24-2, 1995, pp.235-43; 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īn ‘Ali Yazd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ncy, Politics, and H 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 istor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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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디의 조상은 일 칸국의 재상이자 역사가인 라시드 앗 딘(Rashīd al-Dīn)에게서

의학적인 지식을 인정받아 후원을 얻었던 그의 高祖父, 샤라프 앗 딘 알리(Sharaf

al-Dīn ‘Alī) 시기부터 현 이란 중앙부의 도시인 야즈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야즈디의

출생 시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가 史書를 저술하기 전의 행적에 관한 유일

한 기록은 그가 1390년대에 이스파한의 사인 앗 딘 투르카(Ṣā'in al-Dīn Turka)51)와 함

께 학문여행을 떠났다는 것이다.52) 이 여행에서 그들은 카이로에서 사이드 후세인 아흘

라티(Sayyid Ḥusayn Akhlātī)53)를, 이스파한 근교의 쿠바난(Kūbanān)에서 샤 니마툴라

왈리 키르마니(Shāh Ni‘mat Allāh Valī-yi Kirmānī)54)를 만났다.

투르카와 아흘라티, 니마툴라는 모두 당대의 유명한 이슬람 지식인들이다. 투르카는

이슬람 법학자, 아흘라티와 니마툴라는 수피인데, 이들이 더욱 유명하였던 이유는 당대

에 수피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행하였던 신비주의 과학에 해박하였기 때문이다.

투르카는 수비학,55) 아흘라트는 문자학56)으로 유명하였고, 니마툴라는 이븐 아라비의

철학적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메시아사상에 근거한 수피 종파, 니마툴라히(Ni'mat

ullāhī)를 세운 인물이었다.57) 특히 투르카의 경우, 당시에 수피와 신비주의 과학을 이단

51) 당대 신비주의 과학의 하나인 문자학의 대가였던 사인 앗 딘 투르카 이스파하니(1369-143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Matthew S. Melvin-Koushki, The Quest for a Universal
Science: The Occult Philosophy of Ṣāʾin al-Dīn Turka Iṣfahānī (1369-1432) and Intellectual
Millenarianism in Early Timurid Iran, (PhD diss.), University of Yale University, 2012).

52) 바프키(Bāfqī)는 야즈디의 학업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셰이흐 아불 카심 카즈라니(Shaykh Abū
al-Qāsim Kāzrānī)의 저서 Sullam al Samvāt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Mustaufī Bāfqī,
Muḥammad Mufīd, Jāma'-i Mufīdī, Tehran: Asāṭīr, 1385 Sh./2006-7, pp.302-4). 또한 알리 시
르 나와이의 저서, N isāyimü’ al-Maḥabbi min Şimāyimi’ al-Fütüvvih에 사인 앗 딘 투르카가
야즈디의 첫 번째 멘토였다는 기록이 등장하며, 사인 앗 딘 투르카 역시 자신의 저서에 야즈디
와 함께 학업 여행을 떠났다고 기록하였다(Binbaş, Sharaf al-Dīn ‘Ali Yazd (ca. 770s-858/ca.
1370s-1454): P rophency, Politics, and H 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 istor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9, pp.29-30).

53) 그는 신비주의 과학 중 하나인 문자학(Lettrism)의 대가로, 훗날 반란을 일으켜 샤루흐를 위협
하였던 후루피야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Neo-Ikhwān al-Ṣafā' 지식인 네트워크의
핵심이기도 한 인물이다(Matthew S. Melvin-Koushki, “The Occult Challenge to Philosophy
and Messianism," Unity in Diversity : Mysticism, Messianism and the Construction of
Religious Authority in Islam, ed. Orkhan Mir-Kasimov, Brill, 2013, p, 272).

54) 14-15세기의 수피이자 시인, 니마툴라히 수피 교단의 창시자. 이븐 아라비 교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마르칸트에 잠시 체류하여 티무르를 만난 적도 있었으나, 티무르
사후에 이란으로 되돌아가 키르만에 정착하였다. 티무르의 손자이자 우마르 셰이흐의 아들인
이스칸다르가 파르스를 차지하였을 때 이스칸다르는 그에게 서신을 보내어 종교적 질의를 행하
기도 하였다.

55) Leonard Rewisohn, "The Confessions of Ṣā'in al-Dīn Turka Iṣfahānī," Sufism and Theology,
ed. Ayman Shihade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p.64.

56) Alexander Knysh, Sufism: A New H istory of Islamic Mys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pp.53-4.

57) İlker Evrim Binbaş, “Timurid Experimentation with Eschatological Absolutism: Mirza
Iskandar, Shāh Ni'mat allāh Walī, and Sayyn Sharīf Jurjānī in 815/1412," Unity in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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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소위 ‘터번 쓴 자(Ahl-i Dastār)’

들과, 오직 신비주의 과학에만 매달려 대중들을 선동하였던 가짜 수피들을 비판하며 페

르시아-순니적 수피즘 전통을 구축하기를 바랐다.58)

투르카가 신비주의 과학에 관해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부류의 지식인들을 비판하였

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의 페르시아-이슬람권에는 신비주의 과학 및 메시아사상

에 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야즈디는 이 다양한 부류의 지식인들 중

에 신비주의 과학 및 메시아사상에 해박하고, 그것을 일정부분 옹호하면서 정통의 범주

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던 스승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야즈디가

『勝戰記』에서 ‘사힙키란’ 개념을 정밀하게 구축할 때 해당 지식과 사상적 내용을 상세

히 반영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는 학업여행에서 돌아온 후, 파르스 지방의 지배자였던 티무르의 손자, 이브라힘

술탄의 초청을 받아 파르스의 중심지인 시라즈로 향하였다. 『勝戰記』의 서론인 『무

깟디마』(Muqaddima, 혹 Jahāngīr nāma)에 따르면 이브라힘 술탄은 사서 저술을 위해

그를 시라즈로 초청하였는데, 그 때가 822AH(1420년)이었다. 이때부터 야즈디는 이브라

힘 술탄이 사망한 838AH(1435년)까지 『勝戰記』 및 그 후속작의 저술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았는데, 그 중에 Logogriph(Mu'ammā)에 관한 책을 저술하거나59) 카바에 보

내는 덮개를 제작하는60) 독특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글을 짓고 역사서를 저술하

는 일이었다.61) 이 업무는 페르시아의 지식인(Ahl-i Qalam)들이 담당해왔던 유서 깊은

직종인 書記(Dabīr)와 연관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이브라힘 술탄이 1435년 사망한 후 야즈디는 고향으로 되돌아갔는데,62) 그 이후 근

Mysticism, Messianism and the Construction of Religious Authority in Islam, ed. Orkhan
Mir-Kasimov, Leiden and Boston: Brill, 2014, p.289.

58) Leonard Rewisohn, "The Confessions of Ṣā'in al-Dīn Turka Iṣfahānī," p.67-70.
59) 사람의 이름에서 철자를 바꾼 어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수수께끼를 의미한다. 이 분야에 대한
야즈디의 저서로는 Ḥulal-i muṭarraz dar fann-i muʻammā va lughaz와 그에 대한 요약본인
Muntakhab-i Ḥulal-i muṭarraz가 있다(전게서, p.46).

60) 전게서, p.63.
61) 야즈디가 남긴 서신들을 모아놓은 『야즈디의 서한』(Munsha’āt-i Yazdī)에 데칸 고원의 바흐
만 조 및 맘룩 조에 보낸 서신이 남아있다(전게서, p.44에서 재인용). 또한 군사원정에 참여하여
이브라힘 술탄에게 발생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는데, 압둘 라자크 사마르칸디('Abd
al-Razzaq Samarqandī)의 15세기 후반 사서 『兩星의 上昇과 두 바다의 만남』(Maṭla'
al-Sa'dain wa Majma' al-Baḥrain)을 보면, 야즈디는 이브라힘 술탄의 등자에 동행하였다고 되
어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전쟁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며 대신 해당 전쟁에 관
해 목격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 기록을 사마르칸디가 직접 인용하였다
(Kamāl al-Dīn Abdālrazāq Samarqandī. Maṭla' Sa'dayn wa Majma' Baḥrayn 3, ed. 'Abdal
Ḥusayn Nawāī, Tehrān: Mu'asasa-yi Muṭāli'āt wa Taḥqīqāt-i Farhangī, 1375 Sh./1996-7,
p.403).

62) 이브라힘 술탄이 사망한 후 샤루흐는 이브라힘 술탄의 아들, 미르자 술탄 압둘라(Mīrzā Sulṭān
'Abd-allah)를 파르스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이후 야즈디는 자신의 고향 야즈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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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몇몇 야즈드의 건축물에 남아있는 현판 외에는 그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1440년대에 그는 침묵을 깨고 샤루흐의 손자, 술탄 무함마드(Sulṭān

Muḥammad)63)의 반란을 부추겨 시라즈를 침공하도록 하였다. 이 반란은 성공을 거두

지 못했으나,64) 야즈디가『勝戰記』속에서 샤루흐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고, 샤루

흐에 관한 별도의 사서를 저술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65) 그가 샤루흐에 대한 반란을 부

추겨 祖孫간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샤루흐 재위 말

기에 이란 중-서부의 토착 지식인들이 샤루흐에게 가지고 있었던 반감을 보여주는 사

건이었다. 본래 야즈디를 포함한 이 지역 지식인들은 티무르 사망 이후 자신의 고향을

지배하는 티무르 조 왕자들과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다. 야즈디의 스승인 투르카

는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Pīr Muḥammad Ibn ‘Umar Shaykh)66)의 부름을

받아 그의 어전에 들었으며, 야즈디의 형은 야즈드 토착유지들을 대표하여 이스칸다르

(Iskandar Ibn ‘Umar Shaykh)67)에게 서신을 보내어 복속을 표시하였다. 야즈디 역시

를 지으며 토착 지식인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미르자 술탄 압둘라가 이브라힘 술탄의 아들이었
고, 그의 곁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던 셰이흐 무힙 앗 딘 아불 하이르(Shaykh Muḥibb al-Dīn
Abū al-Khayr)가 야즈디를 재차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즈드에 머무르며 政界의 부
름에 응하지 않았다(Binbaş. Ilker Evrim, Sharaf al-Dīn ‘Ali Yazd (ca. 770s-858/ca.
1370s-1454), p.62).

63) 그는 샤루흐의 아들인 바이순구르의 아들이다. 본래는 쿰(Qum)에 임명되었으나 1443년부터 점
차 이스파한 및 시라즈 등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결국 1446년 그를 제압하고자 라이
까지 온 샤루흐에 의해 쫓겨나 루리스탄으로 달아났다. 이후 샤루흐가 죽자 파르스 지방을 장
악하였고, 티무르 조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이복형제인 아불 카심
바부르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살해된다.

64) Ghiyās̲ al-Dīn Khwāndamīr, Habibu's-siyar, Tome three. The reign of the Mongol and the
Turk, tr. and ed. W. M. Thackston, Cambridge: Dep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1994, 3:635.

65) 야즈디가 저술한 샤루흐 관련 사서에 대해서는 해제의 3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66) 전술한 우마르 셰이흐의 장자이다. 티무르가 사망하던 807AH(1405년)에 26세였으므로,
781AH(1379년) 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모친은 모굴 칸국 히즈르 호자의 딸인 말라카트
아가이며, 이스칸다르(1384년생), 아미르자데 아흐마드(1387년생), 바이순구르 등이 同腹 동생이
다. 파르스의 지방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부친의 사망 후 그 뒤를 이어 1394년에 파르스의 지방
총독이 되었으며 티무르가 이란 5년 원정을 행하는 동안 시라즈와 전장을 오가면서 전투에 참
여하거나 시라즈를 다스렸다. 802AH(1339-1400년)에 티무르가 시라즈에 있던 그에게 동생인 루
스탐을 보내어, 같이 후지스탄과 쿠르디스탄을 통과하여 바그다드로 향하도록 하였으나 그 명
령에 거역하고 시라즈에서 일종의 반항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티무르의 처벌을 받아 시라즈를
빼앗기고 티무르 원정군에 투입되었다가, 805AH (1403년) 다시 시라즈의 지배권을 얻었다. 이
시기에 동생인 루스탐은 이스파한의 지배를 얻게 되었다. 1409년에 無名의 군사에게 살해된다.

67) 우마르 셰이흐의 아들 이스칸다르는 15세에 부친의 첫 영지였던 안디잔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
당하였는데, 801AH(1399년)에 모굴 칸국의 히즈르 호자 칸이 사망한 틈을 타서 동쪽으로 공격
을 행하여, 카슈가르와 악수를 거쳐 호탄까지 약탈을 행한 후 안디잔으로 귀환하였다. 이 때 그
의 독단적인 행동에 놀란 사마르칸트의 무함마드 술탄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후 처벌로
티무르의 이란 7년 원정에 투입되었다가, 806AH(1403-4년 겨울) 하마단과 보루지르드의 지배를
부여받았다. 티무르 사후 그는 샤루흐에 반항하여 스스로 파르스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였는데,
이슬람 교리 및 페르시아 권의 지식에 해박하여 많은 지식인들을 곁에 두었다. 1413-4년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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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힘 술탄의 요청을 수락하여 시라즈에서 근 15년간 그의 近臣이 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상반기 내내 후루피야(Ḥurūfiyya)68), 무샤시야(Mush'ash'īyya)69), 누르바흐시

(Nurbakhshī)70) 등 메시아임을 자임하는 극단적인 반정부 종교집단의 위협에 시달려온

샤루흐는, 재위 중반인 1430년대부터 토착 지식인 집단과 지방 왕자들 사이의 안정을

깨고 종교-지식인 집단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고자 시도하여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

저술된 역사서 『무인 選史』(Muntakhab al- Tawārīkh-i Mu'īnī)는 본래 그를 위해 저술되었
으나 그가 사망한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샤루흐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Fatimah
Keshavarz, “The horoscope of Iskandar Sultan,”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16,
1984, pp 197-208; Priscilla P. Soucek, "Eskandar B. 'Omar Sayx B. Timur: a Biography,"
Oriente Moderno, ns, 15-2, 1996; İlker Evrim Binbaş, "Timurid Experimentation with
Eschatological Absolutism: Mirza Iskandar, Shāh Ni'mat allāh Walī, and Sayyn
Sharīf Jurjānī in 815/1412," Unity in Diversity: Mysticism, Messianism and the
Construction of Religious Authority in Islam, ed. Orkhan Mir-Kasimov, Leiden and Boston:
Brill, 2014).

68) 신비주의 과학의 일종인 문자학(Lettrism)에 기반하여 14-5세기 서 이란과 아나톨리아 일대를
휩쓴 극단주의적 수피교단. 그 교조는 14세기의 파즐 알라 아스타라바디(Fazl-allah Astarabadi)
였는데 그는 티무르의 아들 미란샤(Amīrānshāh)에 의해 진압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후 샤
루흐 시기인 1427년에는 샤루흐의 암살을 기도할 만큼 세력을 확장하였다(Beatrice Forbes
Manz,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241). 파즐 알라 아스타라바디의 저서는 벡타쉬 교단에서 사용하여 널리 알려졌다
(Hamid Algar, "HORUFISM," Encyclopedia Iranica XII, Fasc. 5, pp.483-490).

69) 1436년 현재의 이란-이라크 변경지역에서 敎祖인 이븐 파라흐(Ibn Farah)가 스스로를 알리의
현신이자 마흐디라 주장하며 등장하였던 시아 계통의 극단주의적, 이단적 이슬람 종파 중 하나.
이후 1441년 후지스탄의 도시 호바이자를 차지하였고 이라크 방향으로 세력을 펼쳐나갔다. 천
년왕국 이론과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사파비 초기에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사파비의 12대
이맘파에 흡수되었다.

70) 교조인 무함마드 누르바흐시 카히스타니(Muḥammad Nurbakhsh Qahistānī)는 15세기 상반기
에 활동한 후라산 남부 카히스탄의 도시 카인(Qāyīn) 출신의 수피로, 누르바흐시 종파의 핵심
교리에 관한 저서를 남겼다. 그의 스승인 사이드 이스학 알 쿠탈라니(Sayyid Ishaq
al-Khutlanī)는 시아 계열의 수피 종파인 쿠브라위야 수피인 미르 사이드 알리 하마다니(Mīr
Sayyid ‘Alī Hamadānī)의 제자였는데, 꿈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제자인 누르바흐시가 메시아라
주장하며 쿠탈란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1423년 쿠탈란의 티무르 조 총독 바
야지드에 의해 붙잡혀 투옥되었다. 스승이자 이 군사 활동의 주체였던 쿠탈라니는 처형되었고,
누르바흐시는 샤루흐의 어전에 끌려갔다가 이브라힘 술탄의 어전인 시라즈로 향하였고, 도시
비바한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나 이라크 및 쿠르디스탄 등지를 여행하였다. 이후 쿠르디스탄 및
바크티야르 지역에서 다시금 세속적 주권을 주장하였다가 샤루흐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 번 붙
잡혔다. 이후 풀려나 타브리즈, 시르반, 길란 등지를 떠돌다가 억류되었고, 샤루흐의 사망과 더
불어 다시 풀려나 라이에서 1464년 사망할 때 까지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그의 교리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카슈미르 등 순니화가 진행되던 곳에서는 누르바흐시 계 유명 수피들
이 살해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현재에는 발티스탄에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N. Hanif,
Biographical Encyclopaedia of Sufis: Central Asia and Middle East, New Delhi: Sarup Book
Publishers (P) Ltd, 2002, pp.363-4; Shahzad Bashir, Messianic Hopes and Mystical Visions
: The Nurbakhshiya between Medieval and Modern Islam, Colo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3; Devin DeWeese, “The eclipse of the Kubraviyah in central Asia," Iranian
Studies 21, 1988, pp.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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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종교지도자를 살해하지 않는다는 투르크 유목 군주의 오랜 불문율을 깨고 이

스파한의 종교지도자를 살해하여 지식인들을 분노케 하였던 것이다.71)

위의 사건을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던, 당시 이란 파르스 및 그 주변의 지식인 연대

에 대해서는 여러 선학들이 이미 지적한 바이다. 야즈디 및 그의 스승이었던 니마툴라,

투르카, 아흘라티 등은 서로 주창하는 이론과 중요시하는 학문분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서로의 지식에 대한 호의와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당대의 다양한 지식

인 부류들, 즉 敎條的인 성향을 지닌 종교인들이나 반정부적 종교 반란 세력,72) 신비주

의 과학에 치중하여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일부 수피, 정권의 열렬한 후원을 받는

수피교단73)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지식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도 中道의 입

장이어서, 신비주의 과학에 해박하고 이를 박해하지 않았으나 완전히 매몰되는 것은 경

계하였으며, 반대로 敎條的인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순나와 샤리아를

존중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 그들은 파르스와 이라키 아잠(Iraq-i 'Azam)74)에 파견되

71) 이러한 갈등은 주로 샤루흐 재위 후반부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야즈디의 스승이었던 사
인 앗 딘 투르카는 샤루흐가 야르구 법정을 없애고 샤리아에 따른 통치를 확립하였음을 찬양하
였으나, 그의 조카인 아프잘 앗 딘 투르카(Afẓal al-Dīn Turkā)는 샤루흐가 이스파한의 종교인
을 처형함에 반발하며 그를 저주하였다(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 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 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pp.60-1).

72) Shahzad Bashir, Messianic Hopes and Mystical Visions : The Nurbakhshiya between
Medieval and Modern Islam, p.31; B. S. Amoretti, "Religion in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s," The Cambridge H istory of Iran, ed. by Peter Jack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610-655; Ahmet T. Karamustafa, God’s Unruly Friends, Oxford:
One world, 1994, pp.13-23; pp.51-63.

73) 티무르 조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수피교단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낙시반디(Naqshbandi) 교단
이다. 낙시반디 교단의 여러 수피들이 티무르 조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는 당대 낙시반디 수피 본인의 서신이나 그들의 성자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알 수 있다(Jo-Ann Gross, The Letters of Khwajah 'Ubayd Allah Ahrar and H is
Associates, Leiden: Brill, 2002; Mawlānā ʿAlī ibn Ḥusain Ṣafī, Beads of Dew from the
Source of Life : Rashaḥāt ʿAin al-Ḥayāt, Tr. Muhtar, Holland, Al-Baz Pub Inc, 2001; Jürgen
Paul, “Forming a Faction: The Himayat System of Khwaja Ahrar,"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23-4, 1991; Jürgen Paul, “The Rise of the Khwajagan-Naqshbandiyya
Sufi Order in Timurid Herat,” Afghanistan's Islam, ed. Nile Gree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pp.71-86). 낙시반디의 영향력은 그 이후로도 사방으로 확산되어 서쪽으로는 오스
만에서, 동쪽으로는 중국 신강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룰 티무르 재위 시기
에는 낙시반디 수피의 영향보다는 쿠브라비야(Qubraviyya), 야사비야(Yassaviyya) 수피의 영향
이 눈에 띈다. 티무르는 부하라로 갈 때마다 쿠브라비야의 수피 바하르지(Bakharzī)의 靈廟를
방문하였으며, 야시(Yasī, 현 카자흐스탄의 도시 투르키스탄)에 위치한 아흐마드 야사비(Aḥmad
Yasavī)의 靈廟를 증축하기도 하였다.

74) 페르시아 내의 이라크(Persian Iraq)라는 의미이다. 이란 서쪽 산악지역, 즉 파르스와 후지스탄
을 남쪽에, 메소포타미아(이라키 아랍)를 서쪽에, 아제르바이잔과 다일람, 쿠미스 등을 북쪽에,
카르가스 산과 사막지대를 동쪽 경계로 둔 영역을 의미하며 고대에는 山地라는 의미의 Jibāl이
라 불렸다. 셀주크 조 시대에 지발 대신 이라키 아잠으로 불리게 되었고, 거점을 하마단으로 하
게 되었다(C. Edmund Bosworth, "ʿERĀQ-E ʿAJAM(Ī)," Encyclopedia Iranica VIII, Fas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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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토착 세력의 권익을 중시하였던 왕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 왕자들과 자

신의 이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에 토착 세력의 권익보다 중앙의 권

익을 우선시하는 중앙정권과는 대립하였다.75) 그리하여 샤루흐의 중앙집권적 지향이 그

들의 반감을 샀던 것이다.

결국 야즈디는 반란 선동을 이유로 샤루흐의 처분에 따라 850AH (1446년)에 사마르

칸트의 울룩벡 천문대로 강제 이주되어 그곳에서 3년간 거주하였다.76) 이는 그가 천문

학에 해박하였음을 傍證하는 것으로,『勝戰記』속의 무수한 천문학적 정보가 야즈디 본

인의 지식의 산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샤루흐가 사망하고 티무르 조 全域에

서 여러 계승 후보자들이 分立하였을 때, 야즈디는 사마르칸트에서 풀려나 헤라트로 가

서 술탄 무함마드를 만났다. 그러나 술탄 무함마드는 곧 티무르 조 내의 계승분쟁에서

패배하여 살해되었고 티무르 조는 아부사이드 미르자(Abū Sa'īd Mīrzā)77)의 차지가 되

었다. 야즈디는 야즈드로 되돌아가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다가, 야즈드의 근교 도시 타프

트(Ṭāft)로 갔다. 이 시기에 차가타이어 문학의 선구자이자 대표자인 알리 시르 나와이

(‘Alī Shīr Nawāī), 15세기 후반 낙시반디 교단의 유명 수피이자 시인인 압둘라흐만 자

미(‘Abd al-Raḥmān Jāmī)가 그를 만났다는 傳記상의 기록이 남아있다.78) 또한 史書에

따르면, 이란 강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 티무르 조 왕자들 또한 그를 찾아왔다고 한

다.79) 그러나 1452년, 이란 서부에 거점을 두고 동진 중이었던 카라코윤루의 군주 자한

샤의 아들 피르 부다크(Pīr Budaq)가 이란 중앙부에 진출하였을 때, 그곳의 토착 지식

인들은 피르 부다크를 반겼고 야즈디는 피르 부다크를 위해 詩를 바쳤다. 그리고 2년

후인 1454년에 야즈디는 고향에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야즈디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면, 그는 페르시아 문화권의 유서 깊은 여

러 지식·사상을 학습하였고, 그와 유사한 경향을 지닌 페르시아 지식인들과 일종의 연

p.538).
75) 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p.173.

76) Mustaufī Bāfqī, Muḥammad Mufīd, Jāma'-i Mufīdī, pp.299-304.
77) 그는 티무르의 아들 미란샤의 아들 무함마드 미르자의 아들로, 샤루흐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
던 15세기 상반기에는 왕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나, 사마르칸트의 군주 울룩벡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울룩벡이 살해되고 여러 티무르 조 왕자들이 분립하였을 때, 우
즈벡의 군주 아불하이르 칸의 도움을 받아 1451년 사마르칸트를, 1459년 헤라트까지 장악하여
티무르 조를 재통일하였다. 1469년 아크코윤루의 군주 우준하산과의 카라바그 전투에서 살해되
었다.

78) ‘Alī Shīr Navā’ī, Majāles al-nafāyes 1, ed. ‘Alī Aṣghar Ḥikmat, Tehran: Manūchihrī, 1363
Sh./1984-5, p.25; ‘Abd al-Vāsiʻ Niẓāmī Bākharzī, Maqāmāt-i Jāmī. Tehran: Nashr-i Nay,
1371 Sh./1992-93, p.106.

79) MSMB/Nawāī 3, pp.725-26; Aḥmad b. Ḥusayn b. 'Alī Katīb, Tārīkh-i Jadīd-i Yazd,
Tehran: Farhang-i Īrān Zamīn, 1357 Sh./1978-9, p.269; 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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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勝戰記』속에 나타난 지식·사상은 그가 속한 지식인 연대가

지닌 당대의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야즈디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사상을 이용하여,『勝戰記』속에서 티무르의 ‘사힙키란’이라는 군주적 정통성을 어떤 식

으로 구축하였을까.

2. 勝戰記 속 정통성의 근거

이전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야즈디의『勝戰記』에서 제시한, 티무르가 사힙키란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세계정복 그 자체이다.

『勝戰記』(Ẓafar-nāma)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무르의 세계정복과정은

이 사서의 주 내용이다. 『勝戰記』의 본문은 300여개의 작은 ‘이야기(Dāstān/Ẓikr)’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입부나 말미의 티무르 사후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티

무르의 원정과 전투, 승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그의 놀라운 연전연

승 및 그가 정복한 영역의 방대함에 관해 기록함으로써,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둔 티

무르는 신의 가호를 받는 세계정복자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물론 티무르의 놀라운 戰功에 대한 강조는 티무르에 관한 타 사서에서도 볼 수 있

다. 그런데 야즈디의 『勝戰記』는 타 사서와 비교해볼 때, 티무르의 원정 과정을 ‘몽골

제국의 네 울루스에 대한 장악 과정’으로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야즈디는

티무르가 몽골제국의 칸의 혈연적 정통성을 빌어 빌려 지배권을 얻은 대아미르가 아니

라, 몽골 제국의 칸을 대체한 독자적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歷史의 精髓』

에서 티무르가 아제르바이잔과 룸 영역을 아들 미란샤에게 사여한다는 기록은80) 『勝

戰記』속에서 ‘훌레구 칸의 왕좌를 미란샤에게 사여한다.’81)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또

한 티무르가 1395년에 조치 울루스를 원정하여 사라이를 불태운 일이 있었는데, 야즈디

는 이것이 툭타미시가 차가타이 울루스의 사라이를 불태운 일에 대한 보복이라 하였

다.82) 이와 같은 서술은 타 사서의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야즈디의 이러한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잔지르 사라

이(Janzīr Sarāy)’에 관한 『勝戰記』의 서술이다. 『勝戰記』속에는 티무르가 카르시

(Karshī)에서 서쪽으로 두 개의 역참(Dū-Manzilī)83) 거리에 위치한 카잔 술탄 칸의 ‘잔

80) ZT/Jawādī 2, p.763.
81) YZN/Ṣādiq, p.724.
82) 전게서, p.826.
83) 본문에는 “Dū Manzilī”로 되어 있다. ‘Manzil’이란 단어는 집이나 거주지를 가리키는 단어이나,
일부 사료에서는 전쟁이나 사신의 이동시에 거쳐 가는 驛站의 의미로 쓰이면서 거리 단위로 발
전하였는데, 그 의미는 ‘역참 사이의 거리’가 된다. 본문에서는 Dū Manzilī이므로 세 개의 驛站
이 나란히 있을 때의 그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마다 역참 사이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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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 사라이’에서 동영했다는 기록이 수차례 등장하는데, 샤미의 『勝戰記』나 『歷史의

精髓』에는 잔지르 사라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84) 한편 또 다른 史家인 나탄지는 티무

르가 784AH(1382년)에 잔지르 사라이에서 동영하였다고 하면서, 잔지르 사라이가 부하

라(Bukharā)의 근교도시라 하였다.85) 『勝戰記』는 784AH에 티무르가 부하라에서 동영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 티무르가 부하라 혹은 그 근처에 머물렀던 것

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당대의 사서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잔지르 사라이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勝戰記』나 『歷史의 精髓』 모두 잔지르 사라이의 원 주인인

카잔 술탄 칸(Qazān Sulṭān Khān)86)에 관해서는 주로 카르시에 머물렀다고 하였을 뿐,

한 번도 그와 관련하여 ‘잔지르 사라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묘가 ‘살리 사

라이’에 있다는 기록도 남아있으나, 잔지르 사라이라는 지명은 카잔 술탄 칸의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지명을 부하라와 연결지어볼 수 있는 증거는 『勝戰記』

내에서도 여러 차례 보인다. 『勝戰記』에서 티무르가 잔지르 사라이에서 동영하였다고

기록한 해에, 티무르는 호라즘의 콩기라트 부 수피家 혹은 후라산의 케르트 朝를 향해

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84) 이 지명은 『歷史의 精髓』나 샤미의『勝戰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야즈디의 『勝戰記』에서
‘잔지르 사라이’가 등장한 것은 다음과 같이 다섯 차례이다. ㉮ 776/7AH 겨울(1375-6년)
(YZN/Ṣādiq, p.446; ZT/Jawādī 1, p.501), ㉯ 780AH 겨울(1377-8년) (YZN/Ṣādiq, p.477;
ZT/Jawādī 2, p.528), ㉰ 781AH겨울 (1378-9년) (YZN/Ṣādiq, p.483; ZT/Jawādī 2, p.551), ㉱
788AH겨울(1386-7년) (YZN/Ṣādiq, p.557; ZT/Jawādī 2, p.628), ㉲ 790AH(1388년)
(YZN/Ṣādiq, p.595; ZT/Jawādī 2, p.674), 같은 시기를 다룬 『歷史의 精髓』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 중에서 ㉮, ㉯, ㉰ 시기에 대해서 『歷史의 精髓』 에서는 ‘그가 자리하던 곳’이라 하거
나, 아예 언급이 없으며, ㉱의 경우 ‘사라이 샬리(Sarāy Shālī)에서 동영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의 경우, 『勝戰記』에서는 ’(툭타미시가 카잔 술탄 칸의 사라이인) 잔지르사라이를 불태웠다
‘고 되어 있는 반면, 『歷史의 精髓』에는 ’나흐샤브와 카르시를 불태웠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잔지르 사라이는 카르시에서 서쪽으로 두 역참의 거리에 위치”라는 『勝戰記』
속의 기록, 그리고 상기의 ㉲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잔지르 사라이는 카르시 근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외의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즈디가 티무르의 동영지를 잔지르 사라
이라 하였을 때, 하피즈 아브루의 기록에는 동영지에 대한 기록이 모호한 것이 대부분이며, 나
탄지는 오히려 잔지르 사라이를 부하라 근처에 비정하고 있다.

85) 한편 『무인 選史』에는 티무르가 784AH(1382년 겨울), 잔지르 사라이에 한 차례 동영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을 부하라의 부속도시라 소개하였다(Mu'īn al-Dīn Naṭanzī,
Muntakhab al-Tawārīkh Mu'īn-i, ed. Parvīn Istakharī, Tehrān: Asāṭīr, 1383Sh./2004-5. p.241).
동일한 해에 『勝戰記』에서는 티무르가 부하라에서 동영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YZN/Ṣādiq,
p.506), 당시에 부하라, 혹은 그 근교에 동영한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탄지가
잔지르 사라이를 ‘부하라 근처’라고 보았던 것과 야즈디의 ‘카르시 근교’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
이 된다.

86) 차가타이 울루스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가하였던 마지막 칸으로, 카라우나스 부의 아미르 카
즈간에게 살해되었다. 야즈디의 『勝戰記』에 의하면 그는 733AH (1332-3년)에 등극하여
747AH(1346년)에 사망하였다고 하나 차가타이 울루스의 동시대 다른 칸들의 기록과 모순된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차가타이 울루스 내에 칸이 여럿 있었다면 이 모순은 해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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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을 준비하거나, 그 원정에서 되돌아왔다. 부하라는 티무르의 근거지인 키시나 사마

르칸트에 비해 호라즘 및 후라산과 가깝기 때문에, 봄에 호라즘이나 후라산으로 진격하

기 전에 동영하거나, 원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에 적절한 장소였다. 또한

790AH(1388년)에 잔지르 사라이가 툭타미시 군에 의해 불탔다는 『勝戰記』기록을 보

면, 툭타미시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차례로 공격한 다음, 티무르 군이 원정에서 되돌

아오자 부하라에서 철수하면서 잔지르 사라이를 불태웠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상

황에서도 잔지르 사라이는 부하라 근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야즈디와 하피즈

아브루의 두 사서를 모두 참조하였던 15세기 후반의 史家 사마르칸디('Abd al-Razzaq

Samarqandī) 역시 나탄지와 마찬가지로, 툭타미시가 파괴한 곳이 부하라 부근의 잔지르

사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87)

다만 이와 같이 잔지르 사라이를 부하라 부근으로 상정한다면, ‘카잔 술탄 칸의 잔

지르 사라이는 카르시에서 서쪽으로 두 역참 거리에 위치한다’는 『勝戰記』의 기록이

의문으로 남는다. 왜 야즈디는 잔지르 사라이를 카르시와 연결시켰을까. 이에 대해 확

언할 수는 없으나, 부하라와 연결된 카잔 술탄 칸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려

는 야즈디의 의도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차가타이 울루스의 후반 역사에

관한 티무르 조 사서의 기록들을 보면, 차가타이 울루스는 1334년에 타르마시린

(Tarmashīrin) 칸이 살해된 후 수많은 군주들의 짧은 치세가 이어지다가 폭군 카잔 술

탄 칸이 아미르 카즈간(Amīr Qazghan)에게 살해되면서 막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븐바투타나 여러 낙시반디 계 성자전 속의 기록을 보면, 야사우르(Yasawr)88)

의 아들로 알려진 할릴 아타(Khalīl Sulṭān)라는 인물이 14세기 상반기에 마와라안나흐

르의 군주였는데, 그는 부하라에 거점을 두고 알말릭(Almālīq)89)과 베쉬발릭, 카라호자

에서 킵착 초원까지 세력을 뻗은 인물이었다고 한다.90) 이 할릴 아타가 카잔 술탄 칸과

87) MSMB/Nawāī 2, p.719.
88) 차가다이 계 왕자, 부카 티무르(Buqa Timur)의 손자이며, 두아 및 그의 아들 케벡의 편에 서
서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곧 일칸국과 갈등을 빚던 케벡 및 그의 형인 에센부카 칸과 갈등을
빚어 일칸국의 울제이투 칸에게 투항하였고, 그 전에 마와라안나흐르의 많은 도시를 파괴하였
다. 이에 마와라안나흐르의 케벡과 바드기스 및 샤부르간 등지에 자리하였던 야사우르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울제이투 칸이 사망하고 아부사이드 칸이 등극하면서 후라산의 정세
가 변화하게 되자 쇠락하게 되어 1320년에 케벡 칸의 손에 살해된다(Peter Jackson,
“YĀSĀWUR,”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6, http://www.iranicaon
line.org/articles/yasawur-prince; 加藤和秀, 「ケベクとヤサウル : チャガタイ・ハン國支配體制
の確立」,『東洋史研究』40-4, 1982, pp.680-706).

89) 현재 중국 신강성 일리-카자흐 자치주에 위치한 훠청현(霍城县) 부근이며, 카를룩의 도시로 출
발하여 몽골제국 시대에 주요 오아시스 도시이자 군대 주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모굴 칸국의
초대 칸인 투글룩 티무르 칸의 묘가 현재 이곳에 있다.

90) Ibn Battuta, 『이븐 바투타 여행기』 1, 정수일 譯, 서울: 창비, 2001, pp.539-41; Hamid Algar,
"The Naqshbandī Order: A Preliminary Survey of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Studia
Islamica 44, 1976, p.135; ZT/Jawādī 1,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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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은 토간이나 비란(Biran) 등의 학자들도 이미 지적한 바인데,91) 주

목할 점은 그가 부하라에 거점을 두었으며, 타르마시린이 부잔(Būzān)에 의해 사망한

이후 알말릭에 기반을 둔 동부 차가타이 칸들이 수없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12년 이상

마와라안나흐르를 통치하였다는 점이다.92) 이는 『勝戰記』 도입부에 ‘카잔 술탄 칸 재

위시기인 1336년에 티무르가 태어났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93)

몇몇 聖者傳 및 『이븐바투타 여행기』 속 할릴 아타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로 그려

지며, 낙시반디 교단의 敎祖인 바하 앗 딘 낙시반디(Bahā al-Dīn Naqshbandī)는 그의

스승으로서 샤리아를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勝戰記』속의 폭군인

카잔 술탄 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勝戰記』에 따르면 폭군인 카잔 술탄 칸은 정

의로운 차가타이 아미르인 아미르 카즈간에 의해 폐위되며, 아미르 카즈간과 그의 손자

아미르 후세인은 티무르가 마와라안나흐르의 주인이 되기 전, 그곳을 다스리는 適法한

군주로 묘사된다. 물론 아미르 후세인의 운명이 쇠퇴하고 그의 不義한 행동들이 나타나

기 시작하면서 군주의 운명은 티무르에게로 향하였으나, 『勝戰記』의 기록상 카잔 술

탄 칸을 폐위시킨 아미르 카즈간은 정의로운 군주였다. 차가타이 울루스에서 카라우나

스 아미르들, 그리고 티무르에 이르는 왕좌의 向背를 신의 섭리로 설명하였던 야즈디로

서는 카잔 술탄 칸의 공적 및 종교적 신실함 등을 은폐해야 했고, 당대 종교의 중심지

인 부하라와 관련된 그의 흔적을 삭제해야 하지 않았을까.94)

야즈디는 『勝戰記』속에서 ‘칭기스 칸이 전역을 네 개의 울루스로 나누었는데, 티

무르가 신의 도우심과 약속으로, 한 울루스의 군대를 가지고 36년 만에 (네 울루스) 모

두를 점령한데다, 칭기스 칸이 얻지 못한 곳도 얻었다.’95)고 주장하였다.96) 이 주장이

보다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마지막 칸인 카잔 술탄 칸이 不正하

고 쇠약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체한 아미르 카즈간이 나타났고, 그의 손자인 아미르 후

91) Biran, “The Mongols in Central Asia from Chinggis Khan's Invasion to the Rise of Temür
The Ogodeid and Chaghadaid Realm,” Cambridge H istory of Inner Asia, ed. p.B. Golden
and N. Di Cosmo,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 edition, 2015, p.59.

92) H. Algar, “BAHĀʾ-AL-DĪN NAQŠBAND,” Encyclopaedia Iranica III/4, pp.433-5.
93) YZN/Ṣādiq, p.234.
94) 반면에 샤미의 『勝戰記』에는 카잔 술탄 칸의 不正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샤미는 사서
제일 앞부분에 몽골제국 네 울루스의 계보를 서술하였는데, 그 중에 카잔술탄의 이름이 잠시
언급되었지만 그 이상의 서술은 없다. 한편 『歷史의 精髓』에서는 카잔 술탄 칸에 대해 언급
한다기보다 티무르 조 이전, 마와라안나흐르를 비롯하여 후라산이나 호레즘 등지의 여러 세력
각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카잔 술탄의 부정함 > 이로 인한 티무르의 등극’이란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95) YZN/Ṣādiq, p.221.
96) 티무르 조에서 ‘칭기스 칸의 네 울루스’에 관한 개념은 샤루흐의 아들이자 사마르칸트의 지배
자였던 울룩벡 휘하에서 발전하여, 울룩벡 본인이 Ulus-i Arba'라는 역사서를 저술하기도 하였
다. 티무르 조의 네 울루스 관념에 대해서는 川口琢司, 『ティムール帝國支配層の研究』, 劄幌:
北海道大學図書刊行會, 2007의 6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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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이 不正하였으므로 티무르가 등장하여, 결국 신의 뜻에 따라 멸망한 몽골제국의 네

울루스를 티무르가 다시금 점령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

었다. 이러한 의도를 사서 속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부하라와 관련된 카잔 술탄 칸의 활

동이 삭제되었고, 잔지르 사라이는 카잔 술탄 칸의 勢가 축소되었을 때의 마지막 근거

지, 카르시의 근교로 비정되었던 것이다.

1절에서 보았듯이 티무르는 재위시기 내내 황금씨족 출신인 허수아비 칸의 명의를

빌려 그의 大아미르, 혹은 쿠레겐임을 표방하였다.97) 그러나 티무르에게 세계정복자, 사

힙키란이란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역사서에서는, 몽골제국 및 차가타이 울루스에 예

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고 티무르 조를 새로운 국가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야즈디는 『勝戰記』속에서 몽골제국 허수아비 칸의 혈통적 권위를 빌려 통치하

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아미르가 아니라, 차가타이 울루스를 대체하여 그의 敵國에 보복

하는 계승국의 군주, 티무르를 그려낸 것이다. 야즈디의 『勝戰記』에서 쿠레겐 칭호 및

허수아비 칸의 존재가 대폭 축소되어 있는 점이나,98) 전술한 바와 같이 티무르 및 그의

후손이 몽골제국의 네 울루스 영역을 차지하였음을 강조하는 서술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현상이다.99) 사힙키란이란 정통성을 지닌 티무르는 더 이상 칭기스 칸 家의 쿠

97) 1401년 티무르가 우잔에서 그의 손자인 무함마드 술탄 바하두르에게 보낸 문서(Sūzūmīz)를
보면, 발신자를 ‘아미르 티무르 쿠레겐’이라 하였다. 이는 티무르가 스스로를 ‘쿠레겐’이라 칭한
것이다(L. Fekete, Einführung in die persische Paläographie : 101 persische Dokumente,
Budapest: Akadémiai Kiado ́, 1977, pp.71-6).

98) 우즈는 771AH(1370년) 대관식에 관한 두 『勝戰記』의 기록을 비교하여 야즈디가 소유르가트
미시 칸의 대관식을 티무르의 대관식으로 둔갑시켰던 것을 지적하였고, 『勝戰記』와 『歷史의
精髓』의 기록상 차이점을 비교하여 델리 정복 시 금요 마스지드에서 읊어진 후트바 속에서 마
흐무드 칸의 존재가 사라졌음을 언급하였다. 이 기록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보
기 위해 1396년 발행된 티무르 조 칙령을 보면, 칙령 발행자의 이름으로 티무르의 아들 미란샤
쿠레겐의 이름 위에 술탄 마흐무드 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하피즈 아브루의 기록처
럼 후트바를 부를 때 마흐무드 칸의 이름을 호명한 후 티무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
한 사실인 셈이다(YZN/Ṣādiq, pp.936-7; ZT/Jawādī 2, p.853; L. Fekete, Einführung in die
persische Paläographie : 101 persische Dokumente, Budapest: Akadémiai Kiadó, 1977,
pp.63-4).

99) 한편, 야즈디의 또 다른 사서인『무깟디마』에는 아담부터 몽골제국 네 울루스에 이르는 계보
가 기록되어 있다. 이 계보는 대체로 사람과 그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계보가 칭기스 칸에 이르게 되면 칭기스 칸의 前史 및 그의
일대기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설명이 덧붙여지게 된다. 그런데 이 칭기스 칸의 일대기는 기왕
의 칭기스 칸에 관한 여러 일대기를 참조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소 선
택적인 것이 특징이다. 칭기스 칸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에, 특히 마와라안나흐르와 관련된 사
건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쿠쉴룩과 호라즘샤, 오트라르 사건과 서방 원정을 수 십 ‘이야
기’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는 것에 비해, 중국 원정은 겨우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칭기
스 칸이 그의 자녀 및 카라차르 노얀에게 남긴 유언에 관한 서술 후, 차가타이 칸에 관해 서술
하고, 대-유르트의 계보, 우구데이 칸의 중국 원정, 킵착 초원 조치 울루스의 계보, 이란 일 칸
국의 계보(비교적 자세), 투란 차가타이 울루스의 계보를 서술하여, 그 계보가 카잔 술탄 칸까
지 이어진 후에 완결된다. 즉, 『勝戰記』를 포함하여 티무르 조 군주들을 다룬 방대한 티무르
조 사서의 서론으로 예정되었던 『무깟디마』는 천지창조부터 칭기스 칸을 거쳐 티무르에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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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겐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군주이기 때문이다.

야즈디의 『勝戰記』속에서 티무르가 사힙키란임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근거는 수비

학, 문자학, 천문학-점성술 등 신비주의 과학적 근거이다. 전술하였듯이 야즈디는 스승

들의 영향을 받아, 페르시아-이슬람권의 신비주의 과학에 해박한 인물이었다. 야즈디가

티무르의 ‘사힙키란’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신비주의 과학을 동원하였던 예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야즈디의 『勝戰記』속에서 문자학과 관련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문

자학의 일종인 ‘연대표시명(Tārīkh)’100)에 의하면, 티무르가 아미르 후세인을 격퇴하고

그가 임명한 칸을 죽인 후 발흐에서 왕좌에 올랐던 해인 771AH(1370년)은, 쿠란 제 2

장(Sūra al-Baqara‘)의 첫 머리 네 개의 철자를 합한 것이다. 즉, 네 철자가 각기

alif(1), lam(30), mim(40), zal(700)를 의미하므로, 다 합치면 771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연대표시명은 티무르의 등극 시점을 비롯하여 『勝戰記』전체에 걸쳐 중요한

사건마다 이용되어 독자로 하여금 발생 연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발생에

신비한 의의가 내재해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냈다.101)

한편 티무르의 등극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771AH이라는 연도 및 그에 대한 문자학

적 해석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등극 날짜를 살펴보면 수비학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勝戰記』의 기록에 따르면 티무르가 등극한 시점은, 우구데이

의 후손이자 티무르의 허수아비 칸인 소유르가트미시를 칸으로 삼은 시점보다 다소 늦

게 설정되어 있다. 즉, 소유르가트미시를 칸으로 칭한 후, 발흐를 공격하여 아미르 후세

인을 잡아 살해한 다음, 771AH 라마단 월 12일 수요일에 티무르가 왕으로 등극하였고,

‘그를 샤, 사힙키란이라 불렀다’102)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날짜와 관련하여 야즈디는 ‘그

보가 이어지도록 설정하는 동시에, 칭기스 칸 이후 형성되었던 네 울루스의 영역이 티무르에
의해 점령되는 과정을 『勝戰記』에서 서술할 때, 그 배경 설명의 역할을 담당한다. 『무깟디
마』의 이와 같은 배경을 먼저 접하게 되면, 『勝戰記』에서 네 울루스 영역의 정복에 관한 언
급이 등장할 때, 천지 창조부터 칭기스 칸 및 네 울루스에 이르는 계보가 티무르에게로 이어졌
으며, 티무르가 네 울루스를 계승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숨은 의도를 자연스럽게 받
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00) 연대표시명은 문자학과 수비학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신이 내려주신 신성한 언
어인 아랍어의 28개 철자 각각은 숫자와 대응되는데, 특정 문구를 숫자로 풀이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해를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01) 예를 들면, 힌두스탄으로의 원정이 발생한 해에 대해서 야즈디는, ‘그 숫자가 바드르 전투의
아스합의 숫자와 일치하였던 범의 해(Pārs-yīl)이자, “임박한 승리(Fatḥ Qarīb)”라는 문구를 계
산하여 알 수 있듯이 800AH 라잡 월이었다(YZN/Ṣādiq, p.867)’고 서술하였다. 바드르 전투에
서 예언자의 편에 섰던 아스합의 수는 313명이며, ‘범의 해’라는 단어를 헤아려보면 31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2+1+200+60+10+10+ 30=313). 마찬가지로 ‘임박한 승리’라는 쿠란의 문구를 헤아
려보면 800이라는 숫자가 나오므로(80+400+8+100+200+10+2=800), 이 원정은 신의 가호를 받아
시작과 동시에 승리에 임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2) YZN/Ṣādiq, p.403; 한편 티무르가 왕으로 등극하였다거나 그를 ‘샤’로 불렀다는 야즈디의 서
술이 과한 것이로 생각될 수 있지만, 샤미의 『勝戰記』에 ‘(아미르 후세인을 물리친 후, 티무르



- 29 -

분의 영광스러운 나이가 태양력으로 34세를 지나고 있었다.’고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있

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이 날은 율리우스력으로 1370년 4월 9일에 해당하는데, 『勝戰

記』에 기록된 티무르의 생일 역시 율리우스력으로 1336년 4월 9일이기 때문에, 태양의

공전주기를 1년으로 삼는 태양력으로 보면 등극 날짜로 지목된 날은 정확히 그가 34세

가 되는 때이다.

물론 야즈디의 『勝戰記』는 여타 사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연대 기록이 많은 편이

며, 특히 히즈라력과 투르크의 12支 동물력 외에도 사서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쓰이는

페르시아 태양력으로 된 연대기록도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나이를 태양력으로

헤아린 사례는『勝戰記』 본문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 뿐이며, 다른 부분에는 누군가의

나이, 혹은 특정 사건 간의 길이를 간혹 언급하더라도 히즈라력이 기준이 된다.103) 본래

히즈라력과 페르시아 태양력은 1년의 길이가 약 11일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33년은 히즈라력으로 34년에 해당한다.104) 그러므로 어떤 달력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가

에 따라 나이의 비정이 달라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할 문제이며, 역법에 박식한 야즈디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부분에서 티무르의 나이를 태양력으로

계산하였을까.

가) 사힙키란이라는 소문이 세계에 확산되었다’라거나, ‘왕국이 티무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
을 때’ 등의 표현을 보면, 샤미 역시 티무르가 이 시기에 실질적인 지배자임을 숨기지 않고 표
현하고 있다(SZN/Simnānī, p.61).

103) 『勝戰記』에서 티무르의 일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티무르는 25세에 出師하고
9년 동안 노력하여 771AH에 34세의 나이로 등극하였으며, 36년간 재위하였다가 807AH에 사망
하였다고 되어있다(YZN/Ṣādiq, p. 1338). 그런데 이 기사에서 34세의 나이로 등극하였다는 부분
은 페르시아 태양력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그 뒤의 36년은 히즈라 태음력으로 36년이다. 그가
등극한 것은 771AH 라마단 월이고, 태어난 것은 736AH 샤반 월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점인
736AH 샤반 월을 0세로 해도 771AH 샤반 월에 그의 나이는 35년을 채우게 된다. 그렇다면 라
마단 월 때에는 이미 36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34세는 태양력으로 계산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위 36년이나, 사망 당시의 나이인 71세는 태음력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만일 태양력으
로 재위기간을 계산하였다면 771AH 라마단 월은 1370년 4월이며, 그가 사망한 때는 1405년 2
월경이기 때문에 36년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가 사망할 때를 71세라고도 하였는데(전게
서, p.1295), 이 나이 역시 736AH 샤반 월을 0세로 하였을 때, 807AH년 샤반 월까지는 71세가
되므로 히즈라력으로 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태양력으로 계산하였다면 1336년 4월에 태
어난 티무르는 1405년 2월에 사망할 때 68세가 된다.
왜 이렇게 두 달력을 오가면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야즈디가
티무르의 일생에 나타난 몇몇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34세라는 나이
에 의미를 두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야즈디는 티무르가 사망할 당시의 히즈라력 나이인 71,
그리고 재위기간인 36에도 문자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그 전하의 영광스러운 나
이는 71세였는데, 쿠란의 훌륭한 章(Sura)의 첫 번째 문구였던 ‘나는 신을 알고 있다(Ālam)’는
단어와 그 수가 동일하였다. 그리고 그 적수가 없는 통치자의 독자적인 통치 기간은 36년이었
는데, 기도의 가장 훌륭한 부분인,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Lā 'Allah Īlā Allah).> 글자의
세 배이다(전게서, p.1295).” 이처럼 야즈디는 그의 인생을 둘러싼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 숫자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태음력과 태양력을 오갔던 것이다.

104) 히즈라력의 34년은 354*34 = 12036일, 태양력의 33년은 365*33 = 12045일로 약 9일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유사한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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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매우 조심스러운 추측이기는 하나, 그가 이 시점부터 사람들에게 ‘사힙키

란’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5) 일칸국의 아타 말릭 주베이니

(‘Aṭa Malik Juvainī)는 사힙키란이 매 세대마다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념은 ’천

년왕국 메시아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사힙키란’의 사전적 의미인 목성과 토성

의 合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기에 맞추어, 신께서 임명한 인간이 마

치 약속된 메시아처럼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이 ‘사힙키란’ 관념 속에 녹아있는 ‘천년왕

국 메시아사상’의 골자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티무르 이전에도 사힙키란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물론 티무르

이전에도 여러 군주들이 스스로를 사힙키란이라 하였으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힙키란’이라 여겨지는 이들은 마케도니아의 군주 알렉산더, 그리고 나자렛 예수였

다.106)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모두 33세에 사망하였다는 점이다. 알렉산더는 계획

하였던 아라비아 원정을 시작하지 못한 채 바빌론에서, 예수는 제자의 배신으로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에서 33세에 사망하였다. 야즈디가 타 사서에는 없는 ‘티무르의 왕좌 등

극’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시점을 티무르가 34세가 되는 때로 맞추었던 이유는,

과거에 사힙키란으로 널리 알려졌던 위인들을 뛰어넘는 티무르의 위대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다만 마케도니아와 유대인은 모두 태음력이 아닌 태음태양력을 사

용하였으므로, 역법에 능한 야즈디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태양력으로 티무르가

34세가 되었던 날을 그의 등극 날짜로 설정한 것이다. 이 역시 숫자에 담긴 비밀을 이

용하여 ‘사힙키란’ 정통성을 提高한 사례인 셈이다.107)

105) SZN/Simnānī, p.61; YZN/Ṣādiq, p. 403.
106) 사힙키란이라는 칭호는 종교적인 정통성보다는 신이 부여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정복이
라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볼 때 세계 정복에 가까운 광대한 영역을 정복한
최초의 인물은 알렉산더이다. 그러므로 그는 쿠란을 위시하여 페르시아의 각종 문학 작품에 ‘세
계정복자’의 대표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이후 군주들이 스스로를 사힙키란이라 칭할 때, ‘두 번
째 알렉산더’라는 칭호를 병용하곤 하였다. 예를 들면 전술하였던 맘룩의 바이바르스가 그러하
며(Naindeep Singh Chann, “Lord of the Auspicious Conjunction : Origins of the
Ṣāḥib Qirān," p.95), 야즈디의 『勝戰記』에도 티무르가 이스칸다르의 방벽, 이스칸다르의 땅
끝, 이스칸다르의 해협 등을 점령하고 헤쳐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티무르
를 ‘당대의 이스칸다르’라 칭하기도 하였다(YZN/Ṣādiq, p.862). 또한 티무르가 인도 원정 중에
카트와르와 시야흐-푸샨을 원정할 때,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왕이나 심지어 이스칸다르 대
왕조차도 그곳을 손에 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전게서, p.872). 한편 티무르의 후대 군주인 술
레이만의 서기, 무스타파 알리는 이까지 세계에는 세 명의 사힙키란, 이스칸다르와 칭기스 칸과
티무르가 있었다고 여겼다(Naindeep Singh Chann, “Lord of the Auspicious Conjunction
: Origins of the Ṣāḥib Qirān," p.100).
예수의 경우는 알렉산더에 비해, 그가 사힙키란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적은 편이다. 심지어
『勝戰記』에는 예수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 시점에 나타났던 별이 목
성과 토성의 삼중합이라는 의견은 티코 브라헤나 케플러 등 16-7세기 유럽의 천문학자이자 점
성술사였던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107)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기원한 수비학에서 33이라는 숫자가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단편적이고 흥미위주의 사례만 남아있을 뿐이나 이를 통해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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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비주의 과학 중에 『勝戰記』속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천문학-점성술이다. 야즈디는 천문학과 관련된 단독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勝戰記』속에는 투르크 12지 동물력(태음태양력)과 히즈라력(태음력)과 잘랄리력(태양

력)을 병용한 연대기록이 누차 등장하며, 그 연대기록을 환산해보면 타 사서에 비해 오

차가 극히 드물고 정확하다. 이로 보아 그가 천문학-점성술-역법 등 일련의 학문에 대

해 해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108)

야즈디가 천문학-점성술을 이용하여 티무르가 사힙키란임을 주장하였던 첫 사례는

티무르의 8대 조상인 카출리 바하두르에 관한 일화이다. 『勝戰記』의 서론인『무깟디

마』에 의하면 카출리 바하두르는 꿈에서 자신의 주머니로부터 별이 하늘로 솟아오르

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 별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 꿈을 부친인

툼비나 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툼비나 칸은 그의 8대손이 세계정복자가 될 것이라고

해몽하였다.109) 『勝戰記』의 도입부에서는 카출리와 툼비나 칸의 일화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이를 티무르가 태어난 날의 천구 상황과 연결하였는데, 내용의 要旨는 그가

탄생한 시점의 상승점110) 성좌는 여덟 번째 천체인 토성을 주인으로 하는 염소자리이

며,111) 그 시각에 천구의 정점에도 역시 토성이 있었다는 것이다.112) 그래서 티무르는

다. 예를 들어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 33차례였다던가, 창세기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횟수가 33회였다던가, 심지어 요셉이 마리아와 혼인한 나이가 33세라는 것 등이다. 또한 쿠란에
도 인간이 죽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갈 때, 모든 이의 나이는 33세에 고정된다고 한다.

108) 연대 기록에서 여러 달력의 병용은 페르시아-이슬람권의 타 사서에서도 종종 보이는 현상이
나, 이처럼 전혀 다른 세 문화권의 달력이 병용되며, 그 기록 빈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야즈디
『勝戰記』의 특징이다. 특히 투르크력과 잘랄리력의 병기 현상은, 훗날 사파비 조에 등장한 새
로운 페르시아력 형태를 암시하기도 한다. 사파비 조의 두 번째 군주인 타흐마스프 1세
(ṬahmāspⅠ)의 치세 후반부터 새로이 사용된 페르시아력은 紀元을 별도로 두지 않고, 투르크
력과 마찬가지로 12支 동물의 이름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1014AH 무하람 월 초이자 뱀의
해 호르더드 월 1일, 태양이 金牛宮의 29도에 위치하였을 때(後藤裕加子, 「サファヴィー朝年代
記とトルコ暦(十二支)の導入」,『東洋史研究』 66-4, 2008, p.646에서 재인용)’과 같은 새로운 달
력이 생겨난 것이다. 『勝戰記』에 쓰인 기존 잘랄리력의 紀元이 옛 국가인 셀주크 조 말릭 샤
의 용례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은 다분하였지만, 투르크의 12지 동
물력의 용례를 따른 연대표기는 다소 독특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야즈디 『勝戰記』 속에서 두
달력이 병기되고 있었음을 떠올린다면, 당대 페르시아 문화권 사람들에게 두 달력의 병기가 익
숙한 달력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티무르 조에서 투르크력과 페르시아력의 年始는 입춘
근처와 춘분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사파비 시기의 ‘뱀의 해’는 춘분을 연시로 하는, 완벽한 페르
시아 태양력이다. 이렇듯 야즈디의 『勝戰記』 속 기년법은 티무르 조의 투르크 유목 국가적
특징을 반영하는 한편, 후속 국가에서 나타날 새로운 기년법의 원형을 보여준다.

109) YZN/Ṣādiq, p.65.
110) 이것은 점성술의 개념이다. 하늘에 12개의 성좌가 존재하고, 이것이 지구의 자전에 따라 천구
를 매일 한 바퀴 순회하는데, 한 개인이 탄생하였을 때 동쪽 지평선에 위치한 성좌가 그 개인
의 상승점(어센던트)이다. 개인의 일생을 점성학적으로 해석하는 산명천궁도 분석의 시작점이
된다(박승열, 『머머의 점성학 강의노트』, p.119).

111) 12개의 성좌는 각기 그 성좌를 담당하는 ‘주인’이라 불리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과 달
은 1개, 그리고 다른 5개의 행성은 2개씩 담당 성좌를 가지고 있다. 양자리는 화성, 황소자리는
금성, 쌍둥이자리는 수성, 게자리는 달, 사자자리는 태양, 처녀자리는 수성, 천칭자리는 금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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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의 왕’이라 칭해졌고, 점성술 상 토성을 가리키는 ‘물병자리의 주인(Arbāb-i Dūl

)’113)이란 단어 역시 티무르를 지칭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大凶星이나, 『勝戰記』 속

에서 토성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천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세계를 장악할 수 있고, 무력이 뛰어난 존재로 묘사된다.114)

한편 『勝戰記』의 티무르 탄생에 관한 기사 중에는, 사힙키란의 사전적 의미인 ‘목

-토성의 합일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티무르의 일생 중 다른 시점에 발생한 천체

합일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명이 자세한 것이 바로 ‘공기의 삼궁

(Muthalath-i Havāy)에서의 합일’115)이다. 『勝戰記』에 의하면 이 합일은 티무르 생애

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굴 칸국의 군대를

大破한 진흙탕의 전투, 두 번째가 7만 명의 이란인들을 학살한 이스파한의 재앙, 세 번

째가 티무르의 사망 사건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천구의 현상, 즉 두-세 행성들이 30,

60도를 이루는 현상이나, 혜성의 출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야즈디는 이러한 현상에 대

해 ‘(천구의 현상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기록되었을 뿐, 하늘의 상황을 증거로 삼고

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116)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천구의 현

상을 증거삼아 티무르의 勝戰이 곧 신의 뜻임을 주장하였다.

야즈디의『勝戰記』중에, 티무르가 사힙키란임을 보여주는 마지막 근거는 그의 정의

갈자리는 화성, 사수자리는 목성, 염소자리는 토성, 물병자리는 토성, 물고기자리는 목성이다
(Maḥbūbeh-i Humtīyān, Jāyghāh-i boruj davāzdah ghānahdar she’r-i Fārsī, Haftumīn
Hamāyish-i Pazūhishhā-yi Zabān wa Ādabīyāt-i Fārsī, 1394 Sh./2016, pp.2211-2).

112) 고대 천문학에 의하면 토성은 7개의 행성 중에 지구로부터 가장 먼 일곱 번째 행성이나, 지구
를 포함한다면 8번째 행성이 된다.

113) 한편 이 단어는 ‘행운의 주인(Arbāb-i Duwal)’이라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이다. 물병자리를 의
미하는 ‘Dūl’이 행운(Dawlat)의 복수형인 'Duwal'과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이다.

114) YZN/Ṣādiq, pp. 236-8.
115) 공기의 삼궁(Muthalath-i Havāy), ‘Muthalath’란 12성좌를 3개씩 묶어 각각에 네 원소의 특성
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유래한다. 점성학적 이론에 따르면 양자리, 사자자리, 궁수자리가 ‘불의
삼각형’, 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가 ‘흙의 삼각형’,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가 ‘바람의
삼각형’, 게자리, 전갈자리, 물고기자리가 ‘물의 삼각형’이다. 이 각각의 삼각형들은 3개의 별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그 삼각형의 주인으로, 하나는 밤, 하나는 낮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력자라 일컬어진다. 예를 들면 ‘물의 삼각형’의 경우에, 낮에는 금성이,
밤에는 화성이 주인이며, 조력자는 달이다. 본문의 ‘공기의 삼각형’은 ‘바람의 삼각형’의 異稱이
며, 낮의 주인은 토성, 밤에는 수성이 주인이며 조력자는 목성이다. 그리고 이 ‘바람의 삼각형’인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에서 합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바람의 합일’이라 부르는데, 이
문구는 보다 더 정확하게 ‘바람의 삼각형의 합일’이라 칭할 수 있다. Farhang-i Iṣtilāḥāt-i
Nuzūmī에서는 이 바람의 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합일 중에 582AH에 이루어진 합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21번째 합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합일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프톨레마
이오스가 다양한 합일 현상들을 120가지로 정리하여 순번을 매긴 것에서 유래한다. 특히 바람
의 삼각형에서 합일이 이루어지면, 바람이란 원소의 본질에 따라 지상에 바람이 맹렬하게 일어
난다고 알려져 있다(Abū-l Fażl Muṣafī, Farhang-i Iṣtilāḥāt-i Nuzūmī, Tabrīz: Intishārāt-i
Muasasa-i Tārīkh wa Farhang-i Īrān 1357 Sh./1978-9, pp.580∼586).

116) YZN/Ṣādiq,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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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이다. 주베이니는 뭉케 칸 이전의 사힙키란으로 사산조의 군주 후스로우 1세

(Khusraw 1)117), 하팀 알 타이(Ḥātim al-Ṭāiyy)118) 등을 거론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슬람 이전의 이교도들이면서, 관대함과 정의로움의 상징이라는 점이다.119)

군주의 덕목으로 ‘정의로움’이 어떤 덕목보다도 중요하다는 관념은 이슬람 이전 사산조

페르시아, 혹은 그 이전 아베스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이 알 가잘리

(Al-Ghazali)나 나시르 앗 딘 투시(Naṣīr al-Dīn Ṭūsī) 등을 통해 이슬람권의 군주권 이

론 속에 편입되어, ‘정의로운 군주’는 이슬람권의 이상적인 君主象 중에 하나가 되었다.

특히 13세기 이후 칼리프의 대리인 및 몽골제국의 후예 등 선천적으로 정통성을 지닌

이들이 군주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해당 정통성 모델이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점차

정의로운 군주상은 이슬람권의 독보적인 정통성 모델로 부상하였다.

야즈디는 『勝戰記』 곳곳에서 그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는데, 특히 그의 세계정복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을 때, 티무르가 정의로운 군주로 변모하였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디반 알라로부터 파견된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상황을 조사한 다음 기

록하고 돌아와 보고하여, 무력과 不正의 관습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창조주

께서 맡기신 레아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후

에 보석을 뿌리는 혀로 정하였다. “지금까지 세계 정복 업무의 처리에 관

해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항상 (나의) 마음을, 왕국과 길의 번영

과 안전 및 백성들의 복지에 둘 것이다. 이 말의 목적은 이와 같으니, 나의

사람들은 이후에도 피하지 말고 상황을 나에게 고하여, 무슬림들의 행복과

사악한 자들의 격퇴, 적들에게 상처를 입힘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나에

게) 알리도록 하라.120)

117) 사산조의 군주 후스로우 1세(Khusraw 1)는 아누시르반(Anushirvan)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
다. 그는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정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Lisa Balabanlilar, Imperial
identity in the Mughal Empire : memory and dynastic politics in early modern South and
Central Asia, London; New York: I.B.Tauris; 2012, p.145). 이슬람권의 사서 중에서 군주의 정
의로움을 宣揚하고자 할 때, ‘그 정의로움과 공정함이 마치 아누시로번과 같다’고 서술하곤 한
다, 그 예시로 모굴 칸국의 압둘 카림 칸에 관한 기록이 있다(Shah Mahmud Ibn Mirza Fazil
Choras, ХРОНИЌА, ed. and tr. O. Ф. Акцмушкцн, МОСЌВА: 1976, pp.14-17).

118) 이슬람 이전인 6세기 아라비아 반도 타이 부족 출신의 시인이자 전사. 그의 미덕에 관한 시인
사디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부유한 이들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하는 등, 관용과 정의
로움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119) 이에 관해서 하피즈의 말이 주목할 만하다. “왕은 1시간의 정의로움을 통해, 100년간의 기도
와 찬양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문구는 『勝戰記』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한다.
“(신께서는) 일생 중에 정의구현을 위해 소모한 단 한 시간의 결실을, 6-70년간의 기도보다 선
호하시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왕에게 정의로움이, 신에 대한 기도와 찬양보다 더 중요함을 의
미한다(Lisa Balabanlilar, Imperial identity in the Mughal Empire : memory and dynastic
politics in early modern South and Central Asia, p. 148; YZN/Ṣādiq, p. 458).

120) YZN/Ṣādiq, 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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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언은, 티무르가 신이 보내신 군주라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였

던 『勝戰記』서사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사 이전에도 종종 그의 정의

로움을 드러내는 몇몇 일화들이 제시되었으나, 세계 정복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야즈디는 세계정복자인 티무르에게 정의로운 군주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 후, 티무

르가 군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백성을 위한 복지 향상을 꾀하

였음을 주장하였다.

정의로운 군주를 표방하는 이들이 행해야 할 실제적 노력으로는 부정을 일삼는 관

리들의 숙청 및 조세의 투명한 징수 등이 있지만,12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판

결이다.122) 특히 샤리아 법정에서 다룰 민사사건이 아닌, 군주가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할

행정 및 형법 사안을 管掌하는 마잘림 법정에서, 샤리아를 이용하여 지배층의 전횡으로

부터 피지배민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군주는 정의로움의 表象이었다.

『勝戰記』에는 이와 같은 마잘림 법정의 모습이 등장한다. 즉, 티무르의 아미르가

모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 마잘림 디반(Dīvān-i Mazālim)에 출석케 하여 노얀들과 야르

구 아미르들이 그를 심문케 하였다는 것이다.123) 마잘림 디반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에

그치지만, ‘대 디반’에서 차가타이 아미르 및 티무르의 자손들을 심문하는 사례는 『勝

戰記』에 수차례 등장한다.

이 ‘대 디반’은 야르구 아미르들과 노얀들이 차가타이 아미르들을 심문한다는 점에

서 몽골-투르크 유목 제국의 야르구 법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종종 샤리아의 同害報復法(Qiṣāṣ)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중요

하다. 즉, 유목 군주인 티무르가 차가타이 아미르들을 세운 법정에서 샤리아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124) 대 디반의 야르구 아미르들이나 노얀들은 야사와 토라에

준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이들이었는데, 이 법정에서 샤리아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군주

의 모습은, ‘정의로운 군주’ 모델을 주장해왔던 이슬람 학자들이 지향하는 군주상이었다.

문제는 이 판결에 관한 내용이 야즈디의『勝戰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121) 이와 관련된 사례는 『勝戰記』의 후반부에 수차례 등장한다. 예를 들면 시라즈에 ‘정의의 샤
흐나(Shahna)’라는 명목으로 파견되어 징세업무를 행했던 마울라나 쿠툽 앗 딘 카르미가 과도
하게 징세한 부분을 바로잡고 그의 누케르를 살해한다거나, 키르만의 서기였던 이드쿠라는 자
가 세금을 빼돌렸을 때, 그 잘못된 행동을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 및 농경지의 재건 역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티무르가 행하였던 조치 중에 하나였
는데, 카불 근처에 수로를 만들어 황폐한 곳을 번성한 곳으로 만드는 것 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백성들의 생산력을 과도하게 수탈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징세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가잔 칸이나 술탄 우와이스 등 ‘정의로운 군주’를 표방하고
통치에 반영하였던 군주들의 이념적 근간이다(Linda T. Darling, A H istory of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Power in the Middle East, p.109-114).

122) 전게서, p.107.
123) YZN/Ṣādiq, p.430.
124) 川口琢司, 『ティムール帝國支配層の研究』, 劄幌: 北海道大學図書刊行會, 2007의 5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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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보복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입히는 형벌로, 주로 한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죽이는 형벌이다. 그런데 『勝戰

記』속의 티무르는, 잘못을 저지른 아미르를 처형할 때 그 아미르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들을 소환하여 동해보복법으로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동해보복법

의 원 취지와는 다르다. 처형된 아미르는 다른 죄목으로 법정에 소환된 것인데, 그를

처벌할 때에는 과거 원한이 있는 다른 이들을 데려와 보복케 하는 것이다. 어쩌면 처형

된 아미르가 티무르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면 동해보복법은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보면, 底本인 샤미의 『勝戰記』나 타 사

서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술할 때 ‘동해보복법’에 의거하여 아미르를 처형하였다

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처형은 ‘야사에 처했다’는 식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야즈디가 동해보복법에 의거하여 처형하였다고 한 아미르들은 사

실상 야르구 법정에서 야사에 처해진 것이며, 그 안에는 어떠한 샤리아적 요소도 개입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극히 몽골-투르크적 관례인 셈이다.

결국, 야즈디는 14세기 후반 티무르의 야르구 법정에서 행해진 판결 장면 속에 샤리

아적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티무르가 샤리아를 따르는 정의로운 군주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샤리아를 법정 판결에 이용하였던 티무르의 모

습은 후대로 갈수록 ‘정의로운 군주상’을 절대적인 정통성 모델로 삼았던 후속국가의 군

주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 외에도 야즈디는, 티무르가 울라마의 중재와 무프티(Muft

ī)125)의 파트와(Fatvā)를 수렴하여 개종한 적장을 용서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하였

다.126)

이 ‘정의로운 군주상’이란 정통성 모델은 티무르 조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

즉 종교가 정치에 종속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티무르는 재위기간 동안 와크프

관리 및 다양한 종교 업무를 행하는 종교 관직인 ‘사드르(Ṣadr)127)’를 직접 임명하였다.

125) 이슬람 법학자들 중에서 파트와(Fatwā), 즉 이슬람법 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의 의견서를
발부하는 공신력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126) YZN/Ṣādiq, p.1217.
127) 사드르(Ṣadr)의 시작은 11세기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로 거슬러 올라가나, 14세기 티무
르 조에서 사드르는 보다 명확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 公私 와크프의 운영을 감독하는, 국
가에서 임명한 관료를 의미한다. 이들은 마스지드나 마드라사의 담당자 및 타 종교적 단체의
인사를 담당하였으며 동시에 자선과 복지 업무도 행하였다고 한다(Andrew J. Newman, “Ṣadr,"
Encyclopedia of Islam and the Muslim World, 2018; Willem Floor, “Ṣadr," Encyclopedia
Iranica, 2005). 『傳記들의 벗』의 기록에 따르면 티무르 재위시기에 ‘와크프 감독관
(Superintendents of endowments)’은 마울라나 쿠툽 앗 딘 쿠르미와 마울라나 우베이둘라였는
데, 『勝戰記』에서 이 두 사람은 ‘사드르’ 職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HS/Thackston 3:398;
YZN/Ṣādiq, p.1285). 한편『傳記들의 벗』의 上記 기록 아래, 티무르의 와지르들이 나열되어 있
는데, 호자 마흐무드 시합, 호자 야흐야 심나니, 호자 이마드 앗 딘 마스우드 심나니, 잘랄 이슬
람, 호자 알리 심나니, 호자 사이프 앗 딘 투니 등이다. 그러므로 사드르는 와지르와는 구분되는
職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혼데미르가 와지르로 칭한 인물들은, 야즈디의 『勝戰記』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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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디의 동시대 군주인 샤루흐는 15세기 상반기에 샤리아를 강화하고 야르구 법정을

폐지하였으며.128) 탐가세를 폐지하여129) 당대의 찬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마드라사

를 건설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지식인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직접 정하거나 국가가

후원하는 교리를 설정하는 등, 이슬람 세계와 사상을 통제하고 자신의 편의에 맞게 설

정하고자 하였다.130)

티무르 조의 후속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이어졌다. 티무르 조가 멸망한 직

후인 1507년에 사마르칸트를 장악한 샤이바니 칸은 상속에 관한 법정 판결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되는 샤리아 규정에 관해 울라마와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이 논의를 통해

샤이바니 칸은 샤리아 조항을 자신의 의견에 맞게 해석하고자 하였다.131) 이러한 행동

들은 세속 군주가 종교계에 개입하고 그들을 통제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티무르 조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잘림 법정 역시 티무르 조의 후속 국가에서는 달라진 양상을 보

인다. 16세기 후반, 야르칸드(葉爾羌)의 모굴 칸인 압둘 카림 칸('Abd al-Karīm Khān)

은 7일 중에 2일 동안 마잘림 법정을 친히 주재하였는데, 그의 법정에는 카디와 무프티

가 아미르들과 陪席하고 있어. 청원자의 상황이 샤리아에 해당되면 카디와 무프티에게

사안을 배정하였고, 토라에 해당되면 아미르에게 내어주었다고 한다.132) 즉, 이들은 토

라를 버리고 샤리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토라의 영역은 별개로 둔 채로, 샤리아와 그를

관장하는 카디 및 무프티들, 그들을 길러내는 마드라사와 그 커리큘럼, 그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인 네트워크까지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의로운 군주상’이란 정통성 모델은 티무르 조를 거쳐 그 후속국가에 이르

면 ‘(聖俗) 법의 주인인 군주(Ṣāḥib-i Qānūnī)’로 발전하였다.133) 야즈디는 이 ‘정의로운

체적으로 디반 알라의 비틱치들이었다. 이 비틱치/와지르들은 주로 도시에 주재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28) İlker Evrim Binbaş, Intellectual Networks in Timurid Iran: Sharaf al-Dīn 'Alī Yazdī and
the Islamicate Republic of Letters (Cambridge Studies in Islamic Civ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204에서 재인용.

129) Subtelny, Maria. Timurids in Transition, Turko-Persian Politics and Acculturation in
Medieval Iran, Leiden: Brill, 2007, pp.26-7.

130) Maria Eva Subtelny and Anas B. Khalidov, “The Curriculum of Islamic Higher Learning
in Timurid Iran in the Light of the Sunni Revival under Shāh-Rukh,"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5-2, 1995, p.236.

131) Ken’ichi Isogai, “Yasa and Shari‘a in Early 16th century-Central Asia,” Cahiers d’Asie
centrale [En ligne] 3/4, 1997, pp.91-103.

132) Shāh Mahmud Ibn Mirza Fazil Choras, ХРОНИЌА, pp.14-17.
133) 오스만에 관한 코넬 플레이셔(Cornell Fleischer)의 연구에 따르면 오스만은 다양한 시행착오
를 거쳐 군주의 정치적 성공을 담보하는 정의의 도구인 여러 종류의 법률들, 즉 몽골 초원 제
국의 선례를 반영한 세속법과 샤리아라는 종교법의 균형 유지 및 적용 등을 통해, 정의로운 군
주가 되어 신의 승인을 받는 정통성 이론을 확립하였다(Cornell H. Fleischer, Bureaucrat and
intellectual in the Ottoman Empire : the historian Mustafa Âli (1541-1600),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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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상’의 초기 모델, 즉 ‘샤리아를 판결에 이용하는 군주상’을 티무르에게 투영함으로써

후속 국가에 새로운 군주적 정통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134)

이처럼 티무르가 사힙키란임을 입증하기 위해 야즈디가 내세운 근거들을 살펴보면,

당대 페르시아 문화권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지식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티무르를 단순히 ‘하늘의 가호를 받은 군주’로 묘사하는 것에 그쳤

던 여타 사서들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야즈디와 동일한 문화에 젖어있는 이들에게 큰

설득력을 얻었다. 티무르 이전과 이후의 여러 군주들이 스스로를 ‘사힙키란’이라 칭하였

지만 결국 이 칭호가 티무르를 지칭하는 칭호로 인식되었고, 후대의 군주들이 사힙키란

이라는 칭호 및 그와 관련된 군주적 정통성을 이용하려 할 때에 티무르의 선례에 기대

거나 혹은 ‘제 2의 사힙키란’을 표방하였던 것도, 야즈디가 구축한 티무르만의 독자적인

정통성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3절『勝戰記』의 사료적 가치

앞 절을 통해 야즈디의 『勝戰記』가 티무르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저술된 사

서 중에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야즈디의 『勝戰記』

는, 앞서 거론된 샤미의 『勝戰記』 및 하피즈 아브루의 『歷史의 精髓』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사서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장에서는 야즈디 『勝

戰記』에 관한 기왕의 비판적인 의견에 주목하여 사료적 가치를 검토해 볼 것이다.

ACLS Humanities E-Book, 2009). 한편 무굴 제국에서 정의로운 군주는 ‘Darshan’이라는 힌두
국가의 오랜 전통에 따라 피지배민들의 청원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는 이들이었다(Lisa
Balabanlilar, Imperial identity in the Mughal Empire : memory and dynastic politics in
early modern South and Central Asia, p.147).

134) 안토니 블랙(Antony Black)은 이슬람 정치사상을 통시적으로 다룬 저서에서 16세기 이후를
별도의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시기에 관해 ‘근세 국가들의 종교적 이념과 정치적 통제’라는
제목을 붙였고, 이 시기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성립된 때라고 하였다(Antony Black, The
history of Islamic political thought : from the Prophet to the presen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p.197). 그에 따르면 16세기 이후 정치와 종교 권력은 구분된 채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군주가 카디나 종교 職의 인선에 간여하여 직접 사람을 임
명하고 감시하였으며, 그들의 교육과정에까지 간여하고 때로는 세속 업무를 부여하기도 하는
등, 점차 聖俗 방면의 모든 권위가 군주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오스만 술탄
은 셰이휼 이슬람을 뛰어넘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주장하였을 뿐더러, 스스로를 대리인(칼리
파)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전게서, p.204). 한편 빈바쉬는 오스만 술탄 술레이만 1세
가 주장하였던 ‘세속 군주와 칼리프권의 합일’을 야즈디가 『勝戰記』의 후속 史書, ‘Maqāla-yi
Thānī’를 통해 구현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īn ‘Ali
Yazd (ca. 770s-858/ca. 1370s-1454): P rophen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 istory, (PhD diss.),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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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분야의 정보 수록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되는 바는, 야즈디의 『勝戰記』가 페르시아 문학의 특징인

다양한 修辭를 과도히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底本의 내용 이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 다양한 수사적 표현으로 인해 『勝戰記』는 전근대 페르시아 지식인들에

게 문예적 典範이 되었으나, 근대 이후의 역사학자들에게는 혹평을 받았다.135)

태양이라는, 하늘처럼 영광스러우신 잠시드(Jamshīd)가 금성의 고귀한 왕

궁(Sharaf Sarā-yi Nāhīd, 물고기자리)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달의 그림자를

자신의 고귀한 집(Bayt al-Sharaf, 양자리)에 드리웠고, 꽃이라는, 터키석 왕

좌의 자하크(Żaḥāk)가, 풀과 바질이라는 군사들과 함께 정원의 주변을 안착

을 위한 병영으로 삼았던 초봄에,

[시Nazm] 초원의 사방을 봄의 군사들이 장악하였으며, 보랏빛과 좋은 향

기와 꽃의 모습을 취하였다.

정원을 덮은 바람은 사향을 뿌렸고, 부채와 같은 나뭇가지를 지닌 나무는

은색 열매를 맺었다.136)

아홉 행에 달하는 上記의 기사는 결국 ‘초봄’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의 기

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드와 자하크 등 페르시아 전설상의 인물에 관한 지식 및

점성술 이론에 관해 해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성의 고귀한 왕궁'이나 ‘태양의

고귀한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137) 자하크가 왜 터키석으로 된 왕좌에 앉아있는지 이

135) 페르시아 사학사 연구의 거두인 그로네(Growne)는 야즈디의 사서가 불필요하게 과장된 스타
일을 가지고 있으며, 샤미의 『勝戰記』를 장식적으로 재 서술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란의 사학자 아크바르 샤우키(Akbar Shawqi)는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야즈디가 미사
여구와 장황한 설명을 통해 샤미의 『勝戰記』의 표절을 교묘히 감추고자 하였을 뿐이라고 하
였다(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Historiography," p. 100).

136) YZN/Ṣādiq, p.321.
137) Sharaf Sarā, 또는 Bayt al-Sharaf라는 것은, 이란의 점성술에서 지구의 주변을 공전하는 7개
의 천체가 각기 고양된 상태가 되는 성좌, 즉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성좌를 의미하며, 현대 점
성술 용어로는 엑절테이션이라 한다. 이를 페르시아어로 ‘Sharaf’라 하는데, 야즈디는 이 단어를
넣어 ‘금성의 고귀한 왕궁(Sharaf Sarā), 태양의 고귀한 집(Bayt al-Sharaf)이라 표현한 것이다.
각 7개 천체의 높은 지위 성좌(엑절테이션 성좌)는 다음과 같다. 태양은 양자리(Ḥaml)에서, 달
은 황소자리(Thūr)에서, 목성은 게자리(Saraṭān)에서, 금성은 물고기자리(Ḥūt)에서, 수성은 처녀
자리(Sumbula)에서, 화성은 염소자리(Jadī)에서, 토성은 천칭자리(Mīzān)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
며 극히 대접받는 상태, 즉 고양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본문의 내용은 태양
이, 금성의 높은 지위 성좌인 물고기자리를 지나, 자신의 높은 지위 성좌인 양자리로 이동하였
다는 뜻이다. 물고기자리와 양자리의 경계선이 곧 춘분선이므로, 본문의 문장은 천구 상에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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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138)

이처럼 화려하고 방대한 문체는 사실, 15세기 페르시아 史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 페르시아 사학사 분야를 개척한 초기 학자들의 경우, 역사서 등 비 운문 작품에 대

해서도 운문과 동일하게 ‘스타일(Sabk)’에 따른 분류를 행하였다. 이 분류 방식은 서술

의 간결함-방대함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서술이 간결할수록 훌륭한 사

서, 화려하고 방대할수록 군더더기가 많은, 좋지 못한 작품으로 여겼다. 이 분류방식에

따르면 『勝戰記』가 편찬된 15세기 초반은 왕조별 분류에 따르면 네 번째 시기, 스타

일 별 분류에 따르면 이라크 스타일(Sabk-i 'Arāq)에 해당하는데,139) 이 시기의 사서들

은 방대한 修辭와 복잡한 아랍어 표현 및 학문적 내용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란의 페르시아 사학사 연구의 대가인 무

함마드 바하르(Muḥammad Baḥār)는 이 시기 사서의 대표로 일 칸국의 사서 『와사프

사』(Tārīkh-i Waṣṣaf)와 『세계정복자사』를 거론하였으나,140) 야즈디의 『勝戰記』는

『세계정복자사』보다 훨씬 화려한 修辭를 자랑한다. 펠릭스 타우어(Felix Tauer) 또한

페르시아어 작품 중에 비문학 산문을 장르별로 구분하였고, 역사서 장르에 관해서는 통

사, 단대사, 지방지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표적인 사서들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勝戰

記』가 속한 몽골-티무르 조 시기 사서의 특징을 ‘화려한 修辭가 성행하였고, 역사서술

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141)

최근에 들어 페르시아 사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학적 특성을 페르시아

사서의 고유 특징으로 인정하고, 그 문학적 특성에서 의미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찰스

멜빌(Charles Melville)은 몽골-티무르 제국 시기 사서가 지니는 문학적 특징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군주를 영웅서사시 속의 영웅처럼 묘사하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

는 군주의 지배 정통성을 표방하는 선전물로 史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142) 『勝戰記』

양이 춘분점을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페르시아 태양력 상 봄이 시작되고 새해(노루즈)가
되었다는 뜻이다.

138) Shāh nāma 및 여타 자하크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자하크의 왕좌는 아이보리와 터키석으로
되어 있으며, 왕관 역시 터키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터키석은 이란에서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
되는 광석이며, 그 특유의 푸른색으로 인해 푸른 하늘로 비정되기도 한다.

139) 무함마드 바하르의 ‘스타일에 따른 산문의 분류’에 의하면, 1. 사만조(∼11c 중), 2. 가즈나 조
∼셀주크 조 초기(∼12c 중) 3. 셀주크 조 후기∼호레즘 조(∼13c 초) 4. 일 칸국∼아프샤르 조
(∼18c) 5. 카자르 조(∼19c 말), 6. 현대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Jan Rypka, “History of Persian
Literature up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H istory of Iran Literature,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1968, pp.117-8).

140) 전게서, p.117,
141) Felix Tauer, "Persian Learned Literature from its Beginning up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H istory of Iran Literature, ed. Jan Rypka,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1968, pp.443-4.

142) Charles Melville, A H istory of Persian Literature 10, Persian H istoriography, London &
New York: I.B.Tauris, 2012, pp.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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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로 들면 시스탄을 공격할 때는 그곳 출신으로 알려진 루스탐의 일화를 서술에 반

영하여 ‘루스탐보다도 훌륭한 사힙키란’을 강조한다거나,143) 이란을 공격할 때는 이란을

공격하러 진격하는 ‘투란의 왕’을 묘사하는 시구를 삽입하고,144) 비소툰(Bīsutūn)에서는

후스로우(Khusraw)와 시린(Shīrīn)의 이야기를 Shāh nāma에 등장하는 지명과 동명의

지명이 나타날 때에는 Shāh nāma의 해당 문구를 추출하여 삽입하는 등,145) 티무르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 곳곳에 페르시아 古典의 여러 일화 및 여러 영웅들의 업적 등을

적절히 녹여내는 것이다. 그 안에서 티무르는 루스탐이나 바흐람 구르(Bahrām Ghūr),

이스칸다르(Iskandar) 등에 비유되며, 티무르의 군대는 항상 파리둔(Farīdūn)과 이스판

디야르(Isfandiyār)로, 태양은 잠시드나 아프라시압(Afrashyab)이나 마누체흐르

(Manūchihr), 어둠은 자하크에 비정되었다.

또한 『勝戰記』본문에 포함된 상당량의 시는 기존의 유명한 시를 인용한 것인데,

그 중에 인용 빈도가 높은 작품은 페르도시의 Shāh nāma나 아사디 투시(Asadī Ṭūsī)의

Garshasp nāma, 니자미(Niẓāmī)의 Khamza, Iskandar nāma 등 영웅서사시들이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인해 『勝戰記』를 읽고 나면 티무르는 그야말로 페르시아 전설상

의 영웅의 반열에 있으며, 과거의 어떤 영웅보다도 훌륭한 영웅 군주로 느껴지기 마련

143) YZN/Ṣādiq, pp.536-540. 야즈디는 시스탄의 중심도시인 자란즈 원정에 대해 기록할 때, 시스
탄 군과 티무르 군의 싸움을 마치 이란과 투란의 싸움처럼 보이도록 서술하였다(시스탄은 페르
시아 전설상의 영웅인 루스탐의 고향이다). 즉, 자불리스탄 군대가 루스탐에 대한 기억을 떠올
리며 투란 왕의 공격에 맞섰으나, 결국은 투란의 왕인 티무르가 “이란이여, 보아라! 투란 땅의
용감한 발걸음을.”라는 詩句의 내용처럼 승리하였던 것이다. 특히 자란즈의 원정이 완결되고 티
무르가 “다스탄(Dastān)과 사마 사바르(Sāma Savār, 이하 루스탐의 조상들)의 피난처로부터 거
대한 낙타가 짐을 날랐다.”는 詩句에 따라 자불리스탄의 물자들을 획득한 후, 야즈디는 “왕이신
사힙키란에 비하면 루스탐은 무엇인가, 케이후스로우(왕 시기)부터 그와 같은 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라는 시구를 기록하였는데, 이로써 페르시아 전설상의 최고 영웅이자 이란으로 향하는 관
문을 차지하였던 자불리스탄의 루스탐 또한 티무르에 견줄 수 없는 인물이며, 그만큼 티무르가
훌륭한 영웅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144) 차가타이 아미르 중에 하나인 아미르 카즈간이 처음으로 헤라트의 케르트 조를 공격하기 위
해 제이훈 강을 건넜을 때, 야즈디는 “군대를 거느린 타르칸(Tarkān) 카즈간이 투란으로부터
이란으로, 병사를 이끌고 도달하였다 / 전투의 도구들로, 하늘의 천체들을 모아들였다 / 너는
말하였지, 명령을 내려 모든 투란의 왕국들에서 철을 비워버리라고.”라는 시구를 삽입하였다. 이
는 그 전까지 여러 차가타이 아미르들의 할거로 인해 이란을 돌볼 틈이 없었던 마와라안나흐르
의 세력이 아미르 카즈간에 의해 통일된 후 처음으로 이란 땅을 향해 진군한 장면을, ‘이란을
원정하는 투란’이라는 오랜 관념에 빗대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투란의 왕국에
서 철을 비워버린다’는 구절은 단순히 무기의 재료인 철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티
무르’가 투르크어로 철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상기할 때, 아미르 카즈간 이후에 티무르가 올 것
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YZN/Ṣādiq, p.253).

145) 예를 들면 파르스의 나반잔 황야 부근에 위치한 사피드 성채(Qa'la-i Safīd) 공격에 관한 기사
에서 야즈디는, ‘사피드 마을(Diz-i Safīd)’에 관한 Shāh nāma의 시구를 삽입하였다. Shāh nāma
의 사피드 마을은 이란과 투란 사이에 위치하여 파르스의 사피드 성채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지
만, 동명의 지명이라는 이유로 이 시구를 인용하여 사피드 성채의 견고함과 험준함을 설명하고
있다(전게서, pp.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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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46) 그리하여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다른 어떠한 학문적, 종교적 이론보다도 독자

들에게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147)

다만, 최근의 페르시아 사학사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학적 특성’은

야즈디 『勝戰記』가 지닌 정치적 선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

능이 부각될수록 객관적 사실의 수록과 관계된 사료적 가치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야즈디의 『勝戰記』는 화려한 문체로 가득 찬, 분량만 많은 정

치 선전물에 불과한가?

야즈디의 『勝戰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문학적 특성 때문에 본문의 양이

길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절에서 야즈디가 티무르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신비주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였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지식·사상은 정통성

논의와는 상관없이 야즈디 본인이 생각하기에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둘 만 한 점에 관

해 기록할 때에는 어김없이 서술되었다. 즉,『勝戰記』안에는 신비주의 과학을 위시하여

당대를 특징짓는 지식문화의 산물들, 그리고 당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

어 있는데, 이는 旣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브라힘 술탄이 야즈디에게 『勝戰記』의 저술을 명하였을 때 강조하였던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원고에는 필수적으로 각 상황마다 상세한 내용,

심지어는 여행할 때에는 말에 올랐다가 下馬하는 때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장소를 선정

하고 장소 및 驛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까지 모조리 다시 기록하도록 하였다

.”148) 실제로, 야즈디의 『勝戰記』를 샤미의 『勝戰記』와 비교해 보면 야즈디의 『勝

戰記』에는 샤미의 것을 저본으로 삼아 그 줄거리를 따라가고 있지만, 각 상황에 수반

하는 상세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해 서술할 때, 양측에 도열한

사령관 및 바하두르, 각 부대의 長이 누구인지, 혹은 공성전을 벌여 사방에서 성벽 아래

에 굴을 팔 때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특히 주요 전투에서 전사자가 누구인지 등은 야

즈디의 『勝戰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정을 위해 이동할 때 거

쳐 가는 장소의 이름, 그리고 그곳까지의 거리 역시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티무르 조 영역 내의 지리적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146) 물론 이런 식의 서술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고대 영웅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를 정복
할 때는 타르마시린과 사복 테킨 및 마흐무드 가즈나비보다 위대함을 강조하였고, 아제르바이
잔을 공격할 때는 성전사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의 일화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티무르 이전의 훌륭한 역사상의, 혹은 전설상의 영웅들을 이용하여 티무르의 영웅성을
강조할 때, 이들의 출신 지역이나 시대는 제각각이지만, 적어도 페르시아-이슬람 문화권에서 용
인할 수 있는 영웅 군주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47) Lisa Balabanlilar, Imperial Identity in the Mughal Empire : Memory and Dynastic
Politics in Early Modern South and Central Asia, p.147.

148) YZN/Ṣādiq,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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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군대에서 진격하여, 795 AH 라비 알 싸니 25일(1393년 3월 10일) 월

요일, 닭의 해에 상서로이 시라즈 방향으로 향하였고... [중략] 사힙키란은

바로 그 날 일찍 행운으로 말을 몰아 람-호르무즈 강을 건너 안착하였고,

일요일에는 강에 이르러 자리하였다. 그리고 월요일에 자이잔(Jāyizān)149)으

로부터 저녁 무렵 진군하여 자흐라(Zahra) 황야에 안착의 천막을 세웠다.

화요일에 쿠르디스탄150)과 아르가반 강(Āb-i Arghavān)151)을 건너 비바한

(Bihbahān)152)이 승리의 둥지인 병영이 되었다. 수요일에는 시린 강(Āb-i

Shīrīn)153)을 건너, 아슈투르(Ashutur)154) 황야에 안착하였고 목요일에 쿠제

하바스(Kujehavas)155)를 통과하여 한 비닥(Khān-bīdak) 강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자리하였다. 금요일에 주라하 마을은 그들의 안착의 은총으로 세계

도시들의 질투를 얻었다. 토요일에는 바쉬트(Bāsht)156)와 샤아브(Sha'ab)157)

강을 건너 슐 아미르(Amīr-i Shūl)158)의 영역에 안착하였고 일요일에 하바

란(Khāvarān)의 강을 건너, 사피드 성채(Qa'la-i Safīd)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나반잔(Navbanzān)159) 황야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10일 월요일에 군대

를 정비하여 나반잔을 출발하여 성채의 아래에 이르렀는데, 불운으로 종말

을 맞을 ‘사아다트’라는 자가, 샤 만수르의 허가로 그 독보적인 성채의 수장

이었다.160)

위의 기사는 티무르가 1393년에 이란 5년 원정을 행할 당시, 슈시타르에서 시라즈로

149) 후지스탄 州 람 호르무즈에서 동남쪽으로 약 47km　떨어진　곳에　위치.
150) 이 지명은 이란 내 쿠르드인들의 주 거주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비바한서북쪽에 위치한 작
은 구역의 명칭이다. 대 쿠르디스탄과 소 쿠르디스탄이 있으며 대 쿠르디스탄은 비바한에서 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다．

151) THTB에 의하면 이 강의 이름은 Abergun. 즉 Ab-i Argun이라 한다. C. A. baron de Bode
는 이 강을 쿠르디스탄 강, 즉 쿠르디스탄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비바한을 관통하
는 강이라 보았다.

152) 시라즈에서 약 252km 서북쪽에　위치한　이란 후지스탄　주의 도시이다.
153) 비바한에서 남서쪽으로　약　61km　떨어진　곳에　위치．
154) 이란본Ⅱ에 따르면 이 지역은 현재 Līshtar라 불리며 카제룬에서 비바한으로 가는 길목에 위
치해 있다.

155) 이 모음은 THTB를 따랐다.
156) 이란본Ⅰ에는 Yāsht로 되어 있으나 바쉬트라는 지명이 비바한에서 동남부로　약　92km 떨어
진　곳에　위치해 있어 본문처럼 하였다.

157) 나반잔이 사아브 바완(Sha'ab-i Bawān)부근, 비사푸르 북쪽에 위치해있다는　기록이 남아있
다. 실제 비사푸르 북쪽에 바완(Bawān)이라는 곳이 있어 이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158) 슐은 본래 루르 지역의 유목 부족중의 하나로, 슐 부족을 다스리는 아미르의　영역으로 보인
다. 시라즈 북부에는 이 ‘Shūl’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지명이 여럿　보인다. THTB에는 ‘Shul’ 대
신 ‘Khal’로 되어 있다.

159) 사산조 관련 거대한 부조가 남아있는 비샤푸르의 북쪽에 위치한다. 지금의 누르아바드 부근으
로 보인다．

160) YZN/Ṣādiq, pp.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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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지명의 상당수를 현재의 지도에서

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인구가 천 명 이하의 소도시가 많다. 이처럼 야즈디의

『勝戰記』는 戰時에 거쳐 간 장소에 관한 세세한 지명과 더불어 정확한 날짜를 기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때의 기록을 샤미의 『勝戰記』와 비교해보면, 후자는 기록이 소

략한 것도 있지만 지명이 조금씩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그 지명에 관한 기록은 야즈디

의 것이 더욱 정확하기 때문에, 야즈디가 샤미의 저본을 보다 정확히 수정하고 증보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야즈디의 『勝戰記』만이 수록하고 있는 독특한 정보들이 있다. 예를 들

면 티무르가 인도 원정에서 귀환하는 도중에 카슈미르의 자브한이라는 곳에 안착하게

되었을 때 “카슈미르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는 소제목 하에, 비교적 생소한 해당 지

역에 관한 자세한 지리적 정보를 수록하였다. 특히 이 정보는 이슬람권에서 전통적으로

세계 지리에 관한 이해의 根幹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aeus)의 7개 기

후대(Ḥaft Iqlīm)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당대의 지리학적 지식수준을 엿볼 수

있다.161)

카슈미르는 이와 같은 왕국이다. 대략 네 번째 기후대(Iqlīm-i Chahārum)의 중간

에 있다. 왜냐하면 그 기후대의 처음은 그 위도가 33도, 37분인 곳이며, 그 가운

데는 그 위도가 36도 22분인 곳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38도 54분인 것이다.162)

161) 그리스 로마의 지리학 전통 중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시한 7개 기후대(Ḥaft Iqlīm)라는 개념
이 있다. 이는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7개의 기후대로 구분하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5개
기후대 개념이 성행하였던 유럽과는 달리, 프톨레마이오스의 7개 기후대 개념을 받아들였던 아
랍-페르시아의 지리-천문학자들은 이 개념으로 세계의 각 지역의 위치를 비정하곤 하였다. 위
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도로부터 북반구, 남반구를 90도로 구분하는 방식이고, 경도 역시 적
도를 360도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상서로운 섬(Zajāyīr-i Sa'dā, Fortunate Isles)’이다. 이는 대
서양에 위치하는 전설상의 섬으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거주하는 겨울 없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전설상의 개념을 본초 자오선으로 삼았는데, 그의 이 섬은 현재
스페인 서부에 위치한 Macaronesia로 비정할 수 있다. 실제 마카로네시아의 경도는 현재의 시
스템으로 대략 -23.59, 카슈미르 스리나가르가 74.66이므로 본문에서 카슈미르의 경도를 ‘상서로
운 섬’으로부터 105도라고 한 것은 10% 내외의 오차를 보인다.

162) 프톨레마이오스의 7개 기후대 개념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때에 각 지역에서 낮의 길이
를 측정하여, 그 길이가 12시간인 적도부터 24시간인 극점까지를 39단계로 나누고, 그 중에서
낮의 길이가 13시간인 곳을 제 1 기후대, 13시간 30분인 곳을 제 2 기후대... 16시간인 곳을 제
7 기후대의 가운데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적도선으로부터 극점까지를 90도로 나누는 위도의
개념을 가지고 각 기후대의 위치를 비정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네 번째 기후대의 중심
은 낮의 길이가 14시간 30분인 36도 00분으로, 이는 39단계 중에 11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그
기후대의 처음과 끝은 프톨레마이오스가 구분한 39단계 중에 11단계를 중심으로 10단계와 12단
계, 33.18과 38.35라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등장한 수치와 다소 다른 것은 야즈디가 프톨레마이
오스의 개념을 발전시킨 후대의 지리학자들의 수치를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Otto
Neugebauer, A H istory of Ancient Mathematical Astronomy, New York: Springer Verlag,
1975, p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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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의 위도는 적도선으로부터 35도였고, 경도는 ‘상서로운 섬(Zajāyīr-i

Sa'dā)’에서 105도였다. 그 지역의 너비는 길게 펼쳐져 있었고 사방에서 라바사흐

(Ravāsakh)163) 산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남쪽 산자락은 델리와 힌두 땅 방면

에 위치하였고, 산 북쪽은 바닥샨과 후라산 방향, 그 서쪽은 아프간 부족들의 유

르트와 거주 장소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동쪽 방향은 티벳 지역의 초입과 맞

닿아 있었다. 평평하고 너른 장소의 너비는 동쪽 경계에서 서쪽 끝까지 약 40파

르상이었고, 폭은 남쪽 방향에서 북쪽 경계까지 20파르상이었다.164)

또한 당대에 비교적 정보가 적었던 지역의 지리정보를 수록한 또 다른 사례로, 타림

분지 및 그 동부에 관한 기록이 있다.

호탄에서 키타이의 수도인 칸 발릭(Khān Bālīgh)165)까지는 물의 길로, 161

개 역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카라호자까지 35개 역이고, 카라호

자에서 키타이의 경계인 투트카울(Tutkāwul)166)까지는 산에서 산으로 벽

이 둘러져 있었으며, 대문이 있고 집과 역참들이 세워져 있고 어떤 무리들

이 그곳에서 변경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31역이었다. 그곳으로

부터 키타이의 도시 중에 하나인 섬서(Kanjānfū)까지 55 역이었고 그곳으

로부터 칸발릭까지 40 역이다. 한편 40개의 역 외에도 다른 길이 있어, 호

탄에서 키타이의 경계까지 40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마을도 없고 모래가 많았다. 또한 그 황야에 팠던 우물은, 아무리 빨리 물

을 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독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이 마셨을

때 사망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두 우물 사이가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는 죽음을 일으키고 하나는 맛좋은 곳인 경우가 있었다. 호

탄으로부터 카슈가르까지는 50일 거리였으며 카슈가르로부터 사마르칸트까

지는 25개의 역이 있었다. 호탄에는 두 강이 있어 그것을 우랑 카시

(Urang-qāsh)와 카라 카시(Qarā-qāsh)167)로 불렀다. 그 강의 돌의 다수는

옥이었고 그곳에서 다른 왕국으로 운반되곤 하였다. 두 강의 물은 모두 카

란구-타크(Qarānghū-tāq)168)로부터 흐르고 있었다.169)

163) 아랍어로 ‘세로’라는 뜻의 Rāsiyyat의 복수이다.
164) YZN/Ṣādiq, p.976.
165) 몽골제국의 수도인 대도, 즉 현재의 북경을 의미한다.
166) 嘉峪關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甘肅省 酒泉 지구 嘉峪關市에 있는 만리장성 서쪽 끝에 위치하
는 관문이다. 예부터 중국과 그 이서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167) 호탄의 동서에는 백옥하와 흑옥하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를 투르크어로 바꾼 것이
다.

168) 979AH 사본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727)에 따른 것이다.
169) YZN/Ṣādiq, p.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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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기에 사마르칸트로 강제 이주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파르스 및 그

以西 지역에서만 거주하였던 야즈디에게, 사마르칸트에서 동쪽으로 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호탄 및 그 너머의 도시들은 지극히 생소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본에도 없는 지리적 정보를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에 저본 외의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충분히 소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야즈디가 타 사서에 비해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분야로는, 주변 국가의 상

황에 대한 정보가 있다. 야즈디의『勝戰記』에는 티무르가 주변국가의 소식을 보고받거

나, 주변 국가의 사신이 그를 알현하는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

면 티무르는 이란 7년 원정을 시작하였던 802AH 초(1399년 9-10월), 아라스 강 유역에

서 모굴 칸국의 히즈르 호자 칸, 키타이의 톤구즈 칸(Tunghūz Khān)170), 조치 울루스

의 티무르 쿠툴룩 칸, 맘룩 조의 바르쿡의 사망 소식을 ‘소식을 전하는 새(Akhbār-Sār)’

를 통해 전해들은 후 조지아 원정을 결정하였는데, 이 기사 속에 드러난 주변국에 대한

티무르의 정보력도 놀랍지만, 이 기록이 야즈디의 『勝戰記』에서만 접할 수 있는 기록

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해제의 1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홍무제, 즉 톤구즈

칸이 북원 및 그 잔존세력을 장악하고 서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행하였던 일련

의 정책들을 티무르가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

가 주변국의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北元에서 탈출한 푼야스리(本

雅失里, Tāyzī Ughlān)에 관한 기록도 야즈디의『勝戰記』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록

이다. 『勝戰記』는 푼야스리가 대 유르트(Ulugh-Yūrt), 혹은 칼막(Qalmāq)에서 달아나

티무르 조로 투항하였음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서, 티무르의 중국 원정이 단순히 明과의

세력 다툼 때문이 아닌, 北元 중심부의 승계 분쟁과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71)

이 역시 야즈디의 『勝戰記』만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종합해보면, 야즈디의 『勝戰記』는 화려한 문체로 인해 과도히 방대해진 사서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저본인 샤미의 『勝戰記』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충하고 타 사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수록한, 증보판으로서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172)

170) 톤구즈 칸은 당시에 대원을 중국 땅에서 몰아내고 북원과 전쟁 중이었던 명 태조 주원장에
해당한다(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1368-1884," The Chinese World
Order, ed. John K. Fairbank, Cambridge, Mass. 1968, p.2; Felicia J. Hecker, “A
Fifteenth-Century Chinese Diplomat in Herat," JRAS 3-3-1, 1993, p.85). 톤구즈 칸의 사신이
도달한 것이 서력 1397년 11월 이후인데, 홍무 30년(1397년)에 홍무제가 北平按察使 陈德文을
파견한 기록이 明史 西域傳에 남아있다(『明史』 332卷, 「列傳」 220卷, 西域 4, 哈烈). 그 전
에도 홍무제는 홍무 28년(1395년)에 傅安이란 인물을 파견하였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티무르
조 사료에서 찾을 수 없다.

171) YZN/Ṣādiq, p. 878.
172) 이 점에 대해서는 우즈도 지적한 바 있다(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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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찬과정의 정례화 및 자료 선별

야즈디의 『勝戰記』의 두 번째 단점으로 거론되는 바는,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브라

힘 술탄이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내용을 선별하여 기록하였다는 『勝戰記』속의

기사로 인해 이와 같은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다.173) 그렇다면 이브라힘 술탄은 『勝戰

記』의 편찬 과정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의 개입이 『勝戰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까. 그리고 그 개입은 과연 야즈디『勝戰記』만의 문제일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 『勝

戰記』의 편찬 과정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야즈디가 도입부에 기록한 『勝戰記』의 편찬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건 발생 당시에 군주의 곁에 있던 이들이 사건 및 군주의 언행에 대해 기록

하는 단계이다.174) 티무르가 항상 지식인들을 帶同하고 있었음은 아랍 샤(Arabshāh)와

같이 티무르에게 적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당대 아랍인 史家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175) 그 지식인들 중에 ‘위구르의 박시’와 ‘파르스의 서기’가 있어 국가의 여러

사건 및 그에 관한 티무르의 말과 행동을 사건 발생 당시에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 단

계의 기록은 일종의 日誌 형태의 기록일 것이라 추측되지만 현재에는 그 예시가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는 티무르 당대에 그 日誌들을 모으고 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연대기를 작성

하는 단계이다.

Historiography," p.105).
173) 전게서, p. 103; 한편 찰스 멜빌은 『勝戰記』의 여러 사본에 삽입된 삽화들을 비교하여, 이브
라힘 술탄의 아들이 지배하던 시라즈에서 필사된 사본 및 바이순구르가 지배하던 헤라트에서
필사한 사본 속의 삽화가 본래의 줄거리와는 관계없이 각 왕자들을 위한 삽화를 별도로 삽입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사서 저술 뿐 아니라 그 사본 및 삽화에서조차 제작 및 후원을
담당한 군주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īn ‘Ali
Yazd (ca. 770s-858/ca. 1370s-1454): P rophen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pp.175-220; Charles Melville, “Visua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Iran 57-1, 2019, pp.85-94).

174) 사힙키란께서는 여행 중에서나 도시에서 줄곧 위대한 터번의 주인,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성
직자들(Faqhih)과 지식인들, 그리고 위구르의 박시들 및 파르스의 서기들을 동반하였고 그들 무
리와 함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 분의 말과 행동 및
국가와 종교와 정부의 중진들의 상황 등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기록하였
다(YZN/Ṣādiq, p.246).

175) Ahmad Ibn ‘Arabshah, Tamerlane Or Timur - The Great Amir, tr. J. H. Sanders, London:
Luzac & CO., 1936, pp.298-9; 아랍샤는 다마스쿠스 출신으로 티무르의 시리아 침공 때에 사마
르칸트로 이주하여 아랍어 서적을 번역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23년 만에 다마스쿠스로 귀
환한 후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망한 인물이다. 그의 사서는 티무르에 대한 반감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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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그 분의 훌륭한 지시로 그 유창한 화술과 뛰어난 지식을 지닌 벗들

은 그것에 설명의 의복을 입혔고, 시와 산문의 형태로 저술의 길을 걷도록

하였는데, 그 조건은 기록으로 남긴 것을 여러 차례 훌륭한 모임에서 영광스

러운 (그 분의) 귀에 전하여, 모든 확인절차를 온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식으로 ‘투르크 詩集’과 ‘파르스의 纂集(Mu'allaf-i Fārsī)’이, 그

분의 위대한 상황 하나하나를 모두 포함하도록 시와 저술의 펜으로 기록되었

다. 그 외에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신들 중에 일부가 그 분의 연대기

집성을 담당하여, 그것을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

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학자들은 고려와 처리의 그림자 下에서 그것을 투르

크어와 페르시아어의 산문과 운문으로 장식하고 완비하고 완성하였다.176)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면, 티무르는 그 주변의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日誌의 형태로

되어있는 기존 자료에 설명을 붙이고 글의 형태를 갖추도록 한 다음, 완성된 원고를 자

신의 어전에서 읊어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연대기 및 사서에

관해서는, 야즈디의『勝戰記』나 하피즈 아브루(Ḥāfiẓ Abrū)177)의 『歷史의 精髓』

(Zubdat al-Tawārīkh), 기야스 앗 딘 혼데미르(Ghiya ̄s̲ al-Di ̄n Khwāndamīr)의 『傳記

들의 벗』(Habibu's-siyar) 등 현존하는 사서 속에서 그 제목 및 인용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178) 예를 들면, 야즈디의『勝戰記』속에 인용된 『흥분과 포효』(Jush wa

Khurūsh)라는 페르시아 어 연대기의 경우, 저자인 셰이흐 마흐무드 장기 아잠(Shaykh

Maḥmūd Janghī 'Aẓam)은 티무르의 이란 7년 원정에 동행하였다가 806AH(1404-5년)

에 사고로 사망한 티무르 당대의 史家이다. 야즈디가 이 史家의 사서를 인용한 부분은

176) YZN/Ṣādiq, p.246.
177) 티무르 조 상반기의 역사가. 본명은 압둘라 이븐 루트프알라 이븐 압둘라시드 비흐다디니
(‘Abd-Allah ibn Lutf-Allah ibn 'Abd al-Rashīd Bihdadīnī)이다. 후라산에서 태어나 하마단에
서 공부하였으며, 티무르 재위시기에는 그를 따라 수차례 원정에 동행하였다. 이후 샤루흐, 그의
아들 바이순구르 등에게 명을 받아 여러 역사서를 저술하였고, 그 중에 『歷史의 精髓』라는
사서가 그의 저작 중에 精髓라 할 수 있다.

178) 본문에서 예를 든 『흥분과 포효』외에도, 티무르가 니샤푸르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내용에
대해 서술한 마울라나 자이니(Mawlānā Zaynī)의 『니샤푸르의 승리 史』(Tārīkh-i Futuḥ-i
Nayshābūr, ZT/Jawādī 2, p.555), 793AH(1390-1년) 킵착 공격에 관해 서술한 『토크막 군대 격
퇴史』 (Tārīkh-i Shikastan-i Lashikar-i Tuqmāq, ZT/Jawādī 2. p.742), 5년 원정 중 아몰 근
처의 마하나사르 원정에 대해 기록할 때 현장에 있었던 하피즈 아브루 본인의『마하나 성채 승
리史』(Tārīkh-i Futuḥ-i Qal'ih Māhānah, ZT/Jawādī 2, p.749) 등이 있다. 한편 현존하지는 않
지만 여러 기록을 통해 야즈디와 하피즈 아브루가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서들을 전체
적으로 나열한 목록이 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Historiography," pp.84 및
Thomas W. Lentz and Glenn D. Lowry, Timur and the princely vision : Persian art and
culture in the fifteenth century,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89, 1
章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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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AH(1370년), 티무르가 카라우나스 부의 아미르 후세인(Amīr Ḥusayn)을 처단하고

마와라안나흐르의 패권을 장악하였을 때에 관한 기록으로, 詩의 형태이며 연대표시명

(Tārīkh)을 포함한다.179)

이 두 번째 단계의 사서 중에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이 바로 샤미의 『勝戰記』이

다.180) 즉, 상기의 인용문에 따르면 티무르 재위 당시에 그의 명으로 작성된 사서들 역

시 티무르가 직접 듣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그와 같은 사서가 샤미의 것 말고도

페르시아 어와 투르크 어로 여럿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가 티무르의 재위시기에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단계는 티

무르가 세상을 떠나고 이브라힘 술탄이 파르스에 파견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이브라힘

술탄은 티무르 재위시기에 작성된 옛 초고, 즉 ‘투르크 시집’과 ‘파르스의 찬집’ 등을 준

비하고, 읽는 자와 기록하는 자, 그리고 당대의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 서기들 및 목격

자들을 모아 초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교정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각 사건마다 상세

한 내용들, 즉 원정에 나섰을 때 지역 간의 거리라던가 머무는 장소 등을 세세히 덧붙

이도록 하였다.181) 이렇게 수정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야즈디의 유려한 글 솜씨에 의해

완성된 사서가 곧 『勝戰記』인 것이다.

즉, 야즈디의 『勝戰記』 편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사건 발생 당시에 작성된

1차 기록과 티무르 재위시기에 사실 검증 과정을 거쳐 저술된 2차 사서가 있었는데, 이

것을 이브라힘 술탄 시기에 다시 한 번 수집하여 비교대조한 후, 재차 수정과정을 거쳐

3차 사서인 『勝戰記』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찬과정은 꼭 『勝戰記』

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티무르 조의 다른 사서에서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182)

179) YZN/Ṣādiq, pp.403-4.
180) 티무르 조 현존 사료들의 작성 방식을 본문과 같이 세 단계로 정리한다면 샤미의 『勝戰記』
는 티무르 당대에 저술된 2차 사서에 해당하며, 이것이 야즈디·하피즈 아브루 史書의 底本이 되
었다고 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래 샤미의 『勝戰記』는 하피즈 아브루가 저술한 통사
속에 그대로 삽입되었던 것이 1937년 집일되었던 것이며, 그 이전에는 여타 이름만 남은 사서
들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181) 전게서, p.247.
182) 물론 이 세 단계를 거친 편찬 과정이 티무르 조의 모든 사서에 있어서 정석의 방식은 아니었
다. 예를 들어, 티무르 조 후반의 사서인『兩星의 上昇과 두 바다의 만남』 (Maṭla' Sa'dayn
wa Majma' Baḥrayn)은 일 칸국 아부사이드 칸 시기부터 티무르 조의 군주 술탄 아부사이드
미르자 시기까지를 담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歷史의 精髓』와 『勝戰記』를 포함하여 이미
잘 알려진 일칸국 말기∼티무르 조 사서들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서에게는『歷史
의 精髓』 및 『勝戰記』가 2차사서가 되는 셈이다. 반면에 『歷史의 精髓』가 끝나는
830AH(1426) 이후의 사건은 주로 서기들의 일차사료, 개인적인 경험과 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
록되었으므로(C. P. Haase, “Abd al-Razzaq Samarqandi,” Encyclopædia Iranica, I/2, 1982,
pp.158-160), 이 부분에는 1차 기록의 인용이 두드러지게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맘룩과 주고
받은 서신, 그리고 저자 사마르칸디가 인도로 파견되었을 때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그러나 사마르칸디의 사서 역시 저자 1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여러 자료를 모
으고 많은 이들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편찬 사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마르칸디는 본문에 종
종 카말 앗 딘 니자미(Kamāl al-Dīn ʿAbd al-Vāsiʿ Niẓāmī)라는 인물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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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야즈디의 『勝戰記』를 포함한 대부분의 티무르 조 사

서들은, 저자 1인의 오랜 고뇌의 결과가 아니라 一群의 무리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동원되었던 一群의 무리들, 즉 티무르의 곁에 있으면서 항상

그의 말과 행동과 사건을 기록하였던 ‘위구르 박시와 페르시아 서기’, 그리고 이브라힘

술탄의 소집 하에 기존의 자료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던 ‘투르크의 박시들과 페르시아

의 이야기꾼’의 존재는 페르시아의 오랜 서기 전통183) 및 몽골제국 내 식자 계층이었던

위구르 인들의 활약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행정체계를 갖지 못했던 아랍계 무슬림

지배자 하에서 페르시아의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무기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였던

페르시아 인 서기계층과, 자신만의 글자가 없었던 몽골 인들을 대상으로 위구르 문과

행정적 능력을 이용하여 기록을 비롯한 각종 실무를 담당해왔던 위구르 서기계층, 각

지역에서 ‘Men of Letter(Ahl-i Kalam)'이자 文人였던 이들이 티무르 조라는 한 국가에

동시에 존재하며 역사 기록을 담당하였던 것이다.184)

니자미에 관해 혼데미르는, 그가 서신과 칙령을 쓰는 능력을 연마하는 데에 젊은 시절을 보냈
으며, 후세인 바이카라(Husayn Bāyqarā)가 등극할 때 그의 戰功에 관한 사서를 저술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비유와 메타포를 삽입하여 바이카라가 이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문인에게 그 작업
을 맡겼다고 하였다(HS/Thackston, 4:339). 즉, 15세기 후반 티무르 조 군주인 바이카라 역시
여러 서기들에게 사서 제작 업무를 맡겼고, 니자미는 그런 서기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마르칸디 역시 니자미를 시인(Nāzim)이자 서기(Rāqam)라 소개하였으며
(MSMB/Nawāī 4, p.1063), 사마르칸디가 인용한 니자미의 시는 연대표시명을 포함하고 있어
그가 당대의 사서를 기록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즉, 사마르칸디는 자신의 경험 뿐 아니라 동시
대의 서기인 니자미의 당대 기록도 참고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사마르칸디는 서론에 자신의
30년 지기 벗인 셰이흐 무이즈 앗 딘 나쿠이(Shaykh Muʿizz al-Dīn Ḥusayn al-Naqūʿī)를 거론
하면서, 그가 사서의 교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였다(MSMB/Nawāī 1, p.51). 결과적으로
사마르칸디의 사서 역시 당대 군주의 명을 받아, 다양한 기존 기록들을 모으고 여러 사람의 노
력을 투입하여 편찬된 사서인 것이다.

183) Hashem Rajabzadeh. “Dabīr," Encyclopaedia Iranica VI, Fasc. 5, pp.534-539. (온라인출처 :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dabir-secretary-scribe)

184) 페르시아의 사학사적 흐름을 살펴볼 때, 서기(Dabīr)라는 집단은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계층으로, 글을 기록하는 것과 관계된 국가 행정 전반에 간여하였다. 이후 페르시아 권을
다스리게 된 아랍인들이 이들을 이용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서기 전통이 이슬람권으로 이어져,
이슬람화 이후에 페르시아 역사서를 기록한 이들은 대게 서기 집단 출신임을 알 수 있다. Shāh
nāma의 저자 페르도시(Ferdawsī)가 중세 페르시아어로 된 왕실 서기들이 남긴 잔존 기록을 이
용하여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거니와, 페르시아 역사서의 전범인 가
즈나 조 『베이하키 史』(Tārīkh-i Bayhaqī)의 저자 아불 파즐 베이하키('Abu al-Faẓl
Bayhaqī) 역시 다비르, 혹은 카팁(Kātib)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셀주크 조에는 다양
한 종류의 서기가 존재하였는데, 그 중에 日誌書記(Dabīr-i Ruznāma)라는 계층이 있다. 현재는
‘Ruznāma’가 페르시아어로 신문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매일의 사건을 기록
한 글’이 되기 때문에, 이 서기는 본문에서 언급된, 티무르가 대동하고 있는 위구르인 박시나 파
르스 서기와 마찬가지로 군주의 말과 행동, 그를 둘러싼 사건의 경과 등을 기록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일의 정보들이, 훗날 하나의 完整한 사서를 기록할 때 1차 근거자료가 되
는 것이다.
일칸국에서는 이와 같은 페르시아의 사서 편찬 전통에 위구르-북중국의 전통이 중첩되었다.
라시드 앗 딘의 『집사』가, 중국에서 도래한 볼라드 칭상(Bolad Chingsang)의 알탄 다프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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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기들은 앞서 제시된 세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역사

기록 작업에 종사하였다. 예를 들면 하피즈 아브루는 『歷史의 精髓』및 여타 사서와

같은 3차 사서 뿐 아니라 당대의 목격 내용을 담은 1차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185) 이

는 야즈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勝戰記』와 같이 선대 군주에 관한 3차 사서를 작

성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브라힘 술탄을 따라다니며 그에 관한 당대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실제로 사마르칸디와 혼데미르는 이브라힘 술탄의 출정에 관한 서술

하면서 ‘야즈디가 이브라힘 술탄의 鐙子에 동행하였는데, 말씀하시기를...’이라는 설명과

함께 야즈디가 당대의 사건에 관해 기록한 두 四句詩(Rubā'ī)를 인용하였다.186)

이처럼 각 단계의 역사기록 마다 여러 서기들이 투입되어 공동 작업을 행하였다면,

이들을 관할하는 왕실 기구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피즈 아브루는『歷史의 精

髓』에서 소아시아의 반(Vān) 성채 정복에 관해 서술할 때, ‘카르하나(Kār-Khāna)에

있는 호자 마지드 앗 딘의 아들 호자 알리라는 인물이, 그 성채의 승리의 날짜(Tārīkh)

에 관해 (아래와 같은) 훌륭한 四句詩를 읊었다.’187)라는 기록을 남겼다. 호자 알리의 四

句詩는 『勝戰記』나 『歷史의 精髓』에서 종종 찾을 수 있는, 연대표시명을 지닌 사건

발생 당대의 기록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호자 알리는 티무르 재위시기에 역사 기록

을 담당하던 서기인데, 그가 ‘카르하나’라는 곳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 기록

업무가 이루어졌던 카르하나의 존재는 일칸국에서 라시드 앗 딘의 후원 하에 『집사』

등을 제작하였던 ‘라비 라시디야(Rab-i Rashidiyya)'를 연상케 하는데, 티무르 조에서는

라비 라시디야와 같은 정확한 명칭을 찾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기구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왕실이 후원하여 다양한 예술 작업을 행하던 기관이라는 의미로 ‘카르하나’라는 단

어를 사용한 사례는, 일칸국 이전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일칸국 사료에는 종종 등

장한다. 이는 주로 匠人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 장인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천막을 제작하거나, 정원을 짓거나, 옷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다. 그러

므로 ‘카르하나’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다양한 분야의 장인 및 예술가들이

를 사용하여 저술되었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특히 『집사』의 저술과정을 보면, 자료를 단순
히 참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위 서기들을 곁에 두어 보다 조직적으로 자료들
을 정리하고 기록할 내용들을 취사선택하며,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울제이투 사(Tārīkh-i Ūljaytū)를 기록한 카샤니('Abd-Allah ibn 'Alī
Kāshānī)가 『집사』의 저술에 자신의 기여가 큼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勝戰記』를 서술할 때 이브라힘 술탄이 모은 ‘투르크의 박시와 페르시아의 이야기꾼’은
바로 이와 같은 중간역할을 위해 투입된 하위 서기들이었을 것이다(A. SH. Shahbazi,
“Historiography ii. Pre-Islamic Period," Encyclopaedia Iranica XII, Fasc. 3, 2003, pp.325-330).

185) Maria Eva Subtelny and Charles Melville, “ḤĀFEẒ-E ABRU," Encyclopadia Iranica XI,
Fasc. 5, pp.507-509.

186) MSMB/Nawāī 3, p.403.
187) ZT/Jawādī 2,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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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층의 후원 하에 모여서 작업을 행하는 곳이었다. 그 장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長

(Asātizih)이 있는데, 그 長은 군주가 선발하고 관리하였다.188) 즉, 호자 알리가 속한 카

르하나는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들이 모여 공동으로 작업을 행하는 왕실 주관의

작업장이며, 티무르와 이브라힘 술탄이 역사 기록 및 검증을 위해 소집하였던 서기들

역시 이 ‘카르하나’와 같은 기구의 소속이었을 것이다.

티무르 이후의 시대에는 이 카르하나와 유사한 기구를 키탑하나(Kitāb-Khāna, 혹은

Kutub-Khāna)라 불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각종 예술 작업의 후원자였던 샤루흐의

아들 바이순구르(Baysunqūr)의 키탑하나이다. 다울라트 샤 사마르칸디(Dawlat Shāh

Samarqandī)는 바이순구르의 키탑하나에 ‘자파르 타브리지(Ẓa’far Tabrīzī) 휘하에 40인

의 필사가’가 있다고 하였고, 바이순구르 시기에 제작된 삽화 앨범에는 바로 그 자파르

타브리지가 왕실 키탑하나(Kutubkhāna-yi Humayun)에 소속된 여러 예술가들의 업무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한 글(‘Arẓadāsht)이 수록되어 있다.189) 한편 우마르 셰이흐의 아

들 이스칸다르도 키탑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소속되어 있었던 마울라나 마

루프 하타트 바그다디(Mawlānā Ma'rūf Khaṭāt Baghdādī)를 위해 차양과 왕의 천막을

세우고 곁에 펜을 다듬는 이를 제공하여 하루에 500句씩 필사를 시켰다고 한다. 또한

바그다디는 이스칸다르 사망 이후 샤루흐의 어전으로 이송되어 이전과 동일한 필사 업

무에 종사하였으며 페르시아 고전 중 하나인 『함자』의 필사를 맡기도 하였다.190) 사

실 이스칸다르가 이란 서부를 차지했던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 동안 다양한 예술작품

및 과학적 성과가 있었고, 특히 무인 앗 딘 나탄지(Mu'īn al-Dīn Naṭanzī)의 『무인 選

史』(Muntakhab al-Tawārīkh) Mu'īn-i)가 그의 시대에 저술되었는데, 이러한 작업 또

한 그의 왕실 키탑하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191) 한편 이브라힘 술탄의 키탑하

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勝戰記』 편찬 당시 이브라힘 술탄이 양쪽 언어

의 서기들 및 목격자들을 모아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소집하였던 ‘모임’ 등은 이 키탑

하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티무르 조의 사서 편찬 과정은 대체적으로 定例를 따랐다. 앞서 사서 편찬의

두 번째-세 번째 단계를 잘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사서를 작성할 때 밟아나가는 과정

188) TJ/Qazvīnī, p 104; 'Abd-Allah ibn 'Alī Kāshānī, Tārīkh-i Ūljaytū, Tehran: Shirkat-i
Intishārāt-i 'Ilmī wa Farhangī, 1384 Sh./2005-6, p.121.

189) Thomas W. Lentz and Glenn D. Lowry, Timur and the princely vision : Persian art and
culture in the fifteenth century, 4章; W. M. Thackston, Album prefaces and other documents
on the history of calligraphers and painters, köln: Brill. 2001, pp.43-46.

190) MSMB/Nawāī 3, pp.383-4.
191) 이 사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칸다르에게 바친 버전이며, 다른 하나는 샤루
흐에게 바친 버전이다. 즉 후원 군주가 누구냐에 따라 책의 내용이 바뀌었던 대표적인 사례이
다. 자세한 내용은 川口琢司, 『ティムール帝国支配層の研究』, 札幌: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2007의 4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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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서기들의 노력으로 기왕의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

여, 그 내용을 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게 한 다음, 다시 여러 서기들이 왕의 어전에서

이를 검토하고 보충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서를 작성하는 순서였다. 특히 사서 편찬 과

정의 2차 사서였던 샤미의『勝戰記』역시 이러한 定例를 거쳤는데, 그렇다면 야즈디의

『勝戰記』에 이브라힘 술탄이 개입하여 검열의 우려를 낳았던 것처럼, 샤미의 『勝戰

記』에도 티무르의 의견이 포함되어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쿠레겐’이나 ‘大아미르’ 등 티무르가 주창하던 기존의 정통성을 대체하는 새로

운 정통성이었던 사힙키란 칭호는, 샤미의 『勝戰記』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는 티

무르가 샤미의 『勝戰記』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

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절에서 전술하였듯이 샤미는 꿈이나 형태 없는 소리를 통해

티무르가 신의 뜻을 계시 받았다는 일화를 삽입하였다. 이렇듯 샤미의 『勝戰記』또한

야즈디의 『勝戰記』와 마찬가지로 ‘사힙키란’이라는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확립한

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

었던 것이다.

이처럼 샤미와 야즈디의 『勝戰記』가 모두 사실에 대한 의도적 왜곡의 동기 및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당대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

하는 것은 여러 역사서를 손에 쥔 역사가의 역할일 것이다. 다만 두 사서의 객관적 정

확성에 대한 비교는 필수불가결하다. 앞서 야즈디의 『勝戰記』에서 허수아비 칸의 존

재나 티무르의 등극 기사를 둘러싼 왜곡의 정황을 살펴보았으나, 과연 모든 분야에서

야즈디의 『勝戰記』가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일까. 야즈디의 『勝戰記』와

『歷史의 精髓』속에 인용된 2차 사서에 관한 前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야즈디의 『勝

戰記』는 샤미의 『勝戰記』를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그 외의 다양한 사료들을 참고하

였다. 샤미의 『勝戰記』 역시 기왕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나,192) 야즈디가 샤미에 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티무르 재위 당대에 기록된 샤미

의 『勝戰記』와, 후대에 기록되었으나 당대의 여러 자료를 더욱 完整하게 모았던 야즈

디의 『勝戰記』 중에 어떤 사서가 역사적 사실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193)

이에 관한 예시 하나를 살펴보자. 아래는 야즈디의 『勝戰記』기사인데, 이란 7년

원정 중에 시리아의 바알베크(Ba'lbik) 성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192) 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Historiography," p.86.
193) 그 외에도 샤미의『勝戰記』의 내용을 후대 史書의 史家가 수정하고 보완한 사례가 많다. 예
를 들면 샤미의『勝戰記』속 연대기록이 다수의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야즈디가 그것을 바로
잡은 점을 들 수 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Charles Melville, “The
Chinese-Uighur Animal Calendar in Persian Historiography of the Mongol Period,” Iran 32,
1994; 諫早庸一, 「ペルシア語文化圈における十二支の年始變容について - ティムール朝十二支考
-」, 『史林』 91-3, 2008).



- 53 -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바알베크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 성벽을 살피던

자들은 경악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매우 큰 돌로 세웠기 때문이다.

즉 요새의 벽 한 구석에 있는 하나의 돌이 정원 방향으로 굳건히 서 있었는

데 한 면이 (샤리아 가즈로) 28가즈194)였고 다른 쪽은 16가즈였으며 높이는

7가즈였다.195)

위의 기록과 같은 상황에 대해 샤미는 “성채에 둘러져있는 돌중에 하나는 25가즈,

높이는 9가즈, 폭은 벽에 있기 때문이 크기 얼마인지 신만이 아실 것이다.”196)라 기록하

였다. 그러므로 야즈디는 저본인 샤미의 기록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야즈디는 어떤 자료에 의거하여 저본의 내용을 바꾸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건

을 다룬 『歷史의 精髓』의 기사를 살펴보자.

이 책의 저자는 아미르 잘랄 이슬람과 마울라나 사합 앗 딘 압둘라 리산

<그들의 먼지가 향기롭기를!>과 함께 그 성채의 아랫부분에 이르렀는데, 도

시의 바깥 방향에 정원에 속하는 하나의 큰 돌이 요새 구석에 있었다. 아미

르 잘랄은 명을 내려 줄을 가지고 와 그 돌을 감싸서 몇 가즈인지 측정하도

록 하였다. 한쪽 면이 28가즈였고 다른 쪽은 16가즈였으며 높이가 7가즈였

다.197)

상기의 기사에 따르면 하피즈 아브루는 직접 바알베크 성채를 목격하였고 대 비틱

치인 잘랄 이슬람(Jalāl Islam)198)의 명에 따라 그 돌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야즈디 또한

‘도시 성벽을 살피던 자’들을 거론하였으므로, 야즈디는 목격자인 하피즈 아브루의 의견

194) 이는 페르시아-이슬람권의 길이단위이다. 가즈(Ghaz) 단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Ghaz-i Shar'ī'라는 단위는 가잔 칸이 제정한 도량형이다. 이 길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本田實信은 13세기에 가즈의 길이가 약 68cm였다고 하였다.
한편 사전 Dikhhudā에서는 이 단위를 중동의 오랜 길이 단위인 완척(Zar')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Zar'-i Shar'ī는 45cm에
해당한다고 한다(온라인 출처 : https://fa.wikipedia.org/wiki/ذرع_شرعی).

195) YZN/Ṣādiq, p.1063.
196) SZN/Simnānī, p.229.
197) Mawlif-i īn Kitāb bā Amīr Jalāl Islām wa Mawlānā Shahāb al-Dīn 'Abd-allah Lisān -
Ṭāb Tharāhumā - be Pāīān Ḥiṣār Risīdīm az ṭarafī ki Bīrūn-i Shahr ast Muttaṣal-i
bāghstan yik Sang-i Buzurg bir Gūsh-yi Dīvār-i Qal'a būd. Amīr Jalāl Farmūd tā Ṭanāb
Āvardand wa bir ān Sang Girifti ān rā Gaz kardand. Az yik Ṭaraf Bīst wa Hasht Gaz būd
wa az Ṭaraf-i Dīgar Shāzda Gaz dar Haft Gaz Irtifā'...(ZT/Jawādī 2, p.916).

198) 야즈디에 따르면 그는 델리 도시로 들어가 디반 알라의 아미르들과 함께 세금을 거두었다. 한
편 다마스쿠스를 정복하였을 때에도 역시 ‘디반 알라의 아미르들과 비틱치들’ 중에 가장 앞에
이름이 거론되는 대 비틱치였다. 그러므로 하피즈 아브루는 대 비틱치와 함께 다니며 당대의
목격 사실을 기록한 서기라 볼 수 있다(YZN/Ṣādiq, p.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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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샤미의 저본을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勝戰記』는

828AH(1424년), 『歷史의 精髓』는 830AH(1426년)에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각각 샤루흐의 두 異腹 아들인 이브라힘 술탄과 바이순구르의 어전, 즉 시라

즈와 헤라트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서로의 작업을 모르는 상태였다.199) 그렇다면 야즈디

는 하피즈 아브루의 목격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 단서는 前述한 세 단계의

편찬 과정 속에 있다. 즉, 티무르의 이란 7년 원정에 동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

격한 하피즈 아브루가 자신이 본 내용을 1차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후 이브라힘 술탄이

각지에서 자료를 모을 때 이 기록이 이브라힘 술탄의 어전에 수집되었고, 야즈디가 그

기록을 이용하여 저본을 수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하피즈 아브루 역시 해당 성채를 목

격한지 수 십 년 후, 3차 사서인 『歷史의 精髓』를 저술할 때 본인의 옛 기록에 따라

저본을 수정하였고, 이렇게 두 사서의 내용이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다.200)

이 외에도 샤미의 『勝戰記』에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을 때, 야즈디의 『勝戰記』

가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底本의 내용을 바로잡은 예시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샤미의 『勝戰記』는 ‘아미르 카즈간 시기의 왕위는 다니시만드자 오글란과 바얀

쿨리에게 있었는데, (아미르 카즈간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압둘라가 得勢한 때에 바얀)

쿨리가 부친을 쳐부수었고, 파디샤가 바얀쿨리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후 티무르 샤를 왕

위에 앉혔다’고 기록하였다.201) 그러나 이 기록은 매우 모호한 기록이다. 우선 ‘왕위

(Pādishāhī)’가 다니시만드자 오글란과 바얀쿨리에게 있었다고 하였다는 기록과, 파디샤

가 바얀 쿨리를 살해하였다는 글은 서로 모순이다. 한편 바얀 쿨리의 부친은 왕좌에 등

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얀 쿨리가 갑자기 부친을 살해하였다는 기록은 그 정황을 파

악하기 어려워,202) 결국 이 기록은 야즈디와 하피즈 아브루, 나탄지 등에 의해 부정된

다. 후자의 세 기록은 샤미의 기록에 비해 당대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데, 우

선 그들은 다니시만드자 오글란이 아미르 카즈간에 의해 비 차가타이 계 군주라는 이

유로 살해당하였으며, 차가타이 계인 바얀 쿨리의 사망은 압둘라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

였다.203) 이처럼 샤미의 사서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199) 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Historiography," p.106.
200) 한편 하피즈 아브루가 티무르 재위시기에 1차 기록을 작성한 서기였고, 그의 기록을 야즈디가
인용하였음은 인도 원정에 관한 기사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歷史의 精髓』에는 ‘이 책의
저자는 이 여행에 동행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연대표시명을 기록하였다.’고 하며, 801AH을
나타내는 연대표시명을 포함한 시를 기록하였다(ZT/Jawādī 2, pp.852-3). 그런데 이 시와 동일
한 연대표시명 및 시구 일부가 『勝戰記』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YZN/Ṣādiq, p.936).

201) SZN/Simnānī, p.15.
202) 샤미에 의하면 바얀쿨리의 부친은 수르가누(Sūrghānū)인데, 그는 어떤 차가다이 울루스의 계
보에도 군주로 거론된 적이 없다(전게서, p.13).

203) 바얀 쿨리의 살해 이유에 대해서 야즈디는 카라우나스 아미르 압둘라가 바얀쿨리의 부인에게
흑심을 품고 있어 그를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나탄지나 하피즈 아브루는 바얀 쿨리의 사
망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다(MTM/Istakharī, p.83; ZT/Jawādī 1,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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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여럿 발견되는데, 이것이 야즈디의 『勝戰記』에서 수정·보완되었다.

위의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볼 때, 야즈디의 『勝戰記』는 티무르 재위 당대사서는

아니지만, 여러 갈래의 당대 자료들을 수집하여 底本을 내용을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샤미-야즈디의 『勝戰記』가 포괄하는 내용은 차가타이 울루스의 말기인 14세

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勝戰記』가 다루는 초반의 내용은 샤미나 야즈디에게

나 익숙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이 때, 과거의 기록을 정확히 서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대조를 통해 논리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였는데 야즈디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 底本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야즈디의 사서에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페르시아-이슬람권의 지식·사

상 내용들은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식문화의 일부분이기 때

문에 그 자체로 문화사, 지식사 분야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미사여구

와 부차적인 정보들을 차치하고 ‘당대의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

준으로 야즈디『勝戰記』의 사료적 가치를 평가해볼 때, 야즈디의『勝戰記』는 당대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底本인 샤미의 『勝戰記』의 소략한 부분을 보다 상세히 보강

하였고, 잘못 기록된 내용은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야즈디의 『勝戰記』가 타 사

서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은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 4절 사본, 번역 및 연구

1. 본 번역에 이용된 사본 소개

야즈디의 『勝戰記』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티무르의 군주적 정통성을 효과적으로

설득시켰을 뿐 아니라, 사힙키란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여 후대의 군주들에게 훌륭한 전

범이 되었다. 이에 티무르 조가 멸망한 후 그 영역을 차지하였던 여러 후속국가의 군주

들은 티무르의 권위에 가탁하여 자신의 군주적 정통성을 입증하곤 하였는데, 스스로를

‘두 번째 사힙키란(Ṣāḥib Qirān-i Thānī)'으로 칭한다거나,204) 티무르와 연관된 신비한

204) 아크코윤루의 우준 하산은 스스로를 사힙키란이라 칭했으나, 티무르에게도 사힙키란이라고 부
르며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자신이 보다 더 뛰어난 군주임을 선언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Abū Bakr Ṭīhrānī Iṣfahānī, Kitāb-i Diyārbak riyya, Ankara: Turk Tarih kurumu Basimevi,
1964, p.547). 한편 무굴 제국의 샤 자한이 자신의 동전에 스스로를 ‘두 번째 사힙키란'이라 칭
한 것과 더불어, 그의 시기에 발견된 『티무르의 자서전』(Mulfuzāt-i Tīmūrī)을 적극적으로 받
아들여 열심히 읽었을 뿐 아니라, 그 속의 오류를 야즈디의 『勝戰記』에 맞게 고치도록 하였
는데, 이 역시 그가 티무르의 정통성을 빌려 이용하였던 좋은 예이다(Ruby Lal, “Settled,
Sacred and All-Powerful: Making of New Genealogies and Traditions of Empir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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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스스로에게 일어났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205)

이러한 사례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 1901년에 사망한 아프가니스탄의 지배자 압둘

라흐만 칸(Abd al-Raḥman Khān)의 사례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누리스탄

(Nuristan, 舊 카피리스탄)의 쿤룬이란 성채에서 티무르의 비석을 발견하였다고 공표하

였는데, 그의 書記인 미르 문시 술탄 메흐메드 칸(Mir Munshi Sultan Mehmed Khan)

에 의하면, 그 비석에는 ‘티무르가 이 야만인들의 국가를 침공한 첫 번째 무슬림 정복자

이나 쿤룬은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압둘라흐만 칸은 그 비석 하단에

‘성전사인 압둘라흐만 칸은 카피리스탄을 정복하여 (그곳을) 이슬람化하였다’고 덧붙여

새겨놓았다고 한다.206) 上記의 비석이 실제 티무르가 세운 비석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야즈디의 『勝戰記』를 보면 티무르가 800AH 라마단 월에 카피리스탄의 하와크 패스

를 통과하면서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겼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압둘라흐만 칸이 이 기

사를 이용하여 스스로 티무르의 비석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207)

Akba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6-11, 2001, pp.941-958; Irfan Habib, “Timur in the
Political Tradition and Historiography of Mughal India,” pp.307-8). 또한 오스만 셀림 1세 및
그의 아들 술탄 술레이만에게 사용된 다양한 칭호 중에 '일곱 기후대(Haft Iqlīm)의 사힙키란'
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밀레니엄 시대인 히즈라 력 990년 경, 이교도와
첨예한 갈등 상황에 있었던 오스만 군주들은 티무르의 사힙키란 모델을 보다 더 정교하게 완성
하였다(Cornell H. Fleischer, "Mahdi and Millennium: Messianic Dimensions in the
development of Ottoman imperial Ideology," The Great Ottoman, Turkish Civilisation 3 -
Philosophy, Science and Institution, Ankara: Balkan Ciltevi, 2000, p.46; Pınar Emiralioğlu,
"Cartography and the Ottoman Imperial Project in the Sixteenth Century,” Imperial
Geographies in Byzantine and Ottoman Space, ed. Sahar Bazzaz, Dimiter Angelov and Yota
Batsaki, Cambridge, Massachusetts: Center for Hellenic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pp.69–91; S. Subrahmanyam, “Connected Histories — Notes towards a
Reconfiguration of Early Modern Eurasia.” Modern Asian Studies 31–33, 1997, pp.751-2).

205) 아프샤르 조 나디르 샤의 경우 칼라트 성채에서 티무르의 銘文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명문에는 ‘이 명문을 발견하는 자는 이 시대의 희귀한 자(Nādir-ī Dūlān)이며 사힙키란이
라. 사람들은 나를 티무르 쿠레겐이라 부른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그의 역사가 무함마드
카짐 마르비(Muhammad Kazim Marvi)는 이 명문을 근거로 ‘나디르가 신에게서 승리를 求하고
사파비의 재건을 위해 힘쓰는 이상, 승리할 것’이라 선언하였다(Ernest Tucker, "Explaining
Nadir Shah: Kingship and Royal Legitimacy in Muhammad Kazim Marvi's "Tārīkh-i
'ālam-ārā-yi Nādirī,"“ Iranian Studies 26-1/2, 1993, p.104). 사파비 후기의 군주 샤피 역시 호
르무즈 총독인 이맘 쿨리 칸으로부터 티무르의 칼을 선물 받았는데, 이를 기록한 연대기 사가
는 ‘이것은 샤 사피의 세계 정복 성공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한편 17세기 압바
스 1세 시기의 세 개의 사료 속에 기록된 티무르와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1000AH이 지나면
서 사파비 교단 수피의 수장이라는 정통성, 마흐디의 대리인이라는 정통성 등이 쇠퇴하였을 때,
사파비 조 군주의 새로운 정통성을 티무르 조에서 찾았다고 한다(Sholeh A. Quinn, “Notes on
Timurid legitimacy in three Safavid chronicles,” Iranian Studies 31-2, 1998, pp.157-8).

206) John Davidson, Notes on the Bas̳h̳galī (Kāfir) Language, Calcutta: Asiatic Society, 1902,
p.viii; Abd al-Rahman Khan, The Life of Abdur Rahman,: Amir of Afghanistan, ed. Mir
Munshi Sultan Mohamed Khan, London: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1900, pp.291-2.

207) YZN/Ṣādiq, p.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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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티무르는 자신의 정복 영역 중에 北端이었던 울룩 타크(Ūlugh-Tāq)208) 산에도

비석을 세웠는데 그 실물이 1950년대에 발견되었으므로,209) 티무르가 카피리스탄에도

실제로 비석을 세웠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비석에 관한 기록은 샤미의 『勝戰記』나 하피즈 아브루의 『歷史의 精髓』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압둘라흐만 칸이 티무르의 비석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였던 매체는

야즈디의 『勝戰記』였을 것이다. 이처럼 야즈디의 『勝戰記』는 수백 년 간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널리 읽혀진 작품이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야즈디의『勝戰記』는 사본의 수도

무척 많은 편이다. 각 기관의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본만 해도 전 세계에 걸쳐 약 200여

개가 존재하며,210) 현존 사본의 필사 시기는 야즈디의 생전인 840AH(1436-7년)부터 19

세기 말에 걸쳐 다양하다. 그리고 필사 장소 역시 야즈디가 활동한 시라즈 뿐 아니라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오스만과 무굴제국의 영토 등 티무르 조의 후속국가라 할 수 있

는 이슬람 동부 전역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번역작업에서 유효한 사본들을 모두 확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하고, 실제 이 작업에서 이용한 사본 및 출

판본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211)

『勝戰記』는 페르시아어로 네 차례 출판되었는데, 가장 일찍 출판된 것은 1887-8

년, 가장 최근의 것은 2004-5년의 것이며 출판 지역도 각자 다르다. 그 중에 하나는 사

본을 촬영하여 출판한 것이나, 나머지 세 출판본은 여러 사본을 조합한 편집본이다. 본

논문은 가장 최근에 이란에서 출판된 본을 底本으로 하였고, 그 외에 3개의 출판본과

몇몇 사본을 참고하였다. 그 출판본과 사본은 아래와 같다.

208) 이곳은 카자흐스탄의 사리 수(Sary-su)와 타르스-아캄(Tārs-aqam) 사이에 위치하며, 후자는
이심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현재에 카자흐스탄의 제츠카잔에서 북서쪽으로 108km 떨어진 곳
에 울루-타우(Uly-tau)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209) 이 기념비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Karaganda) 주 울루타우(Ulutau) 군의 알툰쇼키
(Altyn-Shoky)산 정상에서 1950년에 소비에트 지질학자인 사트파예브(K. Satpayev)에 의해 발
견되었고, 현재 러시아 레닌그라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비석은 아랍어와 위구르문 투르
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의 해에 700, 검은 토크막의 땅에서, 봄의 계절의 중간에, 투란의
술탄이신 티무르가 200,000명의 군대와 함께 진격하여, 칸의 혈족인 툭타미시에 맞섰다. 이곳으
로 진격하였고, 이 돌을 세워 상징으로 삼는다. 신은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신의 기쁨
이라면. 신이시어, 백성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Thomas W. Lentz and Glenn D. Lowry, Timur and the princely vision :
Persian art and culture in the fifteenth century. p.25). 야즈디에 따르면 이 비석은 793AH 주
마다 알 아왈 월 21일에 세운 것인데(YZN/Ṣādiq, p.642), 이는 1391년 4월 26일에 해당하며 페
르시아 태양력으로 올디베헤쉬트 월 15일, 동물력으로 양의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봄의 중간이
자 양의 해라는 『勝戰記』, 『歷史의 精髓』의 기록이 실제 발견된 돌의 기록과 완벽히 일치
한다.

210) Charles Melville, “Visua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p.84.
211) 현재 야즈디의『勝戰記』는 16개국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본 논문 말미에
[부록 1]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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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커타본(Sharaf al-Dīn 'Alī Yazdi, Ẓafar-Nāma Taimurī, ed. Mūlavī

Muḥammad al-Hadād Calcutta: Asiatic Society, 1887). 이 출판본은 인도에서

출판된 최초의 페르시아어 출판본이다. 2권으로 되어 있다.

㉯ 이란본Ⅰ(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 nāma, ed. Abbas, Tehrān: Amīr

Kabir, 1336 Sh./1957-8). 이란에서는 『勝戰記』가 두 차례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그 첫 번째 출판본이다. 이 출판본의 서문에 기록된 참고 사본에 관한 내

용을 보면 세 가지 이상의 사본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편집자 개인 소장본 : 이 사본에는 작성 연대가 기록되어있지 않으

나 그 서체 및 철자 등의 여러 특징 등을 살펴볼 때 15세기, 즉 저자가 생

존해있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저자 자신이 쓴 원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이 출판본은 이 개인 소장 사본을 본문으로 두고,

다른 사본들을 비교하는 식으로 교정하였다.

나) 이란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36782번 사본 : 이 사본은 ‘840AH사본’212)

중 하나로, 위의 가) 사본과 더불어 야즈디 본인의 살아생전에 작성된 사본

이다.213) 이 사본은 아름다운 서체로도 유명하다. 다만 현재 이란 국회도서

관에서는 본 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 이란 국회도서관 소장 36773번 사본 : 이 사본은 1037AH(1627-8년)

에 작성된 필사본으로, 인도 무굴 제국의 왕이자 티무르의 후예인 샤자한이

작성한 사본이라고 한다, 역시 현재 이란 국회도서관에서는 본 사본을 공개

하지 않고 있다.

212) 840AH에 시라즈 혹은 아바르쿠흐에서 필사된 사본은 현재 4개가 발견되었는데, 1) 테헤란 국
회도서관 36872번 사본, 2) 테헤란 국회도서관 14189번 사본, 3) 이스탄불 슐래이마니예 도서
관 Kara çelebezade 275 사본, 4) 타슈켄트 4472번 사본(타슈켄트본)이다. 바르톨드는 이 시점에
야즈디 『勝戰記』에 대한 대량의 필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p.302). 실제로 역자가 확인한 결과 테헤란 국회도
서관 14189번 사본과 타슈켄트본 모두, 타 사본과 달리 본문이 끝난 다음 “이 위대한 승리의 책
이 끝을 맺었다.”(Tamām shud Kitāb-i Futuḥ nāma-yi Mu'āyūn)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
어가 있어, 『勝戰記』의 제목이 ‘자파르나마(Ẓafar Nāma)’로 확정되기 전에 필사된 사본의 특
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일괄적으로 필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13) YZN/Urunbayeb,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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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캘커타 본 : 상기의 ㉮ 출판본이다.

㉰ 타슈켄트본(Sharaf al-Dīn 'Alī Yazdī, Zafar nāma, ed. A. Urunbayeb,

Tashkent: 197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을 마이크로 필름

화한 후 인화하여 출판한 형태이다. 과거 소련령 중앙아시아의 학문의 중심지였

던 타슈켄트는 ‘동방학연구소’가 위치해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출판본의 편집자

우룬바에브(A. Urunbayeb)의 서문을 보면, 그 底本은 우즈벡 타슈켄트에 위치하

였던 구소련 동방학연구소 No. 4472 사본인데, 이 사본은 1899년 투르키스탄 고

고학 연구를 위한 위원회(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И СООБЩЕНИЯ членов 

туркестанского кружка любителей археологии, 1899)에서 말릿스키(N. K.

Malitski)라는 인물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당시 소장자는 타슈켄트의 카디, 무

히 앗딘 호자(Muḥī al-Dīn Khwaja)였다. 그 사본은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을 보아 코칸드 칸이었던 후다야르 칸214)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호자 무히 앗 딘의 손에 있다가 그의 사망 이후 잠시 사라졌고, 1939년경

에 무히 앗 딘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가 소련령 투르키스탄 공공 도서관으로 이

사본을 넘겼다고 한다. 이후 이 사본은 1943년 동방학연구소로 들어갔고, 1967년

카탈로그에 수록되었다.

이 사본은 사마르칸트 종이에 사마르칸트식 나스탈리크(Nastaʿlīq)체로 기록

되었으며, 12개의 삽화를 지닌다. 이 사본의 삽화를 분석한 학자 세메노프(A. A.

Cemenob)에 의하면 이 삽화는 사마르칸드 인에 의해 17세기 초반에 그려졌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본의 『무깟디마』 뒷부분에 있는 콜로폰에도 ‘1038AH

라마단 월(1629년 4월)에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한편 본문의 콜로폰 부

분은 현재 사라져 있지만, 바르톨드가 1902년에 이 사본을 보았을 때 콜로폰 내

용을 기록해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본문은 840AH 라마단 월 9일 일요일(1437년

3월 17일)에 필사되었다고 한다. 다만 편집자인 우룬바에브는 서론과 본문의 서

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르톨드가 제시한 840AH는 이 사본의 底本의 필사시점,

혹은 야즈디가 勝戰記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시점이라 보았다. 다만 현재 대부분

의 학자들은 바르톨드의 언급에 따라 이 사본 역시 840AH 사본 중에 하나로 보

고 있다.

㉱ 이란본 Ⅱ(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 nāma, ed. Sayyīd S'aīd Mīr

214) 1844년에 등극하여 1875년에 국가의 멸망과 함께 폐위, 1886년에 사망한 코칸드 칸국의 마지
막 칸. 부하라 아미르국의 손에 의해 허수아비 칸으로 등극한 그는 임기 동안 3차례 폐위되었
고, 결국 러시아의 가신국가가 되었다가 1387년 국가가 멸망하였을 때 러시아의 오렌부르크로
달아나 그곳에서 수감된 채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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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ḥammad Ṣādiq Tehran: Markaz-i Asnād Majlis, 1387 Sh./2004-5). 이 출판

본은 이란에서 출간된 두 번째 출판본이다. 이 책은 이란 공공 도서관 문서고에

있는 사본(도서 코드번호 2787852)을 이용하였는데, 이 사본에 남아있는 두 개의

콜로폰을 통해 그 필사 역사를 알 수 있다. 그 콜로폰은 ㉠ 알리 이븐 무함마드

아민 샴스 앗 딘 카리야티 타바시('Alī b. Muḥammad Amīn Shams al-Dīn

al-Karīyatī al-Ṭabasī)가 979AH(1571-2년) 샤왈(Shawāl) 월 중순에 필사하였다

는 내용과, ㉡ 무함마드 바키르 이븐 무함마드 나시르 알 투르시지(Muḥammad

Bāqir b. Muḥammad Naṣīr al-Turshīzī)가 1227AH(1811-2년)에 필사하였다는 내

용이다. 정리하자면 16세기 후반에 필사된 첫 번째 필사본을, 19세기에 재필사한

것이다. 두 필사가의 니스바로 볼 때 『勝戰記』의 많은 필사본이 제작되었던 시

라즈나 아바르쿠흐 등 파르스 지방의 사본이 아닌, 후라산 남부의 사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란본Ⅱ에서는 위의 두 콜로폰을 쓰지 않고 테헤란 국회도서관

65060, 867AH (1462-3년) 사본의 콜로폰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 출판본은 기존

의 세 출판본을 이용하여 校勘을 행하였으므로, 본 논문은 이 출판본을 底本으로

삼았다.

현재까지 출판된 네 개의 출판본은 야즈디 생전에 필사된 현존 最古의 사본들 및 여

러 오래된 사본들을 底本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한편 캘커타본은 인도, 타슈켄트본은

우즈베키스탄, 이란본Ⅰ은 이란 서남부 파르스, 이란본Ⅱ은 이란 동북부 후라산의 사본

을 이용하였으므로 역자는 네 개의 출판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야즈디의『勝戰記』의

필사가 이루어진 이슬람 동부 각지의 사본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즈디

『勝戰記』의 여러 사본들은 필사지역이 서로 멀거나, 혹은 필사 시대에 큰 차이가 있

더라도 중심 내용 사이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은 위의 네 출판본 외에, 습득 가능한 몇 개의 사본을 이용하였다. 역자가 구

할 수 있었던 사본은 대체로 이란의 사본인데, 이란의 몇몇 고문헌 소장 도서관이 사본

의 PDF파일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현재 필자가 파일로 소장중인 사본은

20여개가 되지만, 그 중에 번역에 주로 이용한 사본은 필사시기가 비교적 이른 사본이

다.

㉮ 테헤란 국회도서관 14189 사본(840AH 사본) : 이 사본은 콜로폰에 따르면

840AH 샤반(Sha'bān) 월 13일 화요일(1437년 2월 19일)에 아바르쿠흐에서 필사

되었으므로, 바르톨드가 언급한 ‘840AH사본’ 중에 하나이다. 타 ‘840AH사본’이 화

려한 장식 혹은 삽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사본은 별다른 장식요소가

없으며, 사본의 앞뒤에는 다양한 手記, 콜로폰 부분에는 십여 개 인장이 있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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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지배층의 소장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소유주들의 독서에 이용되었던 사본으로

추측된다.

㉯ 테헤란 국회도서관 65050 사본(867AH 사본) : 이 사본은 콜로폰에 따르면

867AH 샤왈 월 26일(1463년 7월 12일)에 필사되었다. 필사장소에 관한 기록은 없

으나 필사자인 무함마드 이븐 핫지 하산 이븐 살구르 샤(Muḥammad b. Ḥājj

Ḥassan b. Salghur Shāh)의 이름으로 볼 때, 이란의 시라즈 혹은 호르무즈 등지

에서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15)

㉰ 테헤란 공공도서관 2787852 사본(979AH 사본) : 이 사본은 이란본Ⅱ의 저

본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의 번역에 사용된 출판본 및 사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

서는 이제까지 세계 각지에서 작성되었던 야즈디『勝戰記』의 번역본 및『勝戰記』를

사용한 기왕의 연구, 그리고 몇 가지 일러둘 사항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2. 기존 번역 및 연구

『勝戰記』는 현존 사본의 수가 많고 16개국에 걸쳐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본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페르시아 외의 언어로는 투르크어(차가타이어)

로의 번역이 가장 빨리 이루어졌다. 오스만이나 우즈벡 등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티무르 조의 영역 중 일부를 차지하였고, 이 곳에서 페르시아 어는 여전히 문화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된 언어였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차가타이어 번역본 중에 가장 빠른 번역

본은 16세기 초반, 샤이바니 조의 쾨치쾬지 무함마드 칸(Köchkünji Muḥammad Khā

n)216)을 위해 번역된 무함마드 알리 부하리(of Muḥammad ‘Alī b. Darvīsh ‘Alī

Bukhārī)의 1510년대 번역이며,217) 두 번째는 야락 이븐 콩기라트(Yāräk b. Qongrat)의

215) 살구르 샤라는 이름은 티무르 조가 멸망시켰던 시라즈의 투르크멘 아타벡 왕조의 군주의 이
름이다. 이 왕조의 군주 중 하나였던 살구르 샤는 1262년 경 재위하였으므로 그의 손자가 200
년 후에 생존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한편 1475-1505년 사이에 호르무즈에 자리하
였던 또 다른 살구르 샤가 있는데, 이 사본이 필사된 시점인 867AH(1462-3년)에 호르무즈 살구
르 샤의 손자가 사본을 필사할 정도로 장성하였을 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름 뒤에 계보를 적
을 때, 모든 계보를 적기 보다는 유명한 조상의 이름만 간추려서 적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살
구르 샤’는 13세기의 살구르 샤일 가능성이 더 크다(Valeria Piacentini Fiornan, "Salghur Shah,
Malik of Hormuz," Revisiting Hormuz: Portuguese Interactions in the Persian Gulf Region
in the Early Modern Period, ed. D. Couto, Harrassowitz Verlag, 2008, pp.7-11).

216) 샤이바니 조의 시조인 아불하이르 칸의 아들이자 샤이바니 조 4대 칸, 1512∼1531년에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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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년 번역.218) 세 번째는 후다이비르디(Khudāybirdī b. Qush-Muḥammad Ṣūfī al-

Khīvakī)의 1822-3년 번역이다.219) 한편 중국에서 출간된 현대 위구르어로 된 번역도

있다.220)

비 이슬람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번역서는 17∼8세기 오리엔탈리스트 학자인 프랑

소와 페티스 델라 크로와(F. Petis de La Croix)가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1722년에 출간

된 번역서이다. 이 번역서는 다음 해인 1723년, 존 다르비(John Darby)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다.221) 이 번역본은 全譯은 아니지만 발췌본이라고 하기에는 그 분량이 상당한

수준인데, 이 책에서 번역하지 않은 부분은 時나 修辭부분, 혹은 종교적인 설명이 긴 부

분이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티무르 조 연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프랑스어 역자인 프랑소와 페티스 델라 크로와는 현재 ‘오리엔탈리스트’, 혹은 동양

학 학자로 일컬어지지만, 본래 그는 당대의 정치가 콜버트 경(Jean-Baptiste Colbert)에

의해 1670년, 16세의 나이로 알레포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웠고, 루이 14세의

대 중동 업무에 투입되어 여러 서류들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외교관

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동의 주요 유물과 사료 등을 ‘사냥’하라는 명을 받았고,222) 그 명

에 따라 여러 유물 및 사료를 수집하였다.

그가 중동에서 求得한 사본으로 구축한 “프랑소와 사본(Manuscripts Français)” 카탈

로그에는 10557개의 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800개가 소위 ‘동양의’ 언어, 근

5000개가 헬라어, 약 1000권의 라틴어, 나머지는 현대 유럽 어 자료이다. 이 800개의 사

본들 중에 야즈디 『勝戰記』는 그가 번역한 유일한 페르시아어 사료이다. 그가 야즈디

의 『勝戰記』를 번역하게 된 이유는, 이스파한에서 교류하였던 ‘학식 있는 이들’과의

모임에서 추천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223) 루이 14세의 외교관 자격으로 사파비조의 수

도인 이스파한에 거주하였던 그가 만났을 법한 ‘학식 있는 이들’은, 사파비 군주의 어전

에 있던 고위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그 지식인들이 외국인에게 페르시아어 서적을 추천

할 때 야즈디의 『勝戰記』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17세기 후반 사파비 지식인들 사이에

217) 현재 터키 누르오스마니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Ms. 4286이다.
218) 이것이 터키의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소장된 TSMK B. 281이다.
219) 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 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p.259-60.

220) 雅孜迪 著, 『聖武記』, 托合提 提拉 譯, 北京: 民族出版社, 2007.
221) Sharaf al-Dīn ʻAlī Yazdī, The H istory Of Timur-bec: Known By The Name Of Tamerlain
The Great, Emperor Of The Moguls And Tartars: Being An H istorical J ournal Of His
Conquests In Asia And Europe 1-2, Tr. John Darby, London: Printed for J. Darby [etc.]
1723.

222) Paul Sebag. “Sur deux orientalistes françcais du XVIIe sièecle : F. Petis de la Croix et le
sieur de la Croix.” Revue de l'Occident musulman et de la Méediterranéee 25, 1978. pp.89.

223) Alexandre-Louis-Marie Péis de La Croix, Avertissement placé en tête de I'Histoire de
Timur-Bec, Paris, 1722, T. I, p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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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勝戰記』가 지닌 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 번역서는 1722년 프랑

스 어로 출간되어 루이 14세에게 헌상되었고, 이듬해에 바로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의

프레데릭 왕자(Prince Frederick)에게 헌상되었다. 델라 크로와는 『勝戰記』의 서론,

『무깟디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손에 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번역본은 많은 학자들에게 회자되지는 않는 번역본이

다.224) 이 번역본은 각주가 없고, 역시 시와 修辭부분을 생략하였다. 2권은 2014년도에

출판되었다.

한편 러시아어 번역본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발간되었다.225) 이는 타슈켄트

에 소장중인 840AH 사본 중에 하나인 타슈켄트본을 저본으로 번역되었고 사본의 페이

지 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본의 페이지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한 詩句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본과 번역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勝戰記』에 관한 연구

혹은 그것을 이용한 연구, 그 외에 티무르 조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에 대해 간단히 살

펴보겠다. 티무르 조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티

무르 조, 혹은 14-5세기 페르시아-이슬람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나타난 것은

3-40년이 채 되지 않았다.

『勝戰記』의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16개국 중에 영미권이나 인도, 터키에 소장된

사본에 관한 조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각 박물관 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

세기 상반기에 스토리(C. Storey)는, 각 기관에 소장된 『勝戰記』의 사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226) 이 책에는 근 200개에 달하는 『勝戰記』 사본의 소재가 밝혀져 있으며,

이 수량은 이후의 모든 학자들이 ‘『勝戰記』의 사본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에 가깝다.’

라고 서술할 때의 근거가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후, 엘레노아 심스(Eleanor G. Sims)를 통해 카탈로그를 넘어서는 새

로운 사본 연구가 이루어졌다.227) 그의 1973년 박사논문은 지금도 『勝戰記』사본 연구

의 교본이나 다름없다. 본래 미국 볼티모어 월터스 아트 갤러리(The Walters Art

Gallery)에 소장된 Garrett 사본의 삽화를 미술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논문

은, 1장에 15-6세기에 필사된 전 세계의 사본에 관한 연구를 수록하고 있어 『勝戰記』

224) Molana Sharf-ud-din Ali Yezdi, Amir Timur Beg 1336-1396: English Rendering of
Molana Sharf-ud-din Ali Yezdi`s Persian Zafarnamah 1, ed. H. A. Qureshi and Prof. Khan
M. Atif, Lucknow: New Royal Book Company, 2008.

225) Шараф ад-Дин Али Йазди, Зафар-наме, tr. Ашраф Ахмедов, Tashkent: Издательств

о журнала "San'at", 2008.
226) C. Storey, Persian Literature. A Bio-Bibliographical Survey. Section Ⅱ, London: Luzac &
Co., 1936. 이 책은 『勝戰記』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비운문 작품의 사본들을 정리한 종합
카탈로그의 일부이다.

227) Eleanor G. Sims, The Garrett Manuscript of Zafarnama : a Study in F ifteenth Century
Timurid Patronage,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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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본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스토리의 카탈로그에 결여되어 있던 이란의 사

본에 관한 정보와, 일부 사본의 상태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다만 17세기 이후의 사본에 관해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심스의 연구 이후로 사본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는 없지만, 개별 사본, 특히 삽화를

지닌 사본들에 대한 미술사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심스의 연구 이후에

이란에서 소장 사본들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였고, 영미권에서도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작

하면서 백여 년 전 카탈로그에서 누락되어 있던 일부 사본이 발견되어 새로운 정보가

더해졌다.

현재까지의 사본 연구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勝戰記』를 이용한

先學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술하였듯이 『勝戰記』는 편찬과 동시에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고, 여러 후속 역사서의 2차 자료 및 모범이 되었다. 그러

나 이것을 학문적 연구의 사료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은 영미권에서 첫 번째 번역

이 이루어진 후였다. 1722-3년에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본이 출간된 후 1740년에 작성

된 코벤스와 모르티어(Covens & Mortier) 회사의 지도를 보면, 마와라안나흐르에서 타

림분지·킵착 초원 등지의 수많은 지명이『勝戰記』의 1723년 번역본 속 지명과 동일함

을 알 수 있다.228) 즉, 『勝戰記』는 18세기 초까지 상세한 지리적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앙아시아에 관한 지리적 정보를 영미권에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서양에서 몽골제국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로 알려진 도송(Baron Abraham

Constantin d’Ohsson)의 H istoire des Mongols, depuis Tchinguiz-Khan jusqu'à

Timour Bey, ou Tamerlan, H istory of the Mongols, from Genghis Khan to Timur,

or Tamerlane은 1824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는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티무르를 다

루고 있다.229)

『勝戰記』를 이용한 연구에서 큰 공헌을 남긴 초기의 인물로는 20세기 초의 러시아

학자인 바실리 바르톨드(V.V. Bartold)가 있다. 전술한 “티무르 조의 연구는 사료의 부

족이 문제가 아니라, 사료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전 시대에 비해 페

228) Covens & Mortier 회사(1685∼1866)는 지도 제작으로 유명한 암스테르담 소재의 회사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 회사의 1740년 지도는 본래 1700년에 Delisle라는 이가 제작한 지도를 복사
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지도를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THTB 속 지명들이 1700년
지도에는 없지만 1740년에는 등장한다. 예를 들면 마와라안나흐르에서 킵착 초원으로 향할 때
티무르가 거쳐 갔던 빌란주크, 알 쿠슌 등의 지명, 악수와 하미 사이의 율두즈 초원, 아트바시와
사마르칸트 사이의 아르페야지 황야 등등이 1740년 지도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다(Report of
the Special Commission Appointed by the P resident January 4, 1896, to Examine and
Report Upon the True Divisional Line Between the Republic of Venezuela and British
Guiana : Transmitted by the P resident to the Senate on January 21, 1898, with Reports
from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cting Secretary of the Treasury 2,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98, p.415).

229) 온라인 출처 : https://www.wdl.org/en/item/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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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시아어 사서가 많은 티무르 조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냈다. 티무르 조에 관한 그의 연

구는 СОЧИНЕНИЯ라는 제목의 방대한 전집 및 3권으로 된 Four Studies on the

H istory of Central Asia 속에 수록되어 있다.

독일의 학자 월터 힌츠(Walther Hinz)는 20세기 全般에 걸쳐 연구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도 그의 경력 초반에 페르시아 권의 이슬람화 이후에 관해 연구하며 티무르 조

를 다루었다.230) 힌츠의 영향을 받아 동양학을 연구하게 되었던 독일 학자 한스 뢰머

(Hans B. Roemer)는 20세기 중·후반, 티무르 조를 포함하여 이슬람 권 역사 중에 공백

으로 남아있던 곳을 연구하였고, The Cambridge H istory of Iran의 6권231)에서 티무르

조에 관해 여러 章을 서술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학자인 장 오뱅(Jean Aubin) 역시 뢰

머와 유사하게 티무르조 뿐 아니라 코윤루, 사파비조 등 이슬람권의 몽골제국 후속 국

가들에 대해 연구하며 다양한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티무르 조와 관계된 여러 논문이

있으며, 『勝戰記』에 대해서도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주장을 하였

다. 즉 『勝戰記』가 티무르의 ‘신정 주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232) 한편 터키

의 학자 토간(Zeki Velidi Togan) 역시 이슬람권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티

무르 조에 관해서는 주로 샤루흐 시대의 극단적 종교운동에 관해 다루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233)

상기 학자들보다 약간 뒷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우즈(John E. Woods)는 티무르 조

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 중에 하나이다. 티무르 조의 역사서술에 관

한 그의 논문은 페르시아 사학사의 흐름 속에서 티무르 조와 『勝戰記』에 관한 기본

적인 입장을 결정한 중요한 논문이다.234) 또한 일본 학자인 시로 안도(安藤志朗, Shiro

Ando)는 독일에서 수학하였고, 독일어로 여러 논문을 남겼다. 그의 관심은 주로 샤루흐

시기 아미르 및 지식인들에게 맞추어져 있었으며,235) 그 연장선상에서 『勝戰記』에 관

해서도 연구하였다. 그는 야즈디를 위시한 이란 서부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지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안도 시로가 영미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면, 일본 학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230) Walther Hinz, "Quellenstudien zur Geschichte der Timuride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90-2, 1936.

231) Peter Jackson, Lawrence Lockhart, The Cambridge H istory of Iran :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32) Jean Aubin, “Note sur quelques documents Aq Qoyunlu,” Mélanges Louis Massignon 1.
Damascus: Institut Français de Damas, 1956, p.145.

233) Zeki Velidi Togan, “Büyük Türk hükümdarı Şahruh," TDed 3, 1948-49, pp.519-38.
234) 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Historiography," pp.81–108.
235) Shiro Ando. “Die timuridische Historiographie II–Šaraf al-Dīn ‘Alī Yazdī–.” SI 24, 1995,
pp.219-46; “Zum timuridischen Staatswesen: Eine Interpretation des Miniaturentwurfs in Diez
A. Fol. 74,” Ẓafar nāme. Memorial Volume of Felix Tauer, eds. Rudolf Veselý and eduard
Gombár, Prague: Enigma, 1996,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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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 에이지(間野英二)가 티무르 조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페르시아

어보다는 차가타이 어에 능했기 때문에 『勝戰記』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지만, 영

어로 번역되어 있는 페르시아어 사료들 및 Babur nama 등을 통해 티무르 조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행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티무르 조 성립 과정에 관한 개설적인 연구를

진행한 가토 카즈히데(加藤和秀)236)와, 티무르 조의 정치사 및 다양한 사서에 관한 자세

한 연구를 진행한 가와구치 타쿠시(川口琢司) 등이 일본의 주요 티무르 조 학자이다.237)

다시 영미권의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베아트리스 만츠

(Beatrice Forbes Manz)는 티무르 재위시기, 샤루흐 시기를 거쳐 현재에는 티무르 조를

포괄한 여러 유목제국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티무르 조에 관해 다룬 첫 저서인 The

Rise and Rule of Tamerlane에서 그는, 티무르가 차가타이 울루스를 장악하고 휘하의

다양한 군대집단을 조율하여 마와라안나흐르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238)

마리아 섭틀니(Maria subtelny)239)는 후세인 바이카라 시기의 다방면에 걸친 문화적

번영과 정치적 매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속국가에 미친 티무르 조의 유산에

관해서도 연구하였다. 데빈 드위스(Devin Deweese)는 티무르 조의 종교사 및 종교사상

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데, 낙시반디 교단 뿐 아니라 쿠브라위야, 야사비 등 3대 중앙아

시아 교단에 관한 훌륭한 연구를 발표하였다.240)

본 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빈바쉬(Binbaş)는 야즈디의 여러 사서 및 그를 둘

러싼 서 이란의 여러 지식인들에 관해 박사논문과 동명의 저서를 출간하였다.241) 그 외

에도 최근에는 지성사 분야에서 티무르 조 지식인들의 사상과 학문적 경향, 그리고 그

들 간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야즈디가 본래 계획하였던 『勝戰記』를 포함한 방대한 사서에 대해 간

략히 소개하고, 역자가 편의를 위해 번역 본문에 설정한 章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

다. 『勝戰記』의 도입부분을 보면 ‘첫 번째 章(Maqāla)’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勝戰記』가 여러 章 중에 첫 번째 章임을 의미한다. 또한『勝戰記』의 세 번째 이야

기에서는 두-세 번째 章에서 다룰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본문의 곳곳에서 ‘이

에 관해서는 두 번째 章에서 서술할 것이다’ 혹은 ‘세 번째 장에서 서술할 것이다’라는

236) 加藤和秀, 『ティームール朝成立史の研究』, 北海道: 北海道大学出版会, 1999.
237) 川口琢司, 『ティムール帝国支配層の研究』, 北海道: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2007.
238) Beatrice Forbes Manz, The Rise and Rule of Tamerlan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39) Maria subtelny, Timurids in Transition, Leiden: Brill Academic Pub, 2007.
240) Devin Deweese, “The Eclipse of the Kubravīyah in Central Asia,” Iranian Studies 21-1/2,
1988, pp.45-83; ʻUbayd Allāh ibn Maḥmūd Aḥrār, Alisher Navoiĭ, The Letters of Khwāja ʾ
Ubayd Allāh Aḥrār and his Associates, Tr. Devin Deweese and Asam Urunbaev, Leiden:
Brill, 2002.

241)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 67 -

기록이 보인다.

본래 야즈디는 티무르에 관해 서술한 첫 번째 章(『勝戰記』) 외에도, 샤 루흐에 관

한 두 번째 章, 그리고 이브라힘 술탄에 관한 세 번째 章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세

章을 아우르는 서론이 바로 전술한 『무깟디마』이다. 『무깟디마』는 200여 개의 『勝

戰記』사본 중에 10여개의 사본에 함께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이슬람권 사서의

전형적인 통사구조를 띠고 있는 동시에, 몽골제국의 네 울루스 계보를 야즈디 당대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사서이다. 『무깟디마』역시 『勝戰

記』와 마찬가지로 수 십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선 아담부터 시

작하여 야페트의 아들 투르크를 거쳐 모굴 칸, 그 이후에 잘 알려진 몽골 제국의 조상

계보, 칭기스 칸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과 모굴의 규범 및 그의 야사에 관한 이야기, 오

트라르 사건과 서방 원정, 호레즘 샤 잘랄 앗 딘과의 이야기, 울룩 유르트의 계보, 조치

울루스의 계보, 일칸국의 계보, 차가다이 울루스의 계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샤미의

『勝戰記』에는 이 내용의 대부분이 없고, 네 유르트의 계보만이 이름을 중심으로 수록

되어 있으므로242) 『무깟디마』부분은 적어도 현존하는 底本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티무르의 계보를 몽골제국 및 아담과 동시에 연결하는 계보는 『무깟디마』

가 처음이다. 몽골의 계보를 아담과 연결시킨 첫 번째 이슬람권 사료가 라시드 앗 딘의

『집사』이며 카즈비니의 Tārīkh-i Guzīda가 그 다음인데,243) 이 사료에는 티무르 관련

기록이 없다. 한편 네 울루스의 계보에 관한 기록은 샤미의 『勝戰記』를 필두로 나탄

지의 『무인 選史』,244) 울룩벡의 U lūs-i Arba'와 『傳記들의 벗』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자인 두 사서에는 아담과 연결되는 계보가 없으며, 혼데미르의 『傳記들의 벗』만이

외조부인 미르혼데의 Rawzat al-Ṣafā를 본 따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계보를 수록하였는

데 이 전통은 우즈벡 칸들의 사서로 이어진다.245) 한편 티무르 계보를 중시하였던 무굴

제국의 Akbar nāma는 몽골제국의 계보를 생략하여, 계보가 툼비나 칸에서 카출리 바하

두르로 바로 넘어가도록 서술하였다.

242) 샤미는 勝戰記의 서두에서 ‘비록 세계정복자 왕인 칭기스 칸의 상황 전체에 대해서는 이곳에
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나, 이 상서로운 史書의 초두에 현재까지 그의 계보 중에서 세계의 왕국
에서 통치와 지배를 행하였던 왕들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도입과 더불어 네 울루스의
계보를 나열하였다(SZN/Simnānī, p.12).

243) Mihály Dobrovits, “The Turco-Mongolian Tradition of Common Origin and the
Historiography in Fifteenth Century Central Asia,"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 Tomus XLVII (3), 1994, p.269.

244) 사실상 『무인 選史』는 네 울루스의 계보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티무르 조가 성장하기 직전
이란과 마와라안나흐르 및 그 주변 여러 국가들의 계보를 서술한 후, 이들을 평정한 티무르와
그의 손자 이스칸다르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이 사서에는 울룩 유르트의 계보가 생략되어 있
다.

245) Mihály Dobrovits, “The Turco-Mongolian Tradition of Common Origin and the
Historiography in Fifteenth Century Central Asia,"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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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담과 몽골제국의 계보, 그리고 그와 연결된 티무르의 조상 계보, 몽골

제국의 네 울루스 계보를 모두 아우르는 사서는 『무깟디마』가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

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勝戰記』 본론의 ‘네 울루스를 점령한 티무르 조’

라는 서사의 前史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역자는『무깟디

마』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勝戰記』를 포함한 2-3장 모두의 서론

인 『무깟디마』를 『勝戰記』의 서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역자가 『무깟

디마』까지 함께 번역하기에는 시간이나 페이지 등 여러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무깟디마』의 번역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두-세 번째 章 역시 완성되었으나, 『勝戰記』에 비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사

본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두 번째 장은 현재 마슈하드에 한 부의 사본이 남아있으

며246) 세 번째 장은 바르톨드가 그에 관해 보았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현존하는 사

본은 찾을 수 없다.247)

한편 역자는 『勝戰記』를 구성하는 336개 이야기를, 도입과 맺음말 및 3개의 장으

로 나누었다. 이는 원문에는 없는 역자의 편의적 구분이다. 우선 도입은 본격적으로 역

사적 사실이 전개되기 전, 야즈디 본인이 구상하였던 3개의 장(Maqāla)에 대한 설명과

티무르의 탄생, 본 사서의 특징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전반부 4개의

이야기를 아우른다. 이 부분의 특징은 페르시아 장편시(Qaṣīda)의 서론에 해당하는 두

항목, 즉 Muṭla'와 Tashbīb의 형식을 띠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248)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의 영웅서사시가 주로 장편시 형태로 기록되었으므로, 이는 『勝戰記』자체가

하나의 영웅서사시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한편, 본격적으로 티무르의 승전에 관해 다루는 본론 부분은 세 개의 장으로 나누

었다. 1장은 티무르의 초기 활동, 즉 마와라안나흐르를 통일하고 주변국으로 1년 미만의

원정을 행했던 시기(∼1386년)를 포함하며, 2장은 1년 이상 원정을 떠나 사마르칸트 이

외의 지역에서 동영 및 하영을 행하는 시기(∼1399년)를, 3장은 해제의 1절에서 보았듯

이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던 이란 7년 원정 시기(∼1405년)를

포함한다.249) 또한 1장의 경우, 1절, 마와라안나흐르 통일 시기(∼1370년)과 2절, 단기

원정 시기(∼1386년)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은 티무르의 제국 형성 과정 중에, 그 양

246) 쿠두시라자비 도서관 4143번 사본이 『勝戰記』와 두 번째 章의 합본이다.
247) Binbaş. Ilker Evrim, Sharaf al-Dīn ‘Ali Yazd (ca. 770s-858/ca. 1370s-1454), p.257; p.267-8.
248) 카시다의 전체 구조는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1, 2단계(Muṭla', Tashbīb)가 서
론, 5-6 단계(Sharīṭa wa Du'ā, Muqaṭa')가 결말에 해당하며, 3-4단계(Takhaluṣ, Tanne-yi
Aṣlī-yi Qaṣīda)가 본론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 서론의 1단계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두 半句의 도입문구를 의미하며, 두 번째 단계는 시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찬양 · 자연 등에
관해 짧게 서술하는 부분이다. 『勝戰記』는 산문이지만, 이처럼 카시다의 구조를 일부 이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9) 이 장·절 구분은 원문에는 없는 것이며,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역자가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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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큰 변화가 생겼던 분기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선 1장의 1절과 2절의 경계는

마와라안나흐르의 통일이다. 1절은 차가타이 아미르들이 마와라안나흐르의 각 도시에

할거하는 상황에서, 티무르가 그들을 하나하나 제압하여 마와라안나흐르 전역을 차지하

는 상황을 아우른다면, 2절은 통일 이후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티무르 조에 관한 이야기

들을 포함한다. 한편, 1장과 2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원정 대상이 보다 먼 곳으로 옮겨간

시점이다. 1장에 해당하는 1386년까지 티무르의 정복군은 주로 호라즘이나 모굴 칸국,

마잔다란 등 가까운 적을 대상으로 전투를 행하였으며, 원정이 끝나면 매번 근거지인

마와라안나흐르로 되돌아와 冬營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원정 대상이 주로 먼 곳

에 있었으므로 출정한 장소에서 冬營 및 下營을 행하였으며, 장기원정을 위해 군사 뿐

아니라 부인들의 오르두가 함께 이동하였으며, 대대적인 물자조달에 힘을 기울이고 현

지 조달을 꾀하기도 하였다.

한편 3장에 해당하는 1399∼1406년의 ‘7년 이란원정’은, 티무르 조 바깥의 비 이슬

람권 세계에 큰 파급력을 행사한 시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장으로 설정하였다. 해제의 1

절에서 다루었듯이 이 시기 티무르는 동쪽으로는 명, 서쪽으로는 유럽과 경계를 마주할

정도로 이슬람권의 광대한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차지하였으며, 비 이슬람권 세계의 군

주들은 티무르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힙키란’이라는 티무르

의 칭호가 담고 있는 세계정복자로서의 면모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시기 티무르의 정

복전쟁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티무르의 사망 이후 타슈켄트에 주둔 중이던 티무르의 손자, 할릴 술탄

이 사마르칸트를 차지하였던 상황과 그의 4년간의 치세, 그리고 티무르의 재위에 대한

간략한 정리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을 맺음말, 즉 ‘티무르의 죽음과 그 후’ 章에 두었

다. 이 부분은 티무르의 일대기와 전승과정을 주 이야기로 삼았던 본론 전체와 비교하

였을 때 다소 적절하지 않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야즈디가 애초에 구상하였던 사서의

전체적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역시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부분은

티무르에 관한 1章과 샤루흐에 관한 2章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이다.

이처럼 도입과 맺음말, 그리고 세 개의 장을 임의로 설정한 것은 『勝戰記』의 전체

적 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같은 맥락에서 『勝戰

記』속 주요 사건에 관하여 부록 2에서 정리해두었다. 이 해제와 본문의 역주 및 부록

의 내용들이 페르시아-이슬람권에 커다란 파급을 가져온 투르크 유목군주, 사힙키란 티

무르를 이해하는 데에 일말의 보탬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 일러두기 1 : 轉寫(Transcription) 및 한국어 표기

본문에서는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IJMES)에서 규정하는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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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250) 이 방식은 단순히 아랍 스크립트와 로마자의 1:1 대응

뿐 아니라, 비교적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어 전사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고유명사 및 인명의 경우 모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轉字의 방식으로 원문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지명이나 인명, 그 외의 고유명사들을 ‘한국어’로 표기할 때에는, 우선 르네

그루쎄의 『유라시아 유목제국사』251)의 한국어 번역본에 있는 용례를 따르고, 해당사

항이 없는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참고할 것이다. 즉, 전사법 IJMES에

따른 로마자 표기를,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규정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국어로 표

기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 법에 따르게 되더라도 아랍어식 발음과 페르시아어식 발

음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최대한 표

기법에 맞게 한국어표기를 행할 것이나, 간혹 원음을 살려야 할 경우에는 明記하도록

하겠다.252)

* 일러두기 2 : 본문에 이용된 주요 사료의 한국어 표기 및 축약 표기(“서명축약/편

집자나 역자, 혹은 필사년도”)253)

250) https://ijmes.chass.ncsu.edu/IJMES_Translation_and_Transliteration_Guide.htm
251) 르네 그루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 유원수, 정재훈 驛, 서울: 사계절, 1998.
252)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ث 만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th로 전사할 것이며 한국어 표기는 'ㅆ‘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비
교적 기술적인 이유인데, 한글의 유니코드 문자표 중에 차트와 같은 s 가 없기 때문이다

- خ 의 경우는 전사가 kh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서도 언어에 따라 이 단어의 한국어 표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아랍 단어를 많이 이용하
고 있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한국어 표기를 따라, 모음 앞에는 ㅎ,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크’로 하도록 하겠다. 다만 부인을 의미하는 Khātūn의 경우, 그간 통용되어 왔던 표기법에 따
라 카툰이라 칭한다.

- 는ش 발음기호 ʃ와 동일하게 한국어표기를 한다. 즉 자음 앞에서는 슈, 모음 앞에서는 샤, 시, 슈,
어말은 시인 것이다.

- 는غ gh로 전사되며 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g와 동일하게 표기된다.
- 에저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i가 일반적이나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yi, 묵음 의ۀ 뒤에 다른
단어가 이어져 발음이 ye로 되는 경우에도 a-yi가 된다(خانۀ بزرگ의 경우 Khāna-yi buzurg가 된
다).

- 묵음 h 발음은 보통 장모음 뒤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a'로 처리해주면 된다. (다만 아
미르자데, 샤자데의 경우 a로 전사하더라도 ...ㅔ로 표기한다) 한편 동일하게 모음 뒤에 오더라
도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h로 표기하면 된다. (Māh와 같은 경우)

- 어미에 یه... 가 붙는 경우, 의ی 이중 모음이므로 iy+a(묵음 h)로 표기가 된다. 장모음 뒤의 어말에
붙는 는ی ...y로 표기.

- 지명의 경우 어미가 d(د)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발음을 고려하여 ‘트’로
읽도록 한다. 사마르칸트, 후잔트 등이다.

- 받침에 대한 규정은 ‘외래어표기법’에 규정된 대로 한다. 그러나 간혹 상황에 따라 장모음 뒤의
어말 자음을 받침으로 쓰기도 한다.

253) 이 부분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료 및 연구서의 서명은 로마자 이탤릭체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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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시드 史』

㉮ Dughlat, Mīrza Muḥammad Haydar, Tārīkh-i Rashīdī,: A H istory of the Khans of

Moghulistan, ed, Sinasi Tekin & Gonul Alpay Tekin, Persian text ed. Thackston,

W. 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1996.

- 축약 : TR/Thackston

㉯ Dughlát, Mīrza Muhammad Haidar, The Tarikh-i Rashidi : a history of the

Moghuls of central Asia, ed. and tr. Elias, N., Ross, E., Denison, E., London:

Sampson Low, Marston and Company, 1895.

- 축약 : TR/Elias

2) 『세계정복자사』

㉮ Juvaini, Ala al-Din Ata-Malik, Tarikh-i Jahangushāy, ed. Mirza Muhammad ibn

Abdul-wahhab-i Qazwini, tr. Boyle, J. A., Great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 축약 : TJ/Boyle

㉯ Jūvaynī, Ala al-Din Ata-Malik, Tārīkh-i Jahānghushā-yi Jūvaynī, Tehrān:

Dunyā-i Kitāb, 1382 Sh./2003-4.

- 축약 : TJ/Qazvīnī

3) 『傳記들의 벗』

㉮ Khwāndamīr, Ghiya ̄s̲ al-Dīn, Habibu's-siyar, Tome three. The reign of the
Mongol and the Turk, ed. and tr. Thackston, W. M., Cambridge: Dep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1994.

- 축약 : HS/Thackston

4) 『무인 選史』

㉮ Naṭanzī, Mu'īn al-Dīn. Muntakhab al-Tawārīkh Mu'īn-i, ed. Parvīn Istakharī,

Tehrān: Asāṭīr, 1383Sh./2004-5.

- 축약 : MTM/Istakharī

5) 『兩星의 上昇과 두 바다의 만남』

㉮ Samarqandī, Kamāl al-Dīn Abdālrazāq, Maṭla' Sa'dayn wa Majma' Baḥrayn,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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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wāī, 'Abdul Ḥusayn, Tehrān: Mu'asasa-yi Muṭāli'āt wa Taḥqīqāt-i Farhangī,

1375Sh./1996-7.

- 축약 : MSMB/Nawāī

6) 샤미의 『勝戰記』

㉮ Shāmī, Nizām al-Dīn. Ẓafar nāma, ed. Panāhī Simnānī, Tehrān: Intishārāt-i

Bāmdād, 1363Sh./1984-5.

- 축약 : SZN/Simnānī

7) 야즈디의 『勝戰記』

㉮ Yazdī, Sharaf al-Dīn ʻAlī, The H istory of Timur-Bec: Known by the Name of
Tamerlain the Great, Emperor of the Moguls and Tartars: Being an H istorical

J ournal of H is Conquests in Asia and Europe 1-2, French tr. Petis de la Croix,

F., English tr. Darby, London: 1723.

- 축약 : THTB/Darby

㉯ 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 nāma, ed. Muḥammad al-Hadār, Bengāl: Asia

Society, 1888.

- 축약 : YZN/al-Hadār

㉰ 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 nāma, ed. Abbas, Tehrān: Amīr Kabir, 1336

Sh./1957-8.

- 축약 : YZN/Abbas

㉱ 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 nāma, ed. Urunbayeb, A., Tashkent: 1972.

- 축약 : YZN/Urunbayeb

㉲ 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 nāma, ed. Ṣādiq, Sayyīd S'aīd Mīr Muḥammad,

Tehran : Markaz-i Asnād Majlis, 1387 Sh./2008-9.

- 축약 : YZN/Ṣādiq

㉳ 테헤란 국회도서관 14189 사본(840AH 사본) : YZN/840AH

㉴ 테헤란 국회도서관 65050 사본(867AH 사본) : YZN/867AH

㉵ 테헤란 공공도서관 2787852 사본(979AH 사본) : YZN/979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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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번 역

도입

[227]254) 거대하시고 위대하시며 훌륭하신,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신의 이름으로,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권능을 빼앗기도 하신다.>255) 예언자의

봉인이신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벗들과 동료를 위해 기도하며.

1. 첫 번째 章(Maqāla)256), 사힙키란(Ḥażrat257) Ṣāḥib

Qirānī) <신께서 그의 정통성을 그에게 가르쳐주소서!>

의 행동(Af'āl)의 발생과 상황(Aḥvāl)으로의 진입

[시Nazm] 神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것의 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가까이에서
명확해진다.
태양의 형태를 재단하는 자258), 우리의 형상을 물 위에 그리는 자.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神, 그의 존재 없이는 온통 소멸뿐이다.
세상에 비록 存在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259) 신의 존재에 피신하는 것이 아니면

254) 본 역주는 전술하였듯이 이란본Ⅱ(1387 Sh./2004-5년)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란본Ⅱ의 앞부분
에는 『무깟디마』가 수록되어 있고, 『勝戰記』는 227페이지부터 시작된다. 역자는 페르시아
원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번역 본문에 이란본Ⅱ의 페이지를 [ ] 안에 표기하였다.

255) Qur'ān, Sūra al-Imrān : 26 ; < >안에 들어있는 구문은 아랍어 구문이다.
256) ‘첫 번째 章(Maqāla)’ 은 본래 야즈디가 계획하고 있었던 티무르-샤루흐-이브라힘 술탄에 관
한 1, 2, 3章 중에 첫 번째 장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종종 2, 3장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257) 이 단어는 군주, 높은 신분을 가진 이들, 혹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이
름 앞에 붙이는 칭호이다. 본문에서는 티무르의 칭호인 ‘사힙키란’ 앞에 주로 쓰이거나 티무르를
지칭할 때 ‘Ān Ḥażrat(그 하즈라트)’ 형태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외에도 神이나 예
언자 무함마드, 또는 당대의 유명 종교인 등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하였다. 다만 한국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어려워, 이 단어가 ‘사힙키란’이라는 칭호 앞에 쓰일 때는 별도의 번역을
생략하였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 분’이라 번역하였다.

258) 이란본Ⅰ과 979AH 사본에서는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자(Farāzanda)’, 승천하게 하는 자, 높
이 올리는 자라 하였으나 타슈켄트본에서는 장식하는 자(Ṭarāzanda)라고 하였다.

259) 이는 979AH 사본 및 타슈켄트 사본을 따른 것이다. 타 사본에는 ‘세상(Jahān)’이라는 단어 대
신 ‘만일, 그런 식으로(Chunān)'이란 단어가 있는데, 뒷부분의 Archa와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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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마찬가지이다. [228]
아아, 하나의 존재로부터 나타난 완전한 창조여, 무엇이든 있었던 대로 존재할 것
이다.
하나의 아치에서 100가지 색이 나타났다, 하늘은 서둘렀고, 땅은 느긋하였다.
하나의 가지에서 네가 보았던 것이 열매를 맺었다, 부드러운 꽃에서 단단한 가시까
지.
만일 창조주에게 청한다면, 그 (분) 외에 ‘두 개로 보는 자(Dū Bīnanda)260)’에게 청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분 외의 각 존재는 마치 신기루 같은 속임수를 적절한 시각이라 착각
하기 때문이다.
최우선이 神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어느 누구도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라, 마지막이 처음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의 理性의 눈은 亂視(Aḥval)
이다.
그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현명한 이성이 알지 못하니 생각할 도리가 없
다.
이야기가 그의 본성에 이르면, 입술을 다물어라. 그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 영혼
을 밝혀라.

신(Mālik al-Mulk)의 끝이 없는 호의의 도움은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261)

하는 피 도움인을, 대리인의 귀환처(Khalāfat-i Maṣīr)262)인 왕좌 위에 <대리인으로 지

상에 두라 하셨고>263), 창조의 주인께서는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훌륭함을 베푸셨다. 그

의 훌륭한 자손들을 거대한 기쁨의 왕관으로 <신이 아담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

듯>264) 고귀하게 하셨고, 세계의 육지와 바다에 대한 소유와 장악의 권력을 사여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정주하도록>265) 하였으며, <하늘의 주님이요 대지의 주님이시

며 만유의 주님이신 신을 찬미하도록 하여>266) 성공의 왕들의 강력한 깃발을 통치와

세계 정복의 정점에 세우고, 세계정복자 왕들의 잘 벼리어진 刀劍(Shamshīr)267)의 단

260) 이 단어는 ‘두 사람의 보는 자’가 아니라, 두 개로 보는 자를 의미한다. 본문의 하단에 있는
난시(Aḥval)와도 의미가 상통한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261) Qur'ān, Sūra al-Baqra : 30.
262) 이란본Ⅰ과 979AH사본에는 ‘Khalāfat’가 없다. 그러나 이후에 ‘대리인의 귀환처(Khalāfat-i
Maṣīr)’ 혹은 ‘통치권의 귀환처(Salṭanat-i Maṣīr)’라는 용어가 수 십 차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문과 같이 번역하였다. 이 수식어는 대게 ‘왕좌(Sarīr)’를 수식한다.

263) Qur'ān, Sūra al-Baqra : 30.
264) Qur'ān, Sūra al-Asrā' : 70.
265) Qur'ān, Sūra al-Ḥūd : 61.
266) Qur'ān, Sūra al-Jāthiyyah: 36.
267) 페르시아 어로는 다양한 종류의 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Shamshīr’라는 칼은 길고 날카로
운 금속과 손잡이로 이루어진 장검을 의미한다. 영어로 언월도(Schimitar)라 번역하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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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8)을 승리라는 新婦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능력을 베풀어주셨다. 신앙이라는

정원의 관리가, 성전사들의 불꽃 튀는 칼(Tīgh)269)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이슬람이라는 묘목의 푸르름을, 성전사들의 ‘피 마시는 칼’의 붉게 변한 얼굴과

이어지게 하셨다. 그의 운명이라는 영웅은, 용연향 어린 베일과 같은 구름으로 하여금

‘예언자들의 왕’의 傘蓋 드는 자가 되도록 명하셨고, 신께서는 그를 후원하는 동료인 거

미에게, ‘예언자들의 수장’께서 머무르는 곳을 (은폐하기 위해) 혼란을 일으킬 능력과 힘

을 사여하셨다.270)

[시Nazm] 아아, 그의 천막이 사향으로 얼룩진 구름으로 가득 찼다. 시드라(Sidr
a)271) 나무의 끝이 그의 왕좌의 발밑에서 자라났다. [229]
그는 메디나(Yathriba)272)라는 세계 어전의 재판관이다. 東과 西의 왕들이 그의 무
리였다.
그의 말에 따라 카펫이 드높은 어좌에 생겨났다, 그의 신발을 따라 어좌에 카펫이
(생겨났다).
용기가 그의 손을 전투로 이끌었을 때, 그의 손바닥은 작은 돌로 화살(Khadan
g)273)을 만들었다.
그 화살이 눈먼 적들에게 나아갔고, 신앙의 적들에게서 영혼을 빼앗았다.
비천한 이교도에 대한 보복을 위해,274) 예언자의 손은 칼로 힘을 얻었다.
수많은 찬양과 찬사가,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이에게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에
도) 있다.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문과 자녀들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그의 훌륭한 후
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오 하느님, 무함마드와 무함마드 가족 및 동료들을 축
복해 주시기를!>

초승달 모양의 언월도는 Shamshīr-i Khamīdah라고 하는, Shamshīr의 일종이다. 이 Shamshīr
는 지역마다 파르스, 후라산, 이라크, 힌두, 예멘, 다마스커스 등 종류가 다양하다.

268) 일부 사본에서는 Safḥa, 또 다른 일부 사본에서는 Saḥīfa라 되어 있는데 두 단어 모두 책의
페이지, 단면 등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미라 보인다.

269) 여러 종류의 칼을 총칭. 칼 외에도 끝이 좁고 날카로운 도구들을 일컫는다.
270) 구름과 거미는 쿠란에 등장하는 일화를 인용한 것이다. 무함마드가 대상을 따라 이동할 때 그
의 머리 위에 구름의 그림자가 생겨 그가 예언자임을 다른 이들이 알아보게 하였다는 이야기
나, 그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할 때 그가 숨어있던 동굴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그 동굴이
수색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쿠란의 고사들이 이 대목과 관련되어 있다.

271) 쿠란에 등장하는, 7번째 하늘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다.
272)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탈출하여 메디나로 가기 전 메디나의 舊名.
273) 길고 곧은 화살의 한 종류로 동명의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짐.
274)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Ⅰ은 ‘그의 보복에 직면하여’, 타슈켄트본에서는 ‘그의 보복을 행하였
다.’ 로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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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억나는 이야기에 대한 축복과 안녕이, 그리고 잊어버린 이야기들에 관해서

는 용서가 있기를! 지고하신 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니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이 비

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275) 그의 통치의 위대함과 숙명적인 정통성에 대해 표

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왕이자 세계 및 세계 사람들의 군주, (그 분께

서는) 숨은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이든 원하는 것

을 창조하고자 하고, 창조된 것 중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자 하신다. (그리

하여) 以前에 신의 은총이 할당이란 펜으로 상황이란 페이지 위에 선택한 바를 기록하

였을 때, 목표와 소망이라는 열쇠를 그의 강력한 손에 맡기셨다. 신의 의도가 지배 단

계의 드높은 곳과 연결되었을 때, 상위 단계로의 승천은 그의 능력의 발을 통해 (보다)

쉬워졌다. 신의 도움이라는 태양의 광선이 행운의 상서로운 뜰 위에 비추었을 때 그 영

향으로 생겨난 빛은, 적들의 착각의 열기로 인한 불가능한 상상이라는 창공의 문을 닫

았던 구름의 그림자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미풍이 만

일 축복받은 행운의 초지 위에 불어오면. 세계를 그리는 봄의 신선함은 차가운 숨을 가

지고 질투를 일으키는 가을의 맹공으로도 위축되거나 枯死하지 않았다. 신의 은총이라

는 개울이 키워내는 행운의 묘목은, 累代에 걸친 재앙인 차가운 바람으로도 상처를 입

지 않으며, 끝없는 은총으로 세워져 있는 드높은 궁전은, 속임수라는 투척기(Manjanī

q)276)로도 무너지지 않았다.

[시Bayt] 하늘은 그를 위대하게 하시고 비천하게 두지 않았다, 세계는 그를 아꼈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였다. [230]

그리고 이러한 바에 대한 증거가 곧 사힙키란께서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다. <신을 통해 도움과 은총과 길에 대한 안내를 얻는다.>

2. 사힙키란의 영예로운 점에 관한 이야기의 도입부

(Tashbīb)277)

275) Qur'ān, Sūra al-Qaṣaṣ : 68.
276) 돌을 쏘아 성벽을 공격하는 고대 공성 도구. 최초의 도구는 기원전 중국, 인도, 그리스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기구에는 화약이 이용되지 않고 물리력으로만 작동된다. 영어로는
‘Catapult’로 번역된다.

277) 페르시아 문학, 특히 장편시 형태인 카시다(Qashīda)에서 도입부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에 해
당하며, 시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찬양 · 자연 등에 관해 짧게 서술하는 부분. 카시다의 전
체 구조는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1, 2단계가 서론, 5-6 단계가 결말에 해당하
며, 3-4단계가 본론이라 볼 수 있다. 『勝戰記』는 산문이지만, 이처럼 카시다의 구조를 일부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제목은 타슈켄트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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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밤의 축복이란 시야의 어두움과 같아, 그 모든 어두움이 세계를 밝히곤
하였다.
밤, 그의 힘은 밝은 낮보다 더욱 거대하였다. 그 달은 보름달이었고 그 보름달은
작아짐으로부터 안전하였다.
모든 영광스러운 상태인 별들은, 영향을 통해 영광스러워지고, 징조를 통해 상서로
워진다.
나에게 상서로운 운명이 도움을 주었고, 마음속의 소망이 곁으로 왔다.
높고 낮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즐거운 연회를 원하는 대로 준비하였다.
한 촛불이 생각의 빛으로 타올랐다. 巡杯者(Sāqī)278)의 지혜와 술은 새로운 의미였
다.
천사가 연회에서 악기를 연주하였고,279) 신나고 기분 좋게 노래를 불렀다.
모든 밤을 이런 식으로 즐겁게 지내면서, 나의 희망찬 마음이 생명을 길러냈다.
행운의 아침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은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승리의 새는 승리의 왕관을 머리 위에 펼치고 날개와 깃털을 폈다.
행운의 때에, 마치 노래를 하듯 나의 마음속 생각의 새가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후로 앵무새처럼 입을 열었고, 사힙키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였
다.
그 신앙을 지닌, 세계를 차지한 왕이 짧은 시간동안 이 세계를 차지하고,
행운의 황색 말 위에 안장을 얹었을 때, 용감히 허리띠를 묶고 세계를 열었다.
중국의 경계에서 룸의 끝까지, 이집트와 시리아건, 인도280)의 백성들이건,
이란(Īrān)281)이건, 투란(Tūrūn)282)이건, 바다건 육지이건, 건물의 흔적이 있는 곳

278) 이 단어는 페르시아 문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술을 나르고 따라주는 사람을 일컬으며, 일반적
으로 아름다운 외형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된다.

279) 이것은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을 따른 것이다. 이란본Ⅰ 및 979AH 사본에는 올리는 자, 위로
올리는(Farāzanda)로 되어있다.

280) 이것은 이란본Ⅰ을 따랐다. 그러나 이란본Ⅱ이나 타슈켄트본은 ‘백성들의 증거’라는 다소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

281) 이 이란이라는 단어는 『勝戰記』의 全文에 걸쳐 등장하는데, 뒤에 있는 투란과 대비를 이루
어 예부터 페르시아인들이 거주하던 영역을 일컫는다. 현재의 국민국가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강역보다 훨씬 큰 범위를 자랑하는데,『勝戰記』에서 이란 원정이라 표현한 곳을 생각해보면,
아무다리야 강을 건너 이란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다리야 以西가
이란의 동쪽 경계이며, 후라산, 마잔다란, 아제르바이잔, 파르스, 이라키아잠, 이라키 아랍을 거
쳐 서쪽으로 샴과 이집트, 룸과의 경계를 이란의 서쪽 경계라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현재
Encyclopaedia of Iranica 등에서 정의한 ‘대 이란(Greater Iran, Īrān-i Buzurgh)과 그 영역이
겹치는 편이다. 다만 시스탄이나 자불리스탄, 카불리스탄 및 힌두스탄 북부에 대해서 야즈디는 ’
이란‘이라 칭하지 않았으며, 조지아의 경우에도 그루지스탄이라 별도로 칭하고 있다. ’대 이란
‘이라는 개념이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영역을 일컫기 때문에, 이 개념의 영역적 범위와 비
슷하다고 볼 수 있다.

282) 이란(대 이란)과 대조되는 개념, 일반적으로 아무다리야 강 이북 지역을 일컬었다. 이후 Shā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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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어디이건.
스스로 친히 그곳에 이르렀으며,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었을 때.
[231] 그의 군대가 향하는 모든 곳에, 처음으로 말의 편자가 그 땅을 짓눌렀다.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었다, 군대의 승리가 뒤따랐다.
모든 곳에 이르렀고 사방을 횡단하였다, 신의 은총으로283) 승리하였다.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그의 벗이다, 세계의 모든 왕들이 그의 노예이다.
그의 손아래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하늘이 그를 숭배하였고, 그는 신을 숭배하였
다.
하늘은 하인이며 태양은 노예이다, 그에게 當代가 복종하고 그에게서 세상이 희망
을 (얻었다).
마음에서 장식되었던 소망이, 이처럼 그가 바라는 대로 나타났다.
그의 확신은 강하였다, 그의 신앙은 옳았다, 정의로운 이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
용감한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하늘로284) 올라갔다.
일처리에 있어 그의 판단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純全(Maḥż-i Khay
r)285) 외에는 그의 판단을 확인할 수 없다.
발생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에게 충고하는 자는 행운의 계시 외에는 없었
다.
친절(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모든 곳, 그 곳에서는 재앙이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286) 무력의 불꽃이 불타오르면, 단 한 번의 불길로 그 국가를 태
웠다.
만일 원한으로 인해 산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마치 얼음이 태양의 앞에서 녹는
것 같았다.
만일 분노로 하늘을 바라본다면, 태양과 달의 얼굴이 검어졌을 것이다.
누구도 세상에서 그에 대한 원한의 숨을 쉬지 않았다. 만일 (원한의 숨을) 쉰다면,
다시는 세계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반대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생명과 여전히 이어
져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았다, 펜처럼 칼을 머리 위에 두지 않았다.
그의 운명이 왕좌에 앉았을 때, 세계에는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왕관을 쓰는 이가

nāma의 저자 페르도시가 이란의 전설과 역사에 대해 저술하면서 이란과 대조를 이루는 타자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보편 개념이 되었다.

283) 이란본Ⅰ에서는 ‘정의로움이 비추었고’로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Ⅱ은 위와 같다.
284) 이란본Ⅰ에는 ‘목(Gardan)으로’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사본에는 ‘하늘(Gardūn)로’라 되어 있다.
285) 고통, 그릇됨으로부터 자유롭고 벗어나 있는 극강의 올바름, 훌륭함.
286) 이란본Ⅰ에는 이 부분이 없으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는 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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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지 않았다.
깨끗한 세계의 모든 왕들이, 그의 어전에서 복속하며 땅 밑에 (엎드렸다.)
땅 위에 그의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세계는 그의 훌륭함이란 파도에 잠겼다.
관용의 손은 보물의 뚜껑을 열었고, 혼란의 문을 닫고 사악함이란 발을 묶었다.
매일 그의 은사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이후로도 후손들이 곤궁함을 겪지 않았다.
[232] 그 정의로운 자의 축복받은 시대에, 세계에는 어떠한 불의의 흔적도 남지 않
았다.
타락과 혼란의 관습을 던져버렸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단번에.
도시와 창고에서도, 산과 황야에도, 사람들의 뇌리에 배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때에 세계의 금과 물자는, 네가 말하였지, 보물이 있어 훔쳤더니, 뱀이었다
고.287)

그 때에 안전이란, 포승줄과 열쇠의 습관이 사라질 지경이었다.
세계라는 판에서 잘못된 그림을 씻어내었다, 바로 그것이 ‘정직함에 구원이 있다
.’288)는 그의 인장이었다.
너는 말하였지, 온 세상이 고귀하게 되었다고. 사악함과 부정의 관습이 사라졌다고.
그의 정의의 비가 씻어낸 땅에는, 또 다시 不正의 가시가 자라지 않는다.
신앙이란 거울에서 잘못된 관습(Bid'at)289)이라는 綠(Zang)을 제거하였고, 세계의
정원에서 저항의 가시를 뽑아내었다.
그의 소망은 왕위와 통치에 (있었고), 위대한 왕좌와 커다란 왕관에 (있었다.)
신앙을 돌보고 샤리아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것
을 지엽적인 것으로 여겼다.
모든 그의 노력이 이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것들은 씨앗과 덫이었
다.290)

세상 어디에서든, 예언자 가문의 일원보다 더 훌륭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
사이드들을 생명을 다하여 신뢰하였다, 바로 그 강하고 순종적인 가문을.
지식인들보다 더욱 완전한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게 신중함과 경의를 보였
다.
터번을 쓴 이들(Ahl-i Dastār)에게 잘 대해주었다, 특히 신앙을 지닌 무프티들에게.

287) 이부분의 해석 또한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보물(Jumurd)은 페르시아 문학에서
뱀과 더불어 대구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자주 등장하며, 옛 관념에서는 뱀이 이 보물 앞에 있
게 되면 눈이 먼다는 속설도 있다.

288) 티무르의 인장에 새겨진 글씨가 바로 이것, ‘Rāst-i Rast'이다.
289) 이것은 종교적인 규율에 따르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관습이나 생산물 등을 의미한다.
290) 덫 안에 들어있는 씨앗, 이는 곡물을 찾기 어려운 황야와 대비를 이루어, 물자가 있지만 위험
도 있는 곳과, 물자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자유로운 곳의 대비를 상징한다(Mawlawī Jalāl
al-Dīn Muḥammad ibn Muḥammad, Paymāna wa Dāna, Tehran: Mihrāndīsh, 1398Sh/2019,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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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은둔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곤 하였다.
신앙을 지닌 위대한 이들의 聖廟(Mazar)291)를 향해, 믿음의 길로 성심을 다해 나
아갔다.
그의 업무가 크게 고조되었을 때, 은둔의 궁정이 필요하였다.
정의를 향해 순결하게 나아갔다, 겸손의 앞이마를 흙 위에 놓았다.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신에게 승리와 훌륭함을 청하였다.
신에게 마음과 눈물을 불태우며, 자신의 바람을 청하였다.
[233] (그러자) 그의 행운의 ‘신비의 소리(Hātif)’292)로부터 울부짖음 없이, 대답의
음성이 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엎드려 우선 감사를 드렸다, 완전한 진심과 올바른 확신으로.
그 후에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기적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창고지기에게 물자를 요구하였다, 그 많음에 하늘이 놀랐다.
수많은 것들을 외부에 사여하였다.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 땅에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에서, 혀가 기도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을 때, 돌연히 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의 본성이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것은) 밝은 마음과 완전한 평안함이
었다.
훌륭한 성묘를 많이 건설하였다. 토성의 테라스(Ivān)293)에 세웠다.
하니가(Khāniqāh)294)와 대 마스지드, 그 외의 곳에서 독경이 울려 퍼졌을 때
사힙키란의 선조는 생각이 왕의 길과 이어지는, 그러한 이들이었다.
부친에서 부친으로, 아담에 닿았으며 모두의 발이 왕좌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바다 같이 관대하신 왕의 완벽함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그의 지위의 높음에 대해 찬사의 의복이, 기도의 때에 짧아지고 좁아지는 것과 같
았다.
왕다운 의복을 정돈하겠다, 그 왕의 연대기(Akhbār)295)를 짓기 위해.
처음부터 (나는) 탄생에 대해 시작하겠다. 언제 왕의 태양이 떠올랐는지 (부터).

3.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탄생에 대한 이야기296)

291) 이슬람권에서 훌륭한 인물로 여겨져 사후에 숭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소위 聖者들의 묘.
292) 모종의 소리 중에, 소리는 들리지만 그 본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으며, 일종의 신에게서
내려오는 계시를 의미한다.

293) 본래는 여러 건물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둥근 아치 모양의 테라스를 일컫지만, 일부 문학 작품
에서는 ‘하늘’, 혹은 궤도를 의미한다.

294) 이슬람 종교인들이 머무르며 기도를 드리는 일종의 수도원.
295) 현재에는 공지, 혹은 뉴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연대기의 의미를 지녔다.
296) 이 제목 부분도 타슈켄트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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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세계의 왕의 오래된 말씀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주님

께서 그들이 성년에 이를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보물을 꺼내도록 원하셨다.>297) (그리하

여 神의) 무조건적인 자애로운 친절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에게 기능을 주시

는>298) 창고로부터, 올바른 애정과 훌륭한 의도라는 禮服(Khal’at)299)으로, 상서로운 행

운의 신체를 장식하였다. 그 행운의 도움으로 그의 뛰어난 자녀들에게 [234] 훌륭한 영

향과 값진 결과가 나타났는데,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

한 축복이 있기를!>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실상 사람들의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모든

거울이 일곱 번째 내면(Baṭn-i Haftum)300)을 얻는 것이다.> 진실로 이러한 말씀에는

명확한 원인과 이유가 있으니, 이것이 암시하는 바에 해당하는 것, 이 좋은 소식과 관련

된 것이 곧 사힙키란의 훌륭한 부친의 상서로운 상황이었다. 서론(Muqaddima)에서 이

미 이야기하였듯이 아미르 투라가이(Amīr Ṭurāghāy) <신께서 용서해주시기를!>의 관

대한 본성은 신을 경외하는 훌륭한 이들에 대해 애정과 우정을 갖고 있었고, 일생동안

그 훌륭한 무리들의 상서로운 이웃이자 동료가 된다는 오롯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

러니 (그의 은둔자적인) 습관이나 버릇이 결국, <피조물의 생명들이 군대를 이루어, 무

리지어 모여들었던>301) (세계정복군의) 소집을 이루어낼 정도의 천성이나 인식을 갖추

기에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구(M iṣrā')302)] 그곳에서 스스로 시작하였으나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
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성공을 향한 진실한 목표라는 밭으로부터 올바름이란 노력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장>303)이라는 성과를 거두어들였던, 신의 벗들의 애정의 씨앗이

라는 은총으로 인해, 소망이라는 성스러움이 가득한 황야의 공간은 행운과 행복의 짚단

및 성취와 발전의 수확물로 가득하였다.

297) Qur'ān, Sūra al-Kahf : 82.
298) Qur'ān, Sūra al-Ṭaha : 50.
299) 결혼식에서 신랑이 입는 옷, 혹은 시상식 등에서 사람에게 제공되는 옷을 의미한다. 금으로
자수된 비단 재질로 중세 시대에 칼리프나 술탄 및 고위관료들이 입거나, 공을 세운 이에게 사
여하는 것이었다.

300) 인간의 영혼에 있는 7개의 내면 중에 7번째를 일컫는 것으로, 천성의 고귀한 단계를 일컫는다
(출처 : http://wikifeqh.ir/هفتم20%بطون_سبعه_روح_انسان#بطن, 접속시간 : 2019.03.19. 오후 4시).

301) 이란본Ⅱ 미주 73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 중에 일종이다(YZN/Ṣādiq, p.1402).
302) 페르시아의 시 단위는 한 행을 의미하는 句(Bayt)인데, 이 구는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를 半句(Miṣrā')라 한다.

303) Qur'ān, Sūra al-'Imrān : 37.

http://wikifeqh.ir/????_????_???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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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t] 그의 운명이 행운을 빌며 명령을 내렸을 때, 하늘은 그에게 이름난 한 아들
을 주었다.

카잔 술탄 칸의 재위시기에, 왕다운 아침 햇빛(Tabāshīr-i Ṣubḥ)이 신성한 은총의 지

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세계를 지키는 별빛이 신성한 돌보심의 정점에서 반짝

거리기 시작할 때, [몽골 曆法의 한 바퀴의 시작인] 시츠칸(쥐, Sīchqān)의 해에 해당하

는 736AH 샤반 월 25일 화요일 밤304), 키시(Kish)305)라는 아름다운 땅의 외곽에서, 신

성한 샤리아에 따라 신앙을 길러내는 그 노얀과 혼인하였던 타키나 하툰(Takina

Khātūn)의 순결한 장막으로부터, 사힙키란의 존재라는 태양이 상서로운 탄생이라는 上

昇地(Maṭla')로부터 떠올랐고 그 세계를 밝히는 초승달(Māh-i Gharra)이 상서로운 성

좌에서 영원히 빛났다. [235]

[시] 거대한 하늘 위로 초승달이 새로 빛을 발했다, 지고한 정원에 꽃 하나가 새로
이 피어났다.
태양의 正西쪽, 하늘 위에 그의 얼굴을 두었다, 그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기 위해.

한 세상이306)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고, 세상은 그 축복받은 왕림을 위해 보석을

뿌렸다(Nithār).307) 한 세계가 한 사람이라는 의복을 입고 세계에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그는 세계의 왕다운 깃발을 권력의 정점에 세웠다.

[시Nazm] 그의 역량이 천구에 필적할 정도로 커졌을 때, 하늘이 커지게 되었다.
그의 본성이 세상에 왔을 때, 한 세상이 세상으로 왔다.

<신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명령받은 대로 엄하게 행할 뿐>308)인 기도

하는 모든 자, 그들의 고귀한 본성은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보살핌을 받았고, 쿠란 독경

304) 이 글에서 히즈라 력의 서력 변환은 Benno van Dalen이 만든 달력변환기를 (Civil, 15)로 맞
추어 변환한 날짜를 이용한다. 이 시점은 1336년 4월 9일 00시 00분경이다(온라인 출처 :
http://www.bennovandalen.de/Programs/programs.html).

305) 마와라안나흐르 나흐샤브 근처의 도시, 현재 샤흐리 사브즈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이며 우즈베
키스탄 사마르칸트 남쪽, 카르시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306) 타슈켄트본에는 ‘한 영혼이(Rūḥī)로 되어 있으며, 이란본Ⅱ, 이란본Ⅰ에는 ‘어떤 세상(Jahānī)’
으로 되어있다. 다만 뒷부분의 ‘한 세계가(’Alāmī)'로 되어 있어 대구를 이루기 위해 본문과 같
이 하였다.

307) 이 단어는 ‘뿌리다’, ‘희생하다’, ‘선물하다’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료상에서는
윗사람에게 행하는 알현의식 중 하나로, 공적인 세레모니에서 금화나 보석, 값비싼 직물 등을
공중에 뿌려 환영하는 의식을 일컫는다(A. K. S. Lambton, “Marāsim,” Encyclopedia of Islam
6, Leiden: Brill, 2002, p.521).

308) Qur'ān, Sūra al-Taḥrīm : 6.

http://www.bennovandalen.de/Programs/progra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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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롯이>309) 보호를 얻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을 구하였던>310) 은둔자들은 그의 드높은 힘의 기반을 완전히

먼 단계까지 뻗기 위해, 기도의 의무를 행하였다.

[시Shi'r]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정원에서 자라게 될, 이 축복받은 묘목이 푸르게
되기를!
능력과 지식과 국가 창설에 관한 훌륭한 판단과 행운이 있기를!
그의 왕관과 왕좌로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그의 적의 머리가 대문의 왕관이 되기
를!

그 태양(Nayyar-i S'ādat)의 상승(Ṭulū')으로 인해, 온전한 하디스의 지시를 올바르게

드러냈던 훌륭한 꿈(Rūyā-yi Ṣālihi)311)의 비밀스러운 진실이라는 광선이 發하였고, 툼

비나 칸(Tūmināi Khān)312)이 <운명의 주인(Arbāb al-Duwal)313)이 우리에게 계시를 내

렸다>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한 바 있었으며, 그 이야기가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카출리

바하두르(Qāchūlī Bahādur)의 꿈의 진실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314) 즉, 자세히 설명하

309) Qur'ān, Sūra al-Qalam : 51.
310) Qur'ān, Sūra al-Shūr'a : 5.
311) 이슬람권에서는 꿈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이 ‘훌륭한 꿈’은 신이 보내는 46가지 소식
중에 하나로, 예언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312) 이 이름은 라시드 앗 딘, 『부족지』, 김호동 역, 사계절, 2002의 명칭을 따른 것이다.
313) 이 단어는 직역하자면 ‘운명의 주인’이며, 일반적으로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토
성을 강조하는 본문의 이 대목에서는 토성이 그 성좌의 주인인 물병자리(Dilū)가 'Duwal'이라
고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물병자리의 주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단어가 토성을 타고난 티무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게 서술하고 있다.

314) ‘카출리 바하두르의 꿈’은 야즈디의 『勝戰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화이며, 야즈디는 이
일화를 티무르의 군주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하였다. 이것은 서론에 수록되
어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출리 바하두르가 어느 날 꿈에서 보기를, 그의 형제인 카불 칸의 주머니에서 어떤 별이 떠
올라 정상으로 치솟았다가 어두워졌고, 그 후에 다른 별이 떠올랐다가 내려앉았다. 세 번째로
어떤 별이 떠올랐다가 졌다. 네 번째로 어떤 별이 떠올라 빛을 내었으며 그의 주머니에서 全
하늘을 밝혔다고 한다. 이 별은 여러 개의 별로 나뉘어졌는데 각각이 사방으로 드리워졌고 그
별이 사라지게 된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밝아져 있었다. 그가 잠에서 깬 후 다시 잠에 들었다
가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어떤 별이 솟아올랐고 사라지기를 7번
반복한 후에, 여덟 번째로 거대한 별이 떠올라 세상을 밝혔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개의 작은
별로 흩어졌는데, 그 작은 별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을 밝혔다. 그 거대한 별이 일몰의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광선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꿈을 부친인 툼비나 칸과 형제
인 카불 칸에게 이야기하였고, 툼비나 칸은 ‘운명의 주인께서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다’라는 쿠란
의 명령에 따라 그 꿈을 해석하였는데, 카불 칸이 카불 칸으로부터 3번째 자손이 칸의 자리에
오를 것이며, 4명의 자손으로 하여금 세계를 점령하도록 하여 자손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며 한
동안 통치권이 그에게 머무를 것’라 하였다. 그리고 한편 두 번째 꿈에 의하면 카출리의 계보로
부터 8번째 자손 중에 하나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그의 자손들이
각 기후대(Iqlīm)의 말릭과 샤가 되어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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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운명의 주인에 속하는 8번째 별(토성)이315) 카출리 바하두르의316) 여덟 번째 몸

(Baṭan-i Hashtum),317) 즉 그의 통치권이란 빛으로 東西를 [236] 밝혔고, 그의 이후에는

그의 자녀들과 후예들의 정의와 공정의 영향이라는 행운으로 인해 여전히 밝게 남아있

던 곳으로부터, 승리의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즉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

로, 축하의 혀를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시Nazm] 그 설명이 너에 해당하는 좋은 꿈이여! 그 해석이 너에 해당하는 좋은
문구여!

그의 상서로운 앞이마의 영광(Farr)으로318) 인해 태양처럼 빛났던 통치권의 왕좌인

천구는 일곱 기후대(Haft Iqlīm)를 다급히 달구고 세계를 밝혔다. 또한 그 상서로운 상

승점(Ṭāli’ Mas'ūd)319)의 암시로 인해, 세계를 침체하게 하는 밤이 행운의 아침의 浮上

(Ṭulū’)을 통해 낮이 되었던 밝은 진실의 아침처럼, 노루즈(Nūrūz) 날보다 더욱 신선해

졌다. 즉, 이 이야기가 증명하는 바는 이와 같다. 통치권(Salṭanat)의 규범을 세우고 칼

리프 권(Khalāfat)320)의 근간을 고양함에 있어, 견고한 기둥을 지닌 가문의 행운의 기초

한 내용에 따라 위구르 어로 계약서를 쓰고 탐가 印章을 찍었는데, 그 내용은 ‘칸 位는 카불 칸
이 가지며 칼과 지배권은 카출리가 갖는다.’ 는 것이며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도록 하였다고
한다(YZN/Ṣādiq, p.235).

315)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시한 천구의 구조도를 보면, 천구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을 행성
궤도의 크기에 따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며 그 바깥에
항성들이 존재하고 그 너머로 황도대가 존재한다. 이것은 ‘9개의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
도 하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의미하는 칼데아 왕국,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이어받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이슬람 점성가들이 지닌 천구의 구조이다(박승열, 『머머의 점성학 강의노트』, 서
울: 좋은 글방, 2012, p.62).

316) 타슈켄트본에서는 ‘카출리 바하두르의 여덟 번째 내면에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Ⅰ과
979AH사본에서는 본문과 같다.

317) 수피즘에서는 1-7번째 내면이라는 관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아,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영혼, 네 번째는 인간의 비밀, 다섯 번째는 인간의 숨겨진 면, 여섯 번째는 보다 숨겨진 면, 일
곱 번째는 본성의 발현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내면에 관해서는 쿠란의 ‘Qur'ān, Sūra
al-Laqmān : 27’에 언급이 있는데 신과 대응되는 ‘피조물들’의 마음(Dilhā-yi Bandigān)을 의미
한다고 한다.

318) Az Farr : Farr라는 것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본래 적법한 군주의 머리 위를 비추는 새 모양의
빛나는 형상을 의미한다. 사산조 군주들의 무덤 앞에 새겨진 새 모양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며,
이것이 변질되어 영광, 빛, 위대함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319) ‘상서로운 상승점(Ṭāli’ Mas'ūd)’은 극히 상서로운 상승점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상서로운 운
명’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320) 이후로도 꾸준히 ‘Khalāfa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만 세속의 통치권(Salṭanat)이라는 단어와 대비되어 이슬람의 종교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즈디의 『勝戰記』는 티무르의 성∙속적 측면에서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하였으
므로, 그의 왕좌를 ‘대리인의 귀환처(Khalāfat-i Maṣīr)인 왕좌’라고 칭한다거나 티무르를 ‘대리
인의 피난처(Khalāfat-i Panāh)’라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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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그 분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는 ‘마지막 날의 사힙키란’이었다. 이와 같은 기초를

지닌 상승점에서는, 마땅히 단단함과 견고함이 극히 적절하였다. 한편 세계의 상황은 변

화나 혁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니, 창조의 공방에서 더럽고 타락한 세계의 재앙이라

는 알록달록한 천을 직조하였던, <하늘에서 땅에 이르기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321)의 밝은 지혜는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즉, 그의 축복받은 상승점은 변화를 거부

하지 않는 기질(Thabāt)을 지닌 성좌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

러 원소 중에 그 기질이 흙과 관계되어 있으며, 하늘의 행성 중에 토성과 관계되어 있

는 염소자리라는 것이다. 염소자리는 비록 흙의 하우스(Khāna-yi Khākī)322)의 활동궁

(Buruj-i Munqalib)323)이나 토성이 들어가 있어, 이는 극도로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유

동적이다. 그리하여 지속과 안정에 관해 이보다 강한 요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에 따르면 각각 특성의 완전함의 극치는 자신의 반대자들을 품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고하고 거룩한> 신의 이름들(Ismā-yi

Ḥusnī)324) 이 지닌 질서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 밝혀진 바, <그분은 태초에도 계셨고 마

지막에도 계시며 현존해 계시되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325) 그

러나 이 섬세한 前提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으니, 목표가 되는 사건의 상승점에 관해, 무

엇이든 그것으로 안정과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염소자리 성좌’보다 더욱 적절할

것이다. [237] 이 논의의 진실성이라는 향기는, 쿠란을 구성하는 말씀들 중 한 단락이라

는, 그 비밀이 개화하는 ‘진실의 정원’(Ḥidāyaq Ḥiqāyaq)에서 맡을 수 있다.

[시Shi'r] 사람은 (형이상학적 관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321) Qur'ān, Sūra al-Sajida : 5.
322) ‘흙의 하우스’란 12개의 성좌를 네 개의 원소와 대응시키는 성좌 구분방식에 의거한 것으로,
불의 하우스에 해당하는 것은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이며, 흙의 하우스에 해당하는 것은 황
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공기의 하우스에 해당하는 것은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
물의 하우스에 해당하는 것은 게자리, 전갈자리, 물고기자리이다(, 사수자리는 목성, 염소자리는
토성, 물병자리는 토성, 물고기자리는 목성이다(Maḥbūbeh-i Humtīyān, Jāyghāh-i boruj
davāzdah ghānahdar she’r-i Fārsī, Haftumīn Hamāyish-i Pazūhishhā-yi Zabān wa Ādabīyāt-i
Fārsī, p.2222).

323) 12개의 성좌를 활동양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4 계절의 시작, 중간,
끝에 해당하는 성좌들을 각각 포함하게 된다. 이것을 카디널(활동궁), 픽스트(고정궁), 뮤터블(변
통궁) 이라 칭하는데, 염소자리는 겨울의 시작으로 활동궁에 해당한다. 그 외에 12개의 사인을
활동양상으로 나누어보면 봄의 시작인 양자리(Ḥamal), 여름의 시작인 게자리(Saratṭān), 가을의
시작인 천칭자리(Mīzān), 겨울의 시작인 염소자리(Juday)가 활동궁이며, 봄의 중간인 황소자리
(Thawr), 여름의 중간인 사자자리(Asad), 가을의 중간인 전갈자리(Aqrab), 겨울의 중간인 물병
자리(Dalv)가 고정궁, 그리고 봄의 끝인 쌍둥이자리(Jūzā), 여름의 끝인 처녀자리(Sumbulih), 가
을의 끝인 사수자리(Qūs), 겨울의 끝인 물고기자리(Ḥūt)가 변통궁에 해당한다(박승열, 『머머의
점성학 강의노트』, 서울: 좋은 글방, 2012, p.103).

324) 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99가지 이름들을 의미한다.
325) Qur'ān, Sūra al-Ḥadī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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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요한 미풍으로 가득 찰 것이다.326)

생각이란 다이아몬드로 보석에 구멍이 뚫린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장막에서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그리하여 상서로운 상승점은 염소자리 성좌에서 발생하였고, 세 개의327) 외행성 중에

자유로운 외행성(‘Alav)328)이었던 염소자리의 주인(Ṣāḥib-i Jadī)329)은 행성들 중에 가장

높은 별이었기 때문에, 쿼드런트 시스템(Tasviyyat 방식)330)으로는 탄생의 때에, 천구에

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그러한 이유로 고귀함과 행운의 하우스이자 직위와 업무의 하

우스였던 10번째 (하우스)에 있었다. 그리고 홀사인 시스템(‘Burjīyat’ 방식)으로는 바람

과 희망의 하우스인 11번째였는데, 상승점의 주인인 행운의 별(토성)이 통치권의 정점

에 떠오를 때, 그 위치와 운명의 드높음이 당대의 다른 통치자들을 넘어서게 되니, 희망

326) 이 시구는 히즈라력 7세기(660AH)의 수피 아지즈 앗 딘 나시피('Azīz al-Dīn Nasifī)에 의해
작성된 페르시아어 시집 Al-Insān al-Kāmil에 수록된 시구로, 인간의 지성 및 인식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327) 이란본Ⅰ,Ⅱ에 따르면 이와 같다. 타슈켄트본에는 다소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
가 별 의미가 없는 단어(Talath)이다(YZN/Urunbayeb, p.194).

328) 관련 사전에서는 천체라는 뜻을 지닌다고 하였으나(Abū al-Fazl Muṣafī,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Hamrā bā Vāzhihā-yi Kayhānī dar Shi’r-i Fārsī,, Tabrīz: Intishārāt-i
Muasisi-yi Tārīkh va Farhang-i Īrān, 1357Sh./1978-80. p.531), 본문 아래에 이 단어와 반대인
Sufliyyah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그 단어의 뜻이 ‘금성과 수성과 달’을 의미한다는 것을 통해 유
추해볼 때, 고대 천구 관념에서 태양보다 안쪽에 위치한 세 행성, 금성-수성-달을 Sufliyyah, 그
바깥에 위치한 화-목-토성을 Alaviyyah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알 호레즈미 역시
“Al-Kavākab al-Alaviyyah는 토성, 목성, 화성 등 태양 바깥에 있는 것이다(Al-Kavākab
al-AlaviyyAHhiya Jaḥl wa al-Mushtarī wa al-Marīkh liannahā Fawuq al-Shams),”라고 이야
기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개념을 번역상의 편의를 위해 내행성/외행성이라 칭하였으나, 지동설
을 반영한 현재의 태양계에서 내행성은 위성인 달을 제외한 수, 금성이다(출처 :
https://www.marefa.org/الكواكب_العلوية_والسفلية).

329) 이 역시 앞에 제시되었던 주인자리에 관한 내용이다. 염소자리의 주인은 토성이다(Abū
al-Fazl Muṣafī,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Hamrā bā Vāzhihā-yi Kayhānī dar Shi’r-i
Fārsī,, p.465).

330) Tasviyyat al-Buyūt는 Daraja-yi Ṭāli'와 같은 의미이다(전게서, p.136). Daraja는 12 성좌 각
각을 30등분한 한 단계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상승점 성좌의 한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한 단계가 7번째 성좌의 한 단계와 같도록 만드는 것이 곧 Tasviyyat al-Buyūt이라 한다(전게
서, p.280). 이를 현대 점성술의 언어로 쿼드런트 시스템이라 하는데, 이 시스템은 12하우스를
나눌 때 태양이 떠오를 때의 상승점과 하강점, 천정점, 천저점 등을 설정하고 이 사분원을 3등
분 하여 12하우스를 설정하는 것이다(그러므로 1-7, 2-8, 3-9. 4-10, 5-11, 6-12하우스, 즉 서로
마주보는 성좌의 크기가 동일하다. Tsviyyat는 곧 ‘대등하다, 맞서다, 동점을 이루다’라는 뜻이
기도 하다). 한편 이 방식 외에도 12 하우스를 설정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현대 점성술 언어
로는 ‘홀사인 시스템’이라 한다. 이 시스템은 상승점이 존재하는 사인을 1하우스로 두고 12하우
스를 설정하는 것으로 두 체계의 하우스 설정법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1336년 4월 9일의 천
구 상황을 보면 토성은 천정점 근처에 있어 쿼드런트 시스템으로는 10번째 하우스에 있지만,
성좌상으로는 전갈자리에 있는데, 이 시기에 상승점이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염소자리에 있기
때문에, 염소자리를 1번째 하우스로 할 때 전갈자리는 11번째 하우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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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펜으로 생각의 판 위에 그림을 그렸던 모든 소망의 형태가 바라는 대로 성취되었다.

(한편) 영광과 권력의 별(Nayr-i A’ẓam, 태양)은 기반의 하우스인 네 번째 와타드

(Vatad),331) (즉,) 자신의 높은 지위(Maḥal-i Sharaf)332)에 수성과 함께, 마치 두 개의

태양처럼 백양궁의 22번째 단계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고 행운의 칙령을 상서로

운 은총으로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통치의 태양이 떠오르던 때에 자신의 근본이 되는

위치에 나타나, 바로 그곳을 왕좌로 삼고 그 왕국이 다른 세계의 어떤 도시나 지역보다

장식되고 발전하고 번영하며 확장되도록 하였다. 한편 행운의 水原이자 외형의 수호자

인 목성은 힘과 권력의 별인 화성과 함께, 자녀의 하우스이자 상승점으로부터 5번째 하

우스에서 값진 사여를 제공받았으므로, 권력의 주인의 상서로운 수많은 자녀와 후손을

통해 영원한 행운의 형태에 합류하였고, (그것은) 누대에 걸쳐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상서로운 상승점으로부터 열 번째 성좌, 지위와 도움의 하우스(천칭자리)의 주인이

자, 자녀들의 하우스인 다섯 번째 성좌(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은, [238] 상승점으로부

터 세 번째 성좌(물고기자리)이자 자신의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즉) 금성(Aqrabā)의

하우스는 물고기자리의 16번째 단계로, 상서로운 악기를 친절의 장막에서 연주하였다.

외행성의 영향력을 내행성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였던 달은, 바로 그 성좌의 14번째 단

계에서 도달의 광선을 그에게 비추어, 자녀들과 친족과 더불어 통치와 왕위에 관한 훌

륭한 일들을 가장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종말까지 파괴와 다툼이라는 측

면에서 평화로울 수 있게 하였다.

[시Nazam] 명령에 따라 일곱 번째 별이 나타났는데, 세계가 그에게 열쇠를 줄 것
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따라, (그를) 건강과 평안의 요람에 앉혔고 신의 호의의

씨앗을 양육과 보살핌의 즐거움이라는 우유로 길러냈다.

331) 와타드는 12개 성좌 중에 상승점(어센던트, Asc), 하강점(디센던트, Dsc), 중천점(미디움 코엘
리, MC), 천저점(이뭄 코엘리, IC) 이 위치한 성좌를 가리킨다. 즉, 어느 시점에 동쪽 지평선에
서 떠오르고 있던 별자리의 첫 시작점이 상승점이므로, 그 성좌가 상승점 와타드(Watad-i
Ṭālih'). 해당 성좌를 1번째 하우스로 삼고 반시계방향으로 12개의 성좌에 번호를 매겼을 때, 7
번째 성좌가 하강점 와타드Watad-i Ghārib. 4번째 성좌가 천저점 와타드(Watad-l-Ārz), 10번째
성좌가 중천점 와타드(Watad al-Samā')라고 한다(전게서, p.724). 그러나 『勝戰記』에서는 성
좌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4번째 와타드는 천저점 와타드이며 곧 4번째 하우스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 시기에 4번째 하우스는 염소자리를 1번째 성좌로 삼았을 때 양자리였다.

332) 각 행성들은 각자 자신의 높은 지위(오늘날 점성술 용어로는 엑절테이션이라 한다.) 성좌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행성이 그 성좌에 자리할 때 극도의 대접을 받는 상태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양자리가 태양의 엑절테이션 성좌이며, 태양은 양자리에서 엑절테이션 위치(높은 위
치)에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태양은 양자리, 달은 황소자리, 수성은 처녀자리, 금성은 물고
기자리, 화성은 염소자리, 목성은 게자리, 토성은 천칭자리이다(전게서, p.439; 박승열, 『머머의
점성학 강의노트』, 서울: 좋은 글방, 2012, pp.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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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고고하게, 그의 운명의 씨앗을 크게 키웠고, 젖가슴으로부터 희망의 젖으
로 훌륭히 양육하였다.

그렇게 영아의 시기가 지나갔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이가 처음으로 사물을 분별하

는 때에 이르렀을 때, 그의 행동이라는 정원으로부터 통치와 세계 정복의 향기가, 마치

봄의 산들바람 속 식물의 향기처럼 불어왔고, 그의 말과 행동의 흐름에서 통치와 승리

의 빛은, 마치 번개의 광선이 아자르(Āzār) 월333)의 구름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같

았다.

[시Nazm] 경기에서 만일 그 창(Nayza)334)이 목표였다면, 그 이야기는 왕좌와 왕
에게서 나왔다.
통치의 관례에 따라 어린 아이들을 무리 별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 어린 아이는 그 병사들 위에서 아미르가 되었다. 와지르의 관례로 어떤 (자리
에) 임명되었다.
나무와 갈대로 사람을 만들곤 하였다. 업무를 위해 사방에서 밖으로 질주하였다.
이처럼 생각하곤 하였다, 명령을 좇지 않겠다고, 그에게서 결정(Yarghū)이 처음으
로 내려졌다.
그의 부하에게서 죄가 밝혀졌을 때, 그의 머리를 창으로 베었다.
부하들이 다시는 높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처벌을 내리곤 하였다.
그는 마치 경기 같았으나 진지하였다, 경기에서는 그의 영광이 없었다.

[239] <우리가 분배하였던>335) 장부의,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여하신다

.>336)는 은총의 명령 문서에, 그의 행운의 칙령이 <그에게 왕국을 주어라.>337)라는, 세

계를 장식하는 誓命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훌륭한 마음은 세계를 누비는 빠

른 발을 지닌 말들의 말발굽과, 기병들의 훈련, 전투 무기와 도구들의 수집을 오롯이 원

하였으며, 10살부터 청년 시기의 초기까지의 시간동안 줄곧 사냥 및 전술의 연습에 매

진하였다.

333) 시리아와 룸의 달력(Iskandar Calendar)에서 6번째, 봄의 첫 번째 달을 의미한다. 반면에 페르
시아 태양력에서는 9번째 달이며, 가을의 마지막 달에 해당한다.

334) 이것은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Ⅱ에서는 ‘예리함, 날카로움(Tīz)’로 되어
있지만 본문이 보다 적절하다. 이 단어는 길고 좁으며 날카롭고 끝이 뾰족한 금속으로 되어 있
는 창을 일컫는다. 그 끝이 두 갈래나 세 갈래로 되어 있기도 하다. 주로 육탄전을 벌일 때 쓰
는 무기이다.

335) Qur'ān, Sūra al-Zukhruf : 32.
336) Qur'ān, Sūra al-Yūsuf : 76.
337) Qur'ān, Sūra al-Nisā'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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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밤낮 동안 연회와 사냥을 행하였다. 마음과 생명은 전장에 대한 생각에
빠져있었다.

그의 관용을 드러내는 천성은 신의 끝없는 친절을 상징하며, 그의 밝은 마음의 깊은

곳은 오직 훌륭하고 좋은 것만을 바랐다, 그리하여 무엇이든, 무력과 처벌의 흔적에 대

해 분명히 하고자, 상황의 초반에 세계의 일부 추종자들에게 이크타(Iqṭā')338)를 지급하

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추후에) 설명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정복의 당위성과 국가

개창의 필요성이다.

[시Bayt] 만일 왕국을 세우고자 하면, 화살을 날뛰게 해야 한다.

이유는 이러하다. 이 이야기는 속임수가 없고 위선으로부터 결백하며, 서기(Munsh)들

의 외적인 포장이나 이야기꾼(Sukhanwarī)의 修辭와 같은 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

자가 암시하는 비밀인 것이다. 그 분의<신이 그를 축복하고 평안을 주시기를!>의 말씀

에 따르면 <“자녀는 그 부친의 비밀(이다).”>339) 즉, 그의 축복받은 후손 중에 정의를

확산시킬 한 사람이 ‘대리인들의 왕좌(Takht-i Khalāfat)’ 위에 있게 될 것이니, <요람

에서 언약까지>340), 결코 그 분으로 인해 개미 한 마리조차 괴로움을 겪지 않았다고 회

자될 것이며,341) 사방에 거주하는 세계의 백성들이 다 함께 신뢰를 표하는 일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기를!

[시Bayt] 그의 행운으로 세계를 얻었던 세계정복자, 강력한 술레이만은 개미 한 마
리의 힘과 민첩함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았다.

행운을 지니신 분께서는 비록 휴식과 발전을 위한 도구, 행운과 요행을 위한 수단

338) 의미상으로는 앞서 등장한 ‘소유르갈’과 유사한 의미, 즉 토지의 일부를 술탄이나 칼리파가 주
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Alī-Akbar Dikhhudā, Lughat al-Nāma-yi
Dikhhudā, Tehrān: University of Tehran, 1931; 온라인버전 : https://www.vajehyab.com
/dehkhoda/اقطاع, 이후로는 편의를 위해 ’Dikhhudā‘ 로 표기할 것이다). 다만 어원이 아랍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339) 이란본Ⅱ 미주 75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이다.
340) Min al-Mahd ila al-A’hd : ‘일생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태어나서 (요람에서) 죽을
때 까지 (정해져 있는 죽음의 시기)를 의미하며 발음상의 대구를 이룬다.

341) 이는 쿠란의 개미(al-Naml)의 章에 관련된 고사이다. 술레이만은 신으로부터 동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개미떼가 있는 계곡으로 들어가자
개미들이 “술레이만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밟지 않도록 집으로 들어가 있도록 하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에 술레이만은 개미와 같은 작은 동물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도
록 은총을 내려주신 신에게 감사하였다고 한다(Qur'ān, Sūra al-Naml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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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240] 그의 신성한 한 순간의 시간조차도, 행운과

지위에 대한 취함이 그 본질이었던 유흥과 오락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않았다. 도리어

그의 상서로운 나날들을 오롯이, 순종의 의무 기도와 쿠란의 독경 및 세계와 세계 사람

들의 슬픔을 거두기 위한 업무들을 행하는 데에 소모하였다. 그리고 <이는 태양보다 밝

고 어제보다 뚜렷하였다.>

파리둔342)의 위대함과 이스판디야르343)의 용기에 예언자 유누스(Zavālnūn)344)의 영

예와 말릭 디나르(Mālik Dīnār)345)의 신실함을 한데 합친 것과 같은 대리인들의 피난처

(Khalāfat-i Panāhī)께서는, 승리의 왕들의 위대함과 강력함(을 가지고), 통치권을 표방

하며 사방에 자리한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은총의 길에 질서를 부여하였다.

[반구] 신이시여! 그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소서!346)

그는 명령을 내리는 위대한 왕이시며, 복종해야만 할 완벽하고 정의로운 카간이시

다. 정의로움과 훌륭함으로 칼리파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시공간의 페이지 위에 자비와

친절의 문구를 기록하였다. <신성하신 신의 말씀, 훌륭하신 그의 말씀에 대한 부지런한

이행,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특별한 축복, 여덟 번째 이맘에게 예언자의 혀

로 한 약속, 훌륭한 샤리아의 견고한 기둥, 메카에서의 신의 그늘, 자비로운 신의 축복

으로 특별하고 매우 지고하신 분, 신과 왕과 세상과 종교를 명백히 하는 자> [천사 같

고 후계자답고 왕다운 아침과 같은 지고한 신의 정원이신] 아부 알 나스르 샤루흐 바하

두르 술탄에 관해, 검은 터번을 쓴 펜촉은 향후, 특히 두 번째 章에서 향기로운 그 분의

훌륭함에 대해, 그리고 훌륭한 행적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시작부터 설명의 고삐를 그것

으로 이끌게 되었다.

[반구] 그것은 끝과 해변이 있는 바다가 아니다.

342) 이란 고대의 왕 중에 하나로, Shāh nāma에는 잠시드의 후손이자 압틴(Ābtin)의 아들로, 폭군
인 자하크에 맞서 그를 알부르즈 산에서 잡은 후 왕이 되었던 인물이다.

343) Shāh nāma에 따르면 이스판디야르는 카야니안 왕 고쉬타스프(Goshtasp)의 후계자인 왕자였
으며, 조로아스터를 수호하는 영웅이었는데 그는 무기와 더불어, 그를 살해하는 자는 지옥에 떨
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걸어 보호하였다. 그는 온갖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 명성을 얻었으나 부
친의 위협이 되었고, 부친은 시스탄 출신의 영웅인 루스탐을 부추겨 그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루스탐은 처음에는 이스판디야르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그의 부친인 잘(Zaal)이 불사
조 시모르그의 도움을 얻어 그를 치료한 후, 이스판디야르의 약점인 눈을 쏘아 그를 살해하였
다.

344) 예언자 유누스(요나)의 칭호이며, ‘물고기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 요나가 물
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다.

345) 8세기에 살았던 무슬림 중에 한 사람으로 인도 및 남 아시아에서 포교를 행했던 인물이다.
346) Ḥāfiz, Dīwān-i Ḥāf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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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분의 훌륭한 자녀들은 모두, 희망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 (눈이) 밝아

졌고, 다른 곳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 아니었다. 예언자 유수프는 보석같은 왕국

인 이집트를 이브라힘의 자리이자 이스마일의 집으로 (삼아 그곳을) 무슬림의 관대한

인성으로 가득 채웠으며, 알리의 두 자녀(Murtaẓavī) <신이시여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의 용감한 업적을 경외하고 장식하도록 하였으니, [241]

[시Bayt] 그의 고귀한 천성의 상서로움이 신의 영광인 인간의 형상을 띠게 (되었
으니), 너는 말하였지, 통치자들의 피난처는 위대하고 자비로우시다.

비록 훌륭한 방식과 순결한 비밀에 따라, (그의) 선택된 삶이라는 예복을 <훌륭한 아

이는 그의 부친을 따른다>347) 는 모양으로 재단하였다 하더라도, 도리어 완벽한 인내심

이나 정당함 등은 실로 <의인의 훌륭한 일은, 가까운 자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다>348)

라는 뜻을 드러내니, 그의 특성인 왕다운 천성은 다방면의 훌륭함과 완벽함이자 여러

사여와 자애의 근원이었다.

[시Shi’r] <그의 적은 울었고, 그의 벗은 웃었다. 웃는 자는 칼로, 우는 자는 펜으
로.
진주와 보석은 그의 관대함에 의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는) 바다와 하늘로 그것을
둘러쌌다.>

그의 현명한 두뇌는 비밀과 진실의 정확한 이해에 있어, <그 기름은 불이 닿지도 아

니하나 더욱 빛나게 하는>349) 분석가였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판단력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자의 업무상 문제들을 해결하여, <빛 위에 빛을 더하였다.>350)

[시Nazam] 왕국의 본성은 그 형태가 물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두뇌는 현명함으
로, 마음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판단력으로 잘 알 수 없는 강력한 비밀은, 외부인에게는 가려져있지 않았다.

은총의 계시의 번역가였던, 기적을 설명하는 그의 혀는 설명할 때, <이는 설명을 통

해 마술이 된다.>351)는 말씀을 나타내었다.

347) YZN/Ṣādiq, p. 1403.
348) 이란본Ⅱ 미주 78번에 따르면 아부 사이드 하라지의 이야기에서 온 것이다(YZN/Ṣādiq, p.
1402).

349) Qur'ān, Sūra al-Nūr : 35.
350) Qur'ān, Sūra al-Nūr : 35.
351) 이 문구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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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영혼은 비록 啓示의 장소를 두려워하더라도, 신의 깨끗하심에 엎드려 항
복하였다.

[242] 훌륭한 저장물품들의 열쇠인, 보석을 뿌리는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쓸 때, <연필

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심>352)에 대한 감사의 흔적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Nazam] 이성은 혼란에 빠졌고 눈이 멍해졌다, 마음은 밝아졌고 영혼의 힘은
생명을 얻었다.
<만일 그 값비싼 진주가 장식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비단천이 알록달록하게 장식
되어 있다고 기록된다.>353)

새롭고 재치 있는 관점을 지닌 두뇌로, 그의 고귀한 왕궁의 흉벽(Sharafāt)354)이 <연

필과 그들의 기록을 걸어 맹세하는>355) 현판으로 장식되었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시Bayt] 아아! 너의 인성이란 장부에 있는 아름다운 글씨, 너의 찬양 속에 있는
왕의 책.

어떤 책 중에 한 글귀를 세월이라는 문과 벽 위에, 사방의 어느 곳보다 더 훌륭하게

어떤 형태를 그렸는데, 그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아침에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

다>356) 그리고 그 위대한 펜을 지닌 현자께서는 그 (펜의) 소리를, 쿠란 전집의 페이지

들 및 책의 본문 안에서, 아니 지고하고 완전하시며 고고하고 의미 있는 태양과 달들의

성좌들을 <자, 이제 경쟁자들은 경쟁하라.>357) 세계 四方의 보는 눈 있는 자들의 시야

에 보다 훌륭한 형태로 드러냈다. <본 후에는, 새로운 소식이 없었다.>358)

[시Bayt] 이 영광에 대해 설명으로 무엇을 말하랴, 태양은 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그리고 비록 (이하와 같은 내용이) 밝혀졌으나,

352) Qur'ān, Sūra al-‘Alaq : 4.
353) YZN/Ṣādiq, p. 1403.
354) 성곽의 위에 요철의 모양으로 세워놓은 구조물.
355) Qur'ān, Sūra al-Qalam : 1
356) YZN/Ṣādiq, p. 1403.
357) Qur'ān, Sūra al-Muṭaffifīn : 26.
358) YZN/Ṣādiq, p.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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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am]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 행운이란 의복을 재단하는 자가 누구인
지 이성은 알 것이다.

펜이 그 칭찬할만한 특성 중에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혀를 <생명의 물>로 씻었으

므로, 만일 축복받은 이야기로 상서로움을 얻는다면.

[시Nazam] 펜이라는 혀가 그의 고귀한 본성에 대해 설명할 때, 생명의 물이 그곳
에서 생겨날 것이니 놀라지 마라.

[243] 그 창조주의 앞이마의 초승달과, 지식과 통찰력 있는 자들의 밝은 눈은 창조의

工房의 결과이며, 신의 자애로움과 친절의 형태이다.

[시Nazm] 왕이 나타났고,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의 명령이 태양과 달 위에서 반포
되었다.
세계를 돌보고 위대한 자들의 뒤를 지켜라, 왕관을 쓴 우두머리이자 세계의 왕을.

술레이만 왕의 후계자, 그 중간 이름은 할릴 알 라흐만, 하늘의 후원을 받는 분이

시고, 적들에게서 승리하는 자이며, 예언자 무함마드(예언자들의 수장)의 샤리아의 표어

를 설계하는 자, 물과 점토의 영웅, 베푸시는 왕(Al-Malik al-Mannān)359)께서 고귀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 聖俗 및 聖俗의 왕이 도우시는 분인 아불 파트흐 이브라힘 술탄

은, 지고하신 신의 천국이 그 왕의 업적에 대해 만족하셨고 그의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신다.

[시Nazm] 사여를 행하는 그 운명으로, 두 이브라힘의 지위를 높여주었다.
한명은 신앙이라는 운명의 왕궁을 장식하였고, 하나는 올바른 그의 정의로 왕국의
업무를 행하였다.
그로 인해 불꽃이 바질을 불태우게 되었고, 그로부터 훌륭한 빛이 사악함을 불태웠
다.
그로 인해 메카의 집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술레이만의 왕국이 건
설되었다.
그 아자르(Āzar)의 偶像 하나를 재빨리 부수었다,360) 이로 인해 이슬람 신앙 하나

359)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이다.
360) 아자르(Āzar)는 예언자 이브라힘의 부친이다.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테라’이며, 이 인물에
관해 계보 외에는 별 다른 언급이 없으나, 이슬람에서는 그를 ‘Āzar-i But-gar(But-tarāsh),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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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바르게 세웠다.
이스마일은 그 종교를 위해 희생하였다, 이스마일은 이 희생으로 생명을 보상받았
다.
아아! 사여로 인해 세상에 널리 퍼진 이름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의 눈썹 사이에서 이 평안의 이름으로 인해, 두 눈이 열의로 빛났다.
세계수호자들은 이 이름 사이에서 자라났다, 통치의 왕좌는 그로 인해 가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말씀과 상황에 대한 혀의 웅얼거림은 이러한 이야기의 뜻을 가

지고 있다.

[시Nazm] 신이시여! 자비로이 바라보아 주시어, 이 그림자가 피조물들 위에 널리
퍼지게 하소서.
노예와 같은 나의 행운이 기도를 드리니. 신이시여 당신은 이 그림자를 굳건히 해
주시오소서.

[244] 표현이라는 비단천을.361) 영광스럽고 영향력을 지닌 그 분의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할 수 있는 곳은 3번째 章이다. (그러나 우선,) 펜이라는 고삐를 세계 정복자 사힙

키란의 소식과 업적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는 이 저자의 설계와 구성의 특징, 그리고 그 기록과 연구의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지고하신 신께 도움을 청하며, 그에게 훌륭한 영광이 (있기를!)>

4.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이 저작의 특별함, 그리고 유일한

특징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위대하고 훌륭한 연대기는, 그 초고를 보충하고 그것에 대해 많든 적든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淨書할 것인데, (그것은) 믿을만한 자들과 영광스러운 이들이 시

와 산문의 형태로 기록하고 아랍어와 페르시아 어로 표현하였던, 행운과 행복의 주인

및 영예롭고 훌륭한 아스합들이 작성한 다른 역사서보다 세 가지의 특수한 장점이 있

다.

상을 제작하는 아자르)’라 불렀다.
361) 이란본Ⅰ에는 ‘비단천’만 쉼표로 다른 단어들과 구분하고 있으나, 위의 형태가 더욱 정확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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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다양한 이익이다. 즉, 이 (연대기) 분야의 저서라는 정원과 특별한 가지에서

인내의 손가락으로 딸 수 있는 가장 이로운 과일은, 운명의 명령이 반포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방책과 정교한 처리를 통해 분명해졌던, 생소하고 희귀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빛나는 (그 분의 마음의) 판에 그려진 것이 현명한 주민들

을 올바름으로 안내하는 거울이 되어, 그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거나 훌륭한 업무를 완

성하는 과정에서 행운과 기회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연대기)를 통해 올바른 판단

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공포와 위험의 곤경으로부터의 탈출하거나 당대의 불

운한 사건들로부터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괴로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공적인 처

리의 象을 이 (史書)를 통해 볼 수 있다.

[시Bayt] 상서로운 주민들의 눈길에 의한 象 외에는 (딴) 생각을 하지 말라, 그 거
울은 그에게 승리의 형상을 보여준다.

사힙키란께서는 군주의 궁정을 건설하고 국가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부터 [245] 통치

와 세계 수호라는 궁정의 흉벽을 드높이 세울 때까지, 수많은 업무들을 모두 친히 행하

셨다. 비록 이란과 투란의 모든 이슬람 왕국이, 그 분의 명령이라는 종마가 내달리는

광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고귀한 마음은 통치 권역의 확대나 왕국 너비의 확장에

관해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복을 위한) 여

행 도중에, 군대를 이끌고 국가를 정복하는 종마의 안장 위에서 왕들과 군주들의 왕좌

에 올랐으며, 지상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역시 (그) 여행 도중에, 신의 초대를 수락하

여 왕의 왕좌가 신의 끝없는 자비의 관(을 옮기는) 평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의 빛

이 자비와 승인의 빛으로 그를 회복시키신다.> 그리하여 세계 정복의 후원자께 나타났

던 여러 신기한 사건, 그리고 상서로움을 동반하는 사힙키란의 올바른 처리 및 견고한

판단을 통해 발생하였던 희귀한 현상들과 독특한 사건들의 수는, (과거) 하늘처럼 강력

한 이들이나 위대한 군주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든, 그(분께서 얻으신) 성취의 十分之一

에도 이르지 않았을 만큼 많았다.

[반구] 있다고 이야기된 것은, 드러내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다른(두 번째) 장점은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며, 그 일부를 다시 설

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서(Ṣaḥīfa-yi Ẓafar)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 및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과거와 현재의 왕

들에 관한 역사서 중에 어떤 사본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투르크 詩集

(Manẓūma-yi Turkī)’의 저자가 이야기하였듯이 그 분께서 친히 담당하셨던 신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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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 일부는 기록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았으니, 아마도

[반구] 사람들은 이후에는 믿지 않을 것

이며, 과장과 허풍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 분께서 상황의 초반에

행하셨던 신묘한 사건과 전투들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참을성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방식에 대해 [246]

알게 되면, 그의 특수함은 명령과 신실함이라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는 절대 복잡한 추측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시Nazm] 현자를 시험하는 것은, 찬사와 저주의 정도이다.
현자는 그 티 없이 선택된 시험을 통해, 순도 있는 금화와 같은 이야기를 알게 된
다.

세 번째 장점. 이야기와 소식에 대한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修飾이다. 즉, 사힙키

란께서는 여행 중에서나 도시에서나 항상 위대한 터번의 주인,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성직자들(Fiqhā’)과 지식의 주민들, 그리고 위구르의 박시들 및 파르스의 서기들을 동반

하였고 그들 무리와 함께, 저항할 수 없는 명령(Farmān-i Qazā Jariyān)362)에 따라 어

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 분의 말과 행동 및 국가와 종교와 정부의 중진들의

상황 등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명령이

이와 같이 내려졌다 :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발생한 그대로 서술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조금의 변경도 없도록 하라, 특히 모든 사람들의 고결함이나 용기에 관해서는 전

혀 과장하거나 편향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그 분의 용기와 명민함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결코 과장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그 분의 훌륭한 지시로 그 유창한 화술

과 뛰어난 지식을 지닌 벗들은 그것에 설명의 의복을 입혔고, 시와 산문의 형태로 저술

의 길을 걷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여러 차례 훌륭한 모임에서 영광스

러운 (그 분의) 귀에 전하여, 모든 확인절차를 온전히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

러한 식으로 ‘투르크 詩集’과 ‘파르스의 글(Mu'allaf-i Fārsī)’이 모두 그 분의 위대한 상

황 하나하나를 모두 포함하도록 시와 저술의 펜으로 기록되었다.363) 그 외에도 세계의

362) John Richardson, A Dictionary, Persian, Arabic and English 2, ed. Charles Wilkins. 1810,
pp.297-8.

363) 이는 페르시아어·투르크어로 된 티무르 재위 당시의 산문·운문 형식의 연대기들을 의미한다.
페르시아어 중에 대표적인 당대의 연대기이자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니잠 앗 딘 샤미의
『勝戰記』이며, 투르크어로는 샤피 앗 딘 쿠탈라니(Ṣafī al-Dīn Khutalānī)의 투르크어로 된
『勝戰記』가 있다(HS/Thackston, , 3:549). 그 외의 여러 연대기에 관해서는 John E. Woods,
"The Rise of Timurid Historiography," pp. 81–108 및 Thomas W. Lentz and Glen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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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인 어전의 가신들 중에 일부가 그 분의 연대기 집성을 담당하여, 그것을 위해 조

사하고 연구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학자들은 고려와 처리

의 그림자 下에서 그것을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의 산문과 운문으로 장식하고 완비하

고 완성하였다. [247]

저술의 이유와 그 『무깟디마』및 여러 章의 상태에 관해 이전 도입부에서 이야기

하였던 이 책에서, 설명의 차례가 이 章에 이르게 되었을 때, 펜이 다시금 간략하게 그

의 상서로운 칭호에 관해 이야기하였던 ‘통치권의 피난처(Salṭanat-i Panāhī)’364)께서는,

고귀한 천성으로 이 저술의 집성과 정리에 관해 처음부터 베푸셨던 호의를 더욱 펼치

셨다. 그리하여 이전에 기록하였던 투르크 어와 페르시아어로 된 모든 산문과 운문 사

본들을, 왕국 전역에서 요구하여 모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그 상서로운 일을 영광스

럽게 행하게 되었을 때, 3 부류의 사람들, 읽는 자와 아는 자와 쓰는 자들이 영광의 기

반이 넓게 펼쳐진 곳에서 극히 집중한 상태로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여, 투르크의 박시

들과 페르시아의 이야기꾼들이 그 사본들을 하나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때

로 그 사건에 관해, 배석해 있는 이들 중에 어떤 이가 만일 그 상황을 직접 보았다면,

고하였다. 그렇게 정보를 가진 이들에게 사본과 기록의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질문과

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한 후, 그 분의 향기로운 마음이 올바르다 여기는 바

를, 보석을 흩뿌리고 진주를 던지는 혀로 말씀하셨고, 기록하는 자가 책으로 엮었다. 그

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다시 읽고 명확하게 하여, 만일 어떤 일의 상세한 내용이 잘못되

거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그 외에) 사본과 말하는 자 사이에 반대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면, 사신들이 주변 왕국에 (이 소식을) 전하여 그 사건에 관해,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믿을만한 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하나하나 조

사하여 축복받은 모임에서 기록하고 여러 차례 다시 읽어 교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연대기의 集成, 그 구조와 체계의 형태 및 각 이야기들의 서술이, 온전히 그 분의 훌륭

한 호의와 자비로운 마음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상태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명령에 따라 정해진 바에 관해 기록하였고 [248] 다시 한 번 훌륭한 어전

에서 낭독할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 기록한 것과 일차 사본을 대조한 다음, 그것을 교

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축복받은 마음에 떠올랐던 수정사항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바는 이와 같았다. (앞서) 훌륭한 모임에서 기록하였

던 첫 번째 원고에 있는 것 모두는 바로 그 상태로 인용하여, 절대 그 이야기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는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원고에는, 매 상황마다 상세한 내

용, 심지어는 여행할 때에 말에 오를 때부터 下馬할 때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머무는 곳

의 선정이나, 장소 및 驛들 사이의 거리의 측정값까지 모조리 다시 기록하도록 하였다.

Lowry, Timur and the princely vision : Persian art and culture in the fifteenth century, 1章
등을 참고.

364) 이브라힘 술탄을 가리킨다.



- 98 -

한편 폐해 중에 역사에속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변명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반복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복이 당연히 많지 않아야 할 詩가 아

니고서는, 書記(Mutarasīl)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계의 사건들은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힙키란의 상황의 초창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그에 관해 설

명할 것이다. <나의 성공은 신께 달려있나니 나는 그 분께 위탁하고 그분께 귀의할 것

이다.>365) [249]

. 티무르의 초기 활동

ⅰ. 마와라안나흐르 통일 (∼1370년)

5. 아미르 카즈간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

이순 오글란(Yīsun Ūghlan)의 아들 카잔 술탄 칸(Qazān sulṭān khān)366)이

733AH(1332-3년),367) 즉 투크(Tūq) 해368)에 해당하는 때에 차가타이(Jaghatāy) 칸 울루

365) Qur'ān, Sūra al-Hūd : 88.
366)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그는 ‘칭기스 칸의 아들 차가타이의 아들 부리의 아들 카다카이 세
첸의 아들 부카 티무르의 아들 말릭 티무르의 아들 야사우르의 아들’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1, p.182). 이 중에서 부카 티무르까지는 『集史』에 등장하는데, 『集史』에 따르면 그의 두 아
들은 우룩 티무르와 울제이이다. 한편 카샤니의 울제이투 사 기록을 보면 야사우르의 계보가
남아있는데, 카닥치 세첸-토가 티무르-우룩 티무르-야사우르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다(加藤和秀,
「ケベクとヤサウル - チャガタイ・ハン國支配體制の確立」, 『東洋史研究』 40-4, 1982, p.60),
두아 이후 차가타이 울루스의 계보에 대해 연구한 미셸 비란(Michal Biran)은 카잔 술탄이 야
사우르의 아들이라는 하피즈 아브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는 관련 논문에서 차가타이 울루
스의 왕위 계승 과정이 : 케벡 - 엘지기데이 - 두라 티무르 - 타르마시린 - 부잔 - 장시 - 이
순 티무르 - (우구데이 계) 알리 술탄 - 무함마드 풀라드/할릴 술탄(카잔 술탄 칸) 순으로 흘러
갔다고 설명하였다. 이 계보는 여러 일칸국과 티무르 조 연대기 및 칙령이나 서신, 동전의 증거
를 조합한 것이다.
야즈디의 서론에서는 위의 계보에 등장한 칸 중에 부잔은 칸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나탄지
는 타르마시린과 장시 사이에 ‘두르치’라는 칸을 두고 있는 대신 부잔 ∼ 카잔술탄 칸 사이에는
다른 칸을 두지 않는 점, 그리고 카잔 술탄 칸을 두아의 아들인 장시의 아들로 두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MTM/Istakharī; Biran, “The Mongols in Central Asia from Chinggis Khan's
Invasion to the Rise of Temür The Ogodeid and Chaghadaid Realm,” pp.58-9).

367) 비란의 연구에 의하면 그의 등극은 빨라야 1343년, 전술한 수많은 칸들이 등극한 이후에 이루
어진다(전게서, p.59). 그러나 역자는 해제에서 타르마시린 이후 비란이 언급한 대부분의 칸이
알말릭에서 등극하였을 때, 이 카잔 술탄 칸이 마와라안나흐르, 특히 부하라에서 등극한 칸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제시하였다.

368) 이 시기는 12지 동물력으로는 원숭이해와 닭의 해에 걸쳐 있으므로 일부의 사본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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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칸의 位에 올랐을 때, 지배와 압제의 손을 펼쳤고, 사악함의 발을 정의와 공정의

길 바깥에 두었으니, <왕은 이교도와는 함께할 수 있으나, 불의와는 함께할 수 없다

.>369) 백성들은 그의 폭정으로 인한 피해로 지쳐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부당한 괴롭힘

으로 인해 신음하였다. 어찌나 [그의] 처벌과 통제가 극심하였는지, 쿠릴타이(Quriltāy)

에 소환되었던 울루스(Ulūs)의 아미르들은 모두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 각자의 집에서

유언의 관례를 행하고, 그 후에 그에게 갈 (정도였다.)

[시Nazm] 그 가혹한 왕의 커다란 不義로 인해, 전 영토의 백성들에게 한숨과 눈
물이 생겨났다

당대의 대 아미르 중에 있었고 출신 부족(Ũmāq)370)이 투비야트(Tubīyat)였던371)

아미르 카즈간(Amīr Qazghan)은 일부 차가타이 울루스 아미르들과 함께 반기를 들었

으며, 살리 사라이(Sālī Sarāy)372)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대오를 갖추어, 그와의 전투를

위해 나섰다. 카잔 술탄 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군대와 함께 그들을 격퇴하

기 위해 나아갔고 카할카(Qahlgha)373)를 통과하여 다라장기(Darra-i Zanghī) 마을374)의

토끼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런데 본래 이에 관해 캘커타본에 타하쿠(닭) 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979AH사본, 타슈켄트본에서는 Tūq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본래 몽골제
국의 사료에는 닭의 해가 타하쿠-일(Takhāqū-Yīl)이지만, 현재 터키어나 우즈베크 어에서 닭은
Tovuq, Tavuk 정도로 중간 발음이 약자음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Tūq이라는 단어는 이후
에도 닭의 해에 해당하는 때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고, 어쩌면
몽골제국에 비해 티무르 조 시기에 투르크어의 발음이 약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
닐까 한다.

369) 이란본Ⅱ 미주 85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라 한다. 이 문구는 이슬람권의 세속군주에 대한
‘정의로운 군주상’ 모델을 주창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YZN/Ṣādiq, p. 1404).

370) Doerfer에 의하면 근원,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p.182).

371) History of Timur Beg에 의하면 부족명이 Tabit이다(THTB/Darby, p.1), 이는 이란본Ⅱ에도
마찬가지이며 타슈켄트본에는 모음기호가 있어 Tubīyat로 읽어야 함을 알 수 있다. 979AH 사
본에는 Tūbīyat로 모음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란본Ⅰ에는 Bī’yat이다. 본문은 타슈켄
트본을 따랐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족인지는 알 수 없다.

372) 바닥샨의 지명 중 하나(Dikhhudā). THTB에서는 제이훈 강 유역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설명
한다(THTB/Darby, p.2).

373) 이 단어는 ‘문’이라는 의미를 지닌 투르크어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42). 이 지명은 라시드 앗 딘의 『集史』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데, 예를 들면 칭기스 칸이 호라즘 샤를 추격하기 위해 사마르칸트에서 나흐샤브 초원으로 갔
다가 ‘티무르 카할카’라고 부르는 길을 거쳐 티르미드를 공략하고자 출정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곳이 본문의 카할카와 지형적으로 동일한 곳으로 사료된다. 현재에도 우즈베키스탄 남부 카
슈카다리야와 수르한다리야 주 사이에 위치한 산맥 한 가운데에 데르벤트라는 지명이 존재한
다. 다만 ‘카할카’라는 지명은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集史』 내에서도 서로 다른 3곳이
존재하고 있다.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하자르의 데르벤드(현재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남
부 해안가에 ‘데르벤트’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천산 북방 사이람 호에서 알말릭 방면으로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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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에서 746AH(1345-6년)에 [250] 전투가 발생하였다. 아미르 카즈간의 눈에 타격375)

이 가해져, 그의 한쪽 눈이 카잔 술탄 칸의 엄지에서 (활시위로부터) 쏘아졌던 화살의

타격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는 것이 어려워지자 패배하였다. 카잔

술탄 칸은 카르시(Qarshī)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 겨울에 큰 추위가 발생하였으며, 그의

군대의 가축 대부분이 사망하게 되었다. 아미르 카즈간이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군대를 모았고, 그를 격퇴하기 위해 카르시로 나아갔다. 747AH(1346년)376)에 그와

전투를 하였고 승리를 얻어 그를 제거하였다. 마와라 안 나흐르(Māvarā'al-Nahr)와 투

르키스탄(Turkistān)에서 카잔 술탄 칸의 재위 기간은 태양력으로 14년이었다. 그 후에

그의 왕국들은 아미르 카즈간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우구데이 카안(Ūgudāy Qāan)의

후손 중에 있었던 다니시만드차 오글란(Dānishmandcha Ughlān)377)을 칸位으로 선택하

였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를 弑害(Shūnqār)378)하여 천국(Dār al-Qarār)으로 파견하였고,

바얀 쿨리 오글란 이븐 수르그두 이븐 두아 칸(Bayān qulī Ũghlān bin Sūrghdū bin

duwā khān)379)을 칸 位의 왕좌에 앉혔다.

[시] 왕이 칸 位에 올랐을 때 손을, 관용을 향해 펼치고, 혼돈을 향해 닫았다.
그의 마음에 비하면 바다의 포용력이 비좁을 (지경이다), 그의 고귀함에 비하면 하
늘의 높이가 낮을 지경이다.

는 협곡의 티무르 카할카, 그리고 바닥샨 변경지방의 이 티무르 카할카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국 신강성 바이궈렁 몽골 자치구의 철문관 역시 같은 유래의 지명으로 보인다.
김호동은 이것을 ‘협곡’이라는 의미로 보았다(라시드 앗 딘, 『칸의 후예들』, 김호동 역, 사계
절: 2005, p.56). 한편 이 지명은 『勝戰記』 안에서도 간혹 ‘철문(Dār-iAHanīn)’이라는 이름으로
도 쓰이는데, 이는 가즈나 조의 사료 Zayn al-Akhbār에서도 보이며, ‘티무르 카할카’라는 지명
은 이 페르시아어 지명의 투르크어 번역으로 보인다.

374) 이 지명은 이란에 있으나 위치상 본문의 지역은 이란이 아니다. 다만 이 단어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의 계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바닥샨의 한 지명으로 보인다.

375) Zakhm : 옛 의미와 현재의 단어 뜻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타격’이라는 의미로 해
석해야 한다.

376) 747AH은 서력으로 1346년 4월 23일∼1347년 4월 11일까지이다. 그런데 746년에 한 차례 전쟁
> 겨울 > 747년에 또 한 차례의 전쟁 및 카잔 술탄 칸의 사망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카잔
술탄 칸의 사망은 747년 초, 1346년 4-5월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77) 『歷史의 精髓』에서는 그가 우구데이의 아들 말릭의 아들 투르한의 아들 힌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 중에 투르한(투르찬)까지는 『集史』에 등장하며, 카이두의 어전에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힌두에 대한 기록은 없다(ZT/Jawādī 1, p.184; 라시드 앗 딘, 『칸의 후예
들』, p.46). 반면에 『무인 選史』는 그가 장시 칸의 아들이라 하였다(MTM/Istakharī, p.85).

378) 이란본Ⅰ에 의하면 SNQĀR, 타슈켄트본에서는 SHFQĀR이나, 이 단어는 Shunqār라 하는 단
어로, 왕의 죽음, 특히 투르크 군주의 죽음을 일컫는 높임말이다. 차가타이 어에서 사용한다고
한다(Dikhhudā).

379) 『집사』에는 두아의 아들 중에 ‘수르그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나
탄지는 그가 야사우르의 아들이라 보았다(MTM/Istakharī,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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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재위 기간은 10년간 이어졌다. 아미르 카즈간은 왕국을 강화하고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통치 업무에 질서를 부여하고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수용 및 시행하였

으니, 그의 영광스러운 업적은 강력한 왕들의 연대기를 장식하였고, 그의 올바른 특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과 같이 강력한 왕들의 훌륭한 업적의 서두를 장식하였다.

[시] 세계를 돌보는 신앙과 정의로움이 그의 천성이며, 인내와 지혜와 훌륭함을 드
러낸다.
그로 인해 不當함은 손해, 公正함이 이득이 되었으니, 그에 대해 신께서 만족하시
고 백성들은 기뻐하였다.

그의 상서로운 시대에는, 어떠한 폭군의 손도 혼란의 고리로 백성(Ra'iyat)380)들의 문

을 두드리지 않았고, 어떤 폭군의 발도 사람들의 집안 뜰을, 가혹함과 피해를 끼치는 발

걸음으로 짓밟지 않았다. [251]

[시] 세계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졌었던 모든 즐거움, 그것이 한 순간에 즉시 발생하
였다.
종국에 왕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필요로 하였고, 당대는 왕의 소망을 허락하였다.

샤리아의 올바른 길과, (신에게로 향하는) 道程(Ṭarīqat)381)의 올곧은 길 위에 굳건

한 발걸음과 진실한 숨결이 있었다. 높은 이든 낮은 이든 그의 아낌없는 베풂으로 인해

賜與에 잠겼고 관용에 사로잡혔다. 그 시기에 발생하였던 큰 사건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으니, 아르항 사라이(Arhang Sarāy)382)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헤라트(Harāt)의 문으

로 갔던 것이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와 같다, 술탄 아부 사이드(Sulṭān Abū Saʻīd)의
사망 이후에 이란의 왕좌(Takht-i Īrān)에는 칭기스 칸(Chingīz Khān)의 자손 중에 누

구도, 권력자이자 영향력 있는 칙령을 내리는 왕으로서 독립을 누리지 못했고, 투르크

아미르들도 후라산에서 과거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완전한 장악력을 누리지 못하였다.

380) 피지배층, 일반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유목지배층을 가진 이슬람권에서는
정주민이자, 농경에 주로 종사하는 소작민들, 도시보다는 촌락에 거주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381) ‘길(Ṭarīq)’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였으며, (무언가에 대한) 방식, 규율, 관습 등을 의미하는데,
종교적인 규범과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82) ‘Arhang’이라는 지명은 바닥샨의 마을 중에 하나, 이란의 몇몇 사전에 의하면 이맘 후세인의
머리가 묻혀있는 곳이라고 한다(D ikhhudā). 사전 Sh'ūrī에 의하면 Arzang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마니교의 경전명이다. THTB에서는 아무다리야 유역에 있는 지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경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찾아보았을 때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도시 탈리칸의 동
북부에 해당한다. 아르항의 위치 비정에 관해 바르톨드의 언급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
아무다리야 남부에 있다는 것뿐이다(THTB/Darby, 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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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타이 울루스는 카잔 술탄 칸 시대의 마지막이어서, 처벌과 통제의 과도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혐오하게 되어, 그로 인한 일종의 현상이 이

와 같이 나타났다. 즉, 말릭 기야스 앗 딘(Malik Ghiyath al-Dĩn)의 아들 말릭 무이즈

앗 딘 후세인(Malik mu'iz al-Dīn Ḥusayĩn)이, 『무깟디마』에서 그들의 조상과 후손에

관해 지적한 바와 같이 헤라트에서 완전한 세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383) (이에) 셰이

흐 하산 주리(Shaĩkh Ḥassan Jūrī)와 아미르 바지흐 앗 딘 마스우드 사르바다르(Amīr

Vajiya al-Dīn Masʻūd Sarbadār)384)은 용기를 갖춘 군대와 함께 사브자와르(Sabzavār)

에서 그에게 향하였다. 그 또한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였고 용기를 지닌 얼굴을 그들과

의 대적 및 전투를 향해 두었으며, 743AH 사파르(Ṣafar) 월 16일(1342년 7월 21일)에,

자바(Zāva)385)에서 양측 군대가 서로 만나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패배가

말릭의 군대에 발생하였으며 그들 중에 다수가 살해되었다. 말릭은 몇몇 일부와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가, 깃발을 들어 올려 세우고 북을 두드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흩

어져 있었던 그의 군대 중에 300명의 기병이 다시 그에게 모여들었다. 말릭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공격을 할 것이다, 그들이

약탈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르 마스우드가 시선을 그들에게 드리우고 그들에

게 나아갔으며, 셰이흐 하산이 그의 뒤를 따라 달려 나갔다. 그 상황에서 행운의 돌보

심으로 인한 다행스러운 우연으로,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도검으로 셰이흐 하산 주

리의 옆을 [252] 내리쳐 반대 방향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그는) 즉시 사망하였다. 그는

(과거) 아미르 마스우드 사르바다르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이 전투에서 사망한다면

너는 (진격의) 흐름을 되돌리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셰이흐 하산이

스스로 하였던 예언에 따라 완전히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아미르 마스우드는

셰이흐의 유언에 따라 멈추지 않고 달아났으며 말릭의 군대는 패배 후에 승리하게 되

어, 보복의 칼이 사르바다르 인들에게 불운한 날을 만들어냈고, 풍부한 전리품이 그들

손에 떨어졌다. 말릭이 바라는 바를 얻은 후 자신의 병사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 중

에 한 사람도 살해되지 않고 남았던 마을이 없었을 정도였으나, <일은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386)라는 말씀에 따라 승리의 예복이, <그분은 그분이 원

383) 말릭 기야스 앗 딘, 그의 아들인 말릭 무이즈 앗 딘 후세인 등은 모두 케르트 조의 군주이다.
케르트 조는 헤라트를 거점으로 하여 후라산을 통치하였던 13-4세기 타직 계 왕조로, 구르 조
의 가신으로 출발하였다가 몽골제국이 침공하자 그들의 가신이 되었다. 이후 일 칸국이 쇠퇴하
자 독립을 구가하고자 하였다가 티무르 조에 의해 멸망하였다. 한편 당대에 관한 본문의 설명
은 이븐바투타 여행기에서 언급된 747AH(1346) 이전 할릴(카잔 술탄 칸)과 케르트 조 말릭 후
세인의 상황과 동일하다(Ibn Battuta, 『이븐 바투타 여행기』1, pp.539-41).

384) 캘커타본과 이란본Ⅱ, 979AH사본에서는 Sarbadal이라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
는 Sarbadar라 되어 있다. 이 세력은 서 후라산에서 일칸국 말기부터 생겨난 일종의 聖俗 복합
체 집단인데, 그 의미를 ‘머리를 교수대에’로 본다면 후자인 ‘사르바다르’가 더욱 정확하다. 이들
은 중심지를 사브자와르에 두고 있으며 이후 티무르에 의해 멸망한다.

385) 현 후라산 에라자비 주에 위치한 한 도시, 마슈하드에서 남쪽으로 110km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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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387) 창고로부터 그의 상서

로운 신체 위에 알맞게 입혀졌다. 그러나 승리자들이 끝없는 승리들 및 전리품과 함께

헤라트로 귀환하였을 때, 그의 행운의 묘목이 완벽히 성숙해졌으며, 공상이라는 열기로

인해 그의 두뇌라는 창공에 자만심과 이기심의 구름이 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그의 조상들과 부친이 모두, 칭기스 칸 계 왕자들의 호의의 행운 및 그 아미르들의 지

원으로 헤라트를 통치해왔으나, 그는 독립의 숨을 들이쉬었고 통치의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 5번 북을 두드리거나, 왕의 차양을 대담하게 세운다거나,388) 힘 센 준마를 칸位라

는 광장에 내달리게 하여, 여러 차례 군대를 이끌고 안드후드(Andkhūd)389)와 시비르간

(Shibirghān)390) 영역을 침공하였다.

[시] 창고에 보석이 비어있을 때, 유리가 루비의 자리에 앉는다.

정의와 인내의 도움으로 아미르 카즈간이 마와라안나흐르의 왕국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았을 때, 말릭 후세인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잠(Jām)391)의 대 셰이흐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거주하였던 그의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아미르 카

즈간의 어전으로 가서 그에게 불평하였다. 또한 말릭 후세인과 전투하여 그들의 사람

다수가 살해되었던 아룰라트(Arulāt)와 아파르디(Apardĩ)의 아미르들은 나쁜 말들을 아

미르 카즈간의 귀에 전하였다. [253]

[시] 칭기스 칸의 자손이 사라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왕인 자를 생각 속에 떠올
리지 않게 되자
나쁜 천성을 지닌 구르(Ghūr)392)인들이,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도 고려하

386) 이란본Ⅱ 미주 87에 의하면 일종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 1404).
387) Qur'ān, Sūra al-Rūm : 5.
388)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동은 ‘군주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그가 칭기스 칸 후
예들의 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ZT/Jawādī 1,
p.227).

389)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리얍 주에 위치한 도시 안드후이(Andkhūy)이다. 발흐에서 서쪽으
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390) 아프가니스탄 서북부, 주즈잔 주에 위치한 도시. 발흐에서 서쪽으로 약 10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391) 현재 이란 북동부 후라산 주, 마슈하드 동남부에 위치한 성지도시. 이곳은 11세기 유명한 수
피인 아흐마드 자미의 하니가와 영묘가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투르바트 잠(Turbat-i Jām)
이라 이름 붙여졌다. 이 수피는 특정 교파에 속하는 인물은 아니며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교리
를 구축하기보다는 샤리아 및 종교적 도덕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설교와 전도를 위해 후라산
전역을 여행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이후 그의 후예들이 잠을 중심으로 후라산 전역에 거주하면
서 그의 가르침을 전도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다(H. Moayyad, “AḤMAD-E JĀM,”
Encyclopædia Iranica I/6, pp.648-649).

392) 이 부족의 이름인 ‘구르(Ghūr)'는 중세 페르시아어의 ‘gar’로, 현대 페르시아어로는 산(Ku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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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

아미르 카즈간이 말릭 후세인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말하였다. “타직

(Tāzhĩk)인들은 어째서 통치권을 주장하고 왕들의 명령을 어기는 길을 택했는가. (우리

는) 그의 공상이 가득한 뇌에서 건방짐과 오만함이라는 바람을 불꽃이 튀는 예리한 칼

로 끄집어낼 것이며, 불꽃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빠른 말발굽으로 그의 도시와 성곽

(Ḥiṣār)을 땅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그의 겁 없는 피로 제이훈(Jayḥūn) 강393)을 이룰 것

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타바치(Tavāchĩ)394)들을 왕국의 사방으로 파견하여 군대로 하

여금 아무야(Amūyah)강을 건너 정해진 시간에 발흐(Balkh)에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아미르 카즈간은 바얀 쿨리 칸의 등자(Rikāb)에서 진격하였

으며, 울루스의 아미르들, 예를 들면 아미르 바얀 술두스(Amīr bayān Suldūz)와 무함마

드 호자 아파르디(Muḥammad khwājah Apardĩ)와 사툴무시(Satulmush)와 아미르 울제

이투 아파르디(Amīr Ũljāytū Apardĩ)와 타이구(Tāyghū)의 아들 아미르 압둘라(Amīr ʻ
abd-allah)와 바닥샨(Badakhshān)의 샤 들이 모여 함께 헤라트 방향으로 향하였다. 그

리고 소식이 말릭 후세인에게 이르렀을 때, 아미르 아하르(Amīr Ākhar)를 300명의 기

병과 함께 정탐을 위해 파견하여 최대한 많이 나아가도록 하고, 상황에 대해 회신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차가타이의 군대가 강을 건너오고 있음이 확실해진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되돌아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미르 아하르가 무르갑(Murghāb)

강395)을 건넜고, 투란 자민의 군대가 제이훈을 건넌 것이 확실해졌을 때, 되돌아가 말릭

후세인의 어전으로 와서 고하였다.

[시] 군대를 거느린 타르칸(Tarkān)396) 카즈간이 투란에서 이란으로, 병사를 이끌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산에 사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중심부의 차크차란
(Chaghcharān), 혹은 피루즈쿠흐(Fīrūzkūh)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산지에 거주하는 부족을 가
리킨다. 이들은 9세기에서 13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던 구르 조(Ghurid Sultanate)를 이루기도 하
였다.

393) 아랄해로 흘러드는 두 개의 큰 강을 제이훈과 세이훈, 혹은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라 부른
다. 이 사료에서는 두 표현이 모두 사용된다.

394) 군대의 징집과 배치, 병력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60).

395) 아무다리야의 지류, 아프가니스탄 중서부에서 발원하여 무르갑 지역을 통과하며, 투르크메니
스탄의 메르브를 지나 아무다리야로 흘러든다. 과거에는 메르브의 강(Merv al-Rūd)라고도 불렸
다.

396) 타르칸이란 투르크어에서 유래한, 유목 아미르들에게 내리는 칭호 중에 하나로, 전공을 세우
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에게 이 칭호를 사여하여 면세, 칸과의 직접 소통, 면죄 등의 은사
를 제공받았음을 알리는 것이다. 돌궐제국과 위구르 문서, 요의 관제 등 다양한 곳에서 그 흔적
을 찾을 수 있으며 몽골제국에서는 오로나우트 부의 분파인 킬키누트 부 키실릭이 칭기스 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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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달하였다.
전투의 도구들을 위해, 하늘의 천체들을 모아들였다.
너는 말하였지, 명령을 내려 모든 투란의 왕국들에서 철을 비워버리라고.

말릭 후세인은 자기 왕국의 군대 수장들과 대인(A'yān)들과 귀족(Ashrāf)들을 모아

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상의의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254]

[시] 병사들이 투란에서 이란으로 왔는데, 그들의 먼지로 인해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떤 무리들이 공격을 행할 때, 평안했던 산이 공격의 장소가 (되었고), 홍수가397)

아래쪽으로 향하였다.
처음에 목숨에 대한 고려를 탈피하였고, 다음에 그 곳에 강철로부터 투르크가 나타
났다.

말릭의 近臣(Aṣḥāb)들이 모두 의견을 내었다. “투란의 병사들은 숫자가 많을 뿐더

러, 또한 평원의 전투에서 우리보다 더욱 용감합니다.” 그리하여 말릭은 군대를 바깥으

로 파견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4000명의 기병과 10,000-15,000명의 보병밖

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398) 다만 말릭은 성채의 초입과 정원의 골목에 피난처

를 만들어 (자신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내보이고, (이로 인해) 적들이 우세하게 되는 것

을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도시의 외곽에서 적에게 향하여 전투와

방어를 위해 용감히 노력하는 한편, 도시의 동쪽 방향의 파이 모르그(PĀYMRGH)로부

터 카흐디스탄(Kahdistān)399)까지 벽을 세우고 해자를 파며, 전투의 도구를 도시 바깥으

로부터 ‘타르칸’의 칭호를 사여 받아 스스로를 ‘킬키누트 타르칸’이라 칭하였다고 한다(라시드
앗 딘, 『부족지』, p.287). 이 키실릭의 후손이 티무르 조에서 헤라트 부근에 자리하였고, 샤루
흐의 외척 가문으로 활약하였던 타르칸 부이다(YZN/Ṣādiq, p.427). 그 외에 티무르 역시 수차례
전공을 세운 아미르들에게 ‘타르칸’ 칭호를 부여하였는데, 그 중에 ‘바야지드 시쉬 안고시티’라는
인물의 경우 그에게 이 칭호를 제공하면서, 그가 칸에게 다가오고자 하면 전위들이 그를 막지
않을 것이고, 9번까지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YZN/Ṣādiq, p.659; 惠谷俊之, 荅
剌罕考 , 東洋史硏究 22-2, 1963, pp.61-78).

397) 이 부분을 이란본Ⅰ에서는 홍수‘처럼’으로 하였으나, 그 외의 모든 사본 및 출판본에서는 홍수
‘가’로 되어 있다.

398) 하피즈 아브루의 기록에 따르면 아미르 카즈간 군대 병력은 당시 기병만 30,000명에 달하였다
고 한다(ZT/Jawādī 1, p.230).

399) 이 부분에 대해 하피즈 아브루의 『歷史의 精髓』 및 헤라트의 지방사서인 Rūzāt al-Janāt fi
Ūṣāf Madīna-yi Hirāt에서 비슷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만 이 두 사서에는 파이 모르그가 아
니라 ‘Būyīmorgh(BUYMRĞ)'이며, 카흐디스탄은 헤라트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Mo'īn al-Dīn Muḥammad Jamchī Isfazārī, Rūzātl-Janāt fi Ūṣāf Madīnah-i Herāt 2,
Tehrān: Intishārāt-i Dānishghāh-i Tehrān, 1339 Sh./1960-1, p.15). 현재 카흐디스탄은 헤라트
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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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반하여 전투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말릭 후세인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투

를 독려하였다.

[시Nazm] 전투에서 용감히 노력하자. 수없이 많은 군대 때문에 걱정된다면.
마음과 힘과 용기를 움직여, 적의 세계가 좁아지고 어두워지도록 하자.

아미르 카즈간은 대열을 분쇄하는 병사들과 함께 파시탄(Pashtān)400) 계곡의 길로

들어와 카흐디스탄에 안착하였다. 다음날 칸과 아미르 울제이투와 사툴무시와 다른 아

미르들과 함께 말을 몰고 가주르가흐(Ghāzurgāh)401) 자락에 있는 높은 언덕 위로 올라

가, 말릭의 군대를 경계의 눈빛으로 살폈다. 아미르 카즈간이 말하였다. “이 타직인들은

전투와 전쟁의 관습을 알지 못한다. 그가 선택하였던 이곳에서 그의 군대는 곧 패배하

게 될 것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공격과 전투의 때에 그들은 위쪽으로 와

야 할 것이며, 우리의 병사는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의 눈을 비출 것이며, 자신의 맞은편을 잘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자신의 병영으로 [255] 되돌아가 자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대열을 정렬하

고 용감하게 도시로 향하였으며,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카즈간은 양측의 모든

군대가 그의 시야에 있었던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 자신의 군대에게 전투를 명하였다.

투란 자민의 바하두르들은 일제히 공격하였고 헤라트의 군대 또한 저항의 손을 펼쳐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 땅은 사람들의 피로 파도가 일어났고, 방패(Sipar)들은 벽돌이, 그리고 갑옷
(Jūshan)들은 壽衣(Kafn)가 되었다.
군대의 용기 있는 자들이 쓰러졌고, 죽음의 부름이 세계에 발생하였다.
몸이 말에서, 그리고 머리가 몸에서 떨어졌으며, 모든 원한의 황야가 피의 바다가
되었다.

말릭의 군대는 많은 노력 끝에, 약해지고 타격을 입은 채로 퇴각하였다. 뒤편에서

물이 땅으로 쏟아지고 있었으므로, 대다수가 그 진흙탕에서 죽음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

고 투르크의 군대들이 그들의 뒤에 도달하여 대대적인 약탈을 행하였으므로, 큰 패배가

헤라트 군대에게 일어났다. 말릭은 도시로 들어갔고, 그의 병사들은 도시에 부속된 정원

의 골목을 큰 노력 끝에 장악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카즈간은 승전군 및 아미르들과 함

400) 헤라트 근교의 마을(Dikhhudā) 지도상으로 헤라트 동부에 파시툰 자르군(Pashtūn Zarghūn)이
라는 지명이 보인다.

401) 호자 압둘라 안사리가 묻혀 있는 헤라트 근교의 지역명(Dikhhudā) 현재 헤라트 동북부에 위
치한 안사리의 성묘에 Ghāzurgāh Sharīf 마스지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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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자신의 병영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헤라트의 군대는 벽을 폐쇄하고 문 바깥으로 나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미르 카즈간은 도시 가까이로 와서 포위를 행하였으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낮마다 전투에 나섰고, 밤에는 전투와 살해의 지옥불이 타올랐다.

[시Nazm] 이런 식으로 40일 동안 전투가 있었다, 땅은 피로 가득 찼으며 하늘은
어두워졌다.

말릭은 포위망이 좁혀와 곤궁에 빠지자, 도시의 대인들(Akābar)402)과 귀족들과 상

의하여 논의의 흐름이 화해로 귀결되었는데, 이러한 식이었다. 즉, 말릭이 이번에403) 그

들에게 봉사한 후, 다음 해에 충심의 의복을 입고 칸과 아미르 카즈간의 어전404)으로

가서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다. 아미르 카즈간은 자애로운 마음을 지

닌 공정한 통치자였으며, [256] 백성들과 약한 자들이 고통 속에 있고, 대대적인 파괴가

그 지역에 발생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평화를 체결함에 만족하였다.

[시Bayt] 가난한 백성들이 궁지에 몰렸고, 그로 인해 고래의 입 속으로 떨어졌다.
전투와 피를 흘리는 일 뿐 아니라, 추수와 체로 솎아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릭 후세인은 조공과 선물의 관습으로 장식된 말과 같은 수많은 물건들과 현금과

현물, 그 외에 원하는 부류들을 바깥으로 파견하며 맹세하였다. “아미르가 영광스럽게

귀환하여 수도에 들어가셨을 때, 신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해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뜻은 조약으로 강화되었고, 아미르 카즈간은 마와라안나흐르로 귀환

하였다. 이 사건은 (연대표시명에 따르면) 그 단어의 형태가 “Zanab”405)이었던, 투시칸

(토끼, Tūshqān) 해에 해당하는 752AH(1351∼2년)406)에 발생하였다. 그 사건 이후 말릭

402) 이 단어는 주로 Ashrāf와 더불어 쓰이며, 특정 도시에 속한 토착지배층을 지칭할 때에 많이
쓰였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때로는 유목 군사 지배층인 아미르를 가리킬 때도 쓰였
기 때문에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문맥상 큰 문제가 있지 않을 때에는 문자 그
대로 ‘대인’이라 번역하였다.

403)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Ⅰ에서는 ‘이곳에서(Maḥal)’, 이란본Ⅱ에서는 ‘이때에Majāl’로 되어 있고
타슈켄트본에서는 ‘불가능한(Maḥāl)’으로 되어 있다.

404) Dargāh라는 단어는 Dar + gāh의 합성어로, 어떤 장소의 입구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대문, 정
문을 의미하는 Portal로 번역된다. 이 단어는 대부분 지위가 높은 이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앞
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御前’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

405) 이 판본에는 으로دنب 되어 있으나, 실제 752라는 숫자가 되려면 ذنب 이 알맞다. Abjad 방식에
따르면 가ذ 700, 가ن 50, ب 가 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bjad란 28개의 아랍어 철자 하나하나마
다 특정 숫자를 비정하여, 특정 단어나 문구를 기록하면 그 단어나 문구를 구성하는 철자의 숫
자들을 모두 더하여 의미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그 중에는 연대표시명(Tārīkh, Chronogram)
이 가장 대표적인 이용 방식이다. 이 Danab 역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히즈라 력 연도를 가리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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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의 형세는 기울어지기 시작하였고,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힘이 점차 줄어들자, 대

부분 구르인들이었던 그의 군대의 수장들이 매우 강력하게 되어, 그를 붙잡고 그의 형

제인 말릭 바카르(Malik Bāqar)를 그의 자리에 앉히는 음모에 동의하였다. 말릭은 그

의도를 간파하였으나 그들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스로를 교묘히 돌

보았다.

구르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말릭이 말을 몰 때 기회를 보아 그를 잡기로 하였다.

어느 날 말릭은 자신의 부스탄 사라이(Bustān Sarāy)에서 말을 몰고 밖으로 나갔는데,

구르 인들이 함께 그를 노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때 그에 대한 음

모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때에] 어떤 무리가 바드기스(Bādghĩs)407)로부

터 왔는데, 여러 마리의 말을 바자르에서 사고파느라 많은 수가 모여 있었으므로, 이 상

황에서 말릭의 생각이 그들에게 미쳤고, 구르 인들에게 말하여 그 무리들을 약탈하게

하였다. 구르 인들은 큰 탐욕으로 약탈을 행하였고, 말릭은 이 기회를 틈타 죄악으로

향하는 골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257] 아시칼차(ASHKLCHA) 성채(Qal'a)로 향하였

는데, (그곳은) 그의 조상이 헤라트의 대 초원 남쪽 방향에, 도시의 서쪽 방향을 향하도

록 지어놓았던 것으로, 그 때에는 번성하여 저장물품들이 창고에 가득한 상태였다.

753AH(1352-3년)에 말릭 후세인은 (과거에) 했던 맹세에 따라 아쉬칼차에서 마와

라안나흐르로 향하였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카즈간은 그의 발걸음을 환대와 경

의로 맞이하였고, 다양한 위무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좋은 소식을 주어, 구르인들이 그의

형제 말릭 바카르에게 주었던 헤라트를 탈환하여 그에게 사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울루스의 아미르들은 그와 (관계가) 좋지 않았으므로, 매번 아미르 카즈간에게 그를 붙

잡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카즈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므로, 공모하

여 말릭을 살해하고, (살해의) 발생 후에 그들 중에 누구도 추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리고 아미르 카즈간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말릭을 소환하여 아미르들의 생각과

음모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명하였다. “방책은 이러하다. 바로 오늘 자신의 영역으로 향

하여 어떤 피해도 너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라.” 말릭은 기도와 찬사의 의무를 행하여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지역으로 되돌아갔으며, 밤이 다가왔을 때, 말을 몰고

헤라트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 없이 도시로 들어갔고 성에서

통치의 자리에 앉았으며, 사람들을 파견하여 말릭 바카르를 잡아 가두도록 하였다.408)

또한 이때에 발생하였던 사건들 중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즉, 아미르 카즈간

의 아들 아미르자데 압둘라(Amĩrzāda ʻAbd-allah)가 사마르칸트(Samarqand)로부터 군

406) 1352년 2월 28일 ∼ 1352년 2월 17일, 동물력으로는 토끼-용의 해에 걸쳐 있다.
407) 헤라트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이자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州名이다.
408)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말릭 후세인은 동생 말릭 바키르를 마히르마바드라는 곳으로 파견
하여 가두었으나, 그는 탈출하여 파르스로 도망하였고, 시라즈에서 당대까지 거주중이라고 한다
(ZT/Jawādī 1,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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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정비하여 호라즘으로 갔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아미르 카즈간은 (일반적으로) 겨

울에는 살리 사라이에 거주의 천막을 세웠고, 봄에는 카라누르(Qarānūr)의 습지에 들어

갔으며 여름과 가을에는 도시 문크(Mūnk)409)에 거주의 깃발을 세웠고 대부분의 시간에

사냥을 하며 동물들을 쓰러뜨리곤 하였다. 어느 날 신중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

실을 망각하고, 경계와 경각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부주의하여, 10-15명과 함께 무

장하지 않고 살리 사라이로부터 말을 몰고 제이훈을 건너, 아르항에서 사냥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냥에 쓰이는 커다란 사냥용 매를 [258] 날아다니는 조류의 사냥을

위해 날렸는데, 갑자기 죽음의 독수리가 영혼의 알을 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던 죽음

은 너희를 뒤따른다.>410)는 매복 장소에서 매복을 풀었다. 그리하여 출신부족이 오로나

우트(Ūrnāt)411)이고, 아미르 카즈간의 인척412)이며, 옛날부터 줄곧 원한의 매복 장소에

서 이와 같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부룰다이(Būruldāy)의 아들 쿠틀룩 티무르(Qutluq

Timūr)가 기회를 틈타 배반의 무리들과 함께 그에게 달려가, 정의를 상징하는 저명한

자들을 배반의 화살로 쓰러뜨리고 不正한 칼로 순교시켰다. 아미르 카즈간의 아미르들

과 근신들 중에 한 무리들이

[시Nazm] 그들의 방식과 관습은 전투와 원한을 바랐고, 피 흘림과 공격이 본성이
었다.
그들의 의복은 밤낮으로 갑옷(Z irih)413)이었고, 이 땅에서 처한 곳은 말의 등, 원한
의 먼지가 가득한 하늘이었다.

409) 이란본Ⅰ및 979AH사본에서는 Hūnak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에서는 Wonak으로 변경하였다.
THTB와 타슈켄트본, 캘커타본에는 Mounec (Mūnk)로 되어 있다(THTB/Darby, p.13;
YZN/Urunbayeb, p.207). Wonak이라는 지명은 아프가니스탄 중부, 칸다하르 북쪽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Munk라는 지명은 Ḥudūd al-‘Alam에 의하면 트란스옥시아나의 마을 중에 하나로,
Vakhsh나 쿠틀란(하틀론) 부근에 위치하는 작은 지역이라고 한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Tr. and Ex. V. Minorsky, London: Luzac and Co, 1937,
p.120). Minorsky에 의하면 Munk가 곧 발주안이며, 이 지역을 흐르는 타지키스탄 하틀론 주 쿨
랍 강의 두 지류 중 왼쪽에 위치한 키질 수 河岸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p.209.) 본문에서는 후
자에 비정하였다. 『歷史의 精髓』에도 아미르 카즈간의 하영지에 관한 기록에서 Mūnk라 기록
하였다(ZT/Jawādī 1, p.308).

410) Qur'ān, Sūra al-Nisā' : 78.
411) 캘커타본에는 우즈너트(Ūznāt)로 되어 있지만 『集史』 부족지의 ‘오로나우트’와 같은 부족으
로 추정된다.

412)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천호장 중에 하나이며, 그의 부인이 아미르 카즈간의 부인인 투켈
아가의 자매였다고 한다. 이런 인척관계로 인해 그는 아미르 카즈간에게 부룰다이 아일의 지배
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어 그를 살해하였다고 한다(ZT/Jawādī 1, p.407).

413) 이슬람권에서 갑옷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사이다. 이슬람권의 갑옷은 길고 좁으며 블라우스
형식의 의복으로, 팔꿈치를 덮지 않는 짧은 소매를 지닌 체인메일(금속 고리를 연결하여 만든
쇄자갑)이다(A. Rahman Zaky, “Islamic Armour," Gladius II, 1963, p.69). 15세기 이후부터는
胴部 및 반대편인 등에 흉갑을 단 갑옷이 등장하나, 티무르의 재위기간은 14세기 후반이므로
대부분 체인메일 형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Jūshan, Jubbih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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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틀룩 티무르를 따라 말을 몰아 쿤두즈(Qunduz) 근처에서 그에게 다다랐으며, 그

를 잡아 보복의 도검으로 베었다.

[시Nazm] 결국 不正한 것이 아니었다. 훌륭한 것이었다. 원한을 좇는 것은 세상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아미르 카즈간을 살리 사라이로 옮겨 매장하였다.

[반구] 그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한 천국에 있기를!

그리고 이 사건은 759년, 이트(Īt, 개)의 해에 해당하는 때414)에 발생하였다. [259]

6. 아미르자데 압둘라 이븐 카즈간의 통치의 이야기

아미르 카즈간의 사건 후에, 아미르자데 압둘라가 사마르칸트로부터 왔고, 부친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아미르들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초기에는

바얀 쿨리를 이전에 정한 대로 칸 位에 두었다. (그러나 압둘라는) 부친의 생전에 한동

안 사마르칸트에서 지냈었고, 그 천국과도 같은 영역415)이자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에

익숙해졌으므로, 그의 행운의 깃발의 중심이 바로 그곳이 되기를 바라서, 사마르칸트로

향하였으며 바얀 쿨리 칸을 자신과 함께 데려갔다. 비록 아미르 쿠트쿠(Amīr Qūtghū)

와 부친의 다른 아미르들 및 정부의 중진들이 충고와 행운을 기원하는 방식으로 고하

기를, “근거지를 (버려)두는 것은 신중한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라 하였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다.

[시Nazm] 경애할만한 이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자는 크게 후회의 손가락을 깨물
게 될 것이다.

그 곳에서 또한 그 해에, 바얀 쿨리 칸의 부인에 대한 옳지 못한 의도와 생각에 따

라 그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이순 티무르 칸(Yĩsūn Timūr khān)416)의 아들 티무르 샤

414) 1357년 12월 14일 ∼ 1358년 12월 2일, 그 중에서도 개의 해는 1358년 2월 9일부터이다. 『歷
史의 精髓』에서는 이 사건이 히즈라력 760년에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ZT/Jawādī 1, p.307).

415) 이슬람 전통에서는 다마스쿠스, Al-Ubulla (현 바스라)와 더불어 사마르칸트를 세 개의 ‘지상
낙원’으로 여겼다(Calogero Montalbano, 'Dar al-Ma', The City in the Islamic World 94-1,
ed. Salma K. Gayyusi 外, Leiden: Brill, 2008, 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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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란(Timūr Shāh Ūghlan)을 그 대신에 칸 位에 앉혔다. 그리고 바얀 쿨리 칸의 시신

을 부하라(Bukhārā)로 옮겼으며, 세계의 셰이흐, 셰이흐 세이프 앗 딘 바하르지(Shaykh

Saĩf-l-dĩn Bākharzī)417)의 훌륭한 마자르의 가까이에 <신의 은총에 대해 찬미하여라!>

매장하였다.

[반구] 그의 聖廟가 천국 정원의 촛불로 인한 빛으로 가득차기를! [260]

7. 바얀 술두스가 군대를 이끌고 감과 아미르자데 압둘라

의 패배의 이야기

<누구든지 나쁘게 행한 자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418)라는 신의 말씀에 따라, 아

미르자데 압둘라에 의한 바얀 쿨리 칸의 살해는 축복받지 못하였고, 아미르 바얀 술두

스(Bayān Suldūz)가 군대를 모아 샤드만(Shādmān)419) 성채로부터 사마르칸트로 향하

였다. 키시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Amĩr ḥājī barlās) 이븐 보르굴

(Būrulghī) 이븐 ‘NMŪLH’420) 이븐 이수게이(Yīsūgha)421) 이븐 카라차르 노얀(Qarājār

416) 이순 티무르 칸은 두아의 아들 에부겐의 아들이며, 장시 칸의 형제였으나 그를 살해하고 1337
년에 등극한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이다. 그는 이후 우구데이 계 왕자인 알리 술탄에 의해
1339-40년에 폐위되었다(Biran, “The Mongols in Central Asia from Chinggis Khan's
Invasion to the Rise of Temür The Ogodeid and Chaghadaid Realm,” p.59). 그의 아들 티무
르 샤 오글란은 마와라안나흐르에 있었으나, 그의 딸인 투만 쿠툴룩은 모굴 칸국에 있었다. 그
녀는 차가나 바룰라스 계 케이후스로우와 혼인하여 루키야 하니카라는 딸을 낳았고, 그녀는 훗
날 티무르의 아들 자항기르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417) 이란본Ⅱ 미주 88에 의하면 586AH에 태어나 659AH까지 살았던, 니샤푸르와 헤라트에서 수
학하고 부하라에서 교리를 전파한 수피이자 성자이자 시인, 3대 중앙아시아 수피 계열 중 하나
인 쿠브라위야 계열의 宗祖 나즘 앗 딘 쿠브라위의 제자이다. 현재 그 영묘가 부하라 시내 동
남쪽에 위치해 있다(YZN/Ṣādiq, pp. 1404-5).

418) Surah al-Nisā : 123.
419) Shūmān이라고도 한다. Ḥudūd al-'Ālam에 의하면 ‘슈만’이라는 지명은 트란스옥시아나에 속
한 산사면에 위치한 강력한 마을로, 그곳의 성채가 산의 정상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115). 또한 토하리스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바르톨드가 Encyclopaedia of Islam에서 타바리 사를 인용하면서 이곳이 아무다리야 북안에 위
치해 있고 쿠탈(현재 타지키스탄 하틀론 주)에 속해 있다고 하였다(전게서. p.337). 바르톨드에
의하면 이곳은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수르한 계곡에 위치한 도시라고 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Tr, Author and H. A. R. Gibb, London:
Luzac and Co, 1928, p.74). Dikhhudā에서는 이 성채가 현재 타지키스탄 남서부, 아무다리야 북
안에 위치한 카보디욘(Qabodiyon) 지역에 속하였다고 언급한다. 고대에는 티르미드 이상으로
큰 도시였다

420) 모음이 정확하지 않아 轉字 처리하였다.
421) 이란본Ⅰ및 타슈켄트본 등에서는 Yīsūnmkā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카라차르
노얀의 아들 이름 중에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렵다.



- 112 -

Nūyān)422)이 자신의 모든 병사와 함께 그에게 합류하여 함께, 아미르자데 압둘라에게

로 가서 전투하여 그를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과 칸 位에 올랐었던 티무

르 샤를 제거하였다.

[시Nazm] 나쁜 일을 하였으면 재앙에서 안전치 못할 것이다! 자연적인 應報의 원
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423)

아미르자데 압둘라는 달아났고 제이훈 강을 건너 바클란(Baqlān)424) 상류를 통해

안다라브(Andarāb)425)로 갔으며 그곳에서 사망할 때 까지 지냈다.426) 그리고 아미르 카

즈간의 예속민들은 모두 흩어졌다. 그 시대의 승리의 노얀들과 유명한 아미르들 중에,

장엄함과 강력함의 정도가 독보적이었던 아미르 바얀 술두스와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

는 왕국들을 차지하여 업무들을 집행하고, 백성을 위한 방책을 세워 질서를 부여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아미르 바얀 술두스는 침착하고 정의로운 자였으나 지속적으로 음주

를 즐겼으며, 꽃봉오리와 튤립 같은 유리병과 잔 없이는 나날들을 보내지 못하였다. 그

리하여 1년 중에 한 주도 깨어있는 날이 없었고,

[반구] 바람(Bād) 아닌 술(Bādih)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바람일 뿐,

이라는 象외에는, 공상의 거울을 통해 보지427) 못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전

쟁과 소란이라는 늑대의 송곳니가 날카로워졌고, 혼란이 [261] 왕국에 발생하였다. 어느

자리에 있는 아미르들과 노얀들이든, 착각에 빠진 두뇌로 군주를 속일 생각을 상상의

페이지에 그렸으며 독립과 자유의지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어느 누구든 칼을 가진 자들

은 그의 착각이라는 새가, 뇌라는 둥지에 통치권과 자긍심에 관한 생각이라는 알을 낳

았으며, 어느 누구든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면 그의 (허망한) 꿈이라는 독수리가 통치권

422) 티무르 조상의 계보에 대해서는 구르 에미르의 석관 명문, 『무깟디마』, 티무르 조 계보를
정리한 Mu'izz al-Ansab, 울룩벡이 기록하였다고 알려진 Ulus al-Arba'의 축약본인 Shajarat
al-Atrak, 그리고 미르혼데 및 혼데미르의 통사, 『傳記들의 벗』 등이 있다. 이 계보를 정리해
보면 툼비나 칸 이후 카출리 바하두르의 계파로 갈라진 바룰라스 부는 에르뎀치 바룰라스 - 수
그치친 - 카라차르 노얀 - 이젤 - 일란기르 - 보르굴 - 카라가이 - 티무르로 이어진다고 한다.
물론 야즈디의 『勝戰記』에 남은 기록에서는 철자가 조금씩 다르다. (間野英二, 「アミール・
ティムール・キュレゲン, ティムール家の系 譜とティムールの立場」, 『東洋史研究』 34-4,
1976, p.594). 여기에서는 최대한 야즈디『勝戰記』의 표기에 맞추었다.

423)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424) 현재의 바글란(Baghlān),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도시로 쿤두즈에서 남쪽으로 6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425) 현 아프가니스탄의 도시, 카불에서 북부로 115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426)『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그는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ZT/Jawādī 1, p.317).
427)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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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애정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도시 키시는 이전부터 줄곧 사힙키란과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의 조상들에게 속해

있었던 예속민들과 추종자들과 더불어, 줄곧 그들의 소유였다. 후잔트(Khujand)는 아미

르 바야지드 잘라이르(Amĩr Bāyazīd Jalāyir)의 소유였고, 그리고 지역들 중에 일부는

아미르 후세인 이븐 무살라428) 이븐 아미르 카즈간(Amīr ḥusayn bin musalā bin Amīr

Qazghan) 의 소유로 (있었다). 그는 기병군429) 및 侍從430)들과 함께 부친의 지위를 얻

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제이 부카 술두스(Ūljay Bughāy Sulduz)는 발흐에

서 자신의 부족과 함께 독립을 위한 숨을 쉬었다. 시비르간에서는, 나이만(Naymān)431)

부 출신인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가 바로 그 방식을 행하였다. 바닥샨의 샤들도 자신

의 산지에서 다른 세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으며, 케이후스로우(Kaykhusraw)와 울

제이투 아파르디는 쿠틀란(Khutlān)432)과 아르항 지역에서 바로 같은 방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오랜 유르트가 사마르칸트 근교 중에 사리 풀(Sari pūl)433)과 타트켄트

(Tātkent)434)에 있었던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Amīr khiżr Yasawrī)는 모든 야사우리

들을 모았고 다른 것을 계산에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다양한 부족들 사이에서 수차

례 충돌과 전투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는데, 그 중에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는 쿠히스탄(Quhistān)435)의 하킴이었던 아미르 사툴무시와 함께, 말릭 무이즈

앗 딘 후세인의 음모와 전투로 인해 궁지에 몰려 마와라안나흐르로 갔었다가 그곳으로

부터 되돌아와 아미르 무함마드 호자436)에게 합류하였다. 그들 사이에 큰 우정이 생겨

428) 타슈켄트본에서는 이 이름을 ‘Monsalā’로 기록하고 있다.
429) Khīl은 말의 무리이자 말을 모는 기병 무리, 군대 등을 의미한다.
430) ḥasham을 번역한 단어이다. 이것은 군주와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이며, 유
목 제국 내의 지위가 높은 인물들을 일컫는다. Khīl과 함께 대구로 종종 사용된다.

431) 『集史』에 의하면 칭기스 칸이 세력을 결집하기 직전, 몽골리아 초원에 자리하고 있었던 여
러 투르크 종족 중의 하나이며 개별 군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몽골제국의 성공 이후 스스로를
몽골로 불렀던 부족 중의 하나이다.

432) 주베이니의 『세계정복자사』에 따르면 ‘Khutlān'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타지키스탄의 Vakhsh
와 Panj 사이에 위치한 산악지역이라고 되어 있다(TJ/Qazvīnī, p.667). 그러나 현재는 모음이 바
뀌어 Khatlon이라고 칭하고 있다. 두샨베 남부에 위치한 州名이다.

433) 사마르칸트 근교의 지명. 바르톨드에 의하면 카타 쿠르간에서 4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고 한다. 아랍이 침공한 시절에는 아랍어 ‘Rās al-Qanṭara(다리의 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
며. 칭기스 칸의 침공 시기에는 사리-풀이라는 이름으로 사료에 등장하고 있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p.126-7).

434) THTB에서는 Tacun이라 되어 있다(THTB/Darby, p.17), 이란본Ⅱ의 에디터는 어쩌면 타슈켄
트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으나 정확하지 않다.

435) 후라산의 지역명. 후라산 남부에 위치해있는데, 현재 토르바트 하이다리에와 비르잔드 중간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을 포괄한다(Dikhhudā). Minorsky에 의하면 니샤푸르 남쪽, 시스탄으로 가
는 길목에 있다고 하였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326).

436) 이 인물은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랑은 다른 인물이다. 타 역사서에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가 후라산에 근간을 잡고 있는 인물임
을 알 수 있다.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그는 아미르 카즈간이 카잔 술탄을 살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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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 계약을 맺고, 함께 군대를 말릭 후세인 측으로 이끌고 가기로 하였으며, 그 결

정을 이행하고자, 거대한 군대를 마련하여 헤라트로 향하였다. 말릭 또한 자신의 군대를

모아,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갔다. 무함마드 호자와 사툴무시는 극도의 자만과 착각으로

인해, 스스로 정하기를, ‘말릭을 보게 되면, 즉시 그에게 공격을 [262] 가하고, 그의 머리

를 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고삐를 돌리지 않기로’ 하였다. 말릭이 무르갑 강을 건넜을

때 야브구(Yabghū)437)의 황야에서, 양측의 군대가 서로 마주하였다. 무함마드 호자와

사툴무시는 칼을 빼어들고 戰列의 맨 앞에서 공격을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두 개의 화

살이 말릭 군의 대열에서 그 두 사령관의 죽음의 장소로 와서, 둘이 모두 죽음의 땅에

떨어졌으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어떠한 상처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Nazm] 어떤 땅도 사람의 피로 젖지 않았다. 한 마리의 개미도 발아래에서 죽
지 않았다.

(그) 군대는 그 거대함과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퇴각하여 흩어지게 되었다. 요약하

자면 울루스 차가타이의 혼란으로 인해, 재앙의 불길이 커졌고 혼돈이 확산되었다. 그리

고 가련한 백성들은 혼란과 분산이라는 재앙에 처해 있게 되었다.

8. 투글룩 티무르 칸(Tūghluq Timūr khān)이 마와라안나

흐르 왕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

마와라안나흐르 왕국의 상황이 前述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걱정에 잠겨 있을

때, 두아 칸의 아들 이밀 호자(Imil Khwāja)438)의 아들 투글룩 티무르 칸439)은 자타

그의 부인인 투르미시 카툰을 아미르 무함마드 호자에게 주었고, 그 딸인 사라이 말릭 하눔이
5세였다고 되어 있다. 이 사라이 말릭 하눔은 이후 티무르의 대부인이 되어 그에게 ‘쿠레겐’이라
는 칭호를 부여해주었다(ZT/Jawādī 1, p.188). 한편『歷史의 精髓』에서는 이 사건에서 사툴무
시와 함께 사망한 이가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라 하였다. 또한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의 사
망은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759AH(1357-8)라 하였다(ZT/Jawādī 1, p.302). 반면에 아미르
카즈간의 사망을 760AH(1358-9)이라 명시하고 아파르디의 사망 뒤에 서술하였으므로, 아미르
카즈간 사망 이후에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와 사툴무시가 케르트 조의 말릭과 전투를 벌였다
는 『勝戰記』의 서술은 하피즈 아브루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437) THTB에서는 Yapaghou로 되어 있다(THTB/Darby, p.17).
438) 이 부분이 캘커타본에서는 ŬGHLl이라 되어 있다.
439) 모굴 칸국의 역사서인 『라시드 史』에 의하면 그는 두아의 아들 에센부카의 아들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에센부카의 사망이 그의 탄생 시기보다 이르기 때문에, 그를 에센부카의 아들로 보
기는 어렵다(刘迎胜, 『察合台汗国史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반대로 『勝戰記』에
는 그의 부친이 ‘이밀 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밀 호자라는 이는 『集史』의 두아 아들 이름에
는 없다. 한편 하단에 투글룩 티무르 칸이 차가나 바룰라스의 케이후스로우에게 ‘칸이 그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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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a)440)의 왕이었고, 차가타이 칸의 후예 중에 있었는데, 혈통을 이유로 그에게 그 왕

국의 왕위가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시종들과 예속민들을 모으고 군대를 갖추어

761AH 라비 알 싸니 월(1360년 2∼3월), 시츠칸 해에 세계 정복의 관습에 따라, 소망의

얼굴을 마와라안나흐르를 향해 두었다. 타르마시린 칸의 사망의 때부터 이때까지 33년

이었으며441), 그 사이에 8명의 칸이 차가타이 칸 울루스에서 왕위에 올랐었다. 그리고

투글룩 티무르 칸이 타슈켄트(Tāshkend) 황야에 있는 후잔트 강442) 주변의 자낙 불락

(Janāq bulāq)443)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이 상의하여 일

의 올바른 방법을 이것이라 여겼다. 즉, 출신 부족이 케레이트(Karāiyyt)였던 울룩 툭

티무르(Ulugh Tūq Timūr)와 올쿠누트(Urkunūt)444) 출신이었던 핫지 벡(ḥāji Bīg)과 캉

글리(Qānghlĩ) 부 출신이었던 벡직(Bĩgjik)이 前衛(manghalāy)의 관습에 따라 먼저 나아

가도록 하였다. [263] 세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후잔트 강을 건넜을 때, 아

미르 바야지드 잘라이르가 복종의 발걸음을 동의의 길에 두고, 자신의 부족과 함께 그

들에게 합류하였으며 함께 샤흐리 사브즈(Shahr-i Sabz)445) 측으로 향하였다.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는 키시와 카르시 및 그 주변의 군대를 모았고 그들을 격퇴하고 물리치

기로 결정하여 말을 몰았으나,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므로 양측의 병사가 서로

만나기 전에 고삐를 후라산 측으로 돌렸다.

신의 사위로 (삼아) 자신의 사촌의 딸 투만 쿠틀룩(Tūmān Qutluq), (즉) 이순 티무르 칸 이븐
에부겐(Ibūkin)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투글룩 티무르 칸에게
이순 티무르 칸은 사촌이 되는 것이며 투글룩 티무르 칸의 부친은 에부겐과 형제가 되는 것이
다. 에부겐은 두아의 아들이므로, 쿠툴룩 티무르가 두아의 손자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밀호
자’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440) ‘자타’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서부, 마와라안나흐르의 차가타이 아미르 및 티무르 조에서, 차가
타이 울루스의 동부에 해당하는 모굴리스탄 초원의 아미르들 및 모굴 칸국을 가리키는 멸칭이
다. 반대로 차가타이 울루스의 동부에서는 서부 세력을 향해 카라우나스(혼혈아)라 불렀다. 티
무르조 사서에서는 모굴 칸국 세력을 줄곧 ‘자타’라 칭하였다.

441) 761AH(1359-60)부터 33년 전이라 하면 728AH(서력 1327-8)이 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타르마시린 칸이 사망한 것은 1334년(734AH)이 된다. 해제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3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성스러운 의미로 인해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대신 타르마시린과 761AH당
시 사이에 등극한 칸의 수는 동시에 재위에 올랐던 여러 계열의 칸들을 합치면 8명에 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8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티무르의 조상과 관련하여 8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로 인해 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442) 후잔트 강은 현재 타지키스탄 수그드 주의 주도인 후잔트를 관통하는 시르다리아를 지칭한다.
THTB에서는 ‘후잔트 강’이라는 표현을 Sihon(시르다리아)으로 번역하였다(THTB/Darby, p.19).

443) THTB에서는 Chanāk-Boulak이라 되어 있다. (p.19). 자낙, 혹은 차낙이라는 단어는 컵, 그릇,
등자 등의 뜻을 지닌다. ‘불락’이라는 단어는 투르크어로 ‘수로’라는 뜻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101;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355). 뒤의 기록을 보면 이곳은 두 거대한 강이 만나는 곳으로 그 모양이 마치
물을 담는 그릇으로 보여 이와 같은 지명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44) 『集史』에 등장하는 쿵크라트의 지파 중에 하나인 올쿠누트로 추정된다.
445) 키시와 샤흐리 사브즈는 동일한 도시인데, 동일 페이지에 옛 이름과 새 이름을 동시에 이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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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무사함이란 형태가 전투보다 나았다.446)

9. 사힙키란께서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와 더불어 상의함과,

제이훈 강변에서 귀환함, 그리고 투글룩 티무르 칸의 아

미르들과 만났던 이야기

<용사의 용기보다 우선하는 것은 판단이다, 판단이 첫 번째이고, 용기가 두 번째의

자리에 있다.

만일 그 둘이 바로 한 곳에 모인다면, 전 세계 누구보다도 훌륭할 것이다.>447)

모든 사건의 발생을 각각의 원인과 연결 짓고, 모든 목표의 달성을 그 방식과 연관

짓는 지고하신 神의 위대하고 성숙한 지혜는, 神性의 단계(Martabih al-Wahiyat)448)의

그림자인 통치권의 중요한 업무를 인간들이 선호하는 특성 중에 두 가지와 연결 지었

다.

첫 번째는 빛나는 판단이다. 밤이라는 재앙이 어두움이라는 곤경에449) 처했을 때,

그의 빛의 광선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

판단 하나로 군대의 후미를 쳐부순다, 한 자루의 도검으로 100명까지 죽일 수 있

다.

두 번째는 완벽한 용기이다. 전쟁과 혼돈의 파도가 치는 혼란스러운 때에, 심장의

강력함과 마음의 평온함으로 영광과 안정의 발을 단단하게 디딜 수 있다. [264]

[시Bayt] 일이 곤경에 처했던 그 곳에서는, 대담함이 필요하며 잠시 머물러야 한
다.

순위에 따르면, 판단이 용기보다 높은 단계에 있었고 더욱 훌륭하였다. 그러므로

숙고를 통한 이득은 도검과 화살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욱 완전하였고 더욱 포괄적

446) 이 시는 Sa'adī, Būstān의 문구를 수정한 것이며, 본래 사디의 시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적에 대한 관용은 전투보다 낫다.’이다.

447) 이란본Ⅱ 미주 89에 의하면 이 아랍어 시는 시인 알 무타나비(Al-Mutanabī)의 것이다. 그는
10세기 이라크 쿠파 출신의 시인이다(YZN/Ṣādiq, p. 1405).

448) Wahiyat이란 모든 이름과 특성의 단계들을 통합한 단계이며, 존재하는 모든 진실들이 모여
있는 단계이다(Dikhhudā).

449) 이란본Ⅰ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Ⅱ에는 ‘훌륭한(Nīk)'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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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칼이 비록 능변에 있어 무언가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승리의 원인은

값진 판단을 이해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창촉(Sinān)450)이 비록 전장의 테라스에서 촛

불처럼 빛나고 있다 하더라도, 승리의 촛불은 올바른 처리라는 광선을 통해 더욱 커지

는 것이다. 도검의 명령이 만일 판단의 명령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 적들의 목을 내리

침을 허가할 것이며, 화살의 메시지가 정해진 대로 처리된다면 적의 심장을 차지하여,

행운의 반짝이는 눈이 전장의 먼지보다 커지고 어두운 전장에서 밝은 판단의 빛을 얻

게 될 것이다.

일을 처리할 때, 옳은 판단은 마치 모래 바다와 같은 100명의 병사보다 낫다, 이러

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가 자타 병사들의 진격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어 오랜 유르트(Yūrt)를 방치해 두고 후라산으로 향하여, 황야를 통과하

고 제이훈 강변에 이르렀을 때 사힙키란께서는,

[시Nazm] 하늘과 같이 강력한, 세상과 같이 강한, 심판의 날과 같이 공포스럽고
별과 같이 많은 세계정복자.
하늘처럼 강력하고 바다와 같이 넓은 티무르에게, 영광의 소유자이신 신께서 자비
를 내려주십시오!

만일 그 이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세력의) 근간인 동포들이 일시에 혼란

에 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세습된 영역은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인 아미르 투라가이가 그 해에,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시Nazm] 부친이 가고 삼촌이 달아나니, 낯선 자들로 인해 국가가 흩어지게 되었
다.
울루스를 장악한 적들이 위험의 문을 열었다. 재앙의 매가 날개와 깃털을 (열듯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나이는 아직 약 25세를 [265] 넘지 않았고,

그의 빛나는 마음이라는 거울이 (아직)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이라는 연마를 통해 광

택을 내지 못하였으나, 신의 도움의 빛이 비추는 곳이며, 끝없는 은총의 비밀이 자리하

는 장소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판단은, 그 끔찍한 상황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상의를 했다>451)는 훌륭한 전통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상의의 관습으

로 아미르 핫지의 마음의 페이지 위에 아로새겼다. “왕국이 만일 통치자가 없이 남아있

450) 창끝이나 화살 끝에 있는 날카롭고 뾰족한 철 조각. 창촉으로 해석한다.
451) Qur'ān, Sūra al-Omrān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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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당연히 거대한 혼란이 그 상황에 생겨날 것이며, 그 백성들과 주민들은 적들의 압

제와 속임수의 상처로 인해 완전히 곤경에 처해질 것입니다.

[시Bayt] 머리가 없는 왕국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으니, 영혼이 없는 몸의 상
태는 분명히 폐허가 된다.

올바른 방책은 이와 같으니, 당신이 후라산의 지역으로 갈 때, 나는 키시 측으로

되돌아가 울루스를 달래고 그곳에서 칸에게 봉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을 만나 지역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신께서 맡긴 백성들이 고통과

혼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르 핫지는 신성한 계시의 결과였던 이 이야기에서 상서로움과 행운의 향기를

맡았고, 그 판단을 칭찬하였다. 사힙키란께서는 행운의 고삐를 (자신의) 영역을 향해 돌

리고 나아갔다. 후자르(Khuzār)지역452)에 이르렀을 때 핫지 무함마드 샤 야사우리(Ḥājjī

Maḥmūd Shāh Yasawurī)를 보았는데, 자타 군의 선봉을 안내하여 수많은 무리를 이끌

고 빠르게 오고 있었으며, 그 영역의 약탈을 위해 탐욕의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그 지

역과 주변의 창고와 물자들을 좇아 탐욕과 꿈의 주머니들을 꿰매었다. 사힙키란께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도움으로 그를 진정시켰다. “당신이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으

면, 나는 가서 아미르들과 만날 것이며 도구 및 적절한 방책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

엇이든 제공할 것이다.”

그 분의 고귀한 말씀은 전적으로 하늘같은 행운을 지닌 ‘계시 받은 이’의 가르침

중에 있는 것이었고, [266] 운명에 따르는 명령은 어떤 내용이든 결코 거부당하지 않기

마련이므로, 그들은 진격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완료되자 바로 그곳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나아갔다. 키시에 이르렀을 때 자타의 아미르들 또한 그곳

에 이르러 있었다. 아미르들과 함께 세 차례 만났는데, 그들이 신성한 영예의 빛을 그

의 영광스러운 이마에서 보았을 때, 그의 축복받은 발걸음을 다양한 환대와 경의로 환

대하였다. 그리고 칸에 대한 그의 복종 선언을 칭찬하였고, 아미르 카라차르의 투만

(Tūmān)과 키시의 영역들을, 예속민 및 추종자들과 함께 그에게 배정하였다. 이렇듯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의 도움을 통해, 그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던 재앙과 압제

의 급류가 되돌아갔고, 그 주민들의 희망과 단절되어 있었던 친절과 훌륭함의 비가 내

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의미는

[시Robā’y] 슬픔은 너의 허락을 통해 기쁨이 되었다. 인생은 너의 눈길로 인해 영

452) THTB에서는 Cuzar라 한다(THTB/Darby, p.21). 현재 우즈베키스탄 카르시에서 동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에는 Guzar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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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었다.
만일 바람이 흙 속의 넓은 길에서 지옥을 향해 분다면, 모든 불꽃이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453)

(으로) 나타났다.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 이 는 이 분에게

향하고 있던 거대한 행운을 의미한다고. 그러나 운명은 수천 개의 혀로 일을 행한다.

[시Nazm] 너의 냄새는 아직 동풍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너에게 동풍이 불 때 까
지는 아직 남았다.454)

사힙키란은 자타 아미르들의 어전으로부터 귀환하였고 호의의 그림자를 울루스의

보호와 장악에 드리웠으며, 샤흐리 사브즈부터 제이훈 강의 강변까지 군대의 징집을 명

하여 잠깐 동안에 다수의 군대가 모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아미르 히즈

르 야사우리에게 합류하였다. 그 동안에 자타의 아미르들 사이에서 반목이 발생하였고,

각자의 모든 군대들과 함께 그 지역을 출발하여 되돌아가 투글룩 티무르 칸의 오르두

에 합류하였다. 아미르 바야지드 잘라이르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힙키란과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에게 합류하였다. [267]

10. 아미르 후세인이 아미르 바얀 술두스와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감과 아미르들에게 도움을 청한 이야기

아미르 카즈간의 손자인 아미르 후세인은 이때에 카불(Kābul)에서 나아가 아미르

바얀 술두스와 전쟁을 하고자 하였고, 군대를 배열하고 장비를 갖추었으며 사신들을 보

내어 사힙키란과 아미르 바야지드 잘라이르와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에게 도움을 청

하였다. 그들은 상의 후에 아미르 후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아미르 바야지

드는 투글룩 티무르 칸에게로 향하여 자타의 아미르들이 나쁜 말이나 나쁜 기회를 가

질 틈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 아미르 바야지드가 그 판단에 따라 후잔트의 영역에 이르

렀을 때 소식을 듣기를, 투글룩 티무르 칸이 모든 군대와 함께 되돌아가 추(Chū) 강

변455)에서 자신의 유수진(Aghruq)456)에 합류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가지고 있던 걱정

453) 시인 아부 사이드 아불 하이르(Abū sa'īd Abūl-Khayr)의 시집(Robāiyāt) 중에 두 번째 부분
의 일부. 시인은 10-11세기 후라산에서 살았던 수피이자 시인으로, 그의 시는 그의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설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454) Sanāyī, Dīvān-i Ashi'ār.
455) THTB에서는 추 강 대신 세이훈(시르다리아)이라 되어 있다(THTB/Darby, p.23). 그러나 추
강과 시르다리아 강은 다른 강이며, 특히 모굴리스탄 칸 투글룩 티무르 칸의 근거지인 세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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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안정을 찾아, 바로 그곳에 머물렀다. 한편, 사힙키란과 아미르 히즈르가 정렬

된 군대와 함께

[시Nazm] 서있었던 장소에서 각기 대열을 갖추어라, 공격의 장소에서 모두 대열
을 갖추어라.
하늘이 그들의 칼의 타격을 두려워하게 하라, 죽음이 그들의 창끝을 두려워하게 하
라.
풀숲의 맹수와 더불어 같은 침상에, 산의 표범과 함께 같은 잠자리에 (있었다).
[268]

아미르 후세인을 돕기 위해 향하였다. 鐵門이라 불렀던 카할카를 통과하여 아미르

후세인에게 이르러, 함께 아미르 바얀 술두스가 있는 성채 샤드만으로 향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맞설 힘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급히 도망을 선택하여 바닥샨

측으로 향하였다. 그들이(티무르와 후세인) 그를 뒤쫓아 가서 바닥샨에 이르렀을 때 그

곳의 왈리(Wāli)457)였던 샤 바하 앗 딘(Shāh bahā' al-Dīn)이 달아났고 왕국은 아미르

후세인의 소유 下에 들어왔다. 그곳을 보호하고 질서를 부여한 후에, 케이후스로우 쿠탈

라니의 형제 케이쿠바드(Kayqubād)를 야사에 처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의 소망이라는

페이지는 사힙키란과 아미르 히즈르의 도움으로 인해 행운의 밑그림에 장식이 가해졌

다. 감사의 의례를 행하였고 그들은 귀환의 결정에 따라 나아가, 상서로이 자신의 영역

으로 향하였다.

[시Nazm] 승리의 동료들이 등자에 (있었다), 생기롭고 희망찬 훌륭한 운명을 (가
지고.)

그리고 사힙키란의 영역을 아미르 히즈르가 통과하게 되었는데, 왕다운 위대함은

왕들의 적절한 관례에 맞게 접대의 의식을 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바닥샨의 키심

(Kishim)458)이라는 장소에서 먼저 출발하였다. 그곳으로부터 15일 이상이 걸리는 샤흐

리 사브즈까지 4일 만에 횡단하였고 이른 아침에 키시의 하영지(Yailāq)인 울룩 마이단

치예 부근에 흐르는 강은 추 강이다.
456) Dīvān-i Lughat al-Turk에 따르면 이 단어는 짐과 물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짐이라기
보다 군대 전체가 남겨두었던 물품 전체를 가리키며, 이것을 유수진이라 칭할 것이다(Maḥmūd
Kāshgharī, Dīvān-i Lughat al-Turk, Tr. Sayyid Muḥammad Dabīr Siyāqī, Tehrān:
Pazhuhishgāh-i 'Ulūm-i Insānī wa Moṭāli'āt-i Farhangī, 1375 Sh./1996-7, p.169; 라시드 앗
딘, 『부족지』, 2002).

457) 하킴과 동일한 의미, 특정 지역의 군주 및 통치자를 가리킨다.
458) 탈리칸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닥샨의 부속지역이다. 이란본Ⅱ 및 캘커타
출판본을 따랐다.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에는 Kisim이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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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ugh- Maydān)에 안착하여 연회의 준비를 명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히즈르가 가까이

에 이르렀을 때, 사힙키란은 예언자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의 하디스의 말씀, <손님

을 정성껏 맞이하라, 비록 나쁜 종교(인이)더라도>459)에 따라 손님을 환영하였다. 그리

고 경의와 환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행하였다. 사힙키란의 가신들은, 연회

(Ṭūy)의 도구를 준비하였고, 친애와 우애의 연회를 기쁨과 즐거움의 序章으로 정하였

다.

[시Nazn] 훌륭한 연회가 마련되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준비되었다.
음식을 먹고 술잔을 들어 올렸다, 기쁨의 술잔에 소망을 들어올렸다. [269]

연회 후에, 아미르 히즈르는 자신의 영역으로 향하였고 사힙키란은 자신의 위대하

고 훌륭한 장소에 자리하였다. 그의 자비와 훌륭함의 태양이 그 지역의 높고 낮은 이들

의 당대의 벽과 문 위를 비추었다.

[시Nazm] 그의 정의의 빛으로 인해 세계가 밝아졌고,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으며

왕국은 번영하였다.

11. 아미르 후세인이 사힙키란에게 두 번째 도움을 청한

이야기

이 와중에 아미르 투글룩 술두스가 아미르 후세인에게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반항

과 적대의 칼은 메마른 곳에 물을 주었다. 아미르 후세인은 행운의 등이 사힙키란의 지

원으로 인해 따뜻해졌으므로, 어떤 믿을만한 자를 파견하였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상의하였다. 또한 아미르 바야지드와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에게도 그 상황을 알렸다.

사힙키란은 성공적인 왕들의 특징이었던 커다란 관용과 용기로 즉시 병사들의 소집을

명하였다. 전투라는 축제에서 에메랄드 빛 도검의 끝을 (마치) 아름답게 장식한 이의

루비와 같은 입술로 여겼고, 뒤얽힌 포승줄을 호탄의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카락의 곱슬

한 말림과 주름으로 여겼던 무리들은,

[시Nazm] 모두가 방패와 같은 몸과 도검과 같은 손과 화살 같은 손가락(을 가진
이들이며), 모두가 군대를 부수고 악마를 가두고 코끼리를 사냥하는 이들이었다.
마치 바다처럼, 그러나 벼락같은 움직임의 공격으로. 왜냐하면 결코 벼락같이 행동

459) 이란본Ⅱ 미주 90에 따른 번역이다(YZN/Ṣādiq, p.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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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다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군대와 함께 강력하고 웅장하게 아미르 후세인을 돕기 위해 나

섰다. 카할카 지역에서 아미르 히즈르가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축복받은 대열에 합류하

였고, 함께 나아가 히사르(Ḥisār)460)에서 아미르 후세인에게 이르렀다. 적들은 마치 하

루살이가 바람이 도달하기도 전에 달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基壇 없는 벽이, 급류

가 그곳에 이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달아난 상태였으므로, 아미르 후세인은

그들의 행운의 발걸음을 무수한 환대와 경의로 대하였고 연회와 높은 명예

(Aghrulūmīshī)461) (를 부여하는) 의례를 행하였으며 각각을 자신의 행운이 자리한 장

소로 파견하였다. 사힙키란께서 鐵門(Darband-i Āhnīn)을 통과하였을 때, 소식이 그의

영광스러운 귀에 들려왔다. 자타의 아미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스러웠던 상

황에서 후라산으로 갔었던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가 돌아왔고, [270] 아미르 바야지드와

만나, 함께 군대들을 모아 히즈르 야사우리 측으로 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아미르 핫지는

먼저 키시로 와서 그 곳의 병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축복받은 등자에 합류하는 행

운을 얻었던 군대와 함께 키시의 경계를 통과하여 아미르 히즈르에게 합류하였고 함께

키시로 향하였다.

12. 사힙키란과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가 아미르 핫지 바

룰라스와 전투를 한 이야기

아미르 핫지는 사힙키란과 히즈르 야사우리가 (키시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병사들을 모으고 키시에서 나아가 전투를 준비하였으며, 아키야르(Āqiyār)462)라는

장소에서 양측의 군대가 만났다.

[시Nazm] 구름과 같은 머리 속은 북의 탄식 소리로 가득하였고, 칼과 같은 생명
은 유황 물로 가득하였다.
난리법석이 양측 무리에서 발생하였고, 황야에서는 어떠한 산도 찾을 수 없었
다.463)

460) 이곳은 Ḥisār-i Shādmān이라고도 불리며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서쪽 20km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히소르라 부르는 고대 도시이다.

461) Doerfer에 의하면 ‘높은 명예’를 뜻하는 단어이다. 다만 그 철자는 Āghirlāmīshī로 중간에 알
레프가 하나 더 들어간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76).

462) 장모음 알레프를 없앤다면 이 지명은 아크(흰) + 야르(대지, 토양 :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31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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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사들이 서로 뒤얽혔다, 마치 흐르는 강에 피가 쏟아지듯이.

양측 군대의 바하두르들이 분투하였는데 (이는) 당대가 루스탐(Rustam)과 이스판

디야르의 공적 이야기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칼을 쥔 바흐람(Bahrām)464)이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성채 위에서 복속을 청하러 올 정도였다. 귀족 아미르들 중에 아르두반 박시

(Arduvān Bakhshĩ)가 도검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결국에 승리의 아침이 비견할 데

없는 사힙키란의 행운의 浮上地에서 떠올랐으며, 승리의 미풍이 하늘처럼 강력한 왕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위에 불어왔다. 아미르 핫지는 그곳에서 달아나 사마르칸트 방면

으로 향하여 아미르 바야지드에게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샤흐리 사브즈 병사들과 아

미르 히즈르 및 야사우리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의 진격을 결의하였고 그의 뒤를 좇아

나아갔다. (그러나) 도중에, 키시의 군대 모두가 행운의 길을 잃고 뻔뻔한 발을 길이 없

는 곳에 잘못 두어, 느닷없이 달아나 아미르 핫지에게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아미르

자쿠 이븐 무바락 이븐 투간 이븐 카단 이븐 샤리아 이븐 카라차르 노얀(Amĩr Jākū

bin Mubārak bin Ṭūghān bin Qādān bin sharʻa bin Qarājār nūyān)465)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사힙키란의 어전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미르 히즈르는 이를 [271] 계약의

변경으로 여겼고, 이유 없는 두려움에게 자신의 마음의 길을 내어 주었으며, 친애와 우

애라는 顔面을 나쁜 생각을 지닌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리하여 그 영향이 그의 말과 행

동이라는 수로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야사우리가 비록 히즈르

(Khiḍr)466)로 유명하였지만 옳은 길을 잃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그에게서 멀어져 친척에

게 안부를 묻고자 아미르 자쿠와 함께 나아가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에게 합류하였다.

그리고 함께 아미르 바야지드의 어전으로 갔다. 아미르 바야지드는 그 분의 행운의 발

463) Ferdowsī, Shāhnāma.
464) 옛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여행자들을 위한 천사의 이름이었고, 외행성인 화성을 가리키는 단어
이기도 하다. 이 문장에서는 重義法으로 쓰인 셈이다. 중동과 그리스-로마 고대 문화에서 화성
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존재였는데, 페르시아의 화성인 바흐람 역시 보복의
바흐람(Bahrām Intiqām), 혹은 피를 마시는 바흐람(Bahrām Khun Ashām) 등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465) 그에 관해서는 間野英二,「ティムール朝における一貴顕の系譜」,『オリエント』 20-1, 1977이
란 선구적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마노 에이지는 티무르의 중핵 아미르들 대부분이 그와의
개인적 유대를 통해 ‘貴顯’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466) 히즈르는 본래 쿠란에 등장하는 인물로 신의 충실한 하인이자 지혜와 신비주의적 지식을 가
진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 문화 안팎에서 일종의 예언자나 사신, 혹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秘傳
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인물이다. 쿠란의 카흐프 장(Qur'ān, Sūra al-Kahf)에서 그는 모세가 올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동행하고자 하였던, 신의 충실한 가신으로 등장한다. 그는 시아에서는
마흐디로, 여러 수피 교단에서는 그들의 開祖로 여겨졌다. 특히 『勝戰記』나 다른 페르시아 문
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생명의 물(Āb-i Ḥiyāt)와 관련해서는 타바리 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
는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파리둔 및 이브라힘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前
衛였고 그의 명령에 따라 불로불사의 물인 생명의 물을 얻으러 갔는데 알렉산더는 실패하고 그
는 성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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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고 영예와 신뢰의 깃발을 세웠으며 환영인사와 대접의 의무

및 환대와 경의를 행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는데, 이는 당연하였다.

[시Bayt] 당신의 등자에 있는 小臣의 자유, 당신이 여행하고 있는 영역의 신선
함.467)

13. 사힙키란께서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와 전투를 한 이

야기

사힙키란은 한 동안 아미르 히즈르에 대해 우정과 친애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 대

한 고려와 보살핌을 돈독히 하여 사소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바친 봉

사가 그 스스로의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 그 분의 밝은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배반과

속임수라는 서명을 그의 상황이라는 장부 위에 날인하였을 때, 그 분의 훌륭한 마음은

크게 괴로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다운 마음은 결코 그 속임수를 참는 것을 용인하

지 않았고, 아미르 바야지드와 아미르 핫지 또한 그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이 때에 함께

수많은 군대를 정렬하여 아미르 히즈르에게 향하였고 사힙키란은

[시] 그의 창촉의 불꽃이, 영광의 바람을 공격하였을 때 468)

승리를 예측하는 이들은 뱀과 같은 그의 혀를 가지고 장난하였다.

전위가 되어 먼저 나아갔다. 그리고 키시의 산맥을 건너 수루시(Surūsh)469)라는 장소

에서 [272] 양측의 군대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아미르 히즈르는 비록 (자신의) 잘못

으로 인해 상서로운 운명을 잃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당대에 그의 죽음이 매 순간마다

생명의 귀에 소리치기를

[시Nazm] 수년간 세계는 너의 손에 있었지만, 네가 알지 못하였으니 누가 어찌
하겠는가?

467) Sa'adī, Dīvān-i Ashi'ār.
468) Anwarī, Dīvān-i Anwarī,
469) 이 지역은 사마르칸트와 후잔트 사이에 위치한 ‘우시루사나(Ushrūsana)’, 혹은 ‘수트루샤나
(Sutrūshana)'를 가리킨다. 제라브샨강 북쪽, 시르다리아강 남쪽에 위치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65). 이 어휘의 기원에 대해서 Bosworth는 이 지
역을 ‘Sorushna'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슬람의 가브리엘에 해당하는 이란 고대 문명의 천사
수루시에서 유래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C. edmund Bosworth, "Osrušana", EI ² X, 2005,
pp.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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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행운을) 가져가 너에게 순서가 돌아와 있었으나, 네가 잘못하여 패배하였으
니 누가 어찌 하겠는가?470)

그러나 후회는 소용없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군사를 정렬하였고 맞은편에

서 있었다. 양측으로부터 게우르카(Giurga)471)와 큰 북을 두드렸고, 용사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서로 얽혔다.

[시Nazm] 창공의 바람이 전장의 먼지를 하늘로 쓸어갔고, 생명의 물이 창촉의 불
꽃을 바람에 날려 보냈다.
화살촉(Paykān)은 마치 하렘에 대한 애정처럼 마음을 붙잡았고, 무기는 마치 머리
라는 돔 (속에 있는) 理性처럼 자리를 마련하였다.
때로, 화살은 마치 연인의 눈짓처럼 마음을 훔쳤고, 때로 창은 키가 큰 연인처럼
생명을 앗아갔다.
전장에서 살해된 이에 대한 위문의 관습으로, 갑옷의 고리들은 마치 사랑하는 자의
눈처럼 피를 뿜었다.
그리하여 군대가 소멸할 때 까지 피를 흘리는 방패가 탄식하였고, 그의 얼굴은 창
촉이라는 혀로 입 안이 가득해졌다.

전장의 공기는 병사들이 일으킨 먼지로 인해 어두워졌고, 전장의 땅은 용사들의 피

로 인해 붉은 색이 되었다. 아미르 히즈르는 버틸 힘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운의 나날

처럼 등을 돌렸고, 행운이 사라진 것 마냥 불운의 방향으로 향하였다.

[시Bayt] 울부짖는 표범이 비록 용감하다 하더라도, 강한 사자에게 발톱을 꺼내어
할퀴지 않는다.

아미르 바야지드는 사힙키란의 행운의 도움으로 인해 통치의 位에 자리하게 되었

고, 아미르 핫지 또한 자신의 부족의 하킴이 되었다.

승리를 좇는 어떤 자가 행운의 주변을 맴돌았는데, 곧 행운들 중에 용감한 행운이
되었다.

그러나 신성한 운명과 함께 숨겨져 있고, 사람들의 이성이 그 지혜를 이해하기에

무지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아름다운 비밀이, 이 사이에 아미르 바야지드의

470) Khwāza Wajīyih al-Dīn.
471) 몽골어로 북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 126 -

시야에서 올바른 길을 가렸으므로, 다음날 불행하게도 불가능한 상상을 하여, 사힙키란

에 대해 일종의 속임수를 획책하였다. [273] 그러나 그 분의 밝은 판단력에는 계속하여

신성한 계시의 빛이 내리쬐고 있었으므로, <지식으로부터 안전히 피해있으라, 그가 신

의 빛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472)라는 말씀에 따라 연회에서 그 속임수를 현명히

알아채게 되자 코피를 핑계로, 손으로 이마를 쥐고 바깥으로 나와 즉시 말을 몰았다.

그리하여 말 등 위에서 箭桶을 허리에, 마음을 신의 보호의 도움에 묶고, (신에 대한)

의존의 얼굴을 황야에 두어, 그 공포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였다. 신성한

보호의 후원자가 돌보아 주었던 그는 적들의 속임수의 타격으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고,

신의 가호라는 둥지에서 날아올랐던 행운의 새는, 옳지 못한 기회를 엿보던 속임수라는

덫에 붙잡히지 않았다.

[시Bayt] 만일 鐵山이 자리에서 흔들린다면, 혈관을 끊지 않아 신께 청하지 않도록
한다.473)

그리고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가 사힙키란이 떠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좇아 사

람을 파견하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판단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소식이 도달하기

를, 압둘라 (이븐) 타이구(ʻAbd al-Allah Ṭayghū)474)와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의 아들

진다 히샴(Jinda ḥisham)이 군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저항의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강을 건너지 말고 황야의 군대를 모아라. 여기에서도 또한 주검(Jūghā

m)475)을 여럿과 함께 뒤따라 파견하여, 그들의 반란을 격퇴하고 혼돈의476) 불꽃이 자라

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반구] 실제의 치료는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477)

주검은 일라브다르 이븐 우저르 이븐 라라 이븐 카라차르 노얀(Ilāvdār bin Ujār

472) 원문은 아랍어인데, 이란본Ⅱ의 미주 91 해석에 따랐다(YZN/Ṣādiq, p. 1405).
473) 본래 이란의 속담이며 실제의 형태는 ‘만일 세상의 칼이 자리에서 흔들린다면, 어떤 혈관도
벨 수 없어 신에게 청할 수 없다.’가 된다.

474) 앞부분에서는 타이구의 아들 아미르 압둘라라는 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한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친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접속사 ‘bin' 없이 연결한 사례가 많아,
본문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아들)이라는 표기를 하였다.

475) THTB에서는 이 이름을 ‘Tchougam'라 하였다. 이란의 두 출판본과 타슈켄트본, 켈커다 본
모두 이를 Jugham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과거 사본들에 J와 Ch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을 상기해볼 때 위와 같은 발음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476)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재앙(Balā),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에는 본문과 같고, 타슈켄트본에는
아예 없다.

477) Sa'adī, Muvā'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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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lālā bin Qarājār Nūyān)의 아들이었다. 사힙키란 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황야의 병사들과 함께, 주검의 도달을 기다리지 않고 상서로이 그 사건의 처리를 시

도하였다. 아미르 바야지드는 키시의 평원에서 되돌아가 후잔트로 갔다. 사힙키란이 티

르미드(Tirmid)478) 주변에 이르렀을 때, 셰이흐 알리 주르주리(Shaykh ʻali Jurjurī)가 대

담하게 자신의 분수를 어기고 군대와 함께 진격하였고 [274] 안카르(Ankār)479)라는 지

역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다. 군대가 서로 만남과 동시에, 적들이 패배하였다. 승리의 피

난처인 대오의 용사들은 단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제거하였고, 옛-티르미드(Tirmid-i

Kuhna)까지 몰아내어 퇴각하고 흩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 전투를 마쳤을 때 옛-티르

미드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세웠다.

14. 투글룩 티무르 칸이 두 번째, 마와라안나흐르 지역으

로 군대를 이끌고 온 이야기

투글룩 티무르 칸의 마와라안나흐르 왕국의 통치에 대한 갈망이 다시 한 번 그의

마음480)이란 옷자락을 붙잡았으므로, (그는) 끝없이 많은 군대를 모아 762년 주마다 알

아왈 월(1361년 3∼4월), 루이(Lūy, 용) 해48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후잔트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바야지드 잘라이르는 복종의 허리띠를 복속의 허

리에 묶었고, 아미르 바얀 술두스 또한 복종의 방식을 취하여, 환영의 관습에 따라 사마

르칸트까지 왔다. 그리고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는 비록 처음에는 저항하였으나, 복속의

표어를 세우고는 칸의 어전으로 갔다. 이 와중에 칸은 아미르 바야지드를 붙잡아 죽일

것을 명령하였다.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는 두려움에 잠식되어 달아남을 선택하였고 키

시 영역으로 향하였으며, 자신의 울루스 중에 일부를 이동시켜 제이훈 강을 건너게 하

였다. 카슈미르(Kashmīr)482)의 자타군 중에 다수가 그를 추격하기 위해(Takāmishĩ)483)

그의 뒤를 따라 왔고 전투가 발생하여, 주검 바룰라스가 살해되었다. 아미르 핫지는 후

라산으로 향하였으며 사브자와르 영역 중의 주베인(Jūvayīn)484)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

이었던 후라샤(Khūrāsha)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사악한 무리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그

478) 현재 우즈베키스탄 최남단,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아무다리야 강변에 위치한 도
시.

479) 티르미드에서 북서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Angor가 있다.
480)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Ⅰ에서는 존재(Ḥast)로 보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본문과 같다.
481) 실제 이 시기는 동물력으로 소의 해에 해당한다.
482) 이 시기의 카슈미르에는 ‘샤 미르’라는 이름의 왕국이 1339년 이래로 있었는데, 페르시아 문화
가 소개되었고 이슬람으로 점차 개종 중에 있었다.

483) 이란본Ⅰ에는 이 부분이 Nikāmīshi로 되어 있으나 이 두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로, ‘추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84) 사브자와르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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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의 형제인 이드쿠(Yīdkū)를 잡아 살해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라산에

서 승리를 거두고,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보복으로 그들 중에 일부 무리가 무력의

칼로 살해된 후에, 그 마을을 소유르갈(Suyūrghāl)485)로 주어 아미르 핫지의 후계자들

을 위한 이크타가 되게 하였고, 지금까지, 그곳의 주민들은 그들의 짐꾼이자 노동자이

다. 그리고 자타의 아미르들 중에 쿠를쿠트(Kurulkūt)486) 부 출신이었던 아미드 하미드

(Amīr Ḥamĩd)는, 자신의 동료들보다 이성의 완전함이나 현명함 및 뛰어난 능력을 가지

고 있어 칸의 어전에서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275] 무엇이든 충고나 간청 등의

방식으로 칸에게 이야기하면 허가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상황에서 사힙키란의

완벽한 용기에 대해 칸에게 보고하였으며, 유산의 형태로 그 분에게 속해 있었던 領地

의 안전을 청하였다. 칸은 그의 이야기들을 수긍의 귀로 들어, 사신을 파견하여 사힙키

란을 소환하였다. 그 분께서 지시에 따라 칸의 어전으로 왔을 때, 그의 발걸음을 다양

한 보살핌과 위무로 환대하였고 키시 영역의 통치권과 세습 투만을 예속민 및 추종자

들과 함께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칸은 그 겨울에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전투를 결

의하여 그에게 향하였다. 아미르 후세인 또한 군대를 모아 바크시(Vakhsh) 강변487)까지

왔으며 그 장소를 자신의 군대의 병영으로 삼았다. 칸이 鐵門을 통과하여 그곳에 이르

렀을 때, 양측 병사들은 서로의 대규모 병력을 보고 대열을 정비하였다.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는 자신의 예속민과 함께 아미르 후세인에게서 얼굴을 돌려, 대열을 깨뜨리고

칸의 군대에 합류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그 상황을 보고는 패주를 택하였고, 승리자인

칸은 그의 뒤를 따라 나아갔다. 그리하여 제이훈 강을 건너 쿤두즈까지 갔고488) 그의

군대는 그 지역의 무리(Ayil)와 울루스를 힌두쿠시(Hindūkush) 산맥까지 약탈하였으며

봄과 여름을 그 주변에서 지냈다. [277]

15. 투글룩 티무르 칸이 자신의 왕좌로 되돌아간 이야기

485) 이 단어는 ‘상속인’, 혹은 통치자가 어떤 인물에게 사여한 보상으로 군주의 은혜의 증거라 한
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315). 몽골제국 이래로 이 단어
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칸이 아미르들이나, 혹은 친족들에게 영토 중에 일부를 제공
하여 그곳의 稅收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86) THTB에서 Kurlukut로 나와 있다(THTB/Darby, p.29). 『集史』의 부족지에는 쿠를라우트 부
와 가장 유사한 이름이나 정확하지 않다.

487) 현 타지키스탄 하틀론 주의 주도 쿠르곤 텝파를 휘감고 흘러 아무다리아에 합류하는 강.
488) 『라시드 史』의 저자인 무함마드 하이다르 미르자는, 쿤두즈에서 기록된 투글룩 티무르 칸의
표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톤구즈 해의 것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루이 해인 이 시점과
는 약 5-7년가량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미 카슈미르에 자타의 군대가 주둔해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카슈미르와 힌두스탄 부근에 그들의 세력이 퍼져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Mīrza Muḥammad Haydar Dughlat, Tārīkh-i Rashīdī,: A History of the Khans of
Moghulistan, ed, Sinasi Tekin & Gonul Alpay Tekin, Persian text ed. W. M., Thackst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199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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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었을 때, 칸은 사마르칸트로 향하였고, 길에서 명령을 내려 아미르 바얀

술두스를 야사에 처하도록 하였다. 사마르칸트에 이르러 모든 마와라안나흐르의 왕국을

정복하고 소유하여 모든 주변의 아미르들과 노얀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머리를 칙령

아래에 조아렸을 때, 반항이 우려되었던 어떤 무리들은 야사에 처하였고, 믿음의 범위에

(속해) 있었던 일부를 보호하고 보살폈으며, 자신의 아들 일야스 호자 오글란(Iliyās

khwāja Ūghlān)을 그 지역의 통치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타의 군대와 아미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두의 수장이었던 벡직을 그의 가신(Mulāzimat)에 임명하였고,

사힙키란을 다양한 보살핌과 애정으로 특별하게 하여 아들의 어전에 두었다. 그리고 그

분의 상태에서 용기의 흔적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왕국들의 업무의 처리를 그의 귀중한

판단에 위임하였고,489) 자기 자신은 위대하게 성취를 거두며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

으로 돌아갔다.

승리의 동반자이며 행운의 벗이며 승리의 확증이신 분께서 상서로운 행운으로 후
원하셨다. [278]

16. 아미르 사힙키란이 아미르 후세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야기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신의 방법이었으나 너희는 신의 방법이 바뀌었음을 발견치

못하였다.>490) 라는 지고하신 신의 말씀(에 따라), 위대함의 주인(Zū al-Jalāl wa

al-Akrām)491)이신 현명하신 神께서는, 그의 기쁨을 돋우는 친절의 꽃밭은, 간담을 꿰매

는 무력의 가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의 대중에 대한 사여라는 빛은 보복의

어둠과 뒤섞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셨다).

[시Shi’r] <모든 기록된 바는 행해질 것이다.>492)

<권능을 주시는>493) 정점의 위를 <권력을 빼앗는>494) 미천한 아래가 맞서고 있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기도 한다.>495)라는 넓은 창공을

489) 각 사본마다 조금씩 철자가 다른데 여기에서는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490) Qur'ān, Sūra al-Fatḥ : 23.
491) 신의 아흔 아홉 개 이름 중에 하나.
492) 히즈라력 7세기의 인물인 Ibn Fāriz의 싯구이다.
493) Qur'ān, Sūra al-Imrān : 26.
494) 전게서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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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기도 한다.>496)라는 좁은 감옥으로 대체하기도 하니,

[반구M iṣrā’] 보물과 뱀, 꽃과 가시,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다.

결과적으로 신의 나날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조건 없는 (신의) 친절이 선택된

이들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할 때, 상황의 초기에는 그를 여러 가지 혹독함

과 재앙으로 실험하곤 하였다. (또한) <실로 대지가 신의 것이니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분의 종복들에게 상속하리라.>497)의 비밀의 발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를 갖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해 길러낸다.

우선 깨어져 보아라. 왕국의 왕좌의 정점을, 유수프는 우물 바닥에 가까워진 후에
야 얻었다.498)

모두의 아버지인 아담<예언자와 그의 후손에게 평안이 있기를!>은 알몸의 상태로,

<그들의 의상을 빼앗겨>499) 값비싼 예복을 걸치지 못했으나, (이것은)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고>500) <그는 그분에게 회개하였다> 501)는 밑그림으로 설계된 것이었다.502)

그리고 모든 이 중에 가장 뛰어난 이였던 하탐(Khātam)503)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

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은 移住의 고통과 멀어짐의 슬픔을 참아내었으므로,

<신은 그대에게 분명한 승리를 베풀었노라>504)라는 훌륭한 칙령이 <강력한 권능으로

그대를 돕자고 하셨노라>505)는 명령으로 장식되었다.506) [279]

[시Nazm] (네가) 벗과 연결되고자 한다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가시
와 꽃은 함께 있기 때문이다.

495) Qur'ān, Sūra al-‘Ankabūt : 62
496) 전게서 : 62.
497) Qur'ān, Sūra al-I'rāf : 128.
498) 쿠란과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인 유수프(요셉)이다. 이집트에서의 탈출의 원인이 되는 인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다. 형제들에 의해 우물에 갇혀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갔으나 결국 이집트
의 와지르가 되어 당시 기아에 의해 곤경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피난시켰다.

499) Qur'ān, Sūra al-I'rāf : 27.
500) Qur'ān, Sūra al-Ṭaha : 122.
501) 전게서 : 122．
502)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설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나 979AH사본에는 ‘설계되었다’로 되어
있는데 의미에 따르면 후자가 더욱 올바른 해석이다.

503) 예언자 무함마드를 의미한다.
504) Qur'ān, Sūra al-Fatḥ : 1.
505) 전게서 : 3.
506) 이란본Ⅰ에는 ‘장식되지 않았다.’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이란본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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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가 목표의 목에 손을 둥그렇게 엮으면, 재앙이라는 화살 앞에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입부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 사힙키란의 상황이었다, 투글룩 티무르 칸

이 마와라안나흐르로부터 되돌아갔고 자타의 아미르들과 백성들의 수장 직을 아미르

벡직에게 맡겼으며, 그 왕국 주민들에 관한 업무의 수행은 사힙키란의 훌륭한 처리에

맡겼다. 그러나 아미르 벡직은 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不正의 손을 펼쳤으

며 오만의 극단에서 대담함의 발을 反旗의 길에 두었다. 사힙키란은 칸의 야사가 이행

되지 않고 왕국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서의 거주를 善策이라

여기지 않고 아미르 후세인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며, 숭고한 마음과 더불어 길을 나섰

다. 그러나 아미르 후세인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의 상황을 조

사하기 위해 황야로 향하여, 히바(Khiyūq)의 맞은편 사그즈(Sāghz) 우물 입구에서 그에

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히바의 하킴 투칼(Tukkal)507)의 어전으로 갔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사악한 그 사기꾼은, 그들을 붙잡기를 바랐다.

[시Nazm] 나쁜 천성에서는 나쁜 것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만일 현명하다면 그것
에서 멀리 도망가라.

그들은 그 속임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을 몰아 60명과 함께 신에 의존

하여 파이얍(Pāyāb)508)으로 향하였다. 진다 히샴은 1000명의 무장한 군대와509) 함께 그

들의 뒤를 좇아 말을 몰았다. 그리고 도달하였을 때, 바로 그날 전쟁이 발생하였다. 날

카로운 혀가 <대지 위의 모든 것은 멸망한다.>510)라는 구절을 생명의 귀에 읊었고, 화

살의 외침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본다.>511)는 메시지를 주변의 가깝고 먼 곳에 전

하였다. 사힙키란의 幕下(Atbā') 중에, 아미르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Amīr Ṭaghay

Būghāy Barlās)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Amīr Saĩf al-Dīn)512)은 막대한 노력 끝에 말이

507) 타슈켄트본의 모음기호에 따른 것이다(YZN/Urunbayeb, p.221).
508) THTB에서는 이를 지명으로 보았고, 또한 Layab이라 읽었다(THTB/Darby, p.32). 그러나 타
슈켄트본과 이란본Ⅱ은 모두 Pāyab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220). 이 단어 자체는 강중
에 수심이 얕은 곳, 혹은 우물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509) ‘Mukammil’은 현재는 보충의, 부가의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근이 Kamal(완전한)
에서 온 것이니 만큼 군대의 뒤에 쓸 때에는 장비를 갖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510) Qur'ān, Sūra al-Raḥman : 26.
511) Qur'ān, Sūra al-‘Imrān : 185.
512) 그는 바룰라스 출신의 아미르이며, 티무르의 유년 시절 키시의 지배자였던 카라차르 노얀의 5
대손, 핫지 바룰라스의 손자이다. 훗날 그는 칸다하르의 총독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
호자는 바부르 군의 수장이 되었다. 이 가문은 훗날 아프가니스탄 하자라 족의 지배 가문이 되
었고, 그 후예들은 아프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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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둘이 모두 그 사막에서 보병으로 남게 되었다. 일

치 바하두르(Iĩlchĩ Bahādur) 또한 말이 넘어졌으나, 여전히 최고의 용기를 발휘하여 전

투에 임하였고, 화살을 활에 두고 걸어 나아갔다.

[시Nazm] 사자와 코끼리와 고래처럼513) 울부짖으며, 셋이 전장으로 걸어 들어왔
다. [280]

그의 영광스러운 천성이 피지배민들을 보호하고 연민을 느끼도록 되어 있었던 사

힙키란은, 활을 그의 손에서 놓고 (활) 줄을 찢어 전투에서 손을 떼고, 그 뻔뻔한 자들

의 속임수의 상처로 인해 (피지배민들이) 살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측의 용사

들은 크게 분투하여, 진다 히샴과 함께 있었던 1000명의 사람들 중에 불과 기병 50명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고, 60명이 있었던 아군 측에는 7명의 기병만이 남았을 정도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용기의 손을 들어 올려 진다 히샴 측으로 내달렸고, 번개처럼 행동하

는 도검으로

[시Nazm] 투칼의 송곳(Darafsh)514)을 두 동강내었다, 호전적인 자들의 마음이 두
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투칼의 병사들이 아미르 후세인 측으로 쏟아졌을 때, 사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형상인 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아미르 후세인을 바깥으

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 불운한 자들이 다시 한 번 모여 그들의 뒤를 좇아

다가왔고, 전투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아미르 후세인의 말을 화살의 타격으로 넘어뜨렸

다. 그렇게 그가 보병이 되었을 때, 그의 부인 딜샤드 아가(Dilshād Āghā)515)가 말에서

내려 말을 그에게 주었으며 사힙키란은

[시Nazm] 어두운 밤 황야에서 하늘 위로 화살을516) (쏘았다), 코흘(Surma)517)이

513) ‘...처럼’의 부분은 이란본Ⅰ을 따른 것이며 이란본Ⅱ, 타슈켄트본 등은 이 대신 관계대명사
“Ke(که)”가 있다.

514) 이것은 나무 손잡이와 철로 된 날카로운 끝을 지닌, 일종의 송곳처럼 생긴 도구이다. 일반적
으로 깃발과 동의어라고 하지만 엄연히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신발을 만들거나 뜨개질을 할 때
쓰는 도구이나 여기에서는 일종의 공격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515) ‘아가(Āghā)’라는 칭호는 공주, 혹은 지위가 높은 여인에게 붙이는 칭호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31).

516) 이란본Ⅰ에는 ‘나이든, 지혜로운(Pīr)’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의 ‘화살’이 더욱 적절하다.
517) Surma는 고대부터 화장용으로 눈 주변에 바르는 검정색 顔料. 화장품의 주원료는 휘안석이
다.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 지역 그리고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현대의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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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바늘이라는 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은 머리에 투구(Targ)를 (쓴) 매이다, 그가 어떤 소득을 얻겠는가, 죽음의
씨앗이다.518)

용기 있게 적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다.

[시Nazm] 오른쪽의 흐름은 구부러뜨리고 왼쪽은 곧게 하였다.519) 비명소리가 차츠
(Chāch)520) 하늘의 구부러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샤의 손가락이 화살촉을 만졌을 때, 원한을 지닌 눈을 관통하였다.
운명은 ‘잡아라!’라고 말하였고 힘은 ‘주어라!’고 말하였으며, 하늘은 ‘훌륭하구나!’
라고 말하였고 달은 ‘잘하였구나!’라고 말하였다.521)

첫 번째 화살은 그 병사들의 포대(Rizmih)522) 위에 쏘아졌고, 안장 뒤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다른 이들은 생명을 빼앗는 전투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살 끝만큼의

거리에서 마치 개미가 역청 위에 그대로 멈춰선 것 같았다. 아미르 후세인을 말에 태우

고 그곳을 떠나 황야로 들어갔다. 그때 움직이는 별(行星)의 숫자523)와 같이 7명의 사람

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7명 중에서 세 사람은 大凶보다 더욱 불운하였다. (그리하여)

(황야에) 안착하였던 그 밤에, 사여를 재앙의 형태로 드러내었고, 치료의 달콤함을 쓴

약을 통해 맛보도록 하였던 그 숨어있던 고귀한 비밀은 [281] 이와 같이 요구하였다.

즉, 나머지 外面을 위한 수단들을 완전히 걷어내어, 먼지 없이 극히 깨끗하고 신중한 손

으로 신의 자비와 훌륭함의 옷자락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다.

[시Nazm]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신은 무엇이든 행함과 동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518) Asadī Ṭūsī, Gharshāsb nāma. 이 작품은 11세기에 나히체반의 군주를 위해 저술된 문학작품
으로, 잠시드와 자하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며 잠시드의 5대손이자 루스탐의 고조부인 가르
샤스프를 주요 영웅으로 하는 영웅서사시이다.

519)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은 앞부분의 ‘왼쪽’이 ‘구부러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은 이란본Ⅰ을 따랐다.

520) 타슈켄트의 옛 이름이다.
521) 이란본Ⅱ 미주 94에 의하면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Kāmūs Kashānī’의 이야기에 관한 페르도
시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YZN/Ṣādiq, p. 1406).

522) 군대나 캠프 등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담기 위한 큰 자루. 의복을 담는 용으로 사용한다.
523)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당시에 행성이라 생각하였던 7개의 천체를 일컫는다.
Akhtar-i Sīyār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별, 행성을 가리킨다. 그 반대는 고정된 별, 항성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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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중에서 세 후라산 출신 누케르, 아니 세 명의 황야의 괴물은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말들을 잡고 달아났으며, 부끄러움의 먼지를

그들의 이름 위에 뿌렸다.

[반구M iṣrā’] 개들조차도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이 모든 마술같은 이상한 상황들이 그의 끝없는 행운의 보물이었던 사힙키란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과 혼돈에 (자신의) 향기로운 마음속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시Nazm] 하늘과 땅이 만일 전복된다 하여도, 그는 결코 자신의 떨림에 대해 두
려워하는 그 산과 같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하고 생각을 열어, 벗들을 위로하였다. 아미르 후세인과 남매이자 그 분

(Ṣāḥib-i Tāyyīd)524)의 존경받는 부인이었던 울제이 타르칸 아가(Ūljāy Tarkān Aghā)

를 한 누케르와 동행하게 하여, 신에 대한 의존으로 길, 아니 신의 끝없는 훌륭함을 향

해 나아갔다. 그리고 황야의 바깥으로 왔을 때 피(Fi)라는525) 개울에 이르렀다. 투르크

멘(Turkmān) 중에 어떤 무리의 유르트가 있었는데, 그 부족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소

리를 서로서로 질러대고 모여들어 길의 입구를 차지하였다. 사힙키란은 왕다운 충만한

열정으로, 정숙함의 피난처인 부인을 신의 보호의 피난처, 즉 곡식을 쏟아 부었던 한 구

덩이에 숨겼고, 승리의 바다의 고래, 즉 불꽃이 튀는 예리한 도검을,

[시Nazm] 많은 경우 마음의 빛은 마음에 틈을 벌어지게 하였고, 생명의 빛은 생
명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282]

빼어들고 곧장, 지체 없이 그들에게 향하였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핫지 무함마드

(Ḥājjī Muḥammad)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사힙키란을 알아보았고 투르크멘들에게 전투

를 금지하였으며 적당한 말을 끌고 와서 그 분을 태웠다. 그리고 투르크멘들과 함께 그

밤에, 그의 축복받은 존재의 영예로 인해 하늘의 연회가 질투를 일으킬만한 자신의 집

을 세우고 봉사의 의무를 능력껏 행하였다. 다음날, 사힙키란께서는

524) Ṣāḥib-i Tāyyīd는 ‘가치를 지닌’이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이란의 전통 관념 및 조로아스
터교 신앙에서는 아후라마스다가 왕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신의 영광(Farr-i Iīzadī)’을 가진 자
를 가리킨다. 이는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자에게 생겨나는 것이며, 신성한 새인 호머가 왕의 머
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움으로써 분명해진다. 『勝戰記』에서는 간혹 이 호칭을 아미르 티무르
의 또 다른 별칭으로 쓰고 있다.

525) 이란본Ⅰ에는 ‘어떤 개울’이었고, 타슈켄트본에는 ‘Bū’라는 개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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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사여에 있어 그의 손바닥은, 한시도 성심을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마치 별이 디르함이 되고, 하늘이 금화 주조자가 될 정도로.

마음의 손을 그들에 대한 격려를 위해 펼쳤으며, 그 가격이 여느 왕국의 地稅

(Kharāj)526)와 맞먹는 한 덩어리의 값비싼 루비 및 진주로 만들어진 두 탐가(Tūmghā

y)527)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핫지 무함마드는 세 마리의 말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고, 이름이 사락 쿨란지(Sāragh Qūlānjī)528)인 안내자를 동반하게 하였

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되돌아갔고 그를 말에 태워 마흐무디

(Mahmūdī)라는 장소로 갔다. 그리고 그 황야에서, 그 물을 뿌려 묘목에게 생명을 새로

이 부여할 수 있었던 한 우물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대략 12일 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

다.

[시Nazm] 괴로움을 통해 위대함과 훌륭함을 얻을 수 있다.
고귀한 수선화529)와 금색 왕관은 밤에 깨어있는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17.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에 대한 알리 벡 자운 쿠르

바니(‘Alī Bīk Jaun Qurbānī)530)의 속임수의 이야기

526)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사산조부터 유래한 地稅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전통적으로 한 해의 시
작인 노루즈에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작지의 상태 및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거나, 혹
은 소출을 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으며 현물/현금 모두가 가능하다(本田實信, 「ガザン ハン
の稅制改革」, 『モンゴル時代史硏究』,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91, pp.285-6).

527) 투르크어로 이 단어는 ‘사냥용 매의 머리에 묶인 모자’를 의미하는데, 그보다 중간의 모음을و
제외하면 인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된다.

528) Sāragh는 투르크 어로 꽃의 이름이며, 쿨란지는 쿨란(야생 당나귀,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56)을 담당하는 직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29) Narghis라는 이름의 하얀 꽃을 의미한다. 이는 연인의 눈을 비유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인다.
530) 이란본Ⅰ에서 참조한 사본 중에 두 개는 Jānī Qurbānī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 및 이란본Ⅰ의 여타 사본들은 모두 본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자운 쿠르바
니’라는 칭호는 훗날 부족명처럼 이용되지만 본래에는 후라산에 주둔하였던 군사집단에서 유래
한 세력이다. 알리 벡 자운 쿠르바니의 부친인 아르군 샤는 훌레구가 이란으로 파견되기 전에
이란에 주둔하였던 오이라트 부 출신 아르군 아카의 손자로, 후라산에서 조치 일족을 차단하고,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수차례 인구조사를 행하였다. 우구데이와 뭉케, 일 칸국의
군주들에게 충성을 바쳤으며, 그의 아들 노루즈는 가잔에게 개종을 권유하기도 한 몽골 대 아
미르이다. 자운 쿠르바니는 아르군 아카의 휘하에 있던, ‘매 100명마다 3명의 군대를 뽑아서 구
축한’ 탐마 군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 군대는 그의 손자인 아르군 샤 시기에는 니샤푸
르, 마슈하드, 아비바르드 등지에 배치되어 있었다(H. R. Roemer, "The Jalayirids, Muzaffarids
and Sarbadars," The Cambridge H istory of Iran 6, ed. Peter Jackson, Lawrence Lockh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19; James J. Reid, "The Jeün-i Qurbān
Oirat Clan in the Fourteenth Century," Journal of Asian H istory 18-2, 198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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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마흐무디라는 장소에 있었던 그 때에, 알리 벡 이븐

아르군 샤 자운 쿠르바니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말라붙은 운명의 펜

(Jaff al-Qalam)>531)이 (그의) 장부 위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소식을 기록해 두었으므

로, 다양한 보복과 괴롭힘에 사로잡혀 가장 나쁜 상태로 소멸되었다. 그리고 그의 못된

천성의 불운을 그의 예속민과 추종자들에게 전염시켜 모두 비참함과 방랑의 길에서 사

망하게 하였다.

나쁜 운명이 그를 이처럼 이끌었다. 즉, 60명의 무장한 기병을 정렬케 하여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을 공격하도록 파견하였고 갑자기 그들을 잡아 마한(Mākhān)532)으로

데려가 어두운 집에 가두었는데, 그곳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많은 벼룩이

있어, [283] 그것을 쫒기 위해 손의 도움을 비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고귀한 보석

은 오랫동안 진주조개의 감옥에서 지낼 수 없으며, 소망이란 발은 승리를 거둔 왕들의

왕관을 구석에 둘 수 없었고, 영롱한 루비는 장기간 굴이라는 감옥에서 배양될 수 없으

며, 목표를 추구하는 손은 훌륭한 수령들의 허리띠에 메여있을 수 없다. 생명을 배양하

는 향기로운 붉은 꽃은 비좁은 꽃봉오리에서 얻어지며, 향기를 퍼뜨리는 싱그러운 사향

은 좁은 배꼽에서 얻어진다.

[시Bayt] 도검이 바자르의 감옥을 어떻게 부수는가, 거울은 거울 匠人으로부터 어
떻게 상처를 입었는가.
인생이란 금과 철이 마지막 날에 고귀함에 있어서 동등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그처럼 강력한 손을 들어 올렸고, 사힙키란의 발아래 입맞춤을 하였다.

531) 이란본Ⅱ 미주 95에 의하면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야기 중에 나온 표현이며, ‘(신은) 모
든 것을 창조하였고, 그 (운명의) 펜은 말라버렸다.’는 의미이다. ‘운명의 펜’은 곧 신에 의해 이
미 정해진 운명을 기록하는 펜을 의미하는데, 유명한 하디스에 의하면 이 펜은 사람들의 운명
을 기록한 후에 말라버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운명론자들은 펜이 이미 말라버려
다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일부 자유의지의 여지를 인정하는 이들은 펜이
말라버린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슬람의 신비주의학자들 중에 극히 드문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이들’과 무타질라 등의 이론적 배
경이 되었다. 신이 인간의 운명을 기록한 펜이 말라버렸으므로, 인간은 그 이후로 자신의 운명
을 개척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YZN/Ṣādiq, 1406).

532) 현 투르크메니스탄 마리(메르브)의 근교에 위치한 마을이다. 14세기 후반 이븐 할둔(Ibn
Khalkān)에 의해 저술된 울라마, 아미르, 와지르, 신지학자 등의 전기 모음집인 Ūfiyāt al-Aʻyan
의 기록을 보면, 아부 무슬림은 이 ‘마한’이라는 곳의 출신으로, 이곳은 메르브에 속한 Farīun이
란 마을의 한 동네라고 되어 있다(‘Mo'īn al-Dīn Muḥammad Jamchī Isfazārī, Rūzāt al-Janāt
fi Ūṣāf Madīnah-i H irāt, p.175). 이와 비슷한 내용이 12세기 지리학자 Yāqūt ḥamavi의 Muʻ
ẓam al-Buldān에 등장한다. 낙시반디 교단의 교조 바하 앗 딘 낙시반디의 생애를 기록한 Anīs
al-Ṭālibīn에는 이 다르비시가 여러 차례 마한을 왕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Dikhhu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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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벡의 큰 형제인 무함마드 벡(Muḥammad Bīk)이 그 옳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 대담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궁극적인 어려움과 시대의 분열을 초래

할 수 있고, 그 자만의 나뭇가지가 언젠가 후회의 과실을 키울 것이라 확신하였다.

[시Nazm] 만일 산에게 질문한다면 대답을 얻을 것이다, 죄악의 나뭇가지는 올바
른 과실을 내지 않는다.

투스(Ṭūs) 지역에서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을 위해 선물들을 파견하였고 그의

동생에게 사신의 혀를 통해 비난과 질책을 행하였으며, 즉시 그들을 풀어주고 용서를

구하며, 능력이 닿는 만큼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표하라고 강권하였다, 그러나 알리

벡 자운은 불운의 장막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옳은 방향을 볼 수 없었다.

[시Nazm] 온 세계의 충고가 무지한 자들의 귀에는, 마치 바람이 철장에 있는 것
과 같고 물이 그물망에 있는 것과 같다.533)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형제가 파견하였던 그 선물들을 스스로 차지하고 62

일 후에 그들을 바깥으로 데려가 풀어주었는데, 자신의 미천한 마음처럼, 한 야윈 말과

거미 같은 모습을 가진 낙타를 주었다.

[시Nazm] 나이든 용사가 그 등 위에 앉았다, 많은 나이로 (인해) 그의 이빨은 깨
어져 있었다.
탄생의 밤은, 노아(Nūḥ)의 초대의 때였고534), 노년의 낮은 그 홍수의 때였다.
[284]

그 때에, 무바락 샤 산자리(Mubārak Shāh Sanjarī)가 행운의 안내로, 사힙키란에

대한 충성과 동맹의 길을 걷고자 자녀들과 함께 그 분의 어전으로 와서 용서를 청하였

으며, 좋은 말들을 이끌고 와서 적절한 봉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훌륭한 행동의 씨앗을

행운의 땅 위에 뿌리기에 많이 늦은 때는 아니었다. 그의 행운의 정원은 승리라는 푸른

풀로 장식되었고 이로써 값진 지위와 저명한 도시의 통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시Nazm] 바로 그 잘못된 이는 당연히 너를 죽이기를 원하니, 모든 훌륭한 일의
씨앗이 너에게 있기를!

533) Sa'adī, Muvā'iz
534) 쿠란에서 예언자 노아는 사람들을 신에게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인물이다. 특히 홍수가 일어나
기 전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초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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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그 말들을 모두 아미르 후세인에게 선물하였다.

[시Nazm] 만일 사여가 거대하다면 그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바다는 거대함을 상
징하나, 그보다 큰 것이 사여이다. [285]

18. 사힙키란이 아미르 후세인에게서 분리됨과, 키시의 측

으로 향한 이야기

그 후에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시의 적절한 방책에 관해 상의를 통해 생각

한 후에, 그들의 판단은 이와 같았다. 즉, 아미르 후세인은 히르만(Hīrman)535)의 갸름시

르(Gharmsīr)536)로 가고, 사힙키란은 자신의 울루스와 영역으로 귀환하였다가 히르만의

갸름시르를 만남의 약속장소로 삼았는데, 이전에 투만(Tūman)과 그가 네구데르

(Nikūdarī)537)의 千戶長이었기 때문이다.538) <만일 결정을 했을 때는 신께 청하라>539)

는 말씀에 따라, 그 결정을 이행하고자 이동하여, 아미르 후세인은 히르만의 갸름시르

방향으로 향하였고, 사힙키란은 키시 지역으로 갔다. 강을 건너 부하라의 마을 중에 있

던 부하라 진단(Bukhārā-yi Jindān)에 이르렀을 때, 순결의 피난처인 부인 울제이 타르

카니(Ūljāy Tarkānī)540)를 그곳에서 데리고, 그들의 행운이란 달이 통치권이란 천구에서

535) 아프가니스탄 시스탄 지역을 남북으로 흐르는 헬만드 강을 가리킨다.
536) 이 단어는 실제 도시명이기도 하며, 각 지역의 하영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고유
명사로 보자면 이곳은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칸다하르 남서쪽) 및 이란의 시스탄과 발루치스
탄 주를 관통하는 히르만 강(헬만드 강) 유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다. 이곳에 전통적으로 네구
데르 천호가 위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37) 『集史』에 따르면 바투 생존 시에 뭉케 카안이 훌레구 칸을 이란으로 파견하였을 때, 각 방
면의 왕자들이 군대 중에 2/10명씩 지정하여 훌레구 칸에게 파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주치 울
루스에서 오르다가 자신의 아들인 쿨리를 1투만과 함께, 바투는 발라칸과 투타르 등을 파견하
여 훌레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후 베르케 시기에 훌레구 칸 영역에서 이 세 명이 사망하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그들의 군대는 1262년 경 도주하여 가즈나에서 힌두스탄 변경
인 물탄과 라호르 등지를 장악하였는데, 이들의 지휘관이 네구데르였다(라시드 앗 딘, 『칸의
후예들』, pp.195-6). 이들은 아바카 칸 시기에는 다시 훌레구 울루스의 영향력에 편입되어 훌
레구 울루스에 복속한 차가타이 울루스 왕자들의 파견지가 되기도 하였다(전게서, p.245). 티무
르 조 당대에 ‘네구데르’는 가즈나-힌두스탄 변경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투르크계 군사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38) THTB에는 네구데르 천호장의 투만과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본문의 해석
에는 이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THTB/Darby, p.36). 카라우나스의 기원 등에 대해서는 시모 히
로토시(Shimo Hirotoshi), 장 오뱅 등의 논문이 존재한다(Shimo Hirotoshi, “The Qaraunas in
the Historical Materials of the Ilkhanate,”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35, Tokyo: Toyo Bunko, 1977, pp.131-181).

539) Qur'ān, Sūra al-'Imrān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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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커져갈 초승달 상태일 때에는 만월에 도달할 것이라는 상황을 숨기곤 하였다는

말씀처럼, 몰래 그곳을 나아가 영역 및 무리들의 사이로 들어갔다. 티무카 카우친

(Timūka Qauchīn)541)이 그 분의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고, 10-15명의 사람들과 함께

발아래 입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해 서둘렀다. [286]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 무리들과 함

께 후자르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였고, 별들의 왕이 동쪽의 매복 장소로부터 광선을 드리

우고 천구의 초원에서 별들의 대오를 몰아내었던 아침에, 말떼들을 후자르 상류에서 몰

아내어 오후기도 시간542)에 아쿠비(Aqūbī)543)에 이르렀으며 제이훈 강544)을 건너 황야

와 사막으로 들어갔다. 공기가 극도로 더웠으므로 강변과 정글의 그늘에서 1달 동안 머

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훌륭한 부인이신 울제이 타르카니545)가 부하라 진단으로

부터 와서 사힙키란에게 합류하였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어떤 병사들의 그림자가 멀리

에서 나타났다. 행운의 주인의 열의를 책임지기 위해 필수적인 (그 분의) 신중(한 판단

력)은, 강을 건널 것을 요구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신의 도움으로 말을 몰아, 축복

받은 빠른 말로 제이훈 강을 달렸다.

[시Nazm] 대오의 흐름이 물에 뛰어들었다, 사힙키란 왕께서 신의 가호와 함께.
바로 그 정숙함의 피난처인 부인의 말이, 샤의 말을 뒤쫓아 물에 뛰어들었다.
모든 신하들 또한 말을 몰아 제이훈으로 뛰어들었고
마치 배처럼 말을 몰았다, 승리의 깃발인 샤의 힘으로,
모두 당대의 왕이 지닌 행운으로 그 강을 건넜다.
세계의 하늘이 새로이 좋은 소식을 주었다, 새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고.

540)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서는 ‘울제이 타르카니’라고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에서는 ‘울제이 타
르칸’이라 되어 있다.

541) Doerfer에 의하면 이 단어는 한 유목군주에게 속한 오래된 宿衛 무리를 일컫는 것이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423). 그런데 티무르 조 사료에서
는 이것이 유독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서 일종의 명칭처럼 보이게 한다. 아랍샤 역시 자신의
사서에서 티무르 조의 4 개 주요 씨족을 ‘아룰라트, 잘라이르, 카우친, 바룰라스’라고 하였으나
바르톨드는 이것을 ‘칸의 개인적인 천호’라고 언급하였다(V. V. Barthold, Four Studies on the
H istory of Central Asia 2, Tr. V. and T. Ninorsky, Leiden: Brill, 1963, p.9).

542) 이것은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하루 5번의 기도시간 중에 하나이다. 해가 떠오를 때에
는 아침기도(Namāz-i Fajr, Dūghāna : 두 번 절함), 태양이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전까지
는 오전기도(Namāz-i Pīchīn, 4번 절함), 정오 이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오후기도(Namāz-i
Dīghar, 4번 절함), 태양이 진 후에는 저녁 기도(Namāz-i Shām, 3번 절함), 노을이 질 때에는
밤 기도(Namāz-i Khuftan, 'Ashā', 4번 절함) 등 다섯 차례가 있다. 시아의 경우에는 다섯 번
의 기도 중에 일부를 합쳐서 세 번 기도를 하는데, 해가 뜨기 전인 아침 기도(Fajr) 1번, 오전기
도와 오후기도를 합쳐서 한번, 저녁기도와 밤 기도를 합쳐서 1번, 3번 기도를 한다.

543) Shāmī의 『勝戰記』와 『歷史의 精髓』에는 모두 아크 쿠비(Āq-qūbī)이다 (SZN/Simnānī,
p.21; ZT/Jawādī 1, p.328). 아크 = 흰색, 쿠비 = 몫, 통치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22).

544) 『歷史의 精髓』에는 ‘아무야 강’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1, p.328).
545) 이번에는 이란본Ⅱ과 이란본Ⅰ 모두에 어미 ī가 없으며, 타슈켄트본은 본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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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서 돌보시는 사람에게, 진자리든 마른자리이든 상서로움은 그의 벗이 된다.
<신께 의탁하는 자 누구든 신으로 충분하다.>546)

강을 건넌 후에 황야로 들어갔으며 여러 날을 머물러 울루스와 무리들이 하영지에

서 귀환하고 그곳이 비게 되기를 (기다렸다). 사힙키란은 하영을 하기로 하였고 1달 동

안 그 장소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의 고삐를 사마르칸트 측으로 돌렸다. 그

리고 도달하였을 때 그 분의 큰 누이였던, 훌륭한 장막(속의 여인)이신 쿠틀룩 타르칸

아가(Qutlugh Tarkān Aghā)의 집에 상서로이 들어갔으며 'ḥam'의 숫자에 해당하는 48

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547)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287] 상서로움으로 수렴하는 그

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세계가 그 비밀을 드러내고자 혀를 열었을 때, 지체 없이

말을 몰아 키시의 평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히 아츠기(Dahī Achghī)548)라는 이름을

가진 축과 같은 곳에, 제일 높은 하늘549)이 세계의 주변을 48번 회전할 동안 머물러 있

었다. 그리고 그 후에 행운과 행복으로 말을 몰아, 한밤중에 아무야 강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티무르 호자 오글란(Temūr Khwāja Ūghlan)및 바흐람 잘라이르(Bahrām

Jalāyir)와 만났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아미르 후세인과 함께 하였던 약속에 따라 함께

칸다하르(Qandahār)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운명(Taqdīr)이 처리(Tadbīr)를 따

르게 되어 있듯, 히르만의 약속장소였던 투만의 어전에서 아미르 후세인에게 합류하였

으며, 바흐람 잘라이르는 달아나 힌두스탄 방면으로 갔다.

19.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시스탄 방면으로 출발한

이야기

이 때에 시스탄(Sīstān)550)의 왈리에게 강한 敵이 있었는데, 그에게 맞서 싸우는 것

546) Qur'ān, Sūra al-Ṭalāq : 3.
547) Abjad의 연대표시명에 따르면 ḥ는 8, m은 40을 가리키기 때문에 총합 48이라는 숫자가 된다.
548) Doerfer에 의하면 아치그(Achigh)는 열린 곳, 빈터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지명은
‘공터와 같은 마을, 열려있는 마을’이란 뜻이 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15).

549) 페르시아권의 우주관에 관한 관념 중에 9번째 하늘을 가리킨다. 페르시아권 우주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9개의 하늘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하늘이 이 9번째 하늘이자 하늘 중의 하늘인 것이다.

550) 시스탄은 일반적으로 특정 도시나 성채의 이름이 아니라 영역명이다. 그러나 이 부분의 시스
탄은 영역명이 아닌 특정 성채로 묘사되어 있다. 시스탄은 본래 키르만의 남부, 자불리스탄의
동남부에 걸친 너른 땅으로 오만 만에 접해있는 영역이다. 현재 이란의 시스탄-발루체스탄 주
와 파키스탄의 서부, 아프가니스탄의 남부 등지가 모두 시스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서 언급하는 도시로서의 시스탄은 당대 시스탄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는 자랑(Zarang, 현재의
Zaranj, 아프가니스탄 님루즈 주의 주도)로 보인다(Unknown, Ḥudūd al-'Ālam.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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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겼으므로, 무기력함과 패배감으로 인해 탄식

과 절박함의 손을 아미르 후세인과 승리의 사힙키란의 힘과 행운이라는 옷자락에 매달

았고,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를 고하였다. 그들은 약하고 비참한 자들을 돕는 것이 행운

의 주인의 마음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말씀에 따라, 각자가 전투의 숲에서 강력한 사

자였고 전장의 바다에서 생명을 빼앗는 고래였던 1000명의 정렬된 사람들과 함께 시스

탄으로 향하였다. 그곳의 왈리는 환영의 관습을 행하기 위해 서둘렀고, 봉사를 행한 후,

‘만일 그들의 도움을 통해 그 적의 강력한 기반이 파괴되고 그의 어둠에 휩싸인 생명이

그 두려움을 자아내는 구렁텅이로부터 해방된다면, 그 행운의 촛불이 켜질 것이니, 값비

싼 보석들과 값진 물자(Amvāl)551)로 된 수많은 금액을 감사의 대가로 제공하고, 일생

동안 큰 빚을 갚기 위해 봉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들뜬 이들의 구원은 성실함이

다.> 라는 말씀에 따라 고삐를 돌려 그들의 적과 전투를 위해 나아갔고 불꽃이 튀는

예리한 칼로, 그들의 敵에게 파괴를 불러일으켰다. 비록 시스탄의 왈리에게는 자신의 조

약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모두 행할만한 인내심이 없었지만. [288]

[시Nazm] 모든 사람들이 그 열의라는 구름으로 약속이라는 묘목을 녹음으로 우거
지게 하지는 않는다.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그곳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시그즈(Sighz)552)인들 중에

서 수많은 병사들이 길 앞으로 와서, 뻔뻔한 발을 예의의 길 바깥에 두었으며, 뻔뻔한

손을 전투553)와 살해를 위해 펼쳤다.

[시Nazm] 포효와 일전 일퇴의 혼란이 일어났다, 창공은 수많은 화살로 인해 독수
리의 덫이 되었다.554)

너는 말하였다, 땅이 파도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파도로 인해 정점에 닿게 될 것
이라고.

사힙키란은,

[시Nazm] 555) 손을 화살과 활에 가져갈 때마다, 어떤 자도 그의 화살을 결코 벗어
나지 못하였다.

551)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나, 여기에서는 물자로 번역하였다.
552) 자불리스탄에 위치한 거대한 산지의 이름. 그곳에 사는 이들을 시그즈 인이라고 부른다.
553) 이란본Ⅰ에서는 ‘상의(Muḥāvara)’로 되어 있으나 병렬된 단어 ‘살해’와 어울리지 않는다.
554) Ferdowsī, Shāhnāma : 두 번째 반구만 실제 Shāh nāma의 인용.
555) 이란본Ⅱ에는 이 부분이 시(Nazm)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에는 시
로 분류되어 있어 후자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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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을 태우고 눈을 꿰는, 별과 같은 작은 화살(Nāvak)556)로, 악마와 같은 수많은 시

그즈 인들을 죽음의 흙에 던졌다.

[시Nazm] 사힙키란의 60개의 화살 하나하나로, 호전적인 이들의 생명을 거두었
다.557)

날카로운 모루로 쪼개었던 사람들, 그의 머리부터 배꼽까지 두 동강이 되었다.
철퇴(Ghurj)558)로 머리를 가격하였던 사람, 머리 위부터 머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서로 뒤얽힌 창촉으로, 갑옷 입은 전사들의 카프탄(Khuftān)을 베었다.559)

그 철퇴와 손에서 일어났던 바람으로, 많은 무리들의 등과560) 목을 쳐부수었다.

그들은 일제히 그 분을 겨냥하여 다 함께 화살 비를 내렸다. 그리하여 세계의 왕들

이 입 맞추는 곳이자, 아담의 자녀들이 얻게 될 이득의 근원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그

분의 영광스러운 손이, 화살의 타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사실 이처럼 손에 치명적

인 상처를 입으면 치료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예언자 모세(Kalīm-i Allah)561)

<예언자와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의 손에 <그대의

손을 너의 겨드랑이에 넣으라. 아무런 손상이 없이 하얗게 나올 것이다.>562) 라는 기적

이 발생한 것처럼, 우선 불꽃으로 이교도를 태웠다.

[시Nazm] 괴로움의 가시로 타격을 입지 않은 모든 손들은, 소망이라는 가지에서
목표가 되는 꽃을 꺾을 수 없다. [289]

세계는, 한숨을 쉬었으며

556) 이 종류의 화살은 일반적인 화살(Tīr)보다 작은 화살이며 혹은 사이가 비어있는 파이프 사이
에 꽂고 입김을 통해 날리는 화살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다.

557) 『歷史의 精髓』에는 이 句의 내용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 타 시인의 인용구가 아니라 야즈디
본인이 저본의 내용을 시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558) 한 끝이 손잡이고 다른 한 끝이 다양한 모양의 금속덩어리로, 加擊을 통해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

559) 카프탄(Khaftān)은 갑옷 아래에 입는 일종의 튜닉이나 로브 등으로, 비단이나 면으로 만들어
져 칼이 그 위에서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는 보호용 의복이다. 그 위에 체인메일(鎖子甲) 스타일
의 소매가 짧은 갑옷(Zirih, Jūshan)를 입었다.

560) 이란본Ⅱ에는 등위접속사 Wa가 없으나 본문은 이란본Ⅰ및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561) 아랍어로 ‘신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예언자 모세의 칭호에 해
당한다.

562) Qur'ān, Sūra al-Ṭaha : 22, 쿠란의 이 이야기는 신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집트
치하의 이스라엘 인들을 구하라고 명하였을 때, 모세가 증거를 원하는 이스라엘 인들에게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 묻자, 신이 그의 품에 손을 넣으라고 명하니 손이 한센 병 환자처럼 희게 되
었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이 나았던 성경 탈출기 4장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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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Shi’r] <하늘이시여!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오, 다가가는 호의로
그녀의 등에 다시 입을 맞추었다.>563)

별들의 눈물방울이 천구의 눈에서 떨어지게 되자, 운명은 그 손을 치료하기 위한

연고가 <세계의 업무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삐를 전적으로 그의 힘과 자기의지의 손아

귀에 맡기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곧 그렇게 되었다. <신께서 그분의 자비로 인류를

위해 보내신 그 의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564) 시그즈 병사들은 승전군 전사들의 공

격으로 인해 흩어져 퇴각하였고,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갸름시르로 귀환하였다.

그 분은 영광스러운 손의 치료를 위해 투만의 천막에 머물렀고 아미르 후세인은 90명

의 사람들과 함께 바클란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벡직의 동생이

었던 아주니(Ājūnī)가 다수의 군대와 함께 그의 앞을 막았고, 전투가 발생하였다. 아미

르 후세인의 군대는 적의 수적 우세로 인해 상처를 입고 패배하였으며, 아미르 후세인

은 절박하게 달아남을 선택하여 4명은 기병, 8명은 보병이었던 12명과 함께 시바르투

(Shibartū)565)라는 장소로 귀환하였다.

20. 사힙키란이 건강을 되찾아, 아르사프(Arṣaf)566) 측으로

향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손에 발생하였던 치명적인 상처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신다.>567)는 (신의) 도움으로 인해 끝에 이르러, 상처가 편안함으로, 고통이

자비로 바뀌었을 때, 그 분은 티무르 호자 오글란 및 2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르

사프 방면으로 향하였다. 키흐마르드(Kihmard)568)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후세인과 그의

상황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순즈(Sūnj)라는 이름의 누케르를 그의 어전으로 파견하

여 건강과 평안함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였고, 아르사프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키흐마

르드와 아르사프의 중간에서, 카라차르 노얀의 아들 일다르(Iildar)의 후손 중에 있었던

563) 이란본Ⅱ 미주 96에 의하면 이 시는 9세기 바그다드의 시인 이븐 루미(Ibn Rūmī)의 시의 영
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YZN/Ṣādiq, p. 1407).

564) Qur'ān, Sūra al-Fāṭir : 2.
565) 현재 바미얀에서 약 서쪽으로 30km, 카불에서는 서쪽으로 약 160km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주 샤히단 區의 초원이다. 위치는 34°46'52"N 67°29'8"E이다(출처:
http://wikimapia.org/24984917/fa/%D8%B4%D8%A8%D8%B1%D8%A
A%D9%88, 접속시간 18.10.03).

566) 시스탄 지역에 위치한 지명(Dikhhudā).
567) Qur'ān, Sūra al-Ash'rā : 80.
568) 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주에 위치한 지역명. 카불에서 북서쪽으로 167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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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디크 바룰라스(Ṣaddīq Barlās)569)가 15명의 다른 가신들과 함께 [290] 사힙키란과 동

행하기 위해 승리의 가축들을 황야에서 불러 모았었는데, 목표에 이르렀다. 그 분께서는

사디크를 아미르 후세인 방면으로 파견하여 최대한 빨리 오도록 재촉하였다. 그리고 자

신은 상서롭게 달려갔다. 도중에 아르사프 방향으로부터 100명의 기병 그림자가 나타났

다. 사힙키란은 민첩한 보병을 임명하여 그들의 상황을 알아오도록 하였다. 정탐자가,

아미르 후세인이 바클란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듣고 다가오고 있었던 하산

(Ḥassan)의 아들 카잔치(Qazānchī)570)라고 확인했을 때,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 그곳을

맴돌았다. 사힙키란의 요점을 파악하는 판단력은 그 움직임에 대해, ‘그 무리들은 동료

이다, 적이 아니다.’라고 여겼고, 양측에서 급히 달려가서 합류한 후에 모두 그 분의 축

복받은 등자에서 아르사프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르사프에 도달하여 안착한 후에 일부

를 정탐병(Qarāval)571)으로 파견하였다. 어느 날 아침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멀리에

(어떤) 기병 무리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힙키란은 신의 도움으로 말을

몰고 그들의 뒤를 밟아 오른쪽으로 들어가 물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대답하

기를. “아무개의 누케르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즉 사힙키란 이었다. 그 분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투글룩 호자 바룰라스(Tughluq Khwāja Barlās)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이샤(Īisha)와 투탁(Tūtak)572)와 다른 뛰어난 무리들로, 대략 70명이었으며, 그

분과 동행할 목적으로 진심을 다해 봉사의 길을 나섰던 (이들이었)는데, (그) 진심이 이

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시Nazm] 만일 길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곧은 발걸음을 두거든, 상대방은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573)

말에서 내렸고 땅에 입을 맞추는 의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 분께서 축복받은 거

주지로 되돌아왔을 때, 다음 날 키흐마르드 측으로부터 어떤 먼지가 발견되었는데, 조사

해보니 시르 바흐람(Shīr Bahrām)이었다. (그는) 사힙키란이 투만의 병영으로부터 나아

갔을 때 그곳에서 뒤로 물러섰으나, 그 후에 후회하여 뒤를 좇아 나섰다. 한편 사디크

569) 『歷史의 精髓』에는 그가 티무르의 형제(Dādar)라 하였으나 이 기록을 보면 부친의 이름이
다르다(ZT/Jawādī 1, p.330). 아마도 같은 항렬의 사촌으로 보인다.

570) 카잔, 또는 카즈간 등은 모두 ‘대포, 박격포’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카잔치’는 곧 대포를 다
루는 군대의 수장, 포병군의 장이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387).

571) Doerfer에 의하면 정찰대, 척후병 등을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399).

572) 이란본Ⅰ에는 Tūbak라 되어 있지만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 캘커타본을 따랐다.
573) Nazm al-Dīn Rāzī, Marṣād ol-'Abād. 이 시의 저자인 나좀 앗 딘 라지는 중앙아시아 3대 수
피 교단 중에 하나인 쿠브라위야 교단의 시조이며, 히즈라 7세기에 활동한 수피이다. Marṣād
ol-'Abād은 그의 종교적인 생각을 수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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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순즈가 사힙키란의 건강과 이동의 기쁜 소식을 아미르 후세인에게 전하였을 때, 그

에게 소망이라는 장미 덤불에서 행운의 꽃봉오리가 개화하기 시작하였고, 소망의 초지

로부터 기쁨의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출발의 허리띠를 묶고

말을 몰았다. 그의 휘하에는 [291] 람 굴리(lam Ghūlī)574)가 130명의 기병과 더불어, 마

흐무드 쿨리(Maḥmūd Kulī)575)가 150명의 보병과 함께 있었는데, 아르사프에서 그 분과

만나 서로를 끌어안았고, 우정과 우애의 마당 위에서 안정을 찾았으며 서로 보지 못했

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망갈라이 부카 술

두스(Mangalay Bughā Suldūz)가 울라주(Ūlājū) 성채에 앉아 적대적인 마음을 먹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성채(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였다. 시르 바흐람은 망갈라이 부카와

의 우정을 갖고 있었으므로, 가서 그에게 충고하여 데려오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 공격

의 실행을 지연시키고는 친히 나아갔다. 그러나 망갈라이 부카는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성채로부터 탈출을 선택하여 떠났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콜름(Khulm)576)의

천호군이었고. 예로부터 사힙키란 가문의 추종자이자 지지자의 명단 중에 있었던 둘란

자운(Dūlānjāun) 부족 중에 300명이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동반자들의 대열에 배

치되었다. 그렇게 군대에게 강력하고 도움을 주는 근간이 증가하자, 그 곳으로부터 나아

가 수프(Ṣūf) 계곡577)에 안착하였다. 투만의 아들 암라스(Amlas)578)는 200명의 사람과

함께 진격하고 있었는데, 발흐 지역의 말들을 몰고 왔던 그 지역에서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그 분은 티무가를 세 사

람과 함께 카할카로 파견하여 그 소식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가 티르미드의 통로를 통

과하여 카할카에 이르렀을 때 자타의 군대가 영역을 약탈하고 살해하고 있음을 보았다.

티무가는 우연히 자신의 친족들과 예속민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끌어안고 (안

부를) 묻는 관습을 행한 후에 그에게, “너의 집과 자녀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와 있다”

고 소식을 전하였으며, 집으로 가서 잠시 자녀들과 친족들을 보라고 강권하였다. 그 훌

륭하고 진실한 자는, 주군(Makhdūm)이 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가신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Nazm] 봉사하고자 할 때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봉사의 예절을 교육하라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수프 계곡으로부터 이동하여, 가즈(Ghaz) 계곡579)으로

574) 『歷史의 精髓』에는 눔 굴리(Nūm Ghūlī)라 되어 있다(ZT/Jawādī 1, p.331).
575) 『歷史의 精髓』에는 카불리(Kābulī)이다(전게서, p.331).
576) 쿤두즈에서 서쪽으로 102km 떨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도시.
577)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망간 주, 콜름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계곡.
578) 『歷史의 精髓』에는 판본에 따라 울마스(Ūlmās), 혹은 일야스(Ilyās)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331).

579) 발흐의 부속 지역(Dikhhu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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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고 울제이 부카(Ūljay Būghā) 광장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식을 들었

는데, 아미르 술레이만 바룰라스(Amīr Sulaymān Barlās)와 [292] 아미르 무사(Amīr

Mūsa)와 아미르 자쿠 바룰라스와 아미르 잘랄 앗 딘 바룰라스(Amīr Jalāl al-Dīn

Barlās)와 아미르 힌두카 바룰라스(Amīr Hindūka Barlās)가 무리들과 함께 사힙키란

의 소식을 듣고, 자타에 반기를 들고 그들 가운데에서 빠져나와 티르미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툴란 부카(Tūlān Būghā)를 파견하여, 밤새 내내 달려 제이훈을 건

너 그들에게 상황에 관해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발흐의 평원으로

들어갔다. 타이구의 아들 아미르 아부 사이드(Amīr Abū Sa'īd)와, 울라주 성채로부터

달아나 그의 사위였던 아부 사이드의 어전으로 갔었던 망갈라이 부카 술두스, 그리고

하이다르 안드후디(Ḥaydar Andkhūdī), 각각 세 사람이 6000명의 보충병과 함께 적의의

허리띠를 묶고 용기의 손을 열어, 아침에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이르렀고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검은 강(Ab-i Siyāh)580) 강변에서 흥분하여 포효를 질렀다. 그리고 양

측에서 강의 통로를 장악하고 매복하였다. 승리와 함께하는581) 사힙키란은 <전쟁은 속

임수이다>582) 라는 말씀에 따라 친히 강변으로 갔고 현명하며 사람을 속이는 다양한

이야기로, 완화의 물을 그들의 분노와 흥분의 불길에 쏟아 부었다, 은총의 주인의 전사

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처리의 훌륭함과 운명의 안내로 상서로운 방책을 모색하였

는데, (그것은) 도검을 쥐고 단도(Khanjar)583)를 든 천 명의 강력한 손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방책)이었다.

[시Nazm] 완벽한 지식인들은 말로 일을 올바르게 하였는데, 100명에 달하는 수많
은 군대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반대 측 병사들은 가즈 계곡 강변을 차지하게 되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는, 쿠

트(Qūt)584) 개울가를 달렸다. 양측에서 통과할 장소를 찾아내었으며 전투의 기회를 탐

색하며 발흐의 맞은편에 이르렀다.

580) 발흐 남쪽을 지나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발흐 강(혹은 반데 에미르 강) 서쪽에 위치.
581) 여러 사본에서 Tīgh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문맥상 그리 필요하지 않다. 타슈켄트본에는
Shigh라고 되어 있으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YZN/Urunbayeb, p.229).

582) 이란본Ⅱ 미주 97에 의하면 페르시아 권에서 일종의 속담이라 한다.
583) 이 종류의 칼은 오만에서 유래한 짧고 굽어진 칼을 의미한다. 주로 의례를 위해 사용되며, 여
행가를 위한 기념품이 되기도 한다.

584) 979AH사본에는 ‘쿠트’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란본Ⅰ에도 이 ‘쿠트’라는
부분이 ( ) 안에 들어 있다(YZN/Abbas, p.60). 타슈켄트본에는 이 ‘쿠트’가 존재한다
(YZN/Urunbayeb, p.230), 『歷史의 精髓』에도 사본마다 전혀 다른 지명, Sūt Artqī, Qsūt
Arīqī 등이 등장한다(ZT/Jawādī 1,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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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미르 후세인과 승리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께서, 아

부 사이드와 망갈라이 부카 및 하이다르와 전투를 한

이야기

양측의 군대가 발흐의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각 양측에서 압둘라(ʻAbd-allah) 개울
을 [293] 가운데에 두고 대열을 펼쳤으며, 우익(Maymana)과 좌익(Maysara)과 중군

(Qalb)을 정비하여 전투를 준비하였는데, (마치) 행운의 상징처럼 그 때에 티르미드에

있었던 아미르들이 도달하여 사힙키란에게 합류하였다. 그리고 티무가 또한 이르렀으며

조사하였던 상황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날에 오후(Pīshīn)부터 저녁까지 파괴와 살해

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꽃은, 생명과 몸을 분리하고, 화살과 갑옷 사이를 분리하는

관습이 있었다. 양 측의 전사들은 서로 화살비를 내렸고 화살촉의 타격으로 인해 피해

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집에 발생하였다.

[시Nazm] 엄지에서 날아갔던 모든 화살로, 몸을 생명과의 결합으로부터 끊어내었
다.

그 날에 티무가는 상처를 얻었고, 밤에

[시Nazm] 태양이 산의 장막으로 갔고, 밝은 새 아침에 꿈을 꾸었다.
양 측에서 병사들이 안착하였고 망루 위에 선두(Yazak)585)를 앉혔다.

다음날,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광장의 기사가, 수평선이라는 둥근 아치 다리를 통

과하여, 별이라는 병사들을 퇴각시켰을 때, 양측의 군대가 다시 흥분하여 포효하였으며,

게우르카와 큰 북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 검푸른 아치의 曲面에 발생하였다. 사힙키란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공격하였고, 다리를 건너 무력과 원한을 가지고, 전투에 능한 호전

적인 군대에게 향하였다. 상대는 비록 수가 많았고, 전투의 때에 코끼리를 던지고 사자

를 사냥하는 전사들이라 하더라도,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후원자의 공격을 마주하게 되

었을 때 달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한 번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지쳐 흩어졌는데, (이는) 마치 검은 얼굴을

지닌 밤이 칼이라는 태양 앞에서 달아나는 것과 같았다.

[시Bayt] 별들이 비록 수없이 많았으나 뒤안길로 사라졌다, 태양이 전장에 홀연히

585) 투르크어로, 병사들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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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

아미르 후세인과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 유명한 승리 이후에, 동반하였던 병사들에

관한 보고를 다시 받았는데 2000명의 기병이 있었다. 사힙키란은 그들 중에 일부와 함

께 먼저 나아갔고, 제이훈 강의 강변에 도달하였을 때 티르미드의 통로를 배로 건넜으

며, [294] 정탐병을 카할카 측으로 파견하여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 강변에 축복받은 안

착의 병영을 세웠다. 정탐병들은 여독으로 인해,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망각하

였고, 잠이 그들을 잠식하여, 벡직의 동생 아주니586)의 군대가 그들을 통과하기에 이르

렀다. 사힙키란은 정탐병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고, 병사들은 자신의 천막(Khayma)587)에

서 소식도 모른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들이 정탐병과 함께 뒤섞여 도달

하였다.

[시Nazm] 세계 정복자는 정탐병을 파견할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파견하
지 않았다.
용기와 날랜 공격과 냉철한 지성이,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과 귀
에 (있는)
성심을 다하였고 그들의 신앙은 올발랐다, 그들 앞에서 이교도는 게을렀다.

군대는 그 상황에서 준비하여 적에게 맞설 기회가 없었으므로 급히 배로 들어갔고,

천막들을 놓아 둔 채로 강을 건넜다. 사힙키란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어떤 섬에서 전투

와 격퇴를 행하였다. 수차례 (그곳에) 버티고 서서 모든 군대들이 강을 건너도록 하였

으며 그 후에 자신이 강을 건넜다.

[시Nazm] 줄곧 그 세계의 피난처였던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사들의 피난처
였다.

한 달의 기간 동안, 그들은 강의 次岸에서, 그리고 적군은 강의 彼岸에서 서로의

맞은편에 자리하였다. 한 달 후에, 사힙키란은 배들을 불태우도록 명하였고, 그곳을 출

발하여 발흐 근교에 있던 콜름으로 향하였으며, 그 곳에서 아미르 후세인 및 나머지 군

586)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이름이 판본에 따라 아주바이(Ājūbāy). 아주나이(Ājūnāy)로 되어
있다. 카슈미르에서 바글란까지 모굴 칸국의 서남 변경에 자리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ZT/Jawādī 1, p.333).

587) 유목민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텐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종류의 텐트는 받침 밧줄로 고정
되어 있는 천막을 말한다(Bernard O'Kane, "From Tents to Pavilions: Royal Mobility and
Persian Palace Design," P re-Modern Islamic Palaces, ed. Gülru Necipoglu, special issue,
Ars Orientalis 23, 1993,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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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과 만났다.

22.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타이칸(Ṭāykhān)588)과

바닥샨으로 향함과, 샤들과 평화를 맺은 이야기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함께 쿤두즈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295] 부룰다이의

무리(Ayīl)589)들을 모아서, 출발의 고삐를 바닥샨 쪽으로 돌렸다. 타이칸에 이르렀을 때

짠 물의 맛을590) <화해가 최선이다>591)라는 단맛으로 만들었듯이, 바닥샨의 샤들과 함

께 타협의 문으로 들어갔고, 행운이 사라지는 원인이었던 두려움과 적대감의 쓴 맛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르항 방면으로 되돌아갔으며, (다시) 그곳에서

살리 사라이 방향으로 강을 건너 쿠틀란으로 향하였고 황야에 들어갔다. 그리고 황야를

건너 쿨락(Kūlak) 황야가 상서로운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밤을 두어 쉬게 하였다

.>592)는 말씀에 따라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생겨났던 어느 밤에, 사힙키란께서 휴

식을 결정하여 의복을 가볍게 하도록 명령하였고 그의 영광스러운 발이 부츠와의 지겨

운 관계를 끝내게 된 후에, 아미르 후세인이 그 분의 참석을 청하여 사람을 파견하였

다. 그리하여 (그곳으로) 향하여 모임에 들어갔는데 출석한 자들 중에 풀라드 부카

(Pūlād Būghā)와 시르 바흐람이 있었다.

아미르 후세인은 사힙키란에게 시르 바흐람에 대한 불평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적에게 도달한 바로 이러한 때에, 자신의 무리에게 향하기로 결정하여 분리를 도모하고,

훌륭함과 충정의 발로 동맹과 우정의 길을 밟지 않겠다고 한다.” 승리의 사힙키란이 그

에게 여러 번 충고하였고 힐책하였으나 그의 대답은 이와 같아,

[반구] 나의 귀는 듣지 않는다. (너는) 누구에게 말하는가.593)

588) 이란본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본에서 탈칸(Ṭālqān)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혼데미르의 『傳
記들의 벗』에는 ‘타이칸’으로 되어 있다(HS/Thackston 1, p.63). 쿤두즈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현재의 지명은 탈로칸(Tālqān),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타하르 주의 주도이다.

589) 이란본Ⅰ에는 ‘율다이(Yūldāy) 아일과 울루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특정 부족이나 다른 무
리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세력을 지칭할 때 ‘아일과 울루스’라는 문구를 종종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슈켄트본에 ‘울루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 켈커타본에는 ‘부룰다이(Būruldāy)의
아일’ 이란본Ⅱ에는 ‘보룰다이(Borūldāy)의 아일’이라 되어있다. 한편 이란본Ⅰ 뒷부분에도 부룰
다이(Būruldāy), 캘커타본에는 부랄다이(Būrāldāy)라는 이름의 무리가 타이칸과 더불어 등장한
다. 이 이름은 『集史』에 등장하는 보랄타이, 혹은 부룰다이와 같은 이름이라 볼 수 있다.

590) 『歷史의 精髓』에는 ‘슈르 강(Āb-i Shūr)에서 화해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강의 이름으
로 야즈디가 문학적 修辭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591) Qur'ān, Sūra al-Nisā' : 128.
592) Qur'ān, Sūra al-An'ām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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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사로잡혀 있어, 아미르 후세인이 아무리 그 敵意와 자기중심적 행동에 대해

분노의 불꽃을 피운다 하더라도,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참는 것이 최선이었다.

[시Nazm] 비록 힘과 용기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분노를 참아야만 한다.

결국에 시르 바흐람은 발주안(Baljauān)594) 방면으로 나아갔다. 이 상황에서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은, 투글룩 술두스(Tughlugh Suldūz)와 케이후스로우가 자타의 군

대를 앞세워 자타의 수많은 아미르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으며, [296] 부이칸595)의 아들

티무르와 사리크(Sārīq)와 셍굼(Shingūm)과 핫지 벡의 형제인 투글룩 호자(Tūghluq

Khwāja)와 벡직의 아들 쿠치 티무르(Kūch Timūr) 및 다른 천호와 코슌(Qūshūn)596)의

아미르들이, 2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르잘라(Sar-Jālā)597)부터 풀 상긴(Pūl Sangī

n)598)까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군의 축복받은 병영에는 6000명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깨끗한 믿음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신을 만나리라 확신한 그들은 신의 뜻

이 있을 때 소수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던가>599)라는 사실을 은총의 신비한

계시600)로부터 정직하고 정화된 귀로 들었다. 또한 하늘이 내리시는 도움의 釉藥

(Ṣayqal)601)으로 승리의 윤광을 얻었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거울을 통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시Nazm] 만일 세상이라는 바다가 고래로 가득하게 되고, 산과 황야가 표범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593) Sa'adī, Dīvān-i Ash'ār. 사디의 원문과 이란본Ⅰ에 따르면 ‘(그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이다. 그
러나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은 인칭을 바꾸어 ‘(너는/그녀는)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되었다.

594) 현재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의 동남쪽 79km에 위치. 앞서 언급한 Munk와 같은 곳이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69).

595) 이 이름에 대해 이란본Ⅰ,Ⅱ에서는 부부칸(Būbkān), 타슈켄트본에서는 부이칸(Būykān), 캘커
타본에서는 투이칸(Tūykān)이라 되어 있다. 『歷史의 精髓』에는 부카(Būkā)로 되어 있다
(ZT/Jawādī 1, p.334).

596) 특전대, 혹은 (부족이라던가 그 외의) 특정 기준으로 구분된 부대 하나 하나를 의미한다. 이후
분견대, 군대 등의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도 쓰였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06).

597)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이 Jālānī라 되어 있다(ZT/Jawādī 1, p.334).
598) 또는 폴 상긴(Pul-i Sanghīn)이라고 부른다. 바르톨드에 따르면 이곳은 발주안에서 2일 거리
에 위치하며,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와 쿠르곤 텝파를 가르는 바크시 강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
의 발주안과 파이조보드(Faizobod) 사이에 위치해있다고 볼 수 있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69-71).

599) Qur'ān, Sūra al-Baqrah : 249.
600) ‘Ilhām’과 같은 신의 계시라는 의미이나, 이는 주로 소리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601) 이 단어는 본래 칼이나 금속의 녹을 닦아 광이 나도록 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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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높은 행운의 벗인 자는 그로 인해, 머리카락 한 올 만큼의 상처도 입지 않는다.

2000명의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신에 대한) 의존의 얼굴을 적에게 두고 앞으로 나

아갔다. 그리고 풀 상긴의 초입에서, 양측의 병사들이 서로 만났다. <아침을 두고 맹세

하는>602) 통치의 깃발을 세웠던 아침부터 <어둠이 짙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는>603)

깃발이 머리칼을 빗었던 때까지, 전쟁의 불꽃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604)의 혓

바닥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땅은 기병과 보병의 전퇴로 인해 <대지가 심하게 진동

한다>605)고 말하였다. 화살의 비명소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늘에 오르

게 하라>606)는 소리를 생명의 귀에 투척하였고, 창촉의 번쩍임은 <번개가 그들의 시력

을 할퀴어 간다>607)는 형상을 마음의 눈에 드러내었다. 칼이라는 혀는 <발과 목을 내

려치기 시작하더라>608)라는 의의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탐색하였으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건에 대해 곤봉은 안착의 상황에서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이 무엇인가>609)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확인하였다. 그 날 밤까지 양측에서 전투의 베테랑인 용사들은 다

리 입구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 인내의 습기가 바하두르들의 용기라는 肝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양측에서 하늘과 같은 기사들이 고삐를 전장으로부터 돌렸던

밤에, 敵軍의 수는 극히 많았지만, [297] 사힙키란께서는 행운의 계시를 통해, ‘만일 용

기라는 도검을 밝은 판단이란 유약으로 갈고 닦지 않는다면 승리의 얼굴을 볼 수 없으

며, 용기라는 화살을 처리의 엄지손가락으로 쏘지 않으면 그 비명소리를 통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훌륭한 마음은 그 사건의 처리를 위해 깊이

생각하였고, 그의610) 은총이라는 펜은, 나아진 모습을 밝은 마음이란 판에 그렸다.

23. 사힙키란이 풀 상긴 강을 건넘과 자타의 군대가 달아

난 이야기

사힙키란은 아미르 무사와 아미르 무바야드 아룰라트(Amīr Muva yyad Arulāt)와

우치 카라 바하두르(Ūch Qarā Bahādur)를, 바즈나후르디(Bāznakhūrdī) 천호 중에 하나

602) Qur'ān, Sūra al-Ṣaḥī : 1.
603) Qur'ān, Sūra al-Ṣaḥī : 2.
604) Qur'ān, Sūra al-Qāri'ah: 11.
605) Qur'ān, Sūra al-Zalzalah: 1.
606) Qur'ān, Sūra al-Ṣāfāt : 10.
607) Qur'ān, Sūra al-Baqrah: 20,
608) Qur'ān, Sūra al-Ṣad : 33.
609) Qur'ān, Sūra al-Qāri'ah: 1-2.
610) 이란본Ⅰ에는 ‘그의’를 의미하는 접미 인칭대명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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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풀 상긴의 초입에서 적의 군대에 맞서도록 남겨 두었다. 그

리고 자기 자신은 전장의 먼지를 희망이란 눈의 코흘과 같이 여겨왔던 1500명의 기병

과 함께, 행운과 더불어 상서로이 강의 상류로부터 아산(Asan)611) 광장으로 향하였고

아산 광장과 키시 고개 사이에서, 한밤중에 강을 헤엄으로 건너 산으로 향하였다.

다음 날 적들의 정탐병들은 말의 발자국으로 군대가 강을 건넜음을 확인하였고, 그

로 인해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겨났다. 그리하여 밤이 다가왔을 때

[시Nazm] 세계가 검은 비단을 머리에 얹었다. 달의 머리가 사향내 나는 올가미에
들어갔다.612)

세계정복자이며 적들을 가두는 사힙키란은, 높은 산 위에서 큰 불을 피우도록 명하

였다. 敵兵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고정되어 있던 발을 자리에서

떼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채로 두려움의 발을 달아남이라는 말 위에 두었다. 그리고

결정의 고삐를 절박함이란 손에 두고 불운하게 달아났다. 그리하여 신의 도움으로, 한

명의 기병이 창과 칼을 잡은 10명 이상의 호전적인 병사들과 맞설 정도로 많았던 (적

의) 군대들이,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흩어졌다. <신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승리를

거두시나니,>613) 오 훌륭하구나! 승리에 영향을 미치며 올바름을 상징하는 빛나는 판단

력은 멀리서 불타고 있는 불꽃의 광선으로, 敵意를 지니고 세상에 반대하는 강력하고

적대적인 짚단을, 여러 아미르 및 사령관들과 더불어 불에 태웠다. [298]

[시Nazm] 614) 그곳에서 각 보병이 신중하게 행동하면, 그는 한 기병의 힘으로 왕
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와 마주할 수 있도록 신의 자비가 도움을 주는 것과, 신께서 친애하시어 선택되

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 그에게 나쁜 의도를 품는 것은 당연히 당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Nazm] 세계의 왕의 옳지 못한 생각은, 당대를 퇴색시키고 역행하는 것 외에는
(무엇도) 이룩할 수 없다.

적들이 걱정에 잠겨 달아났을 때 사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와 더불어, 마치

611)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이 Īs bārs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334).
612) Nizāmī, Khamsa : Sharaf nāma.
613) Qur'ān, Sūra al-'Imrān : 13.
614) Anwārī, Dīwān-i Ash'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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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한 사자와 끝이 없는 홍수처럼 울부짖고 흥분하며 산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행하

여 쿠즈라트(Kujrāt)615) 광장까지 추격하였다. 그리고 생애를 갉아먹는 칼과 생명을 소

멸케 하는 창으로, 그들에게 파괴를 일으켰다.

[시Nazm] 그 길에서616) 적들 가운데에 살해되었던 많은 (이들로) 인해, 온 황야에
연이어 언덕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장소에 기뻐하며 안착하였다. 아미르 후세인 또한 나머지 군대

와 함께 뒤따라 도달하였다. 이 훌륭한 승리라는 산들바람의 도움으로, 행운이라는 묘목

이 성장하고 행운의 나뭇가지가 단단해졌으며, 바람과 소망의 정원에 새로운 신선함과

끝없는 새로움이 다시금 얼굴을 내밀었다. 동료들의 지지의 깃발이 세력의 정점에 올라

섰으며 샤와 병사들의 강력함과 위대함은 하나에서 천 개가 되었다.

[시Bayt] 병사들의 모든 손과 마음이 강해졌다, 사힙키란의 행운으로 새로이.

지배와 왕권이라는 광장에서 드높고 훌륭한 지위가 사힙키란의 운명으로 정해졌을

때, (다시금)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먼저 나아갔다. 그리고 카할카에 이르렀을 때

[299] 키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빠져나와, 상서로운 가신들에게 합류하였다.

그 분은 함께 데려왔던 전체 2000명 중에 선택된 300명을 축복받은 등자의 가신으

로 삼아 길을 나섰고, 다른 이들은 그곳에 머무르도록 명하였다. 300명의 기병 중에 200

명은 아미르 술레이만 바룰라스와 아미르 차쿠 바룰라스 바흐람 잘라이르와 아미르 잘

랄 앗 딘 바룰라스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율티무르(Yūltimūr)와 함께 키시 방향으로

파견하며 명하였다. “네 개의 코슌을 이루어라, 그리고 각 기병 당 두 묶음의 크고 가지

가 많은 막대기를 말 양쪽에 매달아 먼지를 일으켜, 많은 먼지가 발생하도록 하라. 그

리고 다루가(Dārūghā)617)가 만일 그곳에 있다면 달아나라.” 그들은 명령에 따랐다. (그

업무의) 처리가 운명에 따라 이루어져 키시의 평원에 이르렀을 때, 자타의 다루가가 그

먼지로 인해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그들은 키시 도시에 들어가 그 곳을 장악하였다.

(아아!)618) 신의 끝없는 돌보심은 왕권의 기둥을 세울 때에, 때로는 불꽃을 지펴 군대를

패배시켰고, 때로는 먼지를 발생시켜 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615) 모음은 타슈켄트본에 따랐다(YZN/Urunbayeb, p.233).
616)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은 ‘그 길에서’이며, 이란본Ⅱ에서는 ‘그 날에’이다.
617) 監官, 몽골제국에서 널리 쓰인 각급 관청 및 지방행정단위에서 官印을 보유하고 행정 전반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관료. 몽골제국의 페르시아어 사료에서는 샤흐나(Shahna)와 동의어로 사용
된다. 티무르 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마다 다루가를 파견하여 그곳의 행정을 담당하게 한다.

618) 이 부분은 이란본Ⅱ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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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눈은,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있었다.

그 때, 일야스 호자 칸이 거주의 병영을 둔 곳은, 키시에서 네 파르상619)거리에 위

치하였던 타시 아리기(Tāsh Ārīghī)620)였다. 저명한 아미르들과 아얀들, 셀 수 없이 많

은 가신들과 병사들 모두가 질서 정연히 대열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때에 투글룩 티

무르 칸이 자신의 칸 왕좌가 있던 곳에서 사망하였고, 울룩 툭 티무르와 아미르 하미드

가 와서 일야스 호자 칸을 울루스로 데려가 그 부친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세웠다. 사힙

키란은 (그와의) 동행의 행운으로 상서로움을 얻었던 100명의 기병과 함께 밤을 새워

후자르로 왔고, 낮이 되어 탐색하는 자들이 태양621)의 도래로 인해 동쪽을 알게 되었을

때 이동하였다. 사람들은 그 분의 축복받은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땅에 입을 맞추

는 행운을 얻기 위해 서둘렀다. [300] 그 분은 후자르와 키시 군대의 징집을 명하였고,

타 호자 살바리(Tā Khwāja Sālbarī)를 後衛(Chaghdāul)622)로 세웠으며, 하늘같은 병사

들과 함께 자그달릭(Jaghdālīk)623) 방면으로 되돌아와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

을 때, 상서로이 안착하였다. 바얀 술두스의 아들 셰이흐 무함마드(Shaykh Muḥammad)

는 일곱 개의 코슌 군대와 함께 그 분께 합류하였으며, 그 장소에서 7일을 머물렀다.

한편 아미르 후세인과 그와 함께 놓아두었던 그곳의 병사들, 그리고 사힙키란이 카할카

에 남겨 두었던 병사들이 도달하였으며, 쿨락 황야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무리에게 갔었

던 시르 바흐람도 쿠틀란의 군대와 함께 43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또한 그곳에서 합류

하였다.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모든 군대와 함께 그곳을 출발하여 후자르로 향하였

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자 라스마스624) <그의 훌륭한 쉼터여!>의 영광스러운 聖廟에 들

어갔고, 그 위대한 신앙을 지닌 성스러운 영혼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동의의 약속을 조

약으로 굳건하게 하고, 우의와 충심의 先例를 통합과 할당이라는 後果625)로 강화하였다.

[반구] 그래, 함께 세계도 장악할 수 있다.626) [301]

619) 이란의 길이 단위이다. 1 파르상은 약 6km에 해당한다.
620) 이 지명의 뜻은 타쉬 (돌), 아리그 (수로)로, ‘돌로 된 수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52).

621) Jamshīd-i Khūrshīd. 직역하면 태양의 잠시드이나, 그 자체를 태양이라 해석할 수 있다.
622) Chandaul과 동의어로, 이것은 다른 군대를 따라 진격하는 무리를 일컫는다.
623) 현재 수르한다리아의 두 지류를 의미한다.
624)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서는 호자 샴스였으나, 1387 Sh. 출판곤과 캘커타본은 호자 라스마스
이다. 샤미의 『勝戰記』에는 라즈마즈(Razmāz), 사마르칸디에서는 일가누르(Ilghānūr)로 되어
있다. 『歷史의 精髓』 에는 안바르(Ān-bār)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335).

625) 앞서 선례(Savābiq)와 뒤의 후과(Lavāḥiq)는 주로 대조의 방식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626) Ḥāfiz, Dīwān-i Ḥāfiz.



- 155 -

24. 사힙키란이 꿈을 꾸고, 그것을 징조(Tafāl)로 여겨 일

야스 호자 칸과의 전투를 시도한 이야기

<꿈에서 명확히 본 것은, (신의) 46가지 使臣 중에 하나이다.>627) 라는 예언자의

말씀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따르면), 오래된 소망이 지고하신 거룩하신 신의 돌

보심으로, 행운의 주인의 충성어린 이마 위에 허가의 날인을 얻었고, 그의 행운의 신체

가 <우리가 너를 지상의 대리자로 두었다>628)는 창고에서 (꺼낸) 값비싼 예복으로 장

식되었으므로, 그의 밝은 마음이라는 거울을 승리의 유약으로 닦고 탐색이라는 빛으로

빛나게 하면, 숨겨진 비밀이란 신부가 그곳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한편) 그 업무의

숨겨진 취약점은 이해의 눈길을 통해 드러나고 발견되기 전에 베일과 같은 것을 열곤

하였고, 사람의 영혼이 그 통로를 통해 미래의 상황을 현실이 되기 전에 볼 수 있었던

숨겨진 세계의 창문에는 상상이라는 작은 틈이 있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은 영광스러운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다.

[시Nazm] 나의 상상이라는 화가가 우리의 훌륭한 모습의 형상을 그리라는, 그 뜻
을 환영한다.

[302] <유수프가 그의 부모를 권좌에 모시니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더라>629)라

는 쿠란의 말씀이 전하고 있듯, 정직한 유수프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평안이 있기

를!> 형제들과 부모의 복종의 모습을,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이 창문을 통해 본

적이 있었다.630) 또한 <실로 신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현몽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주었

다.>631)는 축복받은 내용이 설명하고 있듯이, 메카 <지고하신 신의 축복>에서의 승리

의 기쁜 소식은, 예언자 무함마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밝은 마음 위에 (드러났는데), 역시 (꿈이) 그 통로 역할을 행하였다. 그리

고 이 기적들은 왕국의 중요한 일들과 왕좌의 업무를 위해, 왕들과 카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이들 및 기둥(이 되는 이)에게 유산의 방식으로 ‘지상의 대리인의 권

627) 이란본Ⅱ 미주 100에 의하면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이다.
628) Qur'ān, Sūra al-Ṣad : 26.
629) Qur'ān, Sūra al-Yūsuf : 100.
630) 이에 관해서는 성경의 창세기 및 쿠란의 유수프 장(Qur'ān, Sūra al-Yūsuf)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유수프(요셉)는 예언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로, 어느 날 꿈에서 모든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에 대해 이복형들에게 이야기하였다가, 형들에 의해 우
물에 빠진 채로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다. 이후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고, 기아
에 쫓겨 이집트로 피신한 형제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경배를 받게 되었다.

631) Qur'ān, Sūra al-Fatḥ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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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Khalāfat-i Ṣūrī)632)를 제공해왔으니, 이와 같은 일들이 사힙키란에게 나타났던 것이

다. 즉, 그처럼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군대가 敵兵보다 훨씬 적었던 그 상황에서 그

들에게 저항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633)

어느 날, 아침에 그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 생각 중에 잠시 잠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다. 또렷이 능변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라, 지고하신 신께서 너에

게 승리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잠에서 깼을 때 실수하지 않고자 (어전에) 출석해 있

던 이들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모두

말하였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신비의 계시를 통해 그의 현명한 귀에 이른 것이며,

그 기쁜 소식이라는 좋은 향기를 지닌 미풍이 신성함의 극치인 (신의) 친절의 꽃밭에서

불어온 것임이 분명해지자, 그의 믿음은 신의 가호로 인해 보다 굳건해졌다. 그리하여

강한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가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동료들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호의와 좋은 소식에 대한 희망이 두 배가 되었고, 추종

자들의 마음은 마치 꽃봉오리처럼 우울하였다가, 이 소식을 듣자 마치 꽃이 아침의 산

들바람으로 인해 開花하는 것과 같았다.

[시Nazm] 샤와 병사들의 마음 속 생각은 우울하였다가, 그 상서로운 좋은 소식으
로 인해 기쁘게 되었다. [303]

25.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자타의 군대와 전투를 하

여, 그들이 승리를 얻은 이야기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지고하신 신에 대한 감사 및 찬사의 의무를 다한 후

에, 상서로이 말을 몰고 군대의 정렬과 준비에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개의 중군

(Qūl)634)으로 진열을 갖추었다. 아미르 후세인은 우군의 대열을 정비하여, 승리의 형상

인 깃발을 높이 세웠고, 사힙키란은 전투의 때가 모두의 마음에 있었으므로, 좌측을 자

632) 이 개념은 ‘예언자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칼리파’ 의미가 아니라, 야즈디가 자신의
여러 저서들을 통해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개념이다. 세계의 성스러운 지식의 顯現인
‘Khilāfat-i Ilāhī'는 지상에서 두 무리에게 제공되는데, 하나는 대 예언자, 다른 하나는 절대 군
주이다. 그 절대 군주의 권위를 바로 ’Khalāfat-i Ṣūrī‘라고 일컫는다고 한다(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p.333-4).

633) 이하 티무르의 꿈에 관한 일화는 샤미의 『勝戰記』, 『歷史의 精髓』 등 티무르 조 前期 사
료들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일종의 서두 부분은 야즈디가 스스로 덧붙인
내용이다.

634) Doerfer에 의하면 정렬된 군대의 중심을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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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중심으로 삼아 이와 같이 대열들을 갖추어 나아갔다. 타

시 아리기에 있었던 敵軍은 같은 방식으로 두 중군을 설정하여, 좌익은 일야스 호자와

아미르 하미드의 영광으로 장식되었고, 우익은 아미르 툭 티무르(Amīr Tuq Timūr)와

아미르 벡직의 위엄으로 꾸며졌다. 이렇듯 양측에서 군대의 양익을 구축하여, 증오와 공

격성을 품고 서로를 겨냥하였다.

[시Bayt] 시공간에 흔들림이 발생하였다. 너는 세계가 날아오를 것이라 말하였다.
말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태양도 달도 밝게 비추지 않았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소리를 내질렀고, 창촉이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졌다.

카바 마탄(Qaba Matan)635)이라는 곳에서 양측의 병사가 만났고, 게우르카의 포효

소리가 용사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더불어 하늘의 돔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사힙키란

의 맞은편에 적군의 전위들이 자기 무리의 많은 수와 원한에 자만하여, 전투의 대오를

대결의 광장에서 움직였다. 그 (세계의) 축과 같은 분은 견고한 발을 정해진 중심에, 마

치 자신의 행운의 기반처럼 단단히 하였고, 승리와 연결된 등자를 견고히 하였으며, 신

의 도움을 받는 날랜 손을 화살과 활에 뻗어 왼 손을 알레프(ا , 곧게), 오른손을 덜

(Dāl, د , 구부러뜨린) 모양으로 만들었다.

[시Nazm] 알레프 모양의 그 화살은 눈(Nūn, 과(ن 덜 모양의 구부러진 (활)을 통
해, 나쁜 자들의 가슴을 향해 쏘아졌다. [304]

그리고 병사들은 샤와 함께, 마치 별들이 달의 기병대에서 천구라는 활로부터, 불꽃

을 튀기는 유성이라는 화살촉을 적들의 생명을 향해 쏘았고, 화살이라는 펜이, <그것으

로 사탄을 물리침에 사용하였다.>636)는 註釋을 용사들의 피로 기록하여, 그들의 상황에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더라>637)는 동작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더해졌다. 가혹한

증오의 불꽃으로 인해 마치 바람처럼 왔던 적군의 바하두르들은 마치 빗물처럼 땅바닥

으로 향하였다. 일부 생명의 물은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다수는 불꽃을 튀기는 예리한

화살촉의 타격으로 인한 열기 때문에, 원한으로 가득 찬 가슴을 땅바닥 위에 두었다.

[시Nazm] 상상이라는 바람으로 원한이라는 불꽃을 일으켰던 전사들,

635) 이 지명에 대해서 이란본Ⅰ에서는 QBYMTN으로 되어 있으며, 이 출판본이 참고한 두 사본
에서는 QBĀ로 되어 있다. 이란본Ⅱ 역시 이란본Ⅰ과 동일하다. 그리고 타슈켄트본에는 모음기
호가 달려 있는데, ‘Qaba MN’ 으로 되어 있다. 『歷史의 精髓』에는 ‘Qtāy Mtīn’으로 되어 있
으며, 샤흐리 사브즈의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ZT/Jawādī 1, p.336).

636) Qur'ān, Sūra al-Mulk : 5.
637) Qur'ān, Sūra al-Yūsuf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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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의 타격은 그의 체면을 마치 피처럼 땅 위에 떨구었다.

사망한 유명인 중에 바아린(Bahrīn)638) 부족 중에 둠사(Dūmsā)639)라는 자가 있었

는데, 적의의 바다에 있는 사람을 먹는 고래와 같은 자였고, 전투라는 숲에서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자 같았다. 그리고 말릭 칸(Malik Khān)640)의 근신들(Khāṣagīyān) 중에 찬

푸(Chanpū)641)라는 자는, 샤와 병사들이 그를 지지의 기반이자 도움과 영광의 기초로

여기고 있었던 자였다. 그 외에 죽은 자들 중에, 툭 티무르 바하두르(Tūq Timūr

Bahādur)가 있었고 벡직의 형제 베키(Bighī)와 다울라트 샤(Dawlat Shāh)와 두 명의

다른 샤자데가 있었는데 각기 군대의 수장이며 병사들의 피난처였다.

[시Nazm] 용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남지 못했다. 모두가 전투에서 살해
되거나 지쳐 넘어졌다.

양측의 군대는 일제히 말들을 몰아 서로 얽히었으며, 戰場이라는 창공은 적들의 통곡

으로 인해, 마치 갑옷이 수천 개의 눈으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았다.642)

[시Nazm] 사방으로부터 마치 산처럼 나아갔을 때, 양측 무리들에서 소란이 일어
났다.
황야가 피의 바다가 되었을 때, 너는 말하였지, 땅 위에 튤립이 피었다고.

전사들의 공격으로 인한 타격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재앙이라는 바다의 물결들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숨겨진 좋은 소식이 사힙키란과 함께 체결한 약속에 따라,

행운의 벗(Ūliyā-yi Dawlat)은 [305] <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신

다.>643)라는 도우심으로 그 시대를 에워쌌고, 강력한 여러 적들에게는 <너희는 뒤로 물

러섰노라.>644)라는 뜻이 발현되었다. (그리하여) 규모의 거대함이 마치 빗방울이나 나뭇

잎사귀들이나 다름없었던 수많은 군대들이 소수의 군사들에 의해, 마치 가을 낙엽과 갈

638) 『집사』의 부족지에 의하면 니르운 몽골 중에서도 키야트가 아닌 ‘일반 니르운’에 속하는 16
개 종족 중 하나이다(라시드 앗 딘, 『부족지』, p.99; p.322-6).

639) 『歷史의 精髓』에는 투마(Tūmā)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ZT/Jawādī , p.336).
640) 이것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야스 호자 칸과 같이 모굴리스탄 칸을 지칭하
는 것으로 보인다. 『歷史의 精髓』에는 'JMRĀDĪ'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641) 『歷史의 精髓』에는 그 이름이 치누(Chīnū)이다.
642) 이것은 과거 페르시아의 갑옷 형태에서 유래한 비유이다. 페르시아의 갑옷은 일반적으로 수많
은 철 고리들이 엮여 있는 형태였는데, 그 고리 하나하나를 눈에 비유하여 상처를 입은 적이
갑옷의 고리들을 통해 피를 쏟아내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Dikhhudā).

643) Qur'ān, Sūra al-Zumar : 74.
644) Qur'ān, Sūra al-Tūbeh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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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같은 빗방울처럼 주변과 사방으로 흩어졌다. <승리는 신으로부터만 온다.>645)

일야스 호자 칸과 아미르 벡직과 이스칸다르 오글란(Iskandar Ūghlan)과 아미르 하

미드와 아미르 유수프 호자(Amīr Yūsuf Khwāja)는 붙잡혔으나, 투르크 인들의 천성의

중심이었던 충성이 칸을 도왔으므로, 그를 붙잡았었던 군사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를)

알아보자, 군대의 사령관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그를 벡직과 함께 말에 태워 풀어주

었다. 그러나 붙잡힌 다른 이들은 감옥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밤에 사힙키

란은 밤을 새서 얌 강(Āb-i Yām)까지 달려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길 입구를 차단하여

적들을 붙잡았고 그들 중에 다수가 살해되었다.

[시Nazm] 피로 인해 개울물이 마치 포도주처럼 되었는데, 호박(Kahrubā)이 홍옥
(La'l)과 루비(Bījāda)가 되는 것보단 나았다.

아미르 자쿠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은 명령에 따라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이 훌

륭한 승리는 765AH(1364년), 즉 루이 해646)에 발생하였다. 자신의 훌륭한 열정으로 인

해, 매 사건마다 바라는 바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지 않았었던 승리의 사

힙키란은 아미르 후세인과 상의하여, 시르 바흐람과 함께 빠르게 진군(Iīlghār)647)하여

적의 뒤를 따라 나아가 후잔트 강을 건너 타슈켄트를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으로 삼기

로 하였으나, 치명적인 타격을 저지하기 위해 며칠간 지병의 발생이 (그 분의) 행운의

얼굴 위에 드리워졌다.

[시Bayt] 무엇이든 눈(Chishm)이 좋아하였던 것이면, 치명적인 타격이 그 상처에
발생하였다.648)

사힙키란과 아미르 후세인에게, 각기 자리하고 있던 곳에서 예기치 못한 약간의 병이

발생하였으나 [306] 잠시 후 <신이 쿠란을 계시함은 이것으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는 치

료와 은혜가 되나니>649)라는 치료소로부터 건강히 돌아왔다. 또한 고귀한 부인이신 울

제이 타르칸은 상서로이, 행운과 함께 히르만의 갸름시르로부터 왔다.

645) Qur'ān, Sūra al-'Imrān : 126.
646) 765AH은 1363년 10월 9일∼1364년 9월 26일까지이며 토끼의 해와 용의 해 양측에 걸쳐있는
데 그 중에 ‘용의 해’는 1364년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647) 군대가 말을 타고 기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특히 유수진이나 오르두와 분리되어
기병으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빠르게 적진을 향해 진격하여 공격을 행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93).

648) Nizāmī, Khamsa : Haft Peykar.
649) Qur'ān, Sūra al-Isrā'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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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시대의 발키스(Balqīs)650)가, 술레이만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사힙키란은 귀환을 결정하여 후잔트 강을 건넜고 사냥을 위해 포위망(Jirga)을 펼

쳤다. 아미르 후세인 또한 디자크(Dizaq)651)라는 곳에서 사냥과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여

각자 양 방향에서 나아갔다. 아키야르(Āqār)652)에서 유희를 즐기고(Qumārmīshī)653) 며

칠 동안

[반구M iṣrā’] 기회를 노려라. 네가 할 수 있는 한.654)

즐거움과 행운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서로이 행운으로 말을 몰고 사마르

칸트로 귀환하였으며 그 천국과도 같은 지역을, 왕국을 장식하고 기쁨을 확대하는 발걸

음의 영예로 장식하였다. 그 지역의 백성들의 희망의 눈은, 그들의 축복받은 대오가 일

으킨 먼지로 인해 밝아졌고, 當代 사건들의 발길질로 인해 크고 작은 상황에서 얻게 된

상처가, 자비라는 연고와 회유라는 치료약 및 격려라는 몰약(Mūmiyāyī)655)을 얻었다.

[시Shi'r] <신을 찬양하여라. 실로 그 신께서 그 자리에 돌아왔도다.>

26.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쿠릴타이를 함과, 카불 샤

오글란(Kābul Shāh Ūghlan)을 칸으로 즉위시킨 이야

기

마와라안나흐르와 투르키스탄 왕국들이 예속민들 및 추종자들과 함께 자타 민족의

지배와 정복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을 때, 대 아미르들과 강력한 노얀 등의 귀족들은,

650) 쿠란과 성경에 등장하는 시바의 여왕, 솔로몬의 연인의 이름. 매혹적인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
이다.

651) 이 지명은 다양한 사본들에서 점이 찍힌 위치에 따라 Deraq, Zeraq. Waraq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동부의 지명을 고려해볼 때 현 사마르칸트에서 북동
부로 약 100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도시 지자흐(Jizaq)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52) 철자가 다소 다르지만, 앞서 키시-사마르칸트 사이에 위치한 ‘아키야르’와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653) 이 단어는 투르크어 과거형 어미인 mīshī가 들어가는 상용 단어, 특히 『集史』에 수록된 단
어 중에는 없으나, Qumār가 ‘게임을 하다, 유희를 즐기다, 경기를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페르
시아어이므로 이것은 페르시아어 단어+투르크어 어미의 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언어임을 알
수 있다(本田實信, 「ガザン ハンの稅制改革」, p.406).

654) Ḥāfiz, Dīwān-i Ḥāfiz.
655) 이 단어는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검은 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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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의 통치 및 지배권을 복종의 목덜미에 두지 않았다. 또한 대부족의 지도자들

각각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예속민들의 數에 기대어, 모두 타인에게 복종과 복속의 머리

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로 그 해에, 그들을 보호하는 통합의 방책을 취하지 않

았던 모든 대 세력들이 각자 빠르게 혼란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주민들에게 명

령 및 금기와 같은 것들을 부과하고 그의 명령과 말한 바를 절대 어기지 못하도록 할

首長이 없었던 왕국들에서는, 당연히 무질서가 생겨났다.

[시Nazm] 왕이 없는 세계는, 머리가 없는 몸이다, 머리가 없는 몸은 路上의 먼지
보다 더욱 미천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서로 상의하여, 차가타이 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칸으로 세우는 것을 善策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판단을 실행하기 위해, 바로

그 765AH에 아미르와 노얀 무리들을 모아 쿠릴타이를 행하였으며, 통치의 방책과 왕국

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 관해 이야기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즉, 당대 정복 전쟁의

타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빈을 표방하고 다르비시의 의복으로 성채에 들어와 있었

던 카불 샤 오글란 이븐 도르지(Dūrchī) 이븐 엘지기데이(Iīlchīkidāy) 이븐 두아 칸656)

으로 하여금 그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행운의 신체를 칸답게 훌륭하게 재단된 예복으

로 장식하며, 이 중요한 일의 완성을 위해

[시Nazm] 연회를 열었다, 그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줄 장식 및 악기들과 함께.
은과 금, 부유함과 곤궁함이 온 세계의 뜰을 장식하고 있었다.

656) 카불 샤의 계보에 대해서도 티무르 조의 각 사서마다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 『勝戰記』에서
는 두아의 아들 엘지기데이의 아들 도르지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집사』에는 두아의 아들로
엘지기데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케벡 칸의 뒤를 이어 1327년 칸 위에 올라 3년간 재임하였
다. 이후 그는 그의 형제인 두라 티무르에 의해 계승되었다. 한편 무인 앗 딘 나탄지는 도르지
가 타르마시린의 뒤를 이어 등극하였다고 하였는데, 대신 엘지기데이의 치세를 기록하지 않았
다(MTM/Istakharī, p.91). 이것은 일견 모순된 기록으로 보일 수 있으나,『勝戰記』의 서론의
타르마시린 관련 기록을 보면, 타르마시린이 두라 티무르의 아들 부잔(『무깟디마』에서는 ‘부
란(Būrān)’)에 의해 살해된 후, 울루스 차가타이의 왕자들 및 대 아미르들, 예를 들면 엘지기데
이 칸의 아들 도르지 및 아타벡과 아미르 자우두 등을 속임수의 칼로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YZN/Ṣādiq, p.217). 이를 볼 때, 도르지는 타르마시린 살해 이후 마와라안나흐르 측에 있던 일
부 차가타이 아미르들이 내세웠던 칸이었는데, 나탄지는 그를 칸의 반열에 올렸고, 야즈디는 그
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란에 의하면 타르마시린 사후의 상황들은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
에, 명단에 제시되지 않은 칸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가 해제에서 제시하였
듯이 장시, 이순 티무르, 무함마드 칸, 알리 술탄 등이 주로 알말릭 등지에서 활동했다면, 카잔
술탄 칸(할릴 술탄)은 부하라에서 활동하였는데, 도르지도 타르마시린 칸 사망 직후 혼란의 상
황 속에서 마와라안나흐르에 있었던 왕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카잔 술탄 칸이 사망
하고 아미르 카즈간의 허수아비 칸이었던 바얀쿨리 칸이나 티무르 샤 칸을 대신하여 새로운 허
수아비 칸으로 도르지의 아들 카불 샤를 세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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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카불 샤 오글란을 통치의 왕좌에 앉혔으며, 투르크 군주들의 관례에 따라 그

에게 컵을 주었고,

[시Nazm] 모든 훌륭하고 고귀한 자들이 일제히 9번 무릎을 꿇었다. [308]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아미르 하이다르 안드후디를 진다 히샴에게 맡겨 바로 그 밤

에 그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그의 존재라는 왕좌를 삶이란 군주에게서 빼앗았다.

[시Nazm]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달아났던 반항을 일으켰을 때, 다시는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 지역은 예전부터 줄곧 사힙키란 및 그의 훌륭한 가문과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그의) 왕다운 군주의 위대하심은 손님에 대한 경의가 필수라 여겼다. 아미르 후세인에

게 연회를 베풀어 그 분의 대리인들이 연회를 꾸몄는데, 음악가인 금성이 그 악기를 바

라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 이 노래를 불렀다.

[시Nazm] 이곳에 희망의 꽃밭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연회인가, 히즈르는 술잔 한
모금을 원하여 이곳에 있다.
풍부한 부유함의 도구와 준비된 물자들, 특수한 이들의 모임과 대중적인 즐거움이
이곳에 있다.
밤낮으로 기쁨이 늘어가는 행운의 악기 연주, 계속되는 선물(과) 술잔의 巡杯가 이
곳에 있다.

그는 동료들을 아우르는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위무를 하였으며, 아미르 후세인에게

값진 선물들을 바쳤다.

[시Nazm] 무엇이든 그것이 말과 칼과 모자와 허리띠 보다 더욱 적절한 것이라면.

아미르 하미드의 부친은 사힙키란의 부친과 더불어 과거 견고한 우정과 우애를 지

니고 있었으므로, <부친들의 우정은 아들들의 가까움이다>는 말씀에 따라, 현명함과 지

혜의 거울이 많은 나이로 인해 다양한 경험들이라는 유약으로 빛나게 되었고, (그리하

여) 동료들이 업무의 여러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판단을 참조하

여 왔던 아미르 울제이투 아파르디와 함께, 그 연회에서 아미르 하미드와 이스칸다르

오글란의 석방에 관해 상의하였고 그들의 생명의 보존을 아미르 후세인에게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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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후세인은 비록, 그의 판단이 요구하는 바는 아래 싯구(Bayt)의 내용과 같았으나,

[시Nazm] 적을 얻었을 때 제거하라. 다시는 후회의 손을 이빨로 깨물지 않도록.
[309]

그러나 그 분의 고귀한 마음을 위해 다시금 거부의 손을 그 간청하는 가슴에 두지

않았고 그들의 석방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각 시대마다 율법이

있었다.>657)는 약속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그것은 쓸모가 없었다. 아미르 후세인이 옛

유르트로의 (귀환을) 결정하여 살리 사라이로 향하였을 때, 행운을 동반한 사힙키란은

아미드 다우드(Amīr Dāwud)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을 파견하여 아미르 하미드를 감옥

에서 꺼내어 환대와 경의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아미르 하미드를 잡고 있었던 바야지드

와 이만(Īman)은 두 아미르(Amīr Dūgāna)를 멀리서 보았을 때, <어떤 일에 있어서 추

측은 하나의 죄악이다.>658)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아미르 하미드를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라 추측하여, 서둘러 한 사람은 그에게 철퇴를 휘둘렀고 다른 한 사람은 칼을 (휘

둘렀다. 이에), 순교자 아미르 하미드는, 희망의 입술까지 도달해 있었던 구원의 꿀로부

터 죽음의 독이, 생명의 희망을 잠식하였다. <운명과는 싸울 수 없다.>659) <그분의 명

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660)

[시Nazm] 모든 개울에서 운명이 생명의 물을 다시 닫았고,
히즈르의 컵에는 죽음의 술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아미르 후세인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말하였다. “누케르와 하급 관인들의

일처리가 이 경우에는 수장들보다 낫다.” 그리고 사신을 급히 파견하였고, 이스칸다르

오글란을 소환하여 그를 야사에 처하였다.

[반구M iṣrā’] 운명의 화살을 막는 방패는 없을 것이다.661)

그 겨울에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각기 자신의 행운이 위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업무와 사건의 흐름은 바람과 소망과 함께 (있었고), 바람과 소망의 컵은 행

운과 희망의 깨끗함으로 가득하였다. <신을 찬양하여라.> [311]

657) Qur'ān, Sūra al-R'ad : 38.
658) Qur'ān, Sūra al-Ḥujurāt : 12.
659) 이란본Ⅱ 미주 104에 의하면 이슬람권의 속담의 일종이다(YZN/Ṣādiq, p. 1408).
660) Qur'ān, Sūra al-R'ad : 41.
661) Sa'adī, Dīwān-i Ash'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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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흙탕 전투 및 그 상황의 묘사에 관한 이야기

꽃으로 장식된 가시 모양의 초원으로부터, <너희가 싫어하더라도 복이 되는 것이

있다>662) 는 말씀처럼 기쁜 소식이라는 미풍이, 사악함과 슬픔의 전장에서 생명을 잃은

이들의 코에 이르렀다. 또한 목표라는 신부가 사악함과 어려움의 의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익과 사여라는 은혜를 이득(Ni'mat)과663) 고통이라는 테이블 보 위에 펼

치는 것이 신의 강력한 지혜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시Nazm] 벗의 숨은 친절에 대해 알게 된 연인에게, 그의 길 앞에 있는 것은 가
시이든 꽃이든, 그에게 좋은 것이다.

거대한 행운의 등장은 괴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수많은 집결과 행운은

그 자체가 좌절과 흩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시Nazm] 664) 어쩌면 틈은 단단한 기초이며, 어쩌면 슬픔은 그에게 즐거움이었다.
그 끈이 보이지 않는 자물쇠는 어쩌면, 그것을 보니 자물쇠가 아니었다, 열쇠였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같이 사힙키란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즉, 그 분이

자신의 행운이 자리한 곳에서 상서롭고 행복하게 [312]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겨울이

마지막에 이르렀고, 봄이란 용사들이 튤립 깃발을 세우고 녹음의 병사들이 식물이란 갑

옷을 정원의 광장에 펼쳤을 때665),

[시Nazm] 산들 바람은 개울 방향으로 군대를 펼쳤고, 전투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
였다.
화살촉을 꽃봉오리로, 방패를 꽃으로 갖추었으며, 갑옷에 물을 주고 촉은 가시를
날카롭게 하였다.

소식이 전해지기를, 자타의 군대가 다시 이 쪽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사힙키란

은 군대의 징집에 행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아미르 후세인에게 그 상황을 알렸다. 아미

662) Qur'ān, Sūra al-Baqra' : 216.
663) 문맥에 따르면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664)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665) 일야스 호자를 몰아낸 1364년 전투가 끝나고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자타의 이번 공격은 1365
년 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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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후세인은 명령을 내려, 풀라드 부카와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의 아들 진다 히샴과

말릭 바하두르(Malīk Bahādūr)로 하여금 병사들과 함께 진격하여 최대한 빨리 사힙키

란에게 합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분에게 합류하였을 때, 강력한 하늘이 공

격하는 때이자 滿月 때에 움직이는, 수많은 별과 같은 병사들과 함께 적에게 향하였다.

아키야르에 이르렀을 때 무리들과 가축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며칠 동안 그 초원에 머

무른 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후잔트 강을 건너 안착하였다. 아미르 후

세인은 대병력을 모아 그들의 뒤를 따라 서둘러 나아갔다. 그리하여 강가에 이르러 맞

은편에서 적의 군대의 전위가 가까워졌을 때, 사힙키란은 치나스(Chīnās)666)와 타슈켄트

사이의 강가에 병영을 세웠고,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장막(Tūrā)667)과 울타리(Chapa

r)668)로 자기 자리를 보호하도록 하여, 경계하며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게 하였다. 아미

르 후세인은 후방에 있던 모든 군대와 함께 세이훈 강(Āb-i Sayḥūn)을 건넜고 만남의

장소(Mūrchal)669)로 들어갔다. 그리고 맞은편 방향에서도 또한 적의 병사들이 바담

(Badam) 강변에 이르러 안착하였다.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다. 양 측의 정탐병이 서로를

보았을 때 군대를 정비하여 대오를 갖추었다. 우익에서는 아미르 후세인이 강력한 깃발

을 카펠라 星('Ayyūq)670)에 세웠는데 그 군대의 수장은 틸란지(Tīlānjī) 아룰라트였으

며, 그 전위는 울제이투 아파르디와 시르 바흐람과 풀라드 부카와 파르하드 [313] 아파

르디Farhād Apardī와 말릭 바하두르와 다른 유명한 바하두르들이었다. 세계의 생명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사힙키란은, 좌익에서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 위의 초승달을 兩星

(Naiyrīn)671)의 세 번째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군대의 수장에는 아미르 사르부카(Amīr

Sārbūghā)를 킵착(Qibchāq) 부족과 함께 임명하였다. 전위에는 티무르 호자 오글란을

임명하였고, 아미르 자쿠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무라드 바룰라스(Amīr

Murād Barlās)를 압바스 바하두르(‘Abbās Bahādur) 및 도검을 사용하는 다른 용사들과

함께 중군에 두어, 이러한 방식으로

666)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위치.
667) 포를 쏠 때, 혹은 화살을 날릴 때 그들의 앞을 가리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장막을 의미한다.
668) 나무 말뚝을 엮어서 만든 도구, 역시 군사들이 자신의 앞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도구이
다.

669) 군대가 모이기 위해 마련된 장소, 병영(Shams Sharik Amīn, Farhang-i Iṣṭilāḥāt-i dīvānī
dūrān-i Mughūl, Farhangh-i Ādāb wa Hunar-i Īrān, 1357 Sh./1978-9, p.76); 만남의 장소, 동
의된 만남의 장소나 시간(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29).

670) 마차부자리의 알파성, 겨울의 저녁 하늘에 주로 보이는 별이며 밝고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
눈에 띄는 별이다. 페르시아 문학에서 카펠라 星은 붉고 은하수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멀리 여
행을 떠나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페르시아 고유의 이름은 소루쉬이다. 앞으로도 본문과 유
사한 표현이 종종 등장할 것이다.

671) 태양과 달, 그 당시 빛을 내는 항성라고 여겼던 두 천체를 일컫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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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원한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신봉하는 군사들이, 수적으로는 적들의 군대
보다 많았다.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후나인(Ḥunayin)672) 날에 승리를 주신다,’673)는 말씀에 따

라, 자만의 매는 무사히 남아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타는 카바 마탄의 전장에서,

비록 수적으로 많았으나 이쪽 병사들에 의해 큰 패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

군이 그들보다 많았던 이번에는, 일의 기초를 속임수에 두었고, 신의 창조의 진귀함이라

는 특징을 지닌 자다(Jada)라는 돌에 기대어 자다祭(Jada)를 행하였다.674)

[시Nazm] 자타의 군대는 전투를 행할 힘이 없었다. 마술과 돌에서 방법을 찾았다.
속임수를 연구하는 자가 자다라는 돌로, 세계에 비바람이라는 속임수를 일으켰다,
구름이 울부짖었고 바람이 한숨을 쉬었으며, 벼락이 세상에 떨어졌다.

비록 태양이 쌍둥이자리(Jūzā)675)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름이라는 검은 갑

옷(을 입은) 병사들이

[시Nazm] 바람은 술레이만의 허벅지 아래에서 불어왔고, 천둥이 울부짖고 번개가
번쩍이며 발생하였다.

운명이 매복한 곳에서 하늘이란 광장으로 진격하였고 게우르카의 울부짖는 소리, 천

둥이 검푸른 하늘의 구부러진 아치에 떨어졌다. 번개라는 화살이 천둥이라는 활에서 사

방으로 쏘아져나갔으며, 비로 화살을 만들어, 화살비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애정의

나날들에 혼란과 혼돈이 새로워져, 수많은 물이 구름의 눈으로부터 흘러내려 태풍이 일

어났다. [314]

672) 예언자 무함마드가 서력 630년에 하와진이라는 베두인 부족과 후나인 계곡에서 전투하여 승
리한 사건을 의미한다.

673) Qur'ān, Sūra al-Tūba : 25.
674) 이것은 몽골계 유목민들의 오랜 의례로, 자다石을 이용하여 비바람을 일으키는 비술을 의미한
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몽골비사이며, 본문에서처럼 ‘자다를 하다(Jada
medekün, 페르시아어로는 Jada karda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페르
시아의 마술(Jādū)에서 유래하였으나, 실제 이 비술을 행한 것은 돌궐계 부족이 시작이고 그것
이 몽골계 부족들에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다. 동물의 신체에서 추출한 자다石을 이용하여 비바
람을 일으키는 것을 ‘자다를 행하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박원길, 「고대 몽골의 자다(Jada)에
대하여」,『민속학연구』 4, 1997, pp.205-226).

675) 황도대의 3번째 성좌이다. 태양이 이 성좌에 있다는 것은 5월-6월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의 기후에 의하면 이 시기는 건기에 해당한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 시기가 1365
년 5-6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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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태풍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 너는 말하였지 구름이여, 그 때 노아의
기도소리를 들었다고.

땅에 내려앉은 수많은 물과 습기로 인해, 땅 위의 소는 마치 물고기처럼 물 위를

부유하였고, 전장을 뛰어다니는 말들의 손과 발은, 그들의 복부의 살들이 지표면과 겹쳐

질 정도로 진흙 위에 놓이게 되었다. 습기가 많아지게 되자, 활줄이 활의 뼈대 위에서

느슨해지고 떨리기 시작하여, 마치 마비 환자가 떠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늘어져

그 주변을 맴돌았다. 화살이라는 새가 깃털을 떨어뜨렸고, 부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습기로 인해 옷과 다른 도구들이 무거워져, 기병이나 보병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수많은 열정과 용기로 진

격하였고, 적군은 자신의 자리에 선 채로 펠트들을 머리 위에 펼치고 최대한 의복과 무

기를 비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펠트를 머리에서

내던지고 안정을 찾은 말과 보호된 무기를 이용하여 전투의 발톱으로 할퀴었다.

[시Nazm] 큰 고함소리가 양 군대에서 발생하였다, 세상은 좌우에서 소란으로 가
득하였다.
용사들의 포효 소리와 갈대피리(Karrnā)의 숨소리는, 하늘을 무너뜨릴 정도였다.
그 종말의 날과 가혹한 추위의 숨결로, 야란(Yalān)676)이 포효하고 화살비를 내렸
다.
머리칼을 쪼개고 생명을 태우는 화살(Bīlk)677)에 의해, 인장의 진주가 배꼽 뒤로 숨
었다.
눈길을 사로잡는 작은 화살의 위로를 받아, 숨이 몸을 흐르며 가슴을 태웠다.

사힙키란은 신의 도우심에 따라 좌측에서 공격을 행하여, 아미르 하미드의 형제인

셍굼 노얀을 수장으로 하였던 적의 우군을 패배시켰다. 그리고 일야스 호자는 이 상황

을 보고 달아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발이 올바른 방향을 벗어났다. 시라울

(Shīrāwul)678)과 핫지 벡을 수장으로 하였던 적군의 좌측 또한 아군의 우측보다 우세하

여, 틸란지와 진다 히샴을 몰아 아미르 후세인에게 이르게 하였다. 그들의 중군은 서로

676) 이란 고대 전설에서 투란의 용맹한 전사로, 비잔의 손에 살해되었다. 혹은 용맹한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677) 작은 삽 모양처럼 생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화살.
678) 『勝戰記』에는 이 이름이 계속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歷史의 精髓』에는 이 인물의 이름
이 ‘시르오굴(Shīr-oghūl)'로 되어 있다. 오굴은 아들, 왕자라는 뜻의 투르크 어이며(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81), 시르라는 단어는 사자를 가리키는 페
르시아어이다. 여기에서는 『勝戰記』의 여러 사본에 기재된 이름을 따랐으나 실제로는 시르
오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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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만났다가 흩어져 달아났다. 시르 바흐람과 풀라드 부카는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자

신의) 위대함을 최대로 발휘하였다. 그런데 핫지 벡이 아군의 우측을 막아서고 몰아내

었으므로, 파르하드와 우룽 티무르(Ūrung Timūr)는 그 상황을 보고는 혼란에 빠졌다.

맞은편에서는 아미르 샴스 앗 딘(Amīr Shams al-Dīn) 또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용

기의 손을 대담함이란 소매로부터 꺼내어 용감한 노력을 행하였는데, 사힙키란은 열의

의 불꽃을 태웠고, 능력의 발현처이자 신의 도움에 의존하는 손으로,

[시Nazm] 마치 물처럼 칼에서 불꽃이 튀었다, 태양(Chashima-i Āftāb)이 그것을
응시할 때.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대오가 나아갔다. 뱀이 철모 아래에 있을 때.

열일곱 개의 코슌과 함께 그들을 공격하였다. 공격의 바람으로 인해 두려움의 불꽃

이 그들의 인내라는 짚더미에 떨어졌다. 아미르 샴스 앗 딘은 그 분의 공격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힘의 고삐를 전장에서 돌려, 무력함과 패배감을 안고 달아났다. <(이는) 놀

라울 것이 없다.>679)

[시Nazm] 그의 공격이 분명해질 때 마다, 그의 존재라는 발은 잘못된 추측을 하
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사힙키란의 승리를 믿고, 다시 자신의 병사들을 모아 일어섰다.

[시] 군대를 파괴하는 왕의 승리로, 병사들의 몸에 다시금 생명이 돌아왔다.

사힙키란은 자신의 누케르인 타반 바하두르(Tābān Bahādur)를 아미르 후세인의 어

전에 파견하였다. “昨今의 평화는 아미르가 앞으로 나와 함께 공격하여, 그들이 대적하

여 맞설 힘이 전혀 남지 않도록 적들의 강력한 근간을 뒤흔드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입

니다.” 그러나 상서로움의 귀환처인 사힙키란의 떠오르는 힘으로 인해, 아미르 후세인의

운명의 별이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행운의 낮이 고통의 밤에 가까워졌다. 그리하여

<실로 신께서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저들의 상태를 변

화시키지 아니 하시니라>680)는 말씀에 따라 이때에 그의 천성이 정해진 상태를 벗어났

고, [316] 옳지 못한 인성과 비판을 받을 행동이 그에게서 나타났다. 즉, 타반 바하두르

가 그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무지한 말을 한 후에, 그를 넘어질 정도로 때렸다. 사힙

679) 이 단어는 아랍어(Lā Gharv)로 되어 있는데, ‘놀라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본래에는 “La
Gharv fi Dalika”이다.

680) Qur'ān, Sūra al-R'ad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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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란은 다시 아미르 후세인의 바하두르였던 말릭과 하마디(Hamadī)를 그에게 파견하여,

앞으로 나와 기회를 날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한 번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을 때렸고 저주의 말을 하였으며 오만하고 이기적인 말을 저주와 위협으로 늘어놓

았다. “설마 내가 달아날까봐 나를 앞으로 부르는 것이냐, 만일 네가 우세하게 되건 혹

은 적이 (우세하게 되건 간에), (너는) 누군가 나의 보복으로 생명을 잃을지 의심하고

있구나.”681) 말릭과 하마디는 슬퍼하며 그의 어전에서 되돌아갔으며, 사힙키란에게로 서

둘러 가서 그의 축복받은 고삐에 매달렸다. “(그는) 전혀 이 전투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마십시

오.” 그 분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노력의 손을 계속 뻗었다. 그렇게 각

기 두 방향의 좌익이 자신의 상대방을 몰아내고 계속 나아가 상대방을 통과하였고, 각

양 측의 군사들이 상대방의 자리에 이르렀으므로, 모든 자들이 (과거에 상대가) 있었던

그 곳에 안착하였다.

[시Nazm] 세계정복자는 말에서 내려왔다, 바로 그 군대 역시 일제히,
편안히 있기로 결정하여, 밝은 대낮까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밤에 아미르 후세인은 여러 번 사힙키란의 출석을 청하며 사람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 분의 영광스러운 마음은 그 근본 없는 움직임에 지쳤으므로, 대답하지 않았

고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Nazm] 다음 날 이 강력한 투르크 술탄이 중국의 바다로부터, 말의 고삐가 산
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양측의 군대가 모두 피에 이끌려졌고, 깃발을 세웠다, 비소툰처럼.682)

갈대 피리를 세웠다, 마치 부활의 날처럼. 죽음의 창촉이 드높은 편안함을 이야기
하였다.683)

운명은 창의 끝과 함께 하였으며, 재앙이라는 고래의 입이 열렸다. [317]

그렇게 전쟁 경험이 풍부한 용사들이 양측에서 쏟아져 나와 서로 뒤엉켰을 때, 패

배가 자타의 군대에게 발생하였고 (그들은) 전투에서 물러나 달아났다. 그리고 아군 병

사들이 달아나는 자들의 뒤를 쫓아, 그들의 생명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아

681)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말이 보다 직접적이다. “나는 적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만일 적이 너를 몰아내고 그대가 도망간다면,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 생각지 마라(ZT/Jawādī 1, p.340).”

682) Nizāmī, Khamsa : Sharaf nāma.
683)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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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그런데 당대에 극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었다. 즉, 이 상

황에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 있었던 아미르 샴스 앗 딘의 툭(Tūq)684)이 떠돌아다니던

병사 중에 어떤 무리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달아나는 자들의 뒤를 따라 서둘러 가고 있

었던 아군이 고삐를 돌려 그 툭을 따랐다. 패배한 병사들이 다시 모여들어 일제히 공격

을 행하였고, 진동이 시공간에 발생하였다.

[시Nazm] 사방에서 전사들이 떨치고 일어서, 도검을 서로에게 휘둘렀다.
화살촉 때문에 모두가 각기 갑옷이 되었고, 창촉이 마음과 눈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의 진리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행운으로 세워져 있던 깃발

이 불운의 역풍에 뒤엎어지고, 아군은 (처음에는) 우세하였으나 이후 달아나게 되었다.

[시Nazm] 강력한 하늘은 이와 같은 식으로 편안함을 나타내다가 고통을 불러 일
으켰다.

패주하고 날뛰고 추격하는 혼란 속에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진흙탕에 잠겼고, 무력

해졌던 적들이 우세하게 되었으며, 원한의 칼을 마음의 소망을 향해 겨누어 약 10000명

이 죽게 되었다. <신의 명령은 절대적 법령이라>685)

이 사건은 일란(뱀, Yilan) 해에 해당하는 766AH 라마단 월 첫 번째 날(1365년 5월

22일)에 나타났다. 우연히, 공기의 삼궁의 합일들 중에 10번째 합일(Qirān)686) - 즉 전

갈자리('Aqrab)에서 발생하였으며, 점성가들이 그것을 ‘몰래 이루어진 합일(Qirān-i

Mustaraqat)’ 이라 불렀던 - 이 그 날과 가까웠다고 하나, 그 이야기는 사건을 완성하

기 위해 기록되었을 뿐, 하늘의 상황을 증거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신외에 세

계에 실존하는 것은 없다.> [318] 아미르들이 그곳으로부터 되돌아와 키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무리로 하여금 제이훈 강을 건너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므로,

아미르 후세인은 사힙키란에게 말하였다. “무리들과 戶가 강을 건너도록 하는 것이 선

책인가?” 그 분은 대답하였다. “그들은 건너기로 결정을 내렸으나, 왕국을 내버려두어

외부인들의 속임수와 부당함에 짓밟히도록 놓아두는 것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병사를 모아, 적들에게 맞설 것이다.”

그리하여 아미르 후세인은 그곳에서 살리 사라이로 출발하였으며, (그곳에) 도달하

684) 이것은 몽골 투르크 유목부족에서 사용한 깃발로, 말꼬리로 그 끝을 장식하였다. 몽골제국의
성립 이후 이슬람권으로 건너와 일칸국, 티무르, 사파비 등 왕조의 역사서에서는 종종 관련 기
록을 찾을 수 있다.

685) Qur'ān, Sūra al-Aḥzāb : 38.
686) 이란본Ⅱ에는 8번째라 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10번째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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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모든 그의 무리들과 추종자들을 이동시켜 강을 건넜고, 언덕과 산맥들을 지나

시바르투 지역에 머물렀다. 그리고 정보원들을 임명하여, 만일 자타의 병사들이 온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힌두스탄 측으로 가고자 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아미르 후세인이

키시를 출발하였을 때, 군대 징집에 노력하였고, 훌륭한 방식으로 열 두 개의 코슌을 갖

추었으며, 티무르 호자 오글란과 차우르치(Chāwurchī)687)와 압바스 바하두르를 일곱 개

의 코슌과 함께, 전위의 관습으로 사마르칸트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차우르

치는 음주를 행하였고 술의 해악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아래의 시구와 같다)

[Shi'r] <향수를 지나치는 것은 쉽다, 나는 술의 해악으로 썩은 시신을 지나치는
것이 두렵다.>

그의 내면의 불잔에서 피어올랐던 나쁜 행동이란 지옥불이 입 구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여, 다우드 호자(Dāwud Khwāja)와 힌두 샤(Hindū Shāh)를 협박하였다. “그 자

[즉 사힙키란]는 너희를 잡아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에 파견할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

으며, 그는 지체 없이 너희를 없앨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달아남을 선택

하여 적을 향해 급히 나아갔다. 쿠크낙(Kūknak)688)란 장소에 이르렀을 때 자타의 군대

중에, 울룩 툭 티무르의 아들 케벡 티무르(Kipik Timūr)와 시라울과 핫지 벡의 아들 엔

케르 차크(Inkir Chāq)가 前衛로 앞에 와 있었는데, 그들의 안내인이 되어 티무르 호자

오글란과 차우르치와 압바스에게로 데려갔으며, 그들은 패주하여 그 병사 무리들의 계

약이 끊어지게 되었다. 사힙키란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행운의 업무에 아

직 미루어진 매듭이 남아 있어, 무던히 애를 써도 소용없음을 알게 되었다. [319]

[Shi'r] 689) <그 상황이 더욱 나아지도록 노력하였으나, 그를 돕는 것은 당대에는
없었다.>

아무야 강을 건너 발흐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세웠으며, 흩어졌었던 자신의 투

만과 무리들을 모았고 케벡 칸(Kipik Khān)의 투만과 울제이 부카 술두스의 투만 또한

모아들였다. 그리고 일부를 강가의 보호와 수호를 위해 임명하여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

고 경계하도록 하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은 크건 작건 간에 모두 알리

687) 차우르(Chāur)라는 단어는 습격, 공격, 찌르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차우르치는 습격하는
자 등의 의미라 볼 수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35).

688) 여러 판본에서 이견 없이 ‘쿠크나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지리사전에서는 이 이름을 찾
을 수 없다.

689) 이란본Ⅱ 미주 106에 의하면 첫 번째 반구는 이집트의 신학자이자 시인인 바하 앗 딘 아브시
히(Bahā al-Dīn Abshīhī)의 작품 Al-Mustaṭraf의 한 구와 매우 유사하다. 아브시히는 1389년에
태어나 1448년에 사망한, 야즈디의 동시대 인물이다(YZN/Ṣādiq, p.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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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그리고 티무르 호자 오글란의 죄악에 대해 처벌하였고, 행운과 세계 정복

의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움과 행운의 아침식사를 하였다.

[시Nazm] 언제든 기쁘게 보낼 수 있다면 호자여, 기회를 활용하라. 이 덧없는 세
계에서.

28. 자타의 군대가 사마르칸트를 포위한 이야기

자타의 군대가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때 그 때에는 어떤 성채도 없었으므로, 마울

라나자데 사마르칸디(Mawlānāzāda Samarqandī)와 마울라나 후르닥 부하리(Mawlānā

Khurdak Bukhārī)690)와 아부바크르 킬리비 나다프(Abūbakr Kilivī Naddāf)691)는, 도시

의 주민들을 격려하여 작은 골목을 닫고 도시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강력하고

훌륭한 권력 없이도 그 용감한 백성들은, 이처럼 수많은 사기꾼 군대에 대해 용감하게

일전 일퇴를 행하고 있었고, 적들에 대한 대응과 방어를 수행하여 그들의 장악과 점령

의 손이 그 도시 주민들의 물자라는 옷자락에 닿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

위의 나날이 장기화됨에 따라, 넉넉함이 퇴색되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지고하

시고 영광스러운 치료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은총이 도움을 주었고,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692)는, 영혼을 부여하는 미풍이 신의 자비가 불어오는 곳에서 불어

와, 역병이 자타의 말들에 발생하여 다수의 말들이 사망하였으니, 4명의 기병 중에 한

사람에게는 당나귀 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한 이유로 무력함과 혼돈에 사

로잡혀 바로 그곳에서 급히 되돌아갔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剪桶을 등에 묶고

걸어서 귀환해야 했다. [320] (사실) 군대에 맞서서 왕국을 수호하는 일은 왕들의 열의

및 그들의 유감스러움을 견뎌냄을 통해서 가능하였으나, (이것이) 백성들에 의해 발생

하였으므로, 상당한 힘과 선택권을 지니고 있었던 일부에게서 자만의 바람이 허풍으로

가득 찬 두뇌 속에 발생하였고, 대담한 발을 자신의 한계의 바깥에 두었다. 그리고 압

제와 武力의 손을 출혈과 무질서를 향해 열었다.

690) 이란본Ⅱ에는 ‘부하리’는 없다. 그러나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둘 다 존재한다.
691) 이 세 사람들은 사마르칸트 사르바다르들의 종교적 수장이다. 사르바다르란 본래 ‘교수대의
머리들(Sar_be_dā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 후라산의 사브자와르를 중심으로 일 칸국
말기부터 14세기 후반까지 존재하였던 다르비시들과 세속 군주들의 혼합 세력을 일컫는다. 하
피즈 아브루는 사마르칸트의 이 무리들을 사르바다르라 불렀고(ZT/Jawādī 1, p.344), 야즈디의
『勝戰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사마르칸트 인이라고 하였으나 간혹 ‘사르바달(판본에 따
라 사르바다르)’이라 불렀다. 사마르칸트의 이들 역시 타직인 종교지도자 출신으로 유목 부족
출신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브자와르의 사르바다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692) Qur'ān, Sūra al-Inshirā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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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아, 신이시어! 거지를 믿지 않도록 해주십시오.693)

자타의 군대가 되돌아가고자 하였을 때, 사힙키란은 (과거) 자타의 상황을 탐색하

기 위해 압바스 바하두르를 카할카로 파견한 상태였고, (그는) 그들의 상황을 조사한

후에, 이야기 되었던 대로 그 분께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훌륭한 판단이 자타의 병사들

의 귀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그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이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견된 자가 그 소식을 전하

였을 때, 아미르 후세인에게 극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하여, 즉시 시바르투로부터 출

발하여 살리 사라이로 향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자신의 戶와 무리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여 옛 유르트로 파견하였고 아미르 후세인을 맞이하고자 말을 몰았다. 바클란

평원의 입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격려의 관습을 서로에게 행

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며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관해 보

석들을 詳議라는 다이아몬드로 꿰었다. 그리하여 초봄에 함께 사마르칸트로 가기로 결

정하였다.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귀환하여 제이훈을 건너 여러 장소들을 거쳐 카르시로

들어갔다. 그 도시가 카르시로 이름을 얻은 이유는, 케벡 칸이 나사프(Nasaf)와 나흐샤

브(Nakhshab)로부터 두 파르상 거리에 어떤 궁정(Qaṣr)694)을 지었는데 모굴(Mughūl)

인들은 ‘城’을 카르시라 읽었기 때문이다.695) 그 분은 겨울을 그곳에서 머무르기로 하였

고 카르시에 성채 건설을 명하였다.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영예로 그 겨울에

(성채를) 완성하였다.

[시Nazm] 무엇이든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올바른 운명을 갖게 되었고, 희망의
씨앗인 영혼을 견고히 심었다. [321]

693) Ḥāfiz, Dīwān-i Ḥāfiz.
694) 페르시아어 사료에 등장하는 Qaṣr는 영어로는 ‘Residental Pavilion'으로 번역된다. (Pavillion
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이란의 주요 건축물인 정원 한 가운데에
세워져 있으며, 정원의 주인인 군주나 유력자가 업무를 보거나 일상생활을 누리고, 때로는 자신
의 주요 수집품들을 모아놓거나 그 건물 자체를 화려한 벽화 등으로 장식하는 등 다용도로 사
용하고 있는 영구적 건축물을 의미한다. 번역을 할 때에는 ’궁정‘으로 번역한다. 물론 그 외에
도 Bārghā, Kākh, Sarāy, Kūshk 등의 단어가 모두 궁정을 가리키는 단어이다(D. P.
Brookshaw, “Palaces, Pavilions and Pleasure-gardens : The context and setting of the
medieval majlis," Middle Eastern Literatures 6-2, 2003, p.204; p.211, n.21).

695) 고대 소그드에서는 나흐샤브(Nakhshab), 이슬람화 된 후에는 나사프(Nasaf)라 불렸다. 부하라
와 발흐를 잇는 길목에 위치해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하라로부터는 14일, 발흐로부터는 8일
거리에 위치한다고 한다. 투르크 식으로는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카르시’라 부르며 현재에도 이
이름이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 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에 활동한 바하 앗 딘 낙시반디를 위
한 성자전에 나사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카르시라는 지명으로 변화한 것은 이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14세기 초반, 케벡 칸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Dikhhudā; Ṣalāḥ ibn Mubārak
Bukhārī, Anīs-l-Ṭālibīn wa 'Uddi-l-Sālikīn, Istanbul: Hakikat, 2010,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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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미르 후세인과 행운의 사힙키란의 훌륭한 움직임이

사마르칸트 측으로 향하였던 이야기

태양이라는, 하늘처럼 영광스러우신 잠시드(Jamshīd, 태양)가 금성의 ‘고귀한 왕궁

(Sharaf Sarā, 물고기자리)’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달의 그림자를 자신의 고귀한 집(Bayt

al-Sharaf, 양자리)에 드리웠고, 꽃이라는, 터키석 왕좌의 자하크(Żaḥāk)가, 풀과 바질이

라는 군사들과 함께 정원의 주변을 안착을 위한 병영으로 삼았던 초봄에,

[시Nazm] 초원의 사방을 봄의 군사들이 장악하였으며, 보랏빛과 좋은 향기와 꽃
의 모습을 취하였다.
정원을 덮은 바람은 사향을 뿌렸고, 부채와 같은 나뭇가지를 지닌 나무는 은색 열
매를 맺었다.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맺었던 약속에 따라 진군의 깃발을 사마르칸트 방향

으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힘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천국의 형태를 지닌 그 지역의 외곽

에 안착을 위한 병영을 세웠으며, 겁 없는 사르바다르(Sarbadār)696)들의 축출이 聖俗697)

의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겼다. (그들은) 이 시기에 비어있는 여

러 영역에서 반역과 적대적인 행동을 하며 橫行하고 있었고, 살해와 약탈과 그 외의 다

양한 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 모두를 잡도록 명령이 반포되었다. 세계정복자

사힙키란의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판단은, 마울라나자데의 해방을 우선으로 여겨 그가

아미르 후세인의 무력으로 인한 타격을 [322] 벗어나도록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이 있었던 캉굴(Kānghul)698)에서 처벌의 칼에 맡겨졌다.

운명의 장부에 숙명이란 명령으로, <태양의 떠오름이 별들의 숨은 이후가 되듯이,

사힙키란의 통치라는 태양은 아미르 후세인의 소멸 이후에 떠오를 것이다.> 라고 정해

지고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때 아미르 후세인의 불운함의 증거들이 나날이 나타났다.

696) 이란본Ⅱ에는 ‘Sarbadāl'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을 따라 본문과 같이 하였다.
697) Dawlat wa Dīn : 본래 Dawlat는 과거 ‘행운’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몽골제국 시기
부터 차츰 현재의 의미인 정부와 관련된 의미로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Arkān
Dawlat'는 ’정부의 중진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종교(Dīn)와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세속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98) 주베이니의 『세계정복자사』에 따르면 사마르칸트 근교에 위치한 황야로, 훌레구가 1255년
이란으로 진격할 때 사마르칸트를 거치면서 이곳에 병영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TJ/Boyle,
p.612). 이곳은 이후로도 유목 정권의 병영지로 종종 사용되었는데, 티무르의 경우 유목민들을
모아 쿠릴타이를 행하거나 열병을 행할 때 이곳을 사용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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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자긍심을 지닌 군주로서 전혀 적절한 바가 아니었던 탐욕과 좀스러움과 궁벽

함이 그의 행동에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하여 온 마음을 기울여 물자의 징집과 창고의

비축을 요구하였고, 사힙키란의 동반자들과 아미르들에 대해 탐욕의 눈을 부라려, 아미

르 자쿠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아크부카(Āq Bughā)와 일치 바하두르와 다울라트

샤 박시의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였으며, 그 (금액을) 거두고자 세금 징수인

(Muḥaṣal)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 즈음에 진흙탕 전투 사건을 거치면서 수많은 물자

들과 저장물품들이 소모되고 약탈되어, 그들의 힘의 손은, 그가 탐욕의 가방을 그 위에

기우고 있었던 모든 비용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힙키란의 훌륭한 마음은 그

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금과 은으로 된 상당한 액수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였는데, 그 중에는 훌륭한 부인이신 울제이 타르칸 아가의 귀걸이와 목걸이도 있

었다. 아미르 후세인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남매의 소유임을 알아보았지만, 그의 탐욕의

편자는 형제자매로서의 의무까지도 외면하여, 그것에서 손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달구

어져 있었다.

[시Nazm]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군주의 업무가 올바르게 될 수 없다, 비천한 마
음은 세계에서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된 금액 중에 3000 디나르의 금액이 모자랐다. 바다와 같이

관대하신 사힙키란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 자신의 私的(Khāṣṣa)699) 말을 바쳤다. 아

미르 후세인은 그 분의 私的 말임을 알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과하며 말하였다.

“나는 살리 사라이로 갈 것인데, 이와 같이 제안한다. 적절한 양의 현금을, 딸의 약혼을

위해 호라즘의 후세인 수피(Husayn Ṣūfī)의 어전에 파견하고자 한다. 도움의 관례에 따

라 [323] 이 금액을 현금화 하여 나의 뒤를 따라 보냈으면 한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

은 살리 사라이 측으로 향하였고, 사힙키란은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정착지, 키시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금액을 현금화하여 아미르 후세인의 뒤를 따라 파견하였으며 사냥

을 결정하여 말을 몰았다.

30. 선동가들이 일으킨 혼돈으로 인해 사힙키란과 아미르

후세인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야기

그 후에, 당대의 마술사들이 새로운 장난을 계획하였으며 새로운 속임수의 체스 판

699) 이 단어는 ‘특수한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특히 군주나 고위지배
층 자신의 몫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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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짓의 장기 말을 세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비합법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아미르 후세인에게 증오를 느끼고 있었고 그 원한이란 묘목이 가슴이라는 정원으로부

터 솟아오르고 있었으나 사힙키란이 그와 동맹을 맺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대담한 발을 그에 대한 저항의 길에 둘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에 혼돈이

발생하기 시작되었다. 아미르 무사와 그의 처남이었고700) 바야지드 잘라이르의 아들이

었던 알리 다르비시(ʻAlī Darvīsh) 및 파르하드가 함께 속임수의 상자를 열었고, 우르다

카툰(Urda Khātūn)701)에게 이야기하여 서신을 써서 거짓과 무고의 글을 아미르 후세인

에게 파견하였다. 우르다 카툰은 타르마시린 칸의 카툰들 중에 있었으며 알리 다르비시

의 모친인 그의 딸은 아미르 후세인의 하렘에 있었다. 그 거짓 서신의 내용은 이와 같

다. <이것은 단지 널리 퍼진 거짓에 불과 하노라.>702)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사힙키란이 칸과 당신. 즉 아미르 후세인에 대해 반역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오만함의 손톱으로 불복종과 독립의 머리를 할퀴고 있고, 당신의 말과 행

동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고 지겨워하여, 전투를 결정하였고 그 준비를 행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이 그 거짓 서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

해 칸과 함께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야를릭(Yarlīgh)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사힙키

란 및 그 내용을 보고하였던 무리들로 하여금, 사마르칸트의 우르다 카툰 어전에 모여

그 이야기를 검토하고, [324]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였다. 사힙키란은 그의 상황이

라는 무대가 거짓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였으므로, 그에 관해 어떤 염려도 없이 곧

장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그러나 아미르 무사와 알리 다르비시와 파르하드는 그 분이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명예와 應報에 대한 공포,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소란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후잔트 방면으로 서둘러 갔다.

[시Bayt] 얼굴을 두는 모든 장소에서, 진실이 떠오르고 거짓이 가라앉게 하였
다.703)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미르 후세인의 귀에 들어갔고 조사 없이 남겨졌으므로. 지혜

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행운의 계시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일과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던 빛나는 판단력에 따라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들은 대로 추측한다

700)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조카(Barādar-zāda)라고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과 캘커타본에는
처남(Barādar-Zan)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아미르 무사와 알리 다르비시 (잘라이르)의 가문이
전혀 다르므로, 형제의 아들인 조카가 될 수 없어 본문과 같이 하였다. 『歷史의 精髓』에는 오
르두(Urdū), 혹은 오르두와(Urduwā) 부인으로 되어 있다.

701) 이 모음기호는 타슈켄트본을 따른 것이다.
702) Qur'ān, Sūra al-Sabā : 43.
703)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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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는 말씀에 따르면 귀耳라는 수평선에 떠올랐던 모든 소식이라는 별들이, 그 광선

을 귓구멍이라는 틈을 통해 대뇌라는 城에 비추었으니, 당연히 그 象이 내면의 장소에

발생할 것이며 마음이 그 영향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마음을) 단단히 잡아 보살

피지 않으면, 나쁜 자아(Nafs)705)에서 비롯된 유혹들이 이러쿵저러쿵 나불댈 것이다. 게

다가 아미르 후세인 자신의 본성의 근원에 변덕이 상당하니, 어쩌면 그 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상처는 비록 제거되더라도, 마땅히

그 흔적이 남을 것이다. 그리하면 이후로 그는, ‘물병자리의 주인’의 특징인 신중한 판단

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훌륭한 마음은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

각하였고, 생각이라는 걸음으로 그 사건의 굴곡진 곳을 횡행하였다. 이 때 시르 바흐람

과 바흐람 잘라이르는 그들 자신이 아미르 후세인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계속하여 그

와의 대화를 통해 방도의 그림을 처리의 판 위에 그렸다. 어느 날 사힙키란은 밝은 마

음의 숨겨진 바를 그들과 함께 상의하였을 때, 소망의 문이 그들의 희망의 얼굴을 향해

열려, 이전부터 그 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대의 가슴에 숨겨두었던 비밀을 거침없

이 혀에 옮겼다.

“아미르 후세인의 마음은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으니, 이 경우에 있어

서 올바른 판단은 그에 대한 반역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

연히 그가 우리의 의도에 대해 알게 되고 기회를 놓친 후에는, 어떠한 후회도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325]

[시Nazm] 이성의 충고를 만족의 귀로 듣는 사람은.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다리를
닫는다.

그들이 이에 관해 강력히 밀어붙이고 주장하였으므로,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마음

에서 발생하였던 우려가 힘을 얻었고, 그들과 함께 아미르 후세인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로 동의하여 계약을 맺고 이와 같이 정하였다. 즉, 시르 바흐람은 본래 자신의 유르트

였던 쿠틀란으로 가서 군대의 징집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힙키란은 이 방면에서 군사들

의 정렬과 도구의 준비를 수행한다. 시르 바흐람은 쿠틀란으로 향할 때, 하늘의 굴람인

사힙키란의 누케르들 중에 아딜(ʻAdil)이란 자를 데려갔고, 자신의 사람 중에 타 호자706)

를 남겨 두어 각자의 장소에서 아딜이 오고 타 호자가 가서 양측의 군대가 서로의 상

704) 이란본Ⅱ 미주 108에 의하면 이란의 속담 중에 하나이다(YZN/Ṣādiq, p. 1409).
705) 이 단어는 본래 영혼, 숨결, 피 등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요소들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다만 옛 글에는 이 단어가 사람의 자아, 그 중에서도 나쁜 영향
을 일으키는 자아를 의미한다고 한다. Ego와 같은 의미이다.

706)『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이름이 바라트 호자(Barāt Khwāja)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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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르 바흐람이 쿠틀란에 이르러 자신의 군대

를 모으고 하영지 바스 타르크(Bas Tark)707)의 상류로 들어가 그곳을 견고히 하였을

때,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기 시작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그에 대해 속임수의 방법으로 맞섰으며, 그를 자신의 행운의 기초

보다 더욱 빈약한 계약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려 복종케 하였다. 사힙키란이 그

에 관해 소식을 들었을 때 시르 바흐람에게 서신을 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항

의 기초는 네가 세운 것이며 반란도 네가 시작하였는데 현재 그에게 합류하여 스스로

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곧 그는 너에 대한 應分의 보복을 행할 것이며 후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로 이와 같이 되었다.

이 방면에서 사힙키란은 바흐람 잘라이르와 아미르 자쿠와 압바스 바하두르에게

군대를 주어 후잔트의 방향으로 파견하여 잘라이르 무리를 지배하게 하고, 이 반역의

원인이었던 아미르 무사와 바야지드의 아들 알리 다르비시를 붙잡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달아났으며, 바흐람은 잘라이르 울루스를 징집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하킴이 되었다. 그리고 칸과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반역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힙키란 몰래 자신에게 확실히 충성을 바치는 무리와 함께

[326] 말을 몰아 알리 다르비시의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자신의 무리들을 데리고 자타

방향으로 나아갔다.

31.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힙키란이 군대의 징집을 위해

사마르칸트로 갔던 이야기

행운을 동반하는 사힙키란은 사마르칸트 측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 군대를 모으고

자 하였다. 이 사이에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저항의 연결고리 중 첫 선동자였던 아미르

술레이만과 차우르치가 달아나 그의 어전으로 갔다. 그리고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형제 알리와 일야스와 핫지 마흐무드 샤는 모든 야사우르들과 함

께 복종의 허리띠를 매고 사힙키란의 가신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 분은 카라(Qarā)708)

와 힌두카 바룰라스를 사마르칸트에 다루가로 두었고, 귀환을 결정하여 말을 몰아 상서

롭게 나아갔다. 힌두카는 ‘힌두’라는 운명의 특성709)을 뒤엎고 달아나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갔고, 카라는 업무의 장악 및 질서 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에게 광기

를 부여하였다.

707) 이란본Ⅰ에서는 Pas-tark로 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Bas-Tark로 되어 있다. 모음표기는 타슈
켄트본의 모음 표기에 따랐다.

708)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그는 티무르의 형제이다(ZT/Jawādī 1, p.394).
709) Hindū라는 이름은 가신, 노예, 누케르라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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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방식이 어떻든 광기보다는 나을 것이다.710)

그리고 사힙키란이 군대 징집을 결정하여 왕궁(Dawlat-Khāna)에서 출발하였던 그

때에, 고귀하신 부인이신 울제이 타르칸 아가가 지병을 갖게 되었고, 이 작별의 시기에,

그의 우아함을 지닌 영혼이 그 분과의 한 몸이었던 집으로부터 사라져 신의 자비의 가

까이에 합류하였다. 당대에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수 천 가지 이야기가 행해졌다.

[시Bayt] 천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눈을 통해, 그 머리 위에 모든 애정의 검은 눈
길을 드리우는 장소,
그의 고고한 몸을 관 안에서 보았을 때, 히야신스와 같은 머리카락을 베어 길에 드
리웠다. [327]

승리의 사힙키란의 위대한 마음은 그 슬픔을 야기하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좌절

하였고, 그의 진실을 보는 눈은 마치 바다처럼 넓은 손이 보석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시Bayt] 비바람의 발생과 눈물의 홍수로 인해, 피눈물이 방울방울 거품의 형태가
되었다.711)

그 사건에 대한 처리는 좋거나 나쁜 자들의 힘과 선택권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

나, 거대하고 인내심을 지닌 손은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712) 라

는 단단한 끈으로 굳건하게 되었다.

[시Bayt] 좋던 나쁘던 모든 일에는 방책은 있다, 죽음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좋
은 방책을 얻을 수 없다.

희망의 사힙키란의 일족인 통치권의 후예 중에 위대하고 강력한 진주인 술탄 바크

트 베이굼(Sulṭān Bakht Bayghum)713)이, 그 발키시와 같은 부인의 위대하고 정숙한 진

주조개 중에 있었다.

[시Bayt] 드높은 천국이 그의 피난처가 되기를! 그 정원에서 그의 자리를 장식하

710) Rūmī, Dīwān-i Shams.
711) Khāqānī, Dīwān-i Ash'ār.
712) Qur'ān, Sūra al-Baqrah : 156.
713) 카툰, 하눔과 같은 의미, 즉 부인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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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실상 그의 高位의 기반이 파괴되는 시작점이자 행운의 장례식의 서막이었던,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건의 소식을 아미르 후세인이 듣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친족

관계에서 당연한 것이었던 천륜으로 인해 그의 괴로움과 슬픔의 가시가 슬픔의 영혼에

내려앉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힙키란과 맺었던 인척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점

때문에, 그의 희망과 지지의 기반이 무너졌다. 그의 슬픔에 관해 아픔과 유감의 혀로,

이 통곡의 詩가 읊어지기 시작하였다.

[시Nazm] 자매가 흙으로 돌아갔고 형제는 불꽃 위에 있다, 그의 바람은 손에, 그
리고 그의 손은 이 통곡으로 인해 머리 위에 있다.
친척이자 그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그 자가 멀어졌으니, 이 슬픔은 그 슬픔보다 더
욱 심하였다. [328]

32. 사힙키란이 아미르 후세인과의 전투를 결정하여 군대

를 이끈 이야기

아야트(Ayat, 말) 해에 해당하는 767AH 가을(1366년),714) 사힙키란이 수많은 군대를,

[시Bayt] 모두 전장의 풀숲에 있는 사자들이며, 단도를 든 전사들이었다.

정렬하여 아미르 후세인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말을 몰았으며, 아미르 사이프 앗 딘

을 여러 무리들과 함께 전위로 삼아 선두에 파견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시르 바흐람

을 속임수로 속여 비밀리에 재갈을 씌워 복종케 하였던 것과 같이, 사힙키란 또한 바로

그 방법을 통해 패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아! 안타깝구나.

[시Bayt] 하늘의 노예이자, 세계의 용사인 왕은 장난으로도 덫에 머리를 집어넣지
않는다.

714) 767AH은 서력으로 1365년 9월 18일-1365년 9월 6일에 해당하며, 그 중에 가을은 페르시아
력으로 미흐르 월부터 아자르 월까지이다. 767AH의 시작이 잘랄리 력으로 미흐르 월 10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가을은 767AH초(1365년 가을), 아니면 말(1366년 가을)
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부분은 뱀의 해이며 뒷부분은 말의 해이다. 그러므로 1366
년 가을, 히즈라 력으로 767AH말(1366년 가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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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말릭 바하두르와 압둘라 비러우(ʻAbd allah Bīrāwu)715)를 조약문과 함께 그

분의 어전에 파견하였으며, 속임수를 뒤섞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해왔고, 운명의 도움으로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수장이 되었으

며, 이후로도 줄곧 그와 같은 방식이 행해질 것이다. 또한 이 조약문을 완전히 신뢰하

여, 어떤 의심도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승전군이 카할카를 지나,

바이순(Bāysūn)716)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설치하였을 때, 말릭 바하두르와 압둘라

가 도달하였고,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으며, 아미르 후세인의 메시지와

그의 조약문을 바치고, 평화와 화해를 청하기 시작하였다. 행운을 동반한 사힙키란은 기

회를 포착하는 행운의 계시를 통해

[반구M iṣrā’] 그 조약문과 미풍에는 기댈 수 없다.717) [329]

이 조약문은 사실을 담고 있지 않았고 그 이야기들을 승인의 귀로 듣지 않아야 함을

알았다. 그러나 야사우르들은 타협의 이야기가 어쩌면 성사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

해 걱정하였고, 승리의 피난처인 대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그 상황에서 바흐람

잘라이르와 함께 후잔트로 갔었던 아미르 차쿠와 아미르 압바스가 도달하였고 아미르

들과 더불어, 저항을 고려하고 있던 야사우리들의 칼란타르(Kalāntar)718)들을 잡는 것을

善策으로 여겼다. 하늘의 도움으로 훌륭한 곳이 아니고는 그 광선이 드리워지지 않았던

사힙키란의 고귀한 태양과 같은 판단은, 그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고 행운의 혀가 지혜

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그 (설명의)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배와 독립의 초봄,

상서롭고 행복한 아침(초기)에 발생하였다. 만일 그들의 붙잡는다는 명목으로, 속임수라

는 먼지가 우리의 상황이라는 치맛자락 위에 앉게 되면, 다른 자들은 이 어전으로 피난

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들을 차지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도 그로 인해 질서를 얻지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왕궁을 훌륭한 업적이란 기반 위에 세운다면, 그 강력한 흉벽은 하

715)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그의 아들’로 되어 있으나 여타 사본의 형태에 따랐다.
716) 현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야(Surxondaryo) 주에 위치한 산악지역, 두샨베에서 남동쪽으로
142km 떨어져 있다.

717) Ḥāfiz, Dīwān-i Ḥāfiz.
718) Kalāntar는 어원상 Kalān (크다) + tar (비교급, 더) 의 합성으로 ‘더욱 큰’ 라는 의미가 일반
적인 의미이나, 큰 도시, 큰 부족, 나아가 어떤 무리의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전하였다.
Dikhhudā를 비롯한 여러 이란의 사전에서는 사파비조와 그 이후에 도시나 어떤 지역의 담당자
이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Habib al-Siyār에
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이란의 역사책을 기준으로 몽골제국 초기에
해당하는 ‘세계정복자사’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어 적어도 몽골제국 이후부터 보다 특수한 전용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몽골제국과 티무르 조 시기에는 사파비나 그 이후처럼 관직
명이 아니라 주로 ‘수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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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라는 아치의 무카르나스(Muqarnas)719)를 넘어설 것이고, 행운의 묘목이 정의로움과

훌륭함의 개울에서 물을 마신다면, 그 높은 나뭇가지가 행운의 과일을 맺고 행운의 그

림자가 두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렇게 추종하는 가신들을 지도한 후에, 야사우리들에

게 달래고 회유하여 귀환의 허락을 내렸다. 그리고 다른 군대들에게 귀환을 허락하였으

며 그곳에서 상서로이 귀환하여, 카르시가 그의 축복받은 안착의 영광으로 인해 드높은

하늘과 같은 지위를 얻었다. 아미르 후세인은 수많은 군대를 징집하여 시르 바흐람과

함께 그 방향으로 향하였다. 무바락 샤와 바얀 술두스의 아들 셰이흐 무함마드는 사힙

키란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으나,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가 급히 도달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33. 아미르 후세인의 속임수와, 타협을 위해 히즈르 하자나

다르를 파견한 이야기

아미르 후세인은 히즈르 하자나다르(Khiḍr Khazānahdār)720)를, (과거) 그것을 가지

고 맹세하였던 문서와 함께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파견하며 (말하였다.) [330] “우리 사

이의 갈등은 왕국의 황폐화와 백성들의 유랑의 원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본성이

무슬림들에 대한 관용과, 피지배민에 대한 자비로 고정되어 있어, 그런 상황은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방책을 취함이 옳겠다, 이측의 군대는 차가나

(Chaghānā)721)에 머무를 것이니 너희는 후자르에 (머물러라.) 그리고 각기 100명의 사

람들과 함께 탕 차크착(Tang-i Chakchak)722)에서 서로 만나 친애와 우정의 조약을 갱

신하여, 이후로는 선동가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혼란을 일으킬 여지를 남기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르지 못하여 왕국이 안정을 이루지 못함이 없도록 하자.”

올바르게 처리하시는 사힙키란은 빛나는 판단의 빛으로, 그 조약의 대가는 고통에

(있고), 그 조약의 기초와 근간은 아픔에 있으니, 믿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시Bayt] 뱀은 항복을 청할 때723) 혀를 내놓지만, 그의 이빨은 독을 지니고 있다.

719) 이슬람의 건축 장식 중에 하나, 이완이나 테라스와 같은 아치 모양의 거대한 건물 지붕을 작
은 아치 모양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형태를 말한다.

720) 창고(Khazān)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721) 이 지명은 옛 아랍 사료에 차가니안(Chaghāniyān), 혹은 사가니안(Ṣaghāniyān)이라는 지명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사산조 말기에 ‘차간 쿠다흐(Chāghān Khudāt)’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
고, 그 중심지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의 Denaw(두샨베에서 남서쪽으로 8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도시명)였다고 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72-3).

722) 지명 중에 탕(Tang-i)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있으면 계곡을 의미한다.
723) “Zīnhār”라는 단어는 본래 적장에게 항복한 성채의 수장 등이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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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미르들은 글자 그대로, ‘선책은 타협에 있고, 발전은 동맹에 있다’고 여겼

다. 그리하여 그들의 판단에 따라, 아미르 후세인과의 조약 및 약속을 상호 관계의 기

반으로 삼았으며, 군대를 후자르에 두고 경험이 풍부한 300명의 보충군을 믿을 만한 말

과 더불어 선발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즉, 신중한 고려로 200명

의 기병을 디나우(Dinaw)724)에 두고, 100명과 함께 약속 장소인 탕 차크착으로 가는 것

이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아미르 후세인이 눈다크(Nūndāk)에서 시르 바흐람을 죽였으

므로 사힙키란이 이야기하였던 그대로 되었다.

[시Nazm] 물병자리의 주인께서 하신 말씀은 운명의 해석이다, 그들이 무엇을 이
야기하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000명의 선택된 기병들을 원정의 방식으로 사힙키란을 향해 빠르게 파견

하였다. 그 분의 굴람(Ghulām)725)들 중에 어떤 타직(Tājīk) 인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는

데, (그곳에서) 달아나 최대한 서둘러 상황을 報告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분이 디

나우에 안착하였을 때, 그 타직 인이 밤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영광스러운 거주

지의 문에, 바흐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누케르가 출석하였는데726) [331] (그는) 실

상황에 대해 숙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의 상태를 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의) 지혜

와 지식이 부족하여 그것을 진실로 여기지 않았고, 모든 아미르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두려움의 원인이 될 것이니,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때려서 내쫓았으며 스스로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

의 기병들이 새벽에 홍수처럼 급히 도달하였다.

사힙키란은 우연히 그들이 도달하기 전에, 조약 장소를 향해 말을 몰았다. 그리고

군대의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아갔다. 탕 하람(Tang-i ḥaram)에 도달하였을

자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724) 앞에서 언급한 차가니안의 중심지.
725) 굴람(Ghulām)이라는 단어는 현재는 ‘노예’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쓰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특히 비 투르크계 왕조에서 투르크 용병군을 사용할 때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
나 이 곳에서는 반대로 투르크 군주에게 복종하는 타직인을 지칭하고 있다. THTB에서는 이를
‘소작인Peasant’으로 번역하고 있지만(THTB/Darby, p.75), 투르크 군대간의 전쟁에서 타직인
소작인이 간여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부족군이 주 세력인 투르크 군대 내의 비
부족 타직인 군대를 용병처럼 여겨 ‘굴람’이라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 군 내의 비부족
타직인 군대에 대한 연구는 Beatrice Forbes Manz,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등이 있다.

726) 이 부분에 대해 『歷史의 精髓』의 기록은 다소 다른 편인데, 바흐람 (잘라이르)가 자신의 굴
람 카바크(Kābāk)라는 자를 급히 파견하여 티무르에게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그 굴람이
극히 무지하여 ‘아미르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중인데 이 소식을 알리게 되면 소동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ZT/Jawādī 1,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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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신의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적들에 대해 길을 봉쇄한 후 전투에 돌입하였다.

[시Nazm] 일전 일퇴의 포효소리가 발생하였다, 작은 창(Jūbīn)727)과 화살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왕의 도검은 물을 붉게 물들였고, 모든 곳이 튤립처럼 (붉게 물들어) 땅에 떨어졌
다

예리한 칼의 타격과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으로 그 군대가 사기꾼을 저지하였을

때, 그곳에서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 적에게 공격을 가하여 전사들이, 두 자그달릭의 강

이 서로 만나는 곳728)이었던 카탈라시(Qātalash) 지역까지 갔으나, 그곳부터는 적들에

맞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반구M iṣrā’] 절망에 빠져 패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속임수의 소식이 후자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군대들이 모두 뿔뿔

이 흩어졌다.

[시Nazm] 이 회전하는 하늘이, 서두르는 이들의 등을 구부러뜨릴 줄은 몰랐다.
이 낙타를 고양이들이 맞선다니 무슨 소리인가, 혼절하거나 혹은 스스로 잠에 들게
된다.

사힙키란은 그의 어전에 남아있었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후자르를 통과하여 카

르시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여, 정숙함과 열의의 축이었던 존경

받는 하렘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을 마한에 있는 산자르(Sanjar)729) 인들, 즉 사힙키란

에게 이전부터 추종과 봉사를 바치고 있었으며, 그들의 충성이나 한 뜻에 대해 믿을 수

있었던 이들 가까이로 옮기는 [332] 것을 善策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이 편안

해지면 적에 대한 일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판단한 후, 바로 그 날 밤에, 부르다

릭(Būrdālīgh)730) 외곽에 위치한 이스학(Isḥaq) 우물을 약속의 장소로 삼고, 각각 자신

의 장소와 피난처로 서둘러 가서 다급한 일들을 처리하고는, 바로 그 밤에 가족들과 함

727) 일반 창보다 짧아서, 보통 던져 맞추는 용으로 사용하는 창의 일종.
728) 앞서 자그달릭은 현재 타지키스탄을 가로지르는 수르한다리야 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강
의 두 지류가 만나는 곳은 현재 디나우 남쪽 14km 떨어진 곳이다.

729) 산자르 인들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이름을 통해서는 셀주크 조의 술탄 산자르를 떠올릴
수 있고, 술탄 산자르의 수도가 메르브였음을 상기할 때, 셀주크 조의 잔여 투르크 세력이라 생
각할 수 있다

730) 타슈켄트본에는 부룬 알릭(Būrūn-Alīgh)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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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동하였다. 다음 날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가 카르시에 이르렀고 아미르 무사와 아

미르 힌두샤가 성채에 들어가, 거주를 위한 도구들을 펼쳤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이스학

우물로 와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약속하였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들였고, 그곳

으로부터 이동하여 마한 방면으로 나아가 아무다리야 강을 건너 황야로 들어갔다. 사힙

키란은 헤라트의 말릭과 무함마드 벡 자운 쿠르바니의 어전에 각기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신들이 갔다가 돌아오

기까지 두 달 반 동안 鹽水 우물의 초입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세웠다. 그 동안,

후라산으로부터 마와라안나흐르를 향해 가는 도중에 그곳에 이르렀던 모든 카라반을

막아 세웠고, 사신이 귀환하였을 때 훌륭한 마음에 그려져 있던 정교한 기지에 따라,

‘헤라트의 말릭이 우리를 청하고 있다.’ 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카라반들에게 출발

을 허락하는 동시에 스스로는 말을 몰고 그들 앞에서 헤라트로 향하였다. 상인들은 카

르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헤라트의 말릭 어전에 갔다.’고 소식을 전하였다. 아미르 무

사는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의도도 없이 우연히 보고 이야기하였던 그 소식을 신뢰하였

고, 카르시 성채 바깥으로 나가 군대를 징집하여 7000명의 기병과 함께 빔라그

(Bīmrāgh)731) 지역에 안착하여, 우즈켄트(Ūzkent)732)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말릭

바하두르 또한 쿠슌의 아미르들 및 5000명의 카라우나스(Qarawunās) 기병들과 함께 아

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부터 와 있었는데, 후자르를 건너 쿠르가슌(Q.R.GHĀSHŪN?)

테페(Tūpe)733)와 곤바드-루리(Gunbad-i Lūlī)에 안착하였다. [333]

34. 사힙키란이 카르시 방면으로 향한 이야기

731)『歷史의 精髓』에는 Māmurgh로 되어 있으며(ZT/Jawādī 1, p.398), 샤미에는 Bāymorāgh로
되어있어 정확하지 못한 지명이다.

732) 일반적으로 ‘우즈켄트’라는 단어는 현 키르기즈스탄에 위치한 페르가나 분지의 우즈켄트로 유
명한데, 또 하나의 Ūzkent가 있다. 보일(Boyle)은 세계정복자사에서 구르 칸의 창고가 위치하였
던 Ozkend를 페르가나의 Ozkend가 아닌, 시르다리아의 Suqnaq과 Jand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
치한 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TJ/Boyle, p.64). 이 의견은 바르톨드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79). 그러나 이 둘 다 페르가나 방면으
로 다소 먼 편이다. 『歷史의 精髓』에는 아바켄트(Awākent)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398).
한편 가즈나 조 사료 중에 Zayn-l-Akhbār에는 카라한 조 칸의 형제인 일릭 아부 하산(Ilig
Abu’l-Ḥasan b. Naṣr)이 부하라에 있다가 그곳의 사람들을 자신의 거점인 우즈켄트로 파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때 보스워스는 이 우즈켄트를 페르가나의 우즈켄트로 보았다('Abd al-Ḥ
ayy ibn Z̤aḥh ̣āk Gardīzī., The ornament of histories : a history of the Eastern Islamic lands
AD 650-1041, tr. and ed. by C. edmund Bosworth, London & New York: I.B. Tauris, 2011,
p.79; p.138, n. 119).

733) 역시 ‘QRGHĀSHŪN’ 테페라는 이름으로는 찾을 수 없으나 쿠르곤 툽파라는 이름을 지닌 지
명은 존재한다. 타지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두샨베 남쪽으로 61km 떨어져 있다. 한편,
‘테페’라는 단어는 본래 투르크어에서 언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페르시아어로는 모음이 변화하
여 ‘투페’, 혹은 ‘투베’라는 발음으로 변화하였지만 원래 투르크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본문에
서는 해당 단어가 나오면 ‘테페’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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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 의탁하는 자 누구든 신으로 충분하니라, 실로 신은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시나 모든 것에 일정한 한계를 두셨노라.>734)라는 지고하신 신의 말씀에 따르면.

세계의 업무들의 흐름과, 좋고 나쁨,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발생은 신이 정하신 운명의 결

과이다. 그리고 와지르가 없는 왕의 지배 하에서, <그분은 종들을 지켜보시어 가장 위

에 계시며 만사형통하심이라.>735)

[시Nazm] 만일 코끼리의 발이 있다면, 그리고 만일 개미의 깃털이 (있다면) 모든
것이 이보다 약하거나 강할 것이다.
힘을 순결한 운명에게 보내었을 때, 개미에게 뱀으로 인해 죽음이 발생하였다.

꽃이 모든 소망을 바람이라는 꽃밭에서 신의 보호라는 산들 바람으로 피우기 시작

하였던 것처럼, 다른 수단들은 모종의 원인이 있었다. 승리의 명령은 ‘승리의 서

(Nāma-yi Futuḥ)’ 위에 신의 도움인 모든 행운의 펜으로 <신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그

분이 원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736)이라 기록

하였으며, 수많은 군대와 충분한 세력은 이 작업장에서 하나의 전설을 남겼다.

[시Nazm] 너의 이 醉함은 다른 취함으로 인한 醉함이다, 그리고 너의 존재(Hastī)
는 다른 존재를 위한 존재이다.
만일 그가 머리를 생각의 옷깃으로 잡아끈다면, 너의 이 손은 다른 손의 소매이
다.737)

그리하여 모든 것을 통찰하는 눈은 성공이라는 코흘로 인해 밝아졌고, 이런 의미를

지닌 광선이 그의 빛나는 마음이라는, 완성을 안내하는 술잔 위를 비추었다. 발생하였던

모든 일들과, 직면하였던 모든 중요한 업무로 인해, 죄에 머물러 있던 손이 신에게 의존

하는 굳건한 줄을 단단히 잡았고, <나는 나의 길을 신께 의탁한다>738)는 팔의 힘으로

결정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시Nazm] 신에게 피신하였고 좋고 나쁜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어전에 도움을 청
하였다. [334]

734) Qur'ān, Sūra al-Ṭalāq : 3.
735) Qur'ān, Sūra al-An'ām : 18.
736) Qur'ān, Sūra al-Rūm : 5.
737) Kasāy, Rubā'iyat.
738) Qur'ān, Sūra al-Ghāfir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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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는 누군가에 따라 그에게 의지한다>는 말씀에 따라, 소망의 (문)고리

가 달려 있던 모든 희망의 문을 지체 없이 열었으며, 희망이란 얼굴은 그 목표를 도달

케 하고자 사방으로 환영의 마차를 보냈다.

[시Nazm] 행운이라는 덫으로 사냥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의존의 말 위에 타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옳고 정확하다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는, 사힙키란의 상서로운 상황

이었다. 억류하였던 상인들에게 떠남을 허락하였을 때, 그들의 면전에서 헤라트의 방향

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간 후에 영광스러운 장소로 귀환하였고 카라반들이

그곳에서 카르시로 갈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 후에 적들에 대한 보복을 결정하여 노력

의 허리띠를 용기의 허리에 묶었는데, 그 때에 그 분의 동반자로 243명 이상이 남아있

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을 했을 때는 신께 구원을 청하라>739) 는 말씀에 따라 온전

한 고귀함과 진실된 의도로 승리를 사여하는 신에게 의존하여 그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카르시로 향하였는데, 그 지역에서는 12000명740)의 기병들이 수많은 아미르들 및

사령관들과 함께, 증오의 매복 장소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극히 용감한

일이자 판단이며, 용사다움과 바하두르다움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시Nazm] 신의 어전에 수많은 특수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이해
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밤을 틈타 진격하여 아무야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 밤에 친히 40명의 사람과 함께

말을 강으로 몰아 헤엄쳐 건넜다. 그리고 후스타르(Khustār) 마을을 포위하여 어느 누

구도 소식을 다른 곳에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그 곳에서 배를 얻어 강의 맞

은편으로 파견하여, 나머지 군대들이 배로 건너오도록 하였다. 그 승리를 유발하는 공격

에 동반하였던 용감한 근신들 중에 소유르가트미시 오글란(Suyūrghatmish Ūghlān)741)

이 있었고, (또한) 두글라트(Dūghlāt) 부족 출신이자 사힙키란의 누이 쿠틀룩 타르칸 아

가의 부군이었던 아미르 다우드와, 아미르 자쿠 바룰라스와 그 분의 다른 여동생 시린

739) Qur'ān, Sūra al-al-'Imrān : 159.
740) THTB와 이란본Ⅰ, 타슈켄트본 등에서는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란본Ⅱ에서는 2
천명으로 되어 있다. 앞서 아미르 무사의 군대만 해도 7000명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2000명이 더욱 정확해 보인다.

741) 소유르가트미시 오글란은 훗날 티무르가 자신의 허수아비 칸으로 세우는 칸이다. 그는
771AH(1370년)에 등극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767AH 가을(1366년)에 이미 티무르의 근신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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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 아가(Shīrīn Bīk Aghā)의 부군이었던 아미르 [335] 무바야드 아룰라트, 그리고 아미

르 사르부카 잘라이르와 후세인 바하두르(Ḥusayn Bahādur)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 니

쿠즈(Amīr Sayf al-Dīn Nikūz)742)와 압바스 바하두르 킵착과 아크부카 바하두르 나이

만(Nāymān)743)과 마흐무드 샤 부하리(Maḥmūd Shāh Bukhārī)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아가 밤에 부르달릭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무사의 사신들이 그

곳에 있었다. 그들을 붙잡았고 부르달릭의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여, 그 밤에 그곳에 머

물렀다. 다음 날 저녁 늦게 출발하여 용기 있게 길을 나섰고, 밤에 옛 파즈드

(Fazd-Kuhna)744)란 곳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길을 장악하고 매복하여, 누구든 와서

물을 얻고자 하면 그를 억류하여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밤이 되자 상서로이 말을 몰

아 시르켄트(Shīrkent)745)로 왔다. 아미르 자쿠는 그곳에서 고하였다. “(저희가) 신에게

의지하여 아미르 무사 측으로 야습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일 그를 잡는다면 소

망의 뜰을 성취의 발에 맡기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힙키란은 (그 분에게 내리신, 신의) 도움의 계시를 해석하여 말하였다. “우리 사

람들은 매우 적다. 만일 신께서 그러시진 않겠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발생한다면, 다시

(군대를) 징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카르시로 가서 오

르내릴 만한 장소에 대해 살피고 일의 (처리) 방식에 대해 생각해서 올 때 까지 머물러

있어라.” 행운의 음성이 마음의 귀에 들리기를,

[시Bayt] 태양이 스스로 병사들을 쳐부순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어 벗
이 되어라.746)

즉시 상서롭고 행복하게 말을 몰았고 무바샤르(Mubashar)와 압둘라를 동반하였으며

빛나는 번개처럼 카르시로 달려 성채의 해자 가장자리에 안착하였는데 해자의 물이 매

우 많았다. 말들을 무바샤르에게 맡겼고, 해자 위에서 물이 성채로 들어가는 통로였던

타르나비(Tarnāvi) 통로를 통해 친히 무릎을 꿇은 상태로 물에 들어갔다. 그리고 얕은

물길을 나아가, 흙을 쌓아둔 제방으로 나왔다. 압둘라 또한 뒤를 따라 서둘러, 세계에서

희소한 그 사건의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후자르 방향으로 난 대문에 이르렀을 때, 위

742) 캘커타본에는 투쿠즈(Tukūz)로 되어 있다. 그러나 『集史』에 ‘네쿠즈’라는 종족명이 있어 이
와 같이 비정하였다.

743) 이란본Ⅰ에는 타이만(Tāymānd)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이만이라는 종족이 있기 때문에 본
문과 같이 하였다.

744) 캘커타본은 Qard-i Kohne로 되어 있다(YZN/al-Hadār, p.256). 이란본Ⅰ은 파르드(Fard)로 되
어 있고, 타슈켄트와 이란본Ⅱ은 본문과 같이 되어 있다.

745) 현재 카르시에서 서쪽으로 약 20킬로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이란본Ⅰ에는 샤흐레-켄트라
되어 있으나 본문이 더 적절해 보인다.

746) 이란본Ⅱ 미주 111에 의하면 니자미(Nizāmī), 『함자』(Khamsa : Laylī wa Majnūn)를 약간
변형을 가한 것이다(YZN/Ṣādiq, p.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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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힙키란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336] 그 뒤에 흙이 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되돌아가 성벽의 주변과 사방을 경계의 눈으로 둘러보았으며, 그 벽이 (다른 곳 보다)

낮았던 곳을 찾아 압둘라에게 말하였다. “전투의 사다리를 둘 장소는 이곳이다.” (그리

고) 왔었던 그 통로를 통해 되돌아갔고 최대한 빨리 군대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바로 그 밤에 카르시로 달려왔고, 43명은 말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두었으

며, 100명은 부르달릭에서 가져왔던 사다리들과 함께, 자신이 말하였던 바로 그 길을 통

해 성채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다른 백 명과 함께 행운의 입구(Futuḥ al-Bāb)를 살피며

서 있었다. (목표에의) 的中을 상징하는 판단에 따라 성채의 제방으로 나왔던 용사들은

압둘라에게 알려주었던 바로 그 장소에 사다리들을 두고 성벽 위로 올라갔으며 도검을

빼어든 채로 대문 방향으로 서둘러 갔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수비대들은 마치 연인들

의 눈과 마음처럼 취하여 잠들어 있었는데, 칼을 그들에게 아끼지 않았으며 그 중에 어

느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다. 다르비시 비키(Darwīsh Bikkih)는 대문의 자물쇠를 칼로

부수었고 사힙키란은 명령을 내려 부르구(Burghū)747)를 불도록 하였다.

[시Nazm] 명령을 내려 가슴을 증오로 가득 채우고, 숨이 숨구멍 안에서 굳어지도
록 하였다.

그리고 쉼 없이 병사들과 함께 요새로 진격하였으며, 일전 일퇴의 울부짖음으로 인

해, 진동이 그 성채에 발생하였다. 카르시의 주민들은 부르구 부는 소리로 인해 잠이

눈에서 달아났고, 혼돈의 연기가 머리로부터 피어올랐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처

리의 화살이 행운의 활시위로부터 (날아가) 승리의 과녁에 적중하였다. 승전군이 요새

장악을 행하여, 아미르 무사의 처자와 그의 예속민들을 붙잡았고 사람들을 구덩이와 감

옥에 가두었는데, 사힙키란이 이 후에 자신의 사위로 삼는 영예를 내렸던 아미르 무사

의 아들 무함마드 벡(Muḥammad Bīk)은 당시에 어린 나이었다. 그 분은 명하였다. “그

를 숨겨 달아날 기회를 주어라, 그리하여 부친에게 도달하면, 그의 군대는 두려움으로

인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무함마드 벡은 바로 그 날 밤 부친에게 합류하였으나, 그들은 이 패배의 의미를

[337]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여 퇴각하지 않았다. 아미르 무사는 즉시 말릭 바하두르의

어전으로 사람을 파견하였고 그에게 사건의 정황에 대해 소식을 전하였으며, 서로 모여

군대를 징집하였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 때가 정오에 이르렀을 때 12000명의 기병과 함

께 성채를 포위하였다. 타이치우드(Tāyjiut) 출신이었던 아미르 무사는 도시의 대문 맞

은편에 자리하였고 말릭은 카라우나스 군대와 함께 후자르로 향하는 대문 맞은편에 자

리하였는데, 사힙키란이 친히 도시 대문 보호를 담당하였고 아미르 사르부카가 동행하

747) 경적, 혹은 관악기 (피리)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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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아미르 다우드와 아미르 무바야드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에게 후자르 대문의 보

호를 명하였으며 소유르가트미시 오글란과 아미르 압바스와 후세인 바하두르와 아크부

카와 다른 아미르들을 성벽과 탑에 배치하였다. 아미르 무바야드 아룰라트는 30명과 함

께 대문 바깥으로 나아가 그 적의를 지닌 병사들을 공격하였고 불꽃이 흐르는 예리한

칼로 용감한 행동을 행하였으니, 루스탐과 이스판디야르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당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별것 아니게 느껴질 정도였다. 60마리 말을 그들에게서 취하여 성

채로 데려갔다.

[시Nazm] 샤의 영광으로 바깥으로 나가 전투를 벌이고 돌아왔다, 말을 몰고 말을
잡아 다시 돌아왔다.

이 사이에 두르카 바하두르(DūrkAHbahādur)는 적진에서 이탈하여 요새로 들어왔고

행운을 동반한 가신들의 대오에 배치되었다. 사힙키란은, 바로 그 날 바깥으로 나가 성

취를 거두는 팔의 힘과 승리를 새긴 도검의 타격으로 적들에게 낮에 별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였다.

아미르 사이프 앗 딘은 별들의 법칙과 占星(Raml)748)의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 보

고하였다. “오늘은 머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일 아침이 극히 상서로운 때입니다.”749)

이 보고는 받아들여져 바깥으로 나가려는 결정이 중지되었다. 적진에서 다시 티즈크지

(TĪZKJĪ) 바하두르가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두 구부러진 창(Darr)과 방패들을 들고

대문 가까이로 왔으며, 밤에 신중을 기하여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란 깃발이 수

평선이란 매복 장소로부터 떠올랐을 때, 일치 부카 바하두르와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가,

대문의 다리를 내려뜨리고 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요새 바깥으로 나와 예고 없이 적진

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머리를 쳐부수는 칼과 생명을 앗아가는 단도로 전장의 흙과

피가 뒤섞이게 하였다. [338]

[시Bayt] 단도의 울리는 소리가 하늘에 이르렀고, 피의 흐름이 카르시에서 제이훈

748) 본래 이 단어는 ‘모래’를 의미하지만, 점을 치는 데에 이용하는 부드러운 모래, 즉 ‘아르스톨라
베의 보조수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어로는 흙점(Geomancy)이라 번역할 수 있으며, 땅의 형상
이나 약간의 모래가 뿌려진 모습을 해석하고, 이에 점성학적 해설을 부가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의 일종이다.

749) 이란과 이슬람의 점성술의 갈래 중에는 그 날이 상서롭거나 상서롭지 못함을 예측하는 학문
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Hemerology라 부른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달이 1달을 주기로 하늘에서
매일 마다 위치하는 28수(Manzel_mansion)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봉하였던 이들은 달의
위치에 따라 진격할지 말지, 전쟁을 치룰 지 말지, 행사를 개최할지 말지 등을 결정하였다
(Ebied and Young, “A Treatise on Hemerology Ascribed to Ǧa'far al-Ṣādiq," Arabica, T. 23,
Fasc. 3, 1976, pp.296-307; T. Fahd, “NUDJŪ (AḤĀ al-)," Encyclopaedia of Islam 8, New
edition, Leiden: Brill, 1995,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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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

사힙키란의 명령으로 알리 샤(‘Alī Shāh)와 다르비시크 부르구치(Darvīshik

Burghūchī)가 200명의 기병 및 기병을 쳐부수는 보병들의 도움으로, 성채 바깥을 향해

진격하여 증오의 불꽃을 피웠고 승리를 밝히는 깃발을 세웠다.

적들 중에, 타가이 부카 바하두르(Taghāy Būghā bahādur)가 긴 도검으로 공격하

였는데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는 그의 길을 가로막고 한 번의 타격으로 그를 넘어뜨렸

다. 아미르 무사의 병사들 중에 어느 우즈벡(Ūzbik) 젊은이가 있어 극히 용감하였는데,

만용으로 인한 착각이 두뇌에, 젊음의 자만심이 머리에 (가득 차), 엘부르즈(Ilburz)

산750)이 그 타격의 열기로 인해 흔들릴 정도였던 철퇴를 손아귀에 (두고) 전투에 나서

고자 하였다. 카잔 부카(Qazān būghā)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그의 양 손을 붙잡

아 발을 자리에서 뗄 수 없게 하였고, 어떤 사람이 도달하여 그를 도검으로 살해하였

다.

[시Nazm] 자신의 용기로 마음에 두었던 모든 것이, 그의 자만으로 인해 갑자기
머리를 바람에 날려 보냈다.

아미르 사르부카와 일치 바하두르는 증오의 활의 활줄을 잡아당겨, 대문 위에서 화

살비를 내렸다.

[시Nazm] 화살을 흩뿌리는 엄지로부터 (화살이) 흥분하여 나아갔고, 활의 한 귀퉁
이가 비밀을 듣게 되었다.751)

하늘은 벌과752) 화살로 된 몸, 철로 된 화살 등으로 가득하여 굽어졌다.

바하두르들의 화살이 성벽 위에서 적들의 상황이 쇠락케 하였고, 적들의 영혼이 화

살촉으로 쏘아 (생겨난) 굴 바깥으로 뛰어나왔을 때, 세계의 판결이 수면 위로 떠올랐

다.

[시Nazm] 화살촉으로 인해 전사들의 마음이 지치게 되었고, 생명에 대한 걱정으
로 인해 하늘의 길이 닫혔다.

750) 현재에는 ‘엘부르즈 산맥’이 이란의 북부, 카스피해 남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산맥을 의미하
지만, 티무르 조 사서에서 실제 지명으로서 ‘엘부르즈 산’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가로지르는
카프카스 산맥을 의미한다.

751) Asadī Tūsī, Gharshāsb nāma.
752) 이 단어는 사본 및 출판본마다 서로 다르다. 이란본Ⅰ에는 화살, 타슈켄트본에서는 ‘날카로움’
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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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은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용 장막을 던지고 카파낙(Kapanak) 펠트를 머리에

펼치고 달려가서, [339] 경계를 위해 파 두었던 해자로 피난하였다. 승전군은 그들을 그

곳에서도 몰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천막을 지나쳐 도시의 골목으로 달리게 하

였다.

[시Nazm] 용사들 모두가 달아났다, 마치 으르렁 거리는 사자에게서 사슴 무리들
(이 달아나는 것과) 같이.

적의 병사 중에, 타바콜은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가하였으

며 적의 보병들은 강력한 손을 화살비로 열어, 승리를 동반한 군대들을 되돌려 보내고

자 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15명의 기병과 함께 성채 바깥으로 진격하였고 하늘은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렸으며 그의 행운의 영예가 바하두르들에게 새로운 힘과 강력함

을 다시 부여하였다. 일치 부카와 바흐람은 신에게 의존하였고, 그(타바콜)는 갈라진 벽

을 피난처로 삼아 자리하였다. 일치 부카는 벽의 위쪽에서 도검을 그에게 휘둘렀으며

그는 방패를 머리에 쓰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 상황에서 승전군의 용사들 중에 어

떤 후라산 인이 잘 알지 못하고 도검을 내리쳐, 바흐람의 생명이라는 낮이 그 날카로운

칼의 상처로 인해 밤에 이르렀으며 그의 업무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시Nazm] 만일 죽음이 생명의 적이 아니라면 ‘천사와 같은 본성(Malak-i Khū)’을
지닌 벗이다. (그) 벗은 약속 시간이 되면, 적인 것 마냥 벗을 살해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영광으로 아미르 무사는, 아군의 계속되는 공격의

바람으로 전투의 불꽃을 피웠던 7000명의 기병과 함께, 체면이란 얼굴에 물을 부었고

수치의 먼지를 자신의 당대 사람들의 정수리 위에 뿌렸다. (그리하여) 먼저 일부의 사

람들이 하늘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군대에게서 등을 돌리고 달아나자, 모두 퇴각하여

흩어졌다. 그러나 말릭 바하두르는 카라우나스의 군대 중에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후

자르 대문 측에 여전히 서 있었다. 사힙키란, 세계 정복자이자 승리의 후원자이신 분은

60명의 사람들과 함께 용감히 그들에게 나아갔다. 그 분이 보복을 위해 그에게 다가오

고 있음을 보았을 때. 말릭의 고정된 발이 자리에서 떨어졌고 [340] 무력한 손으로 탈출

의 옷자락에 매달렸으며, 도검을 빼어들지 않고 방패를 던지고는 그대로 달아나, 곤바드

-루리에 있었던 자신의 휴식처(Qaytūl)753)로 서둘러 갔다. 사힙키란은 행운의 고삐를

753) 이 단어는 오르두가 휴식을 취하는 곳, 병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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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향으로 꺾었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 나아갔다. 그들은 그 분의

병사들의 그림자를 멀리에서 보고는 그곳에서도 멈출 수 없어, 물러나고 흩어져 달아났

다.

아아! 신의 끝없는 도움과, 아아! 끝이 없는 자비와 가치의 풍부함이여! 한 사람을

커다란 친절로 특별하게 하고 그에게 힘과 용기의 단초를 제공하시니, 의무 때문이 아

닌 (자신의) 의지로 (함께 하였던) 243명의 사람들이 12000명의 피에 굶주린 기병들, 증

오를 지닌 모든 적에 대항하여 전투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도달한 지 2일 만에 도시와

성채를 그들에게서 획득하였고 주민과 처자들을 포로로 삼았으며 물자와 소유물을 약

탈하였다. 또한 모두를 불꽃이 흐르는 예리한 칼의 타격으로 흩어지게 한 후에도, 친히

그들의 뒤를 쫓아 공격하고 바하두르들을 넘어뜨려 포로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며, 그 훌륭함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기록을 위한 모임에서 이 상황을 직접 관찰

하였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과장 없이 이야기 한 것이다. (이것은) 페르도시가 Shāh

nāma에서 서술상의 능숙함을 위해 일부의 사람들에 관해 행하였던 과장의 사례와는 다

른 것인데, (그는) 유수프 <예언자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이야기에 관한

싯구에서 스스로 고백하여 정의를 구현하였다.

[시Nazm] (나는) 갖가지 방식으로 시를 저술하였고,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
엇이든 서술하였다.
비록 나의 마음이 그로 인해 즐거웠다 하더라도 (나는) 죄악의 씨앗과 근원을 심었
던 것이다.
그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해 나는 후회하였고 혀를 묶고, 마음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그 중에 200개도 하나의 흙주머니보
다 가치 있지 않았다.
만일 (지혜가) 웃는다면 이것으로 만족한다, 나 자신을 어디에서, 누가 좋아해주겠
는가.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루스탐의 이름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이야기되어진 이야기들은 어찌하겠는가? 밤낮으로 생각에 몰두하였다.754) [341]

사실상 그 비할 데 없는 신선한 이야기에 관해 사과하고 공정함을 기했던 것은, 그

가 훌륭하고 완전한 자였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시Nazm] 그의 이름이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장소에서, 영원히 페르도시가 편안

754) Ferdawsī, Shāh Na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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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길!

요약하자면, 상서로운 징조인 행운의 힘으로, 자부심과 자만심의 정점에 세워져 있

었던 적들의 강력한 권력의 깃발이 전복되었을 때, 많은 벗들의 지지를 받아 생각과 상

상의 판 위에 그려졌던 적들의 자만과 자긍심의 그림이, 예리한 칼의 물기로 완전히 씻

어졌다. 적의 군대는 일제히 무기력한 등을 돌려 퇴각하였고, 아미르와 누케르들과 사령

관들과 군대는 절박하게 뛰쳐나가 달아났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자쿠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에게 명하여 탕 차크착까지 추격하도록 하였고, 달아나는 자들에게서

[반구] 가능한 한 무엇이든 획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행에 대해 잠시 지체를 허락받았다. 희망의 사힙키란은 태양

이 군대 없이도 별들의 무리를 쳐내는 것처럼, 그리고 사자가 자신의 강력한 발톱 끝으

로 사냥감을 내던지는 것처럼, 지체 없이 적들의 뒤를 쫓아 공격하였다. 아미르 다우드

또한 승리를 開始하게 되었다. 적군 측에서 자기 군대를 따라가고 있었던 100명의 용감

한 기병들은 그들의 도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두 개의 코슌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의 좌

익(Jūnghār)은 일치 부카가 몰아내어 되돌려 보냈고, 우익(Barānghār)은 행운의 사힙키

란이 직접 공격을 가하였다. 사람을 먹는 고래 즉 불꽃을 뿜는 예리한 도검이 사힙키란

의 손이라는 바다에서 머리를 베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치 모기가 거친 바람 앞

에 있는 것처럼 달아났으므로, 그것을 보고 용기 냈던 좌익의 군대 또한 일치 부카가

몰아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달아났고 그들의 색색 깃발과 말들은 모두

또한 승전군의 전리품에 더해졌다. [342]

[시Nazm] 사힙키란이 향하였던 모든 장소를 향해, 승리가 함께 고삐를 돌렸다.

아미르 바야지드 잘라이르의 딸이며 아미르 무사의 부인인 아리주 말릭 아가(Arijū

malik Aghā)는 말릭 바하두르와 함께 달아나고 있었다.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이

그들의 뒤를 따라 가며 말릭에게 소리쳤다. “비록 흘리고 있더라도 너의 피를 (내가) 용

서할 터이니, 그 여성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라.” 말릭은 목숨의 안전을 보장할 좋은 소

식을 들었을 때, 명령에 따라 행하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승

리한 것이다.”755)라는 이야기를 최선의 방책으로 여겨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바람처

럼 서둘러서 갔다. 부인들은 여전히 말을 몰았고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홀

로, 태양처럼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에게는 어떤 누케르가 있었는데 아시크타즈

755) 이란본Ⅱ 미주 112에 의하면 이것은 이맘 알리의 시이다(YZN/Ṣādiq, p.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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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qtāj)라 이름 하였고, 비록 재주는 없었지만 활과 화살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

사힙키란이 가까워졌을 때, 화살을 활에 두고 잡아당겼지만 쏘지는 못하였다. 그 분은

그가 훌륭한 궁수라고 생각하였고 만일 어떤 상처라도 입으면, 부인과 물자에 대한 탐

욕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은 비난받을만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피하였고,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도 세계를 정복할 그의 말 앞을

개천이 가로막아 그 곳에 멈추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울라트 샤 박시가 도달하였으므로

그로 하여금 방패를 머리에 쓰고 부인의 뒤를 쫓아 달리게 하였다. 그런데 활을 가지고

있던 그 자가 급히 화살을 쏘았으며, 그로 인해 그의 단점이 드러났으므로, 더 이상 활

을 쏘지 않고 부인들과 함께 달아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다울라트 샤가 아무리

그들 뒤를 쫓아 달려도 이를 수 없었다. 그 때에 아리주 말릭 아가는 9달 째 투만 아가

(Tūmān Aghā)를 임신 중이었는데. 그 가치 있는 자녀의 상서로움은 당연한 것이었다.

즉, <행운을 타고난 자는 모친의 복중에서 행운을 갖고 있다.>756) 는 말씀에 따라 파견

된 이들의 공격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던 이유는, 운명이란 법정에서 그 고귀한 부

인과 사힙키란과의 혼인 계약이 운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그와 같은 내용은

설명될 것이다. - 그 분은 키질 카크(Qizilqāq)757) 부근에 있던 아쿠비(아크 쿠비)로부터

귀환하여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을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로 장식하였으며, 아미르 자쿠

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은 명령을 받듦에 있어서 [343] 지체하였던 것에 부끄러워하고

후회하였다. 그리하여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하여 자그달릭 강 상류에서 적의 뒤

를 따라 탕 차크착까지 추격하였으며, 달아났었던 잘라이르 천호와 다른 무리들을 다시

데려왔다.

[시Nazm] 눈을 두는 모든 방향에 승리가 나타났고, 귀를 기울인 모든 방향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

사힙키란은, 그 겨울에 카르시를 거주 장소로 삼았으며, 그 지역의 주민들과 거주

자들의 상황 위에 관용과 훌륭함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여러 지역

의 건설과 경작에 대해 노력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마흐무드 샤를 부하라의 통치를

위해 파견하여 그 쪽을 다스려 번성케 하고 그 곳의 地稅와 세금(Amvāl)을 번영의 창

고에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후라산에서 흩어져 돌아다니고 있었던 니크파이 샤

(Nīk-pay Shāh)에게 신호를 보내 소환하였고 아무야(Amūiyya)758)를 그 주변과 더불어

756) 이란본Ⅱ 미주 113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에 해당한다(전게서, p. 1410).
757) 아프가니스탄 발흐 부근에 동명의 지역(lat. 36.25, long. 67.03) 이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아
무다리야 강 북안에 위치해있어야 한다. 키질은 ‘붉은’이란 뜻이며 ‘카크’는 ‘건조한 무언가’를 의
미한다. 그렇다면 ‘붉고 건조한’이라는 뜻이 된다.

758) 아무야는 과거 대 후라산(Khurāsān-i Buzurg)의 일부분으로, 후라산과 히바 지역을 잇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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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분의 돌보심의 은혜로, 자신의 지역에서 하킴이

되어 그곳을 지배하였다. 한편 야사우리들과 함께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알리 야사우리

는 부하라에서 그의 사위였던 마흐무드 샤에게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여러 번 알리와

야사우리들을 찾아 소환하였으나, 그들은 명령에 따르는 행운을 얻지 못했다. 아미르 무

바야드는 자신의 부인인 시린 벡 아가를 마한 방면으로 파견하였고 타람치(TRMCHĪ)

박시 또한 자신의 가족(Kūch)759)을 그들과 함께 파견하였는데 향하는 도중에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말과 당나귀를 잃었다. 결국 (길을) 잘 알고 있는 어

떤 사람을 그 길에 파견하여 그들을 이끌어 마한에서 축복받은 유수진에 합류하게 하

였다. [345]

35. 아미르 후세인이 사힙키란 방면으로 군대를 이끈 이야

기

아미르 무사가 사힙키란의 용감한 바하두르들의 타격으로 인해 패주하게 되었을

때, 패배한 병사들과 함께 아미르 후세인에게 서둘러 나아갔으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

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그것에 대해 놀라 매우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자

신의 군대를 징집하여 살리 사라이에서 그 분에게 향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울제이투

아파르디와 타이구의 아들 자한샤(Jahānshāh)와 풀라드 부카와 카라우나스 10 천호를

아미르 무사와 함께 먼저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카할카를 건너 탕 차크착 가까이에 자

리하여, 차례차례 전투를 준비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야습

을 결정하여 그들에게 향하였고 황야와 초원, 그 높고 낮은 곳에서

[반구] 세계는 눈의 입 (속)에서 한 입 거리일 뿐이라고 이야기되곤 하였던760)

얄구즈 바그(Yalghūz Bāgh)761) 길에서 말발굽에 끼운 철로 된 말의 편자로, 은과

같은 눈雪을 모루(Sindān)인 땅 위에 두드려 세케를 빠르게 주조하였다, 그리고 몇 사

점이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도시 투르크메나바드와 그 일대를 가리킨다. ‘아물’이라는 이
름으로도 불리지만 마잔다란의 도시 아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출처 : https://fa.wiki
pedia.org/wiki/آمویه, 접속시간 : 2019.02.22. 17:19).

759) Kūch는 동사 Kardan과 함께 ‘이동하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의미는 ‘무리, 가
문, 가족’이다. 『勝戰記』에서는 이 두 의미가 동시에 나타난다.

760) Kamāl Iṣfahānī, Qaṣīda.
761) 투르크어로 ‘외로운 정원’이라는 뜻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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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윗길을 통해 염탐꾼으로 파견하여 적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알아오도록 하였다. 그

들은 적진에서 20명을 잡아 데려왔고 [346] 군대의 소식을 추궁한 후에, ‘그들이 밤에

탕 차크착을 건너, 자그달릭에 들어가 있었음’이 명확해졌다. 행운의 사힙키란은 신중히

고려하고자 다시 한 사람을 파견하였으며 조사 후에, 아미르 무사와 아미르 울제이투와

다른 10 천호의 아미르들이 보충 기병을 구축하고 있고, 아크 키야(Aq-qiyā)762)의 상류

에 대오를 펼치고 서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힙키란에게는 그 때에 기껏해야 200명 이상

을 거느리지 않았는데, 용기의 힘으로 대열을 펼쳤고 신에게 의존하며 그들에게 나아갔

다. 군대가 서로를 보았고 양측에서 군대의 함성이 일어났을 때, 사힙키란은 하늘의 도

움인 계시를 통해 생각하였다.

[시Bayt] 사람이 고통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위로 오르고자 할 때 아래로 내려앉
을 것이다.763)

세상의 종말까지 하늘같이 강력한 왕들의 업무를 위한 칙령, 세계 정복자의 업적에

대한 序章에 매 시대마다 기록될 유명한 승리를 거둔 후 이와 같은 전투를 행하는 것

은, 특히 상황의 초반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확실함으로 안내하는

거울인 경험을 통해 밝혀졌듯이, 그의 훌륭한 소매가 그의 견고히 정리된 계획과 훌륭

한 서신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서명을 날인하게 될 이 모든 거대한 행운에

서. 그 시작을 여러 가지 거짓말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를 비추는 달은, 신의

간담을 태우는 초승달의 뒤를 따라 승리의 만월을 산으로부터 띄웠고, 세계를 비추는

태양은 술레이만의 통치 때에, 거대한 악마를 장악하기 위한 구름을 일으켰다.

[시Bayt] 행운에게는 흥망의 부침이 있으니, 심판의 날은 곧 혹독한 행운이다.

그리하여 그 분은 그 상황에 대해 적들이 알게 되어 야습의 기회가 사라지자, 귀환

을 우선으로 여겼고, 쿠르당(Kūrdang) 길을 통해 나아갔다. 적의 군사들은 수적으로 우

세하였고, 상대편이 열세하여 수가 많지 않음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

리를 뜨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뒤를 따라 (추격하)지 않았다. [347] 사힙키란은

카르시로 귀환하였고 그곳으로부터 부하라로 향하였다.

알리 야사우리와 마흐무드 샤는 환영의 관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복속

의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와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축복받은 대오는 건강하

고 상서로이 부하라의 도시에 안착하였다. 아미르 자쿠는 이 전에 마흐무드 샤를 말의

762) 아크(하얀), 키야(친위대, 시동)라는 뜻인데, ‘키야’라는 단어는 지명 혹은 인명에 접미어로 많
이 쓰인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45).

763)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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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묶어 뛰게 하고 앞뒤로 태형을 가했던 이유에 대해764)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

았고,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행운을 청하며 사힙키란의 고귀한 마음에 고하였다.

“적절한 방책은 후라산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히 주장하여도, 그 분

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미르 자쿠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압바스 바하두르는 연합하

여 (그 분의) 허락 없이 후라산 방향의 마한으로 갔다. 여러 날 후에 소식이 부하라에

전해지기를, 아미르 후세인과 아미르 무사와 아미르 울제이투의 전위가 수많은 군대와

함께 가까이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 사힙키란은 알리 야사우리와 마흐무드 샤에게 말

하였다. “행운과 통치권을 위한 방책이자 용기가 요구하는 바는 이와 같다,

[시Bayt] 우리 군대는 도시 바깥으로 나아가, 그 전사들에게 야습을 감행하자.

그러나 그들은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힘이 없어, 동의하지 않고 말하였다. “우리

가신들은 善策을 이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장소를 살피다가, 적들이 이르렀을 때 그

들을 격퇴하고 공격을 행합시다.” 사힙키란은 두려움과 나쁜 마음의 흔적을 그들에게서

보았고, 그들의 마음이 견고한 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으므로, 그곳을 출발하여 후라

산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아무야 강변에 이르렀을 때, 기묘한 우연으로 10개의 배가 상

류에서 떠내려 왔으므로, 명하였다. “그 배들을 잡아라.” 그리고 강을 건넜고 황야로 들

어갔으며 메르브를 지나 마한에서 상서로이 행복하게 축복받은 유수진에 합류하였다.

36. 아미르 후세인이 부하라를 포위한 이야기

아미르 후세인이 군대와 함께 부하라에 이르렀을 때, 알리와 마흐무드 샤는 도시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348] 성채의 수호와 보호를 행하였으며, 바깥 군대는 성채를 포

위하고 전투에 돌입하였다. 도시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카라바드(Kalābād)765) 대문

바깥으로 나왔고 대담하게 그들에게 진군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속임수를 써서 군대

와 함께 퇴각하여, 세계의 셰이흐, 셰이흐 앗 딘 바하르지의 마자르 <그의 비밀은 거룩

하다!> 까지 물러났다.

타직인들은 군대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하지 않고 무기와 칼과 투석기

(Falākhan)766)를 가지고 그들의 뒤를 쫓아 서둘러 갔는데, 군대가 뒤를 돌아 단번에 그

들 모두를 대문까지 몰아내었고, 그 중에 수많은 수장들을 무력의 손을 이용하여 넘어

764) 이 부분에 대해 『歷史의 精髓』에는 ‘말 꼬리에 묶어, (사람을) 훈련시키고 예의를 가르쳤다
(Tādīb-i Balīgh kardan)’고 되어 있다.

765) 부하라 북쪽에 위치한 대문이자 근교 마을 명.
766) 공성전에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 두 개의 줄을 이어 붙여 돌을 멀리 던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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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렸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목숨을 그 구렁텅이 바깥으로 구출해내었던 나머지 사

람들은, 활과 화살을 던지고 구멍과 헛간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였다.

[시Bayt]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는 가벼운 머리들은, 당대에 應報를 얻었다.

알리와 마흐무드 샤는 다시 군사를 모아들여 도시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을 소환하여도,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밤에 다급

히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아가 마한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갔는데, 행운이라는 소매가

이미 기회를 날려 보냈으므로, 무력함의 치맛자락을 절박함의 이빨로 붙잡아, 그 뒤를

따라 뛰어야만 했다.

[시Bayt] 행운의 치맛자락을 상실하였던 불운은, 곧 그 슬픔으로 인해 옷깃을 찢었
다.

아미르 후세인은, 바카울(Bakāwul)767)들을 그들의 뒤에 파견하여 강가까지 추격하

고, 그들의 누케르들 다수를 저지하여 모든 물자들과 가축들을 되찾았다. 알리와 마흐무

드 샤는 기병 및 일부 보병 누케르들과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구출하였고 강을

건너 황야에 들어갔다. 그리고 메르브를 거쳐 마한에서 사힙키란의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상서롭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였고, 그 분의 자비

와 친절에 기뻐하고 희망을 얻게 되었다. 왕다운 자비는 그들의 죄를 용서의 펜으로

[349] 서명하였으며, 크게 위무하고 말과 의복(을 베풀어)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사

냥을 결정하여 말을 몰았는데 그들을 가신의 대열에 배치하였다. 한편 아미르 후세인은

부하라가 점령되었을 때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고, 그 후에 아미르 할릴(Amīr

Khalīl)을 다른 아미르들 및 수많은 군대와 함께, 그곳을 수호하도록 남겨 두고 살리 사

라이로 귀환하였다. 사힙키란은 명령을 내려 마한의 갈대숲에 불을 질러 태우도록 하였

고, 다시 새롭게 싹이 났을 때 말들을 살찌웠다.

37. 사힙키란이 아무야 강을 건넘과, 니크파이 샤를 붙잡음

과 카라우나스 군대를 공격하여 그들을 쳐부순 이야기

767) 몽골의 바우르치에서 유래, 일칸 시기와 티무르 시기에는 군사들의 임금과 전리품 분배를 담
당하는 이들을 일컫는 단어였으며, 인도에서는 바우르치와 비슷한, 주방의 수장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Dikhhudā). 『歷史의 精髓』에서는 이 부분을 ‘군대는’이라고 언급하였다. Doerfer
는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육군의 감독관’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였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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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그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다 - 니크파이 샤가 사

힙키란의 가신들의 호의의 도움으로 떠돌아다니는 어려움에서 해방되었고 그의 본거지

였던 아무야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통치의 영예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오만

하여 범주를 넘어서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도다.>768)라는 말씀에 따라 발을 복속의 길

바깥에 두고 머리를 반역과 불복종에 두어, 어느 누구든 그 분에게 경의를 지닌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 분의 누케르들이던 그 외의 자들이던 막론하고 잡아들여 가두고

보내주지 않았다. 사힙키란은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라 600명과 함께 밤

을 새서 투르트 쿨(Tūrt-Kūl) 길을 나아갔다. 제이훈 강에 이르렀을 때,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고 홍수가 매우 거대하고 강력하였다.

[시Nazm] 급격한 파도와 바다가, 일제히 하늘같은 행동과 비바람 같은 소리로 만
나니
바람처럼 서두르며, 불꽃처럼 끓어오르며, 뱀처럼 똬리를 틀며, 사자처럼 울부짖는
다.

그 분은 친히 건널 만한 장소를 찾았고 경계의 시각으로 사방을 살피다가, 부르달

릭의 하류를 통과 장소로 선택하여 아미르들에게 명하였다. “400명의 기병과 함께 [350]

강 하류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친히 200명과 함께 새벽에 물에 뛰어들어 오후 기

도시간 막바지에 반대 측으로 헤엄쳐 나왔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밤을 새서 나아가,

새벽에 니크파이 샤가 있었던 아무야의 주변과 사방을 포위하였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

었고 용사이자 騎手였으며 단단한 활을 가진 궁수였으므로, 용기의 손을 노력의 소매로

부터 꺼내었으나, 그의 배은망덕한 불운이 행운의 치맛자락을 붙잡아, 행운이 도울 수

없게 되었다. 던져진 첫 번째 화살은 그의 활시위를 끊었고 그의 화살은 키타이 바하두

르(Khitāy Bahādur의 방패에 막혔으며, 두르카와 키타이 바하두르가 도달하여 그를 붙

잡았다. 신께 찬사를! 활줄은 자신의 계약의 줄을 쫓아 거대한 힘으로 그것을 끊었고,

책략의 화살은 자신의 처리라는 화살을 다듬었으나, 위험이란 방패에 다시 먹혀버렸다.

사힙키란은 명령을 내려 반대 측으로 배들을 파견하였고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라

강 맞은편에 있었던 4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배로 (강을) 건넜다.

사힙키란은 이 와중에 카라우나스 군대가 부하라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이 명백

해지자, 훌륭한 마음으로 고삐를 돌려 그 무리들이라는 짚단이 바람에 흩어지게 되기를

바랐다. 도움의 힘으로 밤을 새서 나아가, 피르마스(Pīrmas)769) 지역에서 그들에게 이르

768) Qur'ān, Sūra al-'Alaq : 6-7.
769) THTB에는 ‘Bīrmas’로 되어 있고, 부하라 근교의 마을 중에 비르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이 등장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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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시Nazm] 두 군대가, 철에서 불꽃이 튀길 정도로 서로 뒤얽혔다.
너는 말하였지, 창공이 튤립을 심고 있으며, 강철에서 붉은 루비가 내리고 있다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공격이라는 바람이, 길 주변에서 불운의 먼지를 적들의

강력한 눈에 뿌렸고, 승리의 동풍은 신의 도움이 불어오는 곳으로부터, 승리를 형상화하

는 깃발 위로 불어왔다. 카라우나스 군대의 수장이었던 아미르 할릴은 제압되고 패배하

였으며, 모든 군대가 패배하여 흩어지게 되었다.

[시Bayt] 그의 행운은 다수가 이미 행해졌고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다. 여전히 아름
다운 아침 햇살이 그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축복받은 대오는 그곳으로부터 승리자가 되어, 죄를 용서하시는 왕의 후원을 통해

도움의 행운을 얻게 되어, [351] 강을 건너 한 달 동안 카라울 테페(Karāwul Tūpa)라는

장소의 여러 우물들 입구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마한으로 향하였다. 니크파이 샤는 목

숨 값을 武力과 보복의 廳(Dīvān)에 맡겼으므로, 배은망덕이란 죄악의 댓가로 영혼을

낚아채는 손아귀에 떨어졌다.

[반구M iṣrā’] 어느 누구든 그렇게 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시Bayt] 자신의 후원의 주인(Walī-i N i'mat)770)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면 누구든,
어느 날 그의 보복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38. 하늘과 같이 위대하신 사힙키란이 아미르 자쿠를 말릭

후세인의 어전에 사신으로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메브르를 통과하여 마한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세웠을 때, 아미르

자쿠를 사신으로서 헤라트의 왈리인 말릭 후세인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말릭은 그의 발

걸음을 환대와 존경의 극치로 맞이하였고, 그 0,의 측에 대해 상황을 고려하고 보살핌을

770) ‘타인에게 후원의 권리를 지닌 사람(군주)’을 의미한다(Dikhhu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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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에 있어서 한 순간도 소홀하지 않았으며, 사힙키란에 대해 긴밀한 애정과 지지를

선언하고 동맹과 상호 지원에 관해 강력히 주장하였다. “나는 사라흐스(Sarakhs)771)에

와 있다. 만일 그분께서 그곳으로 왕림하신다면 도움과 우정의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며

동맹의 약조와 상호 원조의 기반이 조약으로 보강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미르

자쿠가 귀환하여 그 이야기들을 고하였을 때, 사힙키란은 과거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의

동료가 그 쪽에 간 적이 있었으므로, 그 가문에서 매 시대마다 나타났던 옳지 않은 습

관과 천성이나 다름없는 속임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즉, 후라산 왕국들의 업무를 처리

하는 군주였던 가잔 칸의 지배 시기의 아르군 아카(Arghūn Aghā)의 아들 아미르 노루

즈(Amīr Nūrūz)가, 말릭 샴스 앗 딘 케르트(Malik Shams al-Dīn Kirt)가 구르의 카이

스타르(Khayastār) 요새에 가두었던 말릭 후세인의 삼촌이자 자신의 아들, 파흐르 앗

딘(Fakhr al-Dīn)을 [352] 그의 부친에게서 소환하여 요새로부터 해방시켰고, 보살피어

자신의 형제 아미르 핫지의 딸을 그에게 주고 헤라트의 통치권을 그에게 사여하였으므

로, 파흐르 앗 딘의 업무가 그의 보살핌을 통해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미르 노루즈에 대한 가잔 칸의 생각이. 나쁜 말을 하는 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바뀌게 되어, 그의 형제와 친족들을 아제르바이잔(Āzirbāyjān)에서 살해하였고, 아

미르 쿠틀룩 샤 망구트(Amīr Qutluq Shāh Manghūt)과 다른 아미르들을 파견하여 아미

르 노루즈를 없애고자 하였다. 그는 아미르 파흐르 앗 딘에게 가지고 있었던 큰 권리

와, 그와 함께 하였던 동맹에 의존하여 투스에서 헤라트로 피난하였다. 말릭 파흐르 앗

딘은 그와 조약을 다시 맺었고, 신뢰를 강화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르 쿠틀룩

샤가 헤라트에 이르렀을 때 속임수를 써서 아미르 노루즈를 그에게 맡겨 살해하게 하

였던 것이다. 말릭 파흐르 앗 딘의 형제, 말릭 후세인의 부친인 말릭 기야스 앗 딘 또

한 술탄 아부 사이드 시대에 그의 아타벡(Murabī)772)이었던 아미르 추판 술두스(Amīr

Chūpān Suldūz)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여, 술탄 아부 사이드에게서 달아나 그에게 피난

하여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었던 그와 그의 아들 첼라브 칸(Chilāv Khān)773)을 부당하

게 살해한 적이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미르 추판은 줄곧 아미르 노루즈의 판단

에 대해 ‘사기꾼 세력에게 피난하여, 말 등의 광활함을 네 성벽의 비좁음과 바꾸었다.’고

비난하였는데, 자기 자신 또한 결과적으로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였고, 그가 보았던 상

황을 그대로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운명이 다가오면 보던 자도 볼 수 없게 된다>774)

[시Bayt] 운명이 하늘에 의해 완전히 결말에 이르렀을 때, 모든 지식인들은 눈과
귀가 멀게 되었다.775)

771) 마슈하드에서 동북부로 167Km 떨어져 있는 변경도시이다.
772) 보살펴주는 사람(Tarbiyat kunanda), 아타벡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773)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 그리고 일반적인 연구서에는 젤라브 칸(Jilāv Khān)이라 되어 있다.
774) 이란본Ⅱ 미주 115에 의하면 일종의 속담이다(YZN/Ṣādiq, p.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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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무깟디마』에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 결론은 이와 같다. 즉, 사힙

키란의 신중함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후에 말릭과의 만남과 어울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왕다운 훌륭한 성품에 따라, 그와의 친애와 우정이 호의와 경의의 상실로 인

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훌륭한 자녀, 통치권과 세계

정복의 눈동자의 빛이며, 위대함과 성취라는 정원의 빛인 아미르자데 자항기르

(Amīrzāda Jahānghīr)를 [353] 무바락 샤 산자리와 동행하게 하여 말릭의 어전으로 파

견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인사를 받았을 때 그보다 겸손하게 인사하거나 응답하라

.>776)는 말씀에 따라 애정이 뒤섞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로 그에게 그 메시

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주었다. “말릭의 신앙과 관용에 대해 믿음이 있어, (내) 자녀

를 그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예속인들을 유수진과 함께 이 왕국에 두고, 본거

지로 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대들의 고려와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

니, (당신의) 왕다운 관용에 의탁하고자 할 때 밝히도록 하겠다.”

[반구M iṣrā’] 대인들에게는 위대함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9.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이 마와라 안 나흐르에 도

달함과,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를 쳐부순 이야기

신의 보호의 선례가 사힙키란에 대한 행운의 칙령을, <신은 너희를 지상의 상속인

으로 하였다>777)라는, 기쁨이 나날이 증가하는 뜻을 지닌 서명으로 장식하였을 때, 그

분의 드높은 마음은, 건강을 추구하는 이들이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직 행운의 도

구들을 갖추는 것에 만족하며, 마치 안정을 신봉하는 사람처럼 즐거움의 기회만 엿보고

세속적인 기쁨만을 추구하거나, 즐거움과 기쁨의 연회를 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시Shi'r] 우리는 속임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점과 웃음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비록 모든 마와라 안 나흐르의 왕국들이 적들의 소유와 지배하에 있었고,

모든 장소가 적군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장악되어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지만,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그 지역으로의 출발

775) Ferdowsī, Shāh nāma.
776) Qur'ān, Sūra al-Nisā' : 86.
777) Qur'ān, Sūra al-Yūnu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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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였고 신의 도움을 얻어 말을 몰고 600명과 함께 밤을 새서 [354] 신에게 의존

하며 길을 나섰다. 그리고 제이훈 강을 건너 밤을 새서 달려가, 아침 즈음에 갈대숲

(Naystān)778)에 이르렀고, 그 날은 어떤 차하르바그(Chahār-Bāghī)779) 내부에 매복하여

머무르며 말들이 여독으로부터 편해지게 하였다. 그 후 주이바르(Jūybār)780)라는 장소로

부터 밤을 새서 나아가 후자르 방향에서 카르시를 포위하였다. 아미르 무사의 누케르들

중에 일부 무리가 그곳에 있었는데, 모두 붙잡았고 감옥으로 집어넣었다. 카이사르

(Qayṣar)와 아난작(Anānjak)781)과 쿠다(Kūda)와 오르두 샤(Ordū Shāh)의 친족들은 자

신의 부족과 함께 달아났고782) 두르카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Shaykh 'Alī Bahādur)

는 반란자들 중의 일부라 여긴 상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4개의 그림이 그려

진 옷783)을 약탈로 획득하여 사힙키란의 어전에 가져왔다. 그 분은 명을 내려, 그 모두

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그 물자를 조금도 갖지 않았다. 카라우나스 군대 중

5000명의 사람들이 쿠지 만다크(Qūzī Mandāq)라는 장소에 주둔해 있었고 아미르 술레

이만 야사우리가 그들과 합류해 있었으며, 바라트 호자(Barāt khwāja)784)와 힌두 샤 또

한 군대와 함께 그들에게 합류해 있었다. 아난작과 쿠다가 후자르 가까이를 통과하여

그들의 어전으로 갔다. 사힙키란은 이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노란색의 해일 때785),

카르시로부터 상서로이 말을 몰아 한 밤중에 누카트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카라우나스

의 군대와 그들의 어전에 모여 있던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신중히 생각

하여, 즉시 건물과 벽 사이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그 밤에 누카트의 외부에 있는 황야에

머물렀다.

[시Bayt] 다음 날 이 청금석 색의 돔(Ghunbad)을 세웠고 (거기에) 노란색 루비를
두었다.786)

778) 의미가 본래 ‘갈대가 많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지명으로 쓰였을 수 있다.
779) 페르시아 식 정원 중에 가장 보편적인 사각형 정원 형태를 의미한다.
780) 작은 개울들이 모여 이루는 큰 개울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기도 하나, 카르시와 부하라, 사마
르칸트 근교에 있는 특정 지명이기도 하다. 이곳은 카르시 근교의 주이바르를 가리키는데, 바르
톨드는 이에 대해 나사프의 도시와 구역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40).

781)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이름이 아바자크(Abājāk)라 되어 있다.
782) 『歷史의 精髓』에는 이 부분의 맥락이 약간 다르다. 친족들이 도망간 것은 카이사르 1인이
며, 아난작과 쿠다, 오르두샤는 그 뒤에 등장한 두르카 및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함께 상인들
을 공격하여 의복을 약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ZT/Jawādī 1, p.407). 그러나 바로 뒤
에 등장하듯이 아난작과 쿠다는 카라우나스 군대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아 적장이며, 야즈디의
서술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783) Kamkhā : 다양한 색깔로 그림이 그려진 듯한 의복. THTB에서는 이를 ‘의복이 든 짐짝’으로
번역(THTB/Darby, p.95).

784) 이란본Ⅰ에는 바얀 호자(Bayān Khwaja)였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는 본문과 같다.
785) 노란색의 해는 일몰 때의 노을을 가리킨다. 『歷史의 精髓』에서는 한밤중(Nīm-i Shab)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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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상징인 깃발이 그곳에서 상서로이 나아갔다. 그 가운데에 아미르 자쿠는 말

에서 떨어졌고 그의 본 상태가 건강의 길에서 이탈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사힙키란은 30명의 보충 기병을 그와 동행케 하여 마한으로 파견하였고, 굳건한 기

초를 지닌 마음으로 카라우나스와의 전투를 향해 나아갔다.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은

모두 그 결정에 동의하였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나, 알리 야사우리는 그 판단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 [355] 그의 친족들은 (그의) 이러한 생각을 사힙키란에게 고하였으며 그

분은 그에게 강제로 임무를 주어 파견하였다. 그리고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아크부카

바하두르를 60명과 함께 전위의 관습으로 파견하였다. 반대 측에서는 힌두 샤가 300명

의 기병과 함께 군대의 전위가 되었다. 양측의 전위가 서로 만나 서로서로 뒤얽혔다.

바람과 같이 빠른 공격으로 전투의 불꽃이 피어올랐으며, 칼의 예리함으로 전장의 땅이

피와 함께 뒤섞였다.

[시Nazm] 구름과 공기가 서로 뒤섞이듯이, 비처럼 몸에서 피가 흐르듯이.
용사들의 피와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땅이 붉은 빛이 되었고, 공기는 검게 되었다.

하늘의 도움으로 사힙키란의 병사들은 小數로 기적의 승리를 이루었고, 적의 전위

를 몰아내어 그들이 중군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승리가 나타났을 때 그 사힙키란은 下

馬하여 말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바로 그 날, 오후 시간에 상서로이 말을 몰아

600명을 일곱 개의 코슌으로 만들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적에 비해 매우 小數

였으므로, 군대들을 격려하고 달랬으며 그들의 노력과 전투를 고취시키기 위해 눈물을

자아내는 말을 내뱉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자들의 즐거움과 연회의 날이다.”

[시Bayt] 용사들의 연회는 전장과 전쟁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술은 적들의 피이며,
컵은 쏟아지는 칼과 화살이다.

그리고 아미르 다우드와 아미르 사르부카와 후세인 바룰라스(Ḥusayn Barulās)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압바스 바하두르와 아크부카 바하두르와 힌두케 일치와 두르케

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알리 야사우리와 추빈(Chūbīn)과 마흐무드 샤 각각을 자신

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였고, 친히 정탐병이 되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적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좌익과 우익을 정렬하였고 중군을 자신의 권력

의 영광으로 장식하여 명하였다. “전투의 때에는 세 무리가 되어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의 군대가 뒤얽히게 되었을 때, 마울라나 바드르 앗 딘(Mawlānā Badr

786) Ferdowsī, Shāh 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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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īn)과 그의 아들이 달아났고 [356] 알리 야사우르도 두 누케르와 함께 달아났다. 사

힙키란은 신의 도움으로 공격을 행하여

[시Nazm] 스스로를 그 전투에 던졌다, 사냥에서 황야에 뛰어드는 사자처럼
마치 태양처럼 그의 칼이 빛나자 적들이 마치 별들처럼 흩어졌다.
그 승리의 피난처인 세계 정복자가 이 적은 수의 병사들로 군대를 쳐부수었으니,
해결책을 찾는 신성한 존재(Īzad)787)였던 자에게 군대의 도움은 필요 없었다.

(적의) 군대는 그 수적 우세와 강력함으로도 한 시간조차 버틸 수 없었고, 세계 정복

자인 사힙키란의 한 차례 공격으로 인해 등을 돌려 달아났으며 패주하였다. 승리의 피

난처인 병사들은 추격하여 자그달릭까지 갔다. 그들의 칼란타르들을 붙잡았고, 가축들과

물자(Jibā)788)와 그 외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시Bayt]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이들이 패주하였으므로, 병사들은 약탈할 필요가 없
었다.

그 중에 사힙키란과 함께 우정과 충성의 선례가 있었던 울제이투 타이카니(Ūljāytū

Ṭāykhānī)와 풀라드(Pūlād)는 이 때 적들과 동맹을 맺어 함께 왔는데, 승리를 동반한

군대들이 그들을 증오의 칼로 베었으며 머리를 잘라 사힙키란의 어전에 가지고 왔다.

이 사건의 발생은 완전한 자비와 호의로 인해 그의 축복받은 마음을 무겁게 하였으므

로 명하였다. “그들의 시신을 키시789) 도시로 운반하고 그곳의 울라마와 종교 지도자들

(Ṣulaḥā)790)은 그들에게 기도를 바치도록 하라,” 비록 그들이 행하였던 명백한 적대 행

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정에서 비롯된 의무를 이 정도로 준수하였다.

[시Bayt] 그의 축복받은 나날들을 통해, 관대한 인성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지 분명하게 되었다.

그 가치 있는 승리 후에 훌륭한 마음으로 결정한 바는 이와 같았다. 즉, 적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몰아내어 히사르의 평원까지 이르게 하고, 군대를 그곳에 모아 아미

르 후세인과 전투를 행하는 것이다. [357] (그러나) 아미르들의 마음의 힘은 그 분의 열

787)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神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확장된 의미이며, 본래는 조로아스터교와 관
련된 용어이다. 사전적인 의미는 ‘숭배와 찬양받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며, 다신론이
나 범신론적 관점에서의 신성한 존재, 신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788) Jibā : 사전적인 의미로는 Bāj와 kharāj, 즉 關稅와 地稅를 의미한다.
789) 『歷史의 精髓』에는 ‘사마르칸트’로 되어있다(ZT/Jawādī 1, p.308).
790) Ṣulaḥā : Ṣālih(훌륭한 자)의 복수, 그러나 대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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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고하였다. “따르는 지지자들

의 원하는 바와 어전 가신들의 충고는 이것입니다, 이 출발을 취소하고, 고삐를 사마르

칸트 측으로 돌립시다.” 왕다운 애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수락의 귀로 들었다.

40. 사힙키란이 상서로움과 행운으로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향한 이야기

승리의 사힙키란은, 키시와 그 주변의 군대를 모아서 사마르칸트로 향하였고, 투르

마주크 위구르(Turmājūq Yīghūr)791)와 타가이 샤(Ṭaghāy Shāh)를 키시 지역에 임명하

여 장부의 기록을 행하도록 하였으며, 공평함과 올바름으로 피지배민들을 자유롭게 하

였다. 승리의 상징인 깃발이 사마르칸트 부근에 이르렀을 때, 우치 카라 바하두르가 아

미르 무사의 병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라흐마트(Āb-i Raḥmat)792) 강변을 차지하여

서 있었다. 사힙키란은 승리를 동반하는 병사들을 정렬하여 좌익과 우익을 배치하고.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단번에 모두를 흩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는

우치 카라의 뒤를 쫓아 다급히 달려가, 모든 화살들을 소진하였던 그에게 도검을 휘둘

렀다. 우치 카라 바하두르는 안장 위에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허리띠와 같은 도검을

아래로 가져가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의 말을 쳤다. 이렇게 하여 말이 넘어지게 되자 기

병이 보병이 되었으며 우치 카라는 달아나 도시로 들어갔다. 승리를 동반한 사힙키란은

라틴(Ratīn)이라는 지역에 안착하였고, 우치 카라는 1500명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보충하

여, 전투를 위해 바깥으로 나왔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사냥감의 냄새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용기의 얼굴을793) 그들에게 두었고,

그들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달아났다.

[시Bayt] 적들은 멈출 수 없었고 얼굴을 먼 곳을 향해 두고 되돌아갔다.

군대가 달아나 도시의 여러 구역(Maḥala)794)에 이르렀을 때, (이전에 이미) 철문

791) ‘주크’라는 단어가 지명의 어미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떼고 앞부분을 보면 ‘투르마’
는 고급 비단, 모직물을 의미한다. ‘수많은 모직물’, 혹은 ‘모직물을 입은 군인’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792) 바르톨드에 의하면 사마르칸트 북동부의 시얍 강(Āb-i Siyāb, 혹은 카라 수)을 바부르가 라흐
마트 강이라 불렀다고 지적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89).
이것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인공수로이다.

793) 이란본Ⅰ에는 ‘얼굴을’ 이라는 표현이 없으나 얼굴을 ... 방향으로 두다는 표현은 페르시아 문
학의 관용구이다.

794) 이슬람권 도시 내부에 형성된 일종의 구역으로 도시 내에 특정 집단이나 계층, 부족 등이 모
여 사는 단위를 의미한다.



- 208 -

(Darband)들을 좁게 해 두고 [358] 골목에 나뭇가지를 던져 기병들이 통과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상태였는데, (기병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을 안장과 함께 급히 끌

어당겨 모든 안장이 부서졌으며, 불운과 무력함에 사로잡힌 채 도시로 들어갔다.

[시Bayt] 불운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왔을 때, 사람들은 흩어져 각기 그물로 기어
갔다.

사힙키란은 행운과 행복으로 여러 날을 천국과 같은 소그드(Sughd)795)의 프린켄트

(Frinkent)796)와 사가르즈(Sagharj)797) 등에 머물렀다. 이 와중에, 울제이투와 풀라드 부

카가 카라우나스 군대와 함께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승리 이후에 타가

이 샤가 키시에서 달아나 (그들에게) 이르렀고 “어떤 무리들이 소리 소문 없이 투르마

주크를 공격하여 그를 붙잡아 살해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보복의 바흐람(Bahrām)인 군대와 함께 얌 강변에 이르렀는데, 정탐병으로 파

견하였던 아르군 샤 부르달리기(Arghūn Shāh Būrdālīghī)가 돌아왔고 한 사람을 붙잡

아 데려왔다. 그에게 소식을 물었을 때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울제이투와 풀라드 부

카가 툼 강(Āb-i Tūm)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은 수많은 군대와

함께 카르시에 도달하였습니다.” 은혜의 유약으로 윤광을 얻었던, 사힙키란의 옳음으로

인도하는 판단의 거울에 당대의 방책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 <업무는 자신의 시간을 담

보로 잡는다.>798)는 말씀에 따라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적들을 보복의 칼로,

적절한 보복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된다. <그것은 신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799)

[시Bayt] 루비의 가치는, 돌보다 그 행운이 앞설 정도로 커져 있었다.

그리하여 키시와 그 주변에서 징집하였던 군대들에게 귀환을 허락하였고, 강의 맞

은편에서 [다시] 승리와 연관된 등자의 동반자인 600명의 기병과 함께 사마르칸트 강

하류 측으로 나아갔다. 아미르 후세인은 이 전에 아미르 무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사

힙키란의 길 앞을 막도록 하였으므로, 아미르 무사와 [359] 우치 카라 바하두르는 군대

795) 사마르칸트와 그 주변 일대를 일컫는 지역명.
796) 사마르칸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네 파르상(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옛 마을, 과거의 이름
은 Afarīnkath, Farankath 등이었고 이후에 Frinkent, Prinkent 로 바뀌었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96).

797) Mu'ẓam-l-Buldān에 따르면 사마르칸트에서 5파르상 정도 떨어진 소그드의 한 마을이라고
한다(Dikhhudā).

798) 이란본Ⅱ 미주 117에 의하면 페르시아 권의 속담 중에 하나이다(YZN/Ṣādiq, p. 1411).
799) Qur'ān, Sūra al-Ibrāhīm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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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쿠칼다르 아치기(Kūkaldar Āchīghī)800)에 들어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식이 그 분에게 이르렀을 때, 승리로 귀결되는 군대가 공격을 행하였고 마치 그들은

모기가 바람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달아나는 것처럼 달아나, 천신만고 끝에 스스로를

사마르칸트에 던졌다.

사힙키란은 그곳으로부터 상서로이 밤을 새어 나아가 사가르즈에 이르렀고, 아침에

는 말에게 휴식을 주고 말에 올라타, 밤에 카라주크(Qarajūq)801)에 들어갔으며, 한동안

쉬다가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아침에 투바-부이니(Tuva-buynī)802)라는 장소에 들어갔

다. 그리고 일몰의 때에 달려, 한 밤중에 쿠크나크에 이르렀고 후잔트 강을 건너 밤에

그곳에 머물렀다.

자타 칸의 어전에 가 있었던 케이후스로우와 바흐람 잘라이르가, 그곳으로부터 쿠

춘 티무르(Kūchūn Timūr)와 시라울을 수령으로 삼고, 7000명의 자타인과 함께 타슈켄

트에 자리하였는데, 사힙키란 또한 그 방향으로 향하였다. (바흐람은 과거) 그 영역의

군대와 무리들을 바흐람 앞에 모으게 하라는 칸의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야를릭에 따

라 그 지역에서 지배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타슈켄트의 창공이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대오가 일으키는 먼지로 인해 좋은 향기가 나게 되었다. 바흐람은 과거 사힙키란과 함

께 동맹과 지지의 숨을 쉬었고, 아미르 후세인에게 대항하고자 그 분과 함께 조약을 맺

었으며,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무리와 투만에서 하킴이 되었으나, 이제

강력한 반대자가 되어 왔으니, 이 때에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생각은 이와 같았다. ‘그가

과거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아미르 후세인에 맞서기 위

해 목숨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사힙키

란에게 적절한 봉사의 관습을 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분의 고귀한 私的 소유인 지역

일지라도, “(나는) 칸의 창고를 위해 물자를 모으고 있다”는 이유로 차지하였다.

[시Bayt] 너의 입술은 생명을 보살핀다고 (나는) 이야기하였다. 애석하다! 너의 머
리칼이 마음 또한 베어가는구나. [360]

800) 이란본Ⅰ에는 ‘KŪKLDR ĀJĪGHĪ’라고 되어 있으며, 840AH 사본 및 타슈켄트본의 모음표기에
따라 본문과 같이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란본Ⅱ에는 콜루칼다르 아치기(Kolū-Kaldar Achīghī)
로 되어 있다. ‘쿠칼’은 여성의 가슴, 또는 둥근 모양을 의미하므로, ‘둥근 (여성의 젖가슴 모양
을 지닌) 빈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歷史의 精髓』와 Shāmī의『勝戰記』에는 ‘아치기 쿠칼
다르’로 되어있다(ZT/Jawādī 1, p.409).

801) 앞서 ‘Qarazuq’의 형태로도 나타나 있는데, 이 명칭은 Divān-i Lughat Turk에서도 등장한다.
이 사전에서는 세이훈(시르다리아) 강의 서쪽 하안에 위치한 도시명으로, 파라브(Fārāb, 오트라
르의 옛 이름)의 부속지역이자 구즈 족들의 도시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Maḥmūd Kāshgharī,
Dīvān-i Lughat al-Turk, p.771). 그러나 840AH사본에는 모음이 쿠르주크로 되어 있다. 이는
사본을 작성한 인물이 투르크어 및 투르크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라 볼 수 있다. 이 단어
는 카라(검은) + 주크(군대, 부대, 많은 수)의 합성어이다.

802) 모음은 840AH사본을 따랐다. 『歷史의 精髓』에는 ‘티바(Tīvā) 부이니'로 되어 있다
(ZT/Jawādī 1, 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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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힙키란의 마음이, 비난의 혀를 그에게 열어 말하였다. "나는 너와의 동

맹을 이유로 칸과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였고, 많은 파괴가 이 과정에서

여러 영역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정을 준수하였고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 (너를) 통치에 이르게 하였으며 적들 가운데에 네가 강력해지도록 하였다. 그리하

여 네가 약간의 힘을 가지게 된 오늘, (나는) 너와의 조약을 믿고 이곳에 왔다. 그러나

너의 용기와 훌륭함은 이것이구나. 소망을 채워주시는 신의 관대함에 청하건데, 네가 다

시 한 번 스스로 비천해지고 절박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곧 그렇게 되었다.

[반구M iṣrā’] 그는 스스로 바람이 있어 찾아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미르 케이후스로우는 사힙키란의 도래에 대해 기뻐하였고 그 그 분을 집

으로 데려가 연회를 베풀었으며, 봉사와 지지의 의무 중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수행

하였다. (과거) 아미르 케이후스로우가 투글룩 티무르 칸의 어전으로 갔었을 때, 칸이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아) 자신의 사촌의 딸 투만 쿠틀룩(Tūmān Qutluq), (즉) 이순

티무르 칸 이븐 에부겐(Ibūkin)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그 존경받는 부인에게서 어

린 딸을 두었는데 루키야 하니카(Ruqya Khānīka)라 하였다. 사힙키란은 이때에 가치

있는 자녀인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를 위해 그녀에게 청혼하였고, 즐거움과 행운의 판이

펼쳐졌으며 1달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냈다. [361]

41. 아미르 후세인이 사힙키란의 측으로 군대를 이끌고 감

과 그들의 패배 및 귀환의 이야기

이때에, 칸과 아미르 후세인이 카라우나스의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와 함께 샤흐리

사브즈를 통과하여 살라르 불락(Sālār bulāq)에 안착의 병영을 세웠으며, 믿을 만한 아

미르들, 예를 들면 아미르 무사나 바얀 술두스의 아들 셰이흐 무함마드, 아파르디의 아

들 울제이투와 다른 바하두르들을 20000명의 기병과 함께 사힙키란을 공격하도록 먼저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사마르칸트를 지나 불룬구르(Bulunghūr)803) 강변에 안착하였다.

아미르 무사와 그 병사들의 다른 아미르들 및 바하두르들은 여러 번 사힙키란에 의해

붙잡혔고 승전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세 무리의 군대

를 먼저 파견하여 각 무리가 길의 초입에 자리하고 그 길을 수호하도록 하였다. 말릭

바하두르는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잔가란(Sūjangharān) 지역에 와서 그곳을 지키고

803) 사마르칸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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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자한샤는 1500명의 기병과 함께 라바트 물크(Labāt Mulk)804)에 있었다. 하르만

(Kharman)은 1000명과 함께 지자크의 예티 쿠두크(Yetī Quduq)805)라는 길을 지키고 있

었다.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신의 가호의 도움으로부터 dhs전한 후원을 받았으

므로, 적군의 수적 우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362]

[시Nazm] 순결하신 신이 그에게 푸름을 주었으니 적의 검음에 대해 무엇을 두려
워하랴
그와 함께 있는 한 사람은, 수십 수백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케이후스로우와 함께 2000명의 자타가 와서, 신에 의존하여 적의 격퇴

를 위해 나아갔다. 그 분은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먼저 진격하였고, 하바스(Khāwṣ)806)

라는 곳에서 바깥으로 나와 후잔트 강을 건너, 밤을 새서 나아갔고 자한샤와 그 병사들

에게 야습을 감행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또한 그 날에 지자크란 지역을 공격하

여 하르만을 몰아내고 궁지에 몰리게 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물자들을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러 말들을 쉬게 하고자 하였는데, 300명의 자타

인들이 오랜 시대에 걸쳐 차지하였던 전리품들과 함께 바로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신

의 도움으로 결정의 발을 신에 대한 의존의 등자에 두었고, 200명과 함께 왕다운 마음

을 말릭 바하두르를 향해 두었다. 일에 능숙한 30명의 사람들을 먼저 파견하였고 2명을

우익의 방향으로, 그리고 2명을 좌익의 방향에 정탐병으로 파견하였으며 스스로는 166

명의 기병과 함께 그들의 따라 달려갔다. 적들은 그 배열된 30명이 아무 걱정 없이 다

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설마 모굴의 군대가 도달하여, 다수가 후방에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하고 의심하였다. 말릭의 군사들은 걱정에 잠기게 되어 달아났다. 승전군은 그

들의 뒤를 쫓아 진격하여 그 황야에서, 그들 중에 다수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달아난 자들이 아미르 무사와 셰이흐 무함마드와 울제이투에

게 이르렀는데, 그 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생명에 자리 잡고 있었

다.

[반구M iṣrā’] 촉촉한 꽃은 충분한 물기를 가졌다.807)

804) 일반적 의미로는 왕국의 역참이라는 의미라 볼 수 있으나, 지자흐에서 동남부로 약 16킬로 떨
어진 Labot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805)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예티 쿠두크(Yetī Quduq), 이란본Ⅱ에는 야니 쿠두크
(Yanī-Quduq)로 되어 있으나 979AH사본은 파이 쿠두크(P’ay Quduq)로 되어 있다. 캘커타본은
타비 쿠주크(Tabī-Quzuq)로 되어 있다. 모음은 840AH사본 및 타슈켄트본에 따른 것이다. 그
의미는 예티(일곱) + 우물(쿠두크) =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806) Mu'ẓam-l-Buldān에 의하면 오쉬루사나(Oshrūsana, 수루시)의 한 도시이며 간혹 이곳에서 훌
륭한 지식인들이 배출되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Mu'ẓam al-Buldān 2,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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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20000명의 보조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포가 그들을 휘어잡았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그 밤에 쉼 없이 밤을 새서 나아갔고, <그날 인간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

주하나니>808)라는 상태가 그들의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모두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없이 떨면서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까지 질주하였다. [363]

이때에, 아미르 케이후스로우는 사힙키란의 뒤를 따라 사람을 파견하였다. “자타의

군대가 무슬림들을 약탈하고, 붙잡아 지자크로부터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100명의 사람

들과 함께 라바트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소식의 도착으로 인해, 슬

픔의 먼지가 그 분의 영광스러운 마음에 앉았으므로, 다시 돌아가 아미르 케이후스로우

에게 합류하여 명하였다. “무슬림들을 이교도의 손에 포로로 두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력을 발휘하였으며

방책을 이와 같이 제시하였다. “60명의 선택된 전사들을 파견하여 산 쪽에서 스스로를

자타의 군대에게 드러내어, 그들이 두려워하여 급히 달아나고, 포로들이 이교도의 장악

의 굴레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게 하라.” 그러한 생각은 신의 보호의 펜이 마음의 판

위에, 그 성취의 후원자에 대해 기록할 만큼 운명적인 것이어서, 그 60명이 나아가 그들

의 그림자를 산 쪽에서 드러내자마자 자타의 군대들은 포로들을 약탈한 모든 것과 함

께 버려두고, 지체 없이 말을 달려 달아났다. 승리의 병사들은 포로들을 전리품과 함께

상처 없이 귀환하였으며 이러한 훌륭한 처리로, 무슬림 포로들은 이교도의 강력한 공격

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시Bayt] 처벌의 바람이 그의 판단의 정원 위로 불어오지 않아, 그의 결정이란 페
이지 위에 생기 없는 먼지들이 앉았다.

사힙키란은 그 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세이훈 강을 건너, 훔라크(Khumrak)809) 지역

에 이르렀다. 아미르 후세인의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패배하고 흩어져 부끄럽게 달려가

그의 어전에 이르렀는데, 그의 분노의 불꽃이 불타올랐고 비난과 괴로움의 깃발을 들어

올렸으며 그들을 힐난하여 죄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스스로는 극도의 원한으로 으르렁

거리는 사자처럼 칸과 함께 나아갔다. 아크 쿠탈(Āq Kūtal)810)에 이르렀을 때 용기와

훌륭함에 있어서 각자 스스로를 루스탐과 이스판디아르에 버금간다고 여겼던 저명한

807) Nizāmī, Khosrow wa Shīrīn.
808) Qur'ān, Sūra al-'Abas : 34.
809) Ansab-i Sam'ānī 에 의하면 샤시(Shāsh, 지금의 타슈켄트) 부근의 한 도시라고 되어 있다. 바
르톨드에도 비슷한 언급이 존재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74).

810) 쿠탈은 산과 산봉우리 사이의 낮은 교차점, 고개, 패스를 의미한다. ‘하얀 고개’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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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체 중에 10000명을 임명하여 선택하였고, 그들이 전투에 선동되도록 이야기를

펼쳤다. [364]

[시Bayt] 남자답게 전투에 임해야 마땅하다, 세계가 전사들로 인해 좁아지도록 하
라.

그렇게 전위로 파견하였고 강력히 명하여, 최대한 빨리 후잔트 강을 건너 증오의

불꽃을 공격의 바람으로 피우고 적들과 전투를 행하도록 하였다.

[시Bayt] 모든 마음이 증오로 가득하게 하라, 증오로 인해 체면이 (증오로 인해 앞
이마에 생긴) 주름으로 가득 차게 하라.

42.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가 사힙키란에 대한 경외로 달아

남과, 아미르 후세인이 되돌아간 이야기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가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힙키란에게 이르렀을 때, 밤이었

다. 세계는 태양과 분리되고 구름으로 첩첩이 가리어, 하늘은 달이라는 등불로도 길을

볼 수 없었고, 구름이 질투하는 자들의 눈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을 원료로 삼아 다

량의 눈을 내릴 정도로 어두웠다. 하늘은 마치 적들의 판단처럼 타르보다 더욱 검었고,

구름은 마치 사힙키란의 河海와 같은 손처럼 은을 뿌렸다.

[시Bayt] 공기는 구름으로 가득하였고 땅은 눈으로 가득하였다. 전장의 길이라는
입술로부터 귀를 향해 이야기하였다.

하늘처럼 위대한 그 분의 훌륭함은

[시Bayt] 그 상황이 되자 쉼 없이 말을 몰았다, 신의 도움의 힘으로.

아미르 케이후스로우는 마치 행운처럼 이 일에 도움을 주어,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신에게 의존하여 길에 나섰고, 한밤중에 파르신(Pārsīn) 통로811)에 이르렀으며 통로들을

811) 같은 이름을 가진 것은 없으나, 성무친정록 및 원사의 기록을 보면 칭기스 칸이 오트라르에
이르러 조치를 시르다리아 유역의 공격에 파견하였을 때, 양기켄트와 함께 Pa-erh-chen
(Barchin)이라는 곳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TJ/Boyle, p.83 n.5). 그 외에도 이 지
역에 관해 서술한 여러 사료에 대해 바르톨드가 정리해두고 있는데(W. Barthold, Turke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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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고 명하였다. “부르구를 불도록 하라.” 하늘의 행운의 힘이 사힙키란의 위대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투척하였으므로, 이처럼 수가 많고 강력한 군대가, 마치 야생의 무리

가 단지 어떤 소리 하나 때문에 흩어지는 것 같이 흩어졌다. [365] 그리고 바로 그 밤에

강변에서 밤을 새서 되돌아와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갔다.

[시Bayt] 병사들은 총독(Sipahbad) 앞에서 부끄러워하였다. 총독 또한 자신의 운명
을 부끄러워하였다.

이 와중에, 바흐람 잘라이르는 희망의 사힙키란과 케이후스로우의 지시와 승인 없

이, 타슈켄트로부터 자타의 군대와 함께 되돌아 사이람(Sayrām)812) 방향으로 갔다. 사

힙키란의 유수진과 케이후스로우의 소유가813) 바흐람의 어전에 있었으므로, 그들 또한

자신의 사람들을 따라 출발의 고삐를 그 방향으로 돌렸다. 사이람에 이르렀을 때, 쉼켄

트(Chimkent)814)라는 마을에서 자신의 유수진을 얻었으나, 바흐람은 사힙키란이 도달하

기 전에 그곳을 떠났다. 그 분은 사르부카와 아크부카 바하두르를 자타의 아미르 샴스

앗 딘과 핫지 벡의 어전에 파견하여 군대를 청하게 하였고, 숙고와 상의 후에 동영지

(Qishlāq)를 선택하여 케이후스로우는 오트라르(Utrār)로 가도록 하고 사힙키란은 600명

의 근신들과 함께 되돌아가, 상서롭고 행복하게 차츠와 샤시(Chāch wa Shāsh)라고도

부르는 타슈켄트에서815) 겨울동안 머무르기로 하였다. 칸과 아미르 후세인은 이 기간

동안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들의 노력의 손이 소망의 자락에 닿지 못하였으며, 전장에서

병사의 강력하고 수많음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던 체스 말이, 사힙키란의 행운이

펼쳐놓은 처리라는 보병 패에 의해 무너졌다. 그리하여 겨울의 군대가 공격하고, 눈雪이

라는 장뇌(Kāfūr)816)가 세계라는 너른 뜰에 넓게 펼쳐졌던 이때에 급히 방향을 돌려,

사마르칸트에는 풀라드 부카를 일부 바하두르 무리와 함께 그곳을 장악하도록 두었고

스스로는 칸과 함께 아르항 사라이로 가서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79), 여기에서는 Barchīnlighkant라 하였으며 지금도 시르다
리아의 수로 중에 하나로 Barshin-Darya가 있다고 한다.

812) 현재에는 카자흐스탄 쉼켄트 부근의 작은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본문처럼 쉼켄트가 사이람의
작은 마을이었다. 쉼켄트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져 있다.

813) 이 부분에 대해 타슈켄트본에는 소유를 가리키는 부분 ‘Az ān’이 있지만, 이란본Ⅰ과 이란본
Ⅱ에는 없다.

814) 이 부분의 지명은 CHMĪ-Kent로 되어 있는데, 사이람의 부근에 위치한 유사 지명인 쉼켄트에
비정하였다(과거에는 이곳의 지명이 침켄트이므로 유사한 편이다).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
명이 KMSH-Kent이며, 또 다른 사본은 『勝戰記』와 유사하게 JMĪ-kent이다.

815) 이란본Ⅰ에는 또 다른 부가설명이 붙어있는데, “페르도시가 Shāh nāma에서 그곳을
‘Hasht-K_b_k’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페르도시는 타슈켄트를 차치(Chāch)라 불렀다.

816) 종교의식에 쓰이는 하얀 가루, 눈에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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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화해한 이야기

겨울이 끝에 이르렀고, 동풍과 북풍의 사절들이 봄의 군대가 도달하였다는 소문을

투척하였으며, 비둘기(Qamarī)와 나이팅게일(Hizār)이라는 충고자들이, 꽃과 가시의 화

해를 위해 [366] 여러 나날들을 소모하였을 때, 사힙키란이 자타 방면으로 파견하였었던

사르부카 및 아크부카 바하두르가 되돌아왔고 소식을 가져왔는데, 자타에서 많은 군대

가 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분은 사실상 ‘사힙키란(Ṣāḥib-qirān)’이었고 신이 지지하

는 자였으므로, 매 번 적은 수의 병사들로 수많은 군사를 쳐부수어왔고 작은 규모로도

커다란 일들을 처리했으며, 그의 행운으로 인한 진기한 일들이 나타나곤 하였으나, 아미

르 후세인에 관해서는 항상 마음에 그에 관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와의 화해에

관해 궁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초봄에 자타의 군대가 그 분을 돕기 위해 오려고 한다

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미르 후세인) 그는, 만일 자타 방면에서 군대가 그의 병사들

에 합류한다면, 철로 된 산이 그에 대한 공격이라는 바람 앞에 모두 넘어지듯, 그들 자

신은 완전히 세계에서 손을 떼고 마음 속에서 생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시Bayt] 이와 같은 군대가 없이는 세상이 무너진다, 그의 병사들이 이르렀을 때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

(그리하여) 후잔트와 타슈켄트의 울라마와 셰이흐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요청하

여, 사힙키란과 더불어 신앙인과 무슬림의 문으로 들어가고, 이들 사이의 있었던 전투와

분쟁을 동의와 화해에 이르도록 하며, 이들 가운데에 발생한 두려움의 먼지와 혼란의

불꽃을, 안내와 충고의 정결함으로 鎭火하는 것이 올바른 방책이라 여겼다. 배움과 신앙

적 판단의 벗(Aṣḥāb)이자, 금욕과 단련의 주인(Arbāb)인 (울라마와 셰이흐들은), <믿음

을 가진 신도들이 두 무리로 분리되어 싸운다면 그들 사이를 화해시켜라>817)는 말씀에

따라, 동의의 의복(Durrā)'818)을 입고, 신중함의 손을 정직의 소매에서 꺼내어, 충심의

발걸음으로 그 사힙키란의 위대한 어전에 왔으며, 기도와 찬사의 의례를 행한 후에 이

와 같이 고하였다. “臣은 사힙키란의 지식과 신앙과 자비와 관용의 극치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비오니, 무슬림들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고 알

고 있어 용기를 내서 (말하건대), 현재 사힙키란과 아미르 후세인 사이의 반목과 갈등

은 왕국의 황폐함과 백성들의 離散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67] 당신이 외부 군대에게

이 지역의 길을 내어 주고, 이교도의 공격의 손이 무슬림들의 피와 물자에 손을 뻗게

817) Qur'ān, Sūra al-Ḥujurāt : 9.
818) 셰이흐들이 입는 의복을 의미한다.



- 216 -

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였으니,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그들이 우세하게 된다

면, (이교도들은) 당신에게도 신의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시Bayt] 혼란은, 옛 가족이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다.819)

계속하여 당신의 삶의 벗이고 (앞으로도) 그와 같을 신의 은총으로,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즉, <화해가 최선이라>820)는 말씀에 따라 쌍방의 친애와 우정의 거울에 내려

앉은 괴로움의 鐘이 화해라는 유약으로 윤광을 얻게 되면, 왕국과 신앙의 화해이자 군

대와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신부가 그 산들바람에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

연히 그 즈음에 사힙키란은 꿈을 꾸었는데, 후잔트 강에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하였고

그는 강 한 가운데에서 어떤 나무토막 한 끝에 앉아있었다. 탈진하여 엎어졌고 무력함

을 도와줄 조력자에게 해방과 구원을 청하다가,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졸도하였다. 그

리고 눈을 다시 떴을 때, 자신이 사마르칸트 측 강변에 있음을 보았고, 뒤를 바라보았을

때 바다가 여전히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821)

꿈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그의 영광스러운 판단은, 행운의 계시에 따라 들끓어 올

랐던 그 홍수를 군대로 해몽하였으며 사마르칸트 방향에서 발생하였던 탈출의 형태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방향에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여겨,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뢰와 희망의 방향을 자타 쪽으로부터 완전히 돌렸다. 이 상황에서

그 선택된 무리들이 화해를 청하고 그에 관해 강경히 주장하였으니, 그 분의 올바름으

로 안내하는 판단이란 법정에서, 올바른 길은 동맹과 화해에 있다는 정의로운 증거가

확실해졌다. 고귀한 생각이 이에 이르렀을 때, ‘만일 어떤 이들이 (둘) 사이를 오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 일은 상당 기간 동안 보류되거나 지체될 것이니, 스스로 아미

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가서 얼굴을 맞대고 하게 될 논의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이 나

으며, 하루라도 빨리 (둘) 사이의 고통의 먼지를 거두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368]

[시Bayt] 사자들을 사냥하였던 맹수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발로 보고한다.

그리하여 판지샨베(Panjishanba)라는 이름의 한 누케르를, (앞서) 이야기하였던 내

용을 알리기 위해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모두 스

스로 해왔다는’ 것이 성취의 후원자이신 그의 천성이었기 때문에, 친히 순결한 카바

819) Ferdowsī, Shāhnāma.
820) Qur'ān, Sūra al-Nisā' : 128.
821) 이 부분의 서술은 『歷史의 精髓』와 매우 유사하다. 심지어 아미르 후세인의 사절단이 말한
‘화해가 최선이라’는 쿠란의 인용구조차 그대로이다. 그러나 꿈의 이야기에서 기절한 다음 깨어
난 내용은 『歷史의 精髓』에는 나타나지 않는다(ZT/Jawādī 1, pp.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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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 방향으로 향하여, 지체하거나 염려함 없이 세이훈 강을 건너 사마르칸트 측으

로 향하였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영광스러운 앞이마라는 해가 사마르칸트 도시

외곽을 빛내고 있었으며, 태양이 떠오르는 때였다. 도시에 들어가고자 할 때, 어떤 사람

이 도시 바깥으로 나왔고 아미르 후세인이 사망하였다는 거짓 소식을 전하였다. 사힙키

란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좋은 방책이라 여기지 않고 고삐를

샤드만 측으로 돌렸으며, 샤드만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 중에 몇몇 코슌과 마주쳤다. (그들이) 그 분을 공격하고자 하였을 때, (신의) 도우

심의 힘으로 반역에 대한 격퇴를 행하였으며 그들을 몰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얌 강으로 나아가 안착하였으며 한동안 머무르며 말에게 풀을 먹여 배부

르게 하였다. 그 다음 행운으로 말을 몰아 니야지(Niyāzī)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

미르 무사가 자신에게 私的으로 속해 있었던 하자라-가나치(Hazāra Ghānachī, 가나치

천호)822)와 다른 병사들을 모아, 군대와 함께 다가왔다. (티무르) 측의 바하두르들이 그

에게 사힙키란의 의도와 생각에 대해 소식을 전하였다. “아미르 후세인과 만나, (그들)

사이에 있던 아픔을 친밀함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아미르 무사는 군대의 수적

우세에 의존하여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전투와 전쟁에서의 기본은 사령관의 용감함

과 훌륭함이지, 용감한 군대의 수적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반구M iṣrā’] 다수의 병사 뒤에, 기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스스로 여러 차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전투

에 나섰다. [369] 사힙키란은, 아미르 사이프 앗 딘과 키타이 바하두르를 50명의 사람들

과 함께 파견하여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공격하도록 하였고, 스스로는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앞을 차지하였다.

아미르 무사의 군대는 그들의 앞뒤로 군대가 와 있음을 보았을 때, 이 병사들의 공

격을 여러 번 보았고 그 고통을 맛본 적이 있었으므로, 즉시 퇴각하여 <마치 놀란 당나

귀들이 한 마리의 사자에 놀라 도망치는 것과 같이>823) 분산되어 흩어졌다. 승전군이

그들을 쫓아 나아갔고 수많은 자들을 무력의 칼로 베었으며 많은 이들을 말에서 끌어

내려 살해하였다. 이 와중에 사힙키란은 왕궁에 친절을 베푼다는 이유로, 아르군 샤 부

르달리기를 적절한 선물들(Bīlākāt)과 함께 마한의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이 상황에서

822) Doerfer에 의하면 Qāna라는 몽골어에서 유래한 직업군 단어(+Chī)로, 이 단어는 본래 장애물,
혹은 유르트의 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아가 유목민이 기르는 가축들을 가두
는 울타리를 건설하고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특수 직업군을 일컫는다. 특히 이들이
천호를 이루었다는 것은 칸이나 제왕의 사적 가축들을 돌보는 특수천호였음을 알 수 있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p.415).

823) Qur'ān, Sūra al-Muddaththīr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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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서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가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사힙키란

은 되돌아가 바로 그 600명824)의 사람들을 정렬하여 높은 곳에 섰다. 선택된 기병들인

카라우나스 군 30개 코슌은 좌익과 우익을 정비하였고, 대열 맞은편에 늘어서서 양측에

서 함성을 질렀다.

[시Bayt] 포효 소리가 양측에서 일어나, 두려움으로 인해 진주가 조개 안에서 붉게
되었다.

사힙키란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과 함께, 바하두르들이 그 사건에 뛰어들어 손

을 펼칠 때까지 한동안 머물렀다.

어떤 사람도 머리를 들지 않았고 발을 앞으로 내딛지 않았다. 사힙키란은 그들을

두고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방향을 돌려 밤을 새서 나아가, 쿠하크(Kūhak) 강825)을 건

너 아침에 카이나르 샤크샤르(Qaynār shaqshār)826)에 안착하였다. 이 전에 판지샨베라

는 이름의 어떤 누케르를 살리 사라이의 아미르 후세인 어전에 파견하여 화해의 이야

기를 전하도록 하였는데, 그 장소에서 그의 도움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었다. 판지샨베가

아미르 후세인에게 이르렀고 계속하여 그의 희망이란 귀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 동맹과 적대관계의 탈피를 맹세하고 조약을 맺

었으며, 투란 샤(Tūrān Shāh)를 판지샨베와 함께 파견하여 조약이 (티무르) 측에서도

강화되도록 하였던 상태였다. [370] 사힙키란은 압바스 바하두르를 투란 샤와 함께 파견

하였고 아미르 후세인은 압바스 바하두르와 함께 조약을 갱신하여 조약이 안전하게 강

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무사와 울제이투를 10000명과 함께 파견하였으며 그들

에게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 사람, 즉 사힙키란의 마음을 얻고 그와 함께 평화를 이룩

하고자 노력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사이에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카할카

와 키시를 통과하여, 사마르칸트의 변경에서 알리 아타(Alī Atā)의 영광스러운 성묘<신

성함이 그에게 있기를>가 있는 쿠미시 켄트(Kummish Kent) 마을에 들어왔다. 사힙키

란은 소그드의 알리 아바드(‘Alī Ābād)에 안착해 있었고, 그들은 화해를 위해 사람을 파

견하였다. 그 자는 쿠하크 강을 건너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왔고 땅에 입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으며, 화해에 관한 아미르들의 간청이 보고되어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즉,

그 분은 100명과 함께, 그리고 아미르 무사와 아미르 울제이투도 100명과 함께 만나, 그

824) 『兩星의 上昇과 두 바다의 만남』,『歷史의 精髓』의 일부 사본에서는 300명이라 하였다
(MSMB/Nawāī 1, p.396; ZT/Jawādī 1, p.421).

825) 현재 사마르칸트 동북부의 울룩벡 천문대가 있는 언덕이자 그곳에 위치한 외성의 문 이름을
의미한다(Arapov A. V. The architectureof Uzbekistan (9th-15th centuries), The Artistic
Culture of Central Asia and Azerbaijan in the 9th–15th Centuries IV. Architecture.—
Samarkand—Tashkent: IICAS, 2013, p.160).

826) 이 지명에 대해 일부 사서에서는 두 개의 지명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ZT/Jawādī 1,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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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바라는 바를 실행하여 평화를 이루기로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미르들에게

이르렀을 때, 즉시 말을 몰아서 100명과 함께 향하였으며 사힙키란은 200명과 함께 향

하였다. 그리고 서로 가깝게 되었을 때 그 분의 동반자들이 고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의

강력한 아미르들은 스스로의 발로 덫에 들어와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들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저항할 힘이 남지 않을 것이니 완전히 흩어져 비

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회전은, 궤적을 따르게 마련이니, 좋은 기회를 반드시 노려

야 합니다.” 그 분의 훌륭한 마음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말하였다. “조약을 깨

뜨리는 것은 훌륭하지 못한 일이다.”

[시Bayt] 만일 어떤 사람이 조약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던 (그
대가가 그보다) 더 클 것이다.827)

아미르 무사와 아미르 울제이투가 사힙키란에게 이르렀을 때, 공평함의 혀가 용서

를 청하기 위해 열렸고 양측에서 우정의 조약을 갱신하였으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힙키란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371] 아미르 무사의

집에 들어갔으며 옛 규범에 따라, 확장과 통합을 위한 식탁보를 펼쳤다. 그 후에 그들

은 자신의 군대에게 허락을 내려 귀환하게 하였고 본인 역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

다. 그 분은 키시 방향으로 향하여, 상서로이 행복하게 그 천국과 같은 곳에 들어갔다.

그곳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발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해 서둘러 왔고, 다양한 호

의와 위무를 받아 영광스럽게 되었다.

[시Bayt] 사힙키란은 행운으로 안착하였고, 그의 영예로 모든 왕국이 기쁘게 되었
다.

44. 아미르 후세인이 바닥샨 측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이

야기

그 때에, 바닥샨의 샤들이 칸과 아미르 후세인에게 반항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 쪽으로 갔고, 샤들 또한 자신의 군대를 모아 앞으로 나섰으며 양측

의 군대가 서로의 맞은편에 안착하였다. 헤라트의 왈리인 말릭 후세인은 바닥샨 샤들의

저항과, 아미르 후세인이 그 방향으로 향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군대를 발흐

방면으로 파견하여 그곳의 무리들과 울루스를 약탈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상황에 대해

827) Naṣir allah Munshī, Kalīlah wa Dim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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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고, 키시로부터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와 함께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나아갔다.

말릭의 군대는 그 사힙키란이 향하고 있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시비르간과 발흐에

서 콜름까지 질주하였다가 서둘러 되돌아갔다. 사힙키란은 티르미드 통로를 건넜다가

후라산 인들이 되돌아갔으므로, 칸과 아미르 후세인을 보기로 결정하였다. 아미르 후세

인은 그 분이 향해 오고 있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바닥샨의 샤와 평화를 맺었고, 되

돌아와 쿤두즈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로를 끌어안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두려움의

먼지를 완전히 털어내었으며 여러 날 연회가 이어져 기쁘고 즐겁게 보냈다.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이동하여 하영지인 아시카미시(Ashkamish)828)로 갔고 사힙키란은 마한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를 유수진과 함께 마음을 끄는 곳, 키시로 향하게

하였다. [372]

[시Bayt] 유수진을 키시 방향으로 이끌고 오라는 사힙키란의 명령이 반포되었다.

45.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카불로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

그 때에 풀라드와 아크부카가 아무 소용도 없이 카불 성벽을 믿고 발을 복종의 길

바깥에 두었으며 머리를 순종의 굴레로부터 빼내어 저항의 숨을 쉬었으므로, 아미르 후

세인과 사힙키란은 수많은 군대를 정렬하여 그 방향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고 말을 몰

았다. 힌두쿠시(Hindukush)829) 산맥을 건너 카불에 이르렀을 때, 풀라드와 아크부카는

대적과 전투를 준비하였고, 성벽으로 피신하였으며 아군은 성채를 포위하여 전투에 돌

입하였다.

[시Nazm] 전투의 때에, 갈대와 같은 비와 화살이 그 돌로 된 성벽에서 내렸다.
너는 말하였지, 그 성벽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며, 그 우박은 모두가 돌과 화살비였
다고.

사힙키란은 훌륭한 마음으로 적들의 제압을 위해 향하였고, 그들은 無力해지고 절

박함에 사로잡혔다. 그의 승리의 피난처인 바하두르들은 최대한 훌륭함과 용기를 발휘

하여, 키타이 바하두르와 시르 알리 바하두르가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그 전투에서 부

828) 이란본Ⅰ에는 ‘Ashkash’라 되어 있으나 다른 사본과 출판본은 본문과 같다. 쿤두즈에서 동남
쪽으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829) 사본에는 Hind wa Kush라고 되어 있으나 그 앞에 ‘산맥’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힌두쿠시
산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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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입었다. 그 분은 스스로 전투를 주재하였고 적들은 다급히 전투를 행하였는데, 승

리를 동반하는 군대들이 성채를 파괴와 타격으로 열었으며 풀라드와 아크부카를 붙잡

아 묶었다.

[시Nazm] 병사들은 사힙키란이 뒤에 있을 때, 행운의 보석들을 손가락에 갖게 되
었다.
신께서는 그들을 도우시어 승리를 내려주셨다. 생각이 짧고 쓸모없는 적에 대해.

성채의 점령과 적들의 제압과 영역의 장악 후에 승리와 성취를 거두며 귀환하였고,

그 사이에 아미르 후세인은 사힙키란과 함께 상의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373]

“(나는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즉 발흐를 안착 장소로 삼고, 건설된 상태였을 때

그 지붕의 망보는 자가 하늘의 노예와 더불어 비밀을 나누곤 하였고, 그 깊은 해자의

물속에서 땅의 소가 물고기와 함께 물 위를 부유하며 어울릴 정도로 (높고 깊은) 힌다

완(Hindawān)830) 성채,

[시Bayt] 하늘이 마치 땅과 같고, 땅이 마치 하늘과 같다.

그 해자와 성채, 위와 아래를 재건하고자 한다.”

사힙키란은 <충고하는 바는 믿을만한 것이다.>831)에 따라 그의 판단의 확정을 반

대하였고, 그의 삼촌인 아미르 압둘라(Amīr 'Abd-allah)의 이야기를 가르쳐주었다. “아

미르 카즈간의 사건 이후에 사마르칸트를 본향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는데, 그의 아미르

들과 지지자들이 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버려두고 생소한 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

는 것은 신중한 방식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낯선 자들은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지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결과가 그들의 상황에 발생하였으며 예측한 상황은 무엇이든 나타

났습니다.

[시Bayt] 어느 누구든 존경받는 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자는, 후회의 손가락 끝
을 깨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 생각에 해당하는 (쿠란의) 말씀이 있으니, 이성적인 이

들은 이러한 경험 후에, 이러한 생각을 상상 속에서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830) 발흐의 성채 이름.
831) 이란본Ⅱ 미주 119에 의하면 이슬람권의 속담 중에 하나이다(YZN/Ṣādiq, p.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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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는 후회할 것이나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
다.832)

아미르 후세인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 “충고의 근원은 곧 친절과

호의이다.” 그러나 그의 승인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 맥락은 (이와 같다)

[시Bayt] 연기가 없는 밝은 초 여럿을*, 다라(Dārā)에게 보여주었으나 아무 소용
이 없었다.833)

(위의 시가) 이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그의 불운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하지 말

아야 할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는 발흐로 향하였다. 그리고 비록 카불에서의 만남

후에, [374] 사힙키란은 자신의 행운이 위치한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에게 동의를 청하여 함께 발흐로 데려갔다. 그곳에 이르렀던 바로 그 때에, 힌다

완 성벽 건설과 그 해자 鑿掘에 나섰고 규율(Yasāq)을 세워, 모든 백성과 군사들이 매

우 진중히, 최대한 빠르게 (건설을) 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흐 도시의 주민들과 토

착민들을 모두 요새로 데려왔으며 도시는 파괴된 채로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비친

(Bīchīn, 원숭이)해에 해당하는 769AH(1368년)834)에 발생하였다. 이 사이에 소식이 도달

하였는데, 자타 군대가 다시 이쪽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이 사

건의 어두움을 사힙키란의 용기라는 빛으로 밝힐 수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를 마와라안

나흐르의 측으로 다급히 향하게 하였고 말하였다.

[시Bayt] 왕은 이와 같은 일을 문제없이 수행한다, 네가 사령관일 때.

46. 사힙키란이 군대를 이끌고 자타의 병사들과 전투를 위

해 (나선) 이야기

자타의 병사들이 진격해오고 있음이 확실해졌을 때, 사힙키란은 마와라안나흐르로

향하였고, 아미르 무사와 함께 제이훈을 건너 용기 있게 적들을 격퇴하고자 나아갔는데,

832) Rūmī, Dīwān-i Shams.
833) Nizāmī, Khamsa : Sharaf nāma. (*) 이란본Ⅱ에는 ‘많은’ 대신 ‘더불어’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
Ⅰ 및 타슈켄트본, 그리고 실제 니자미의 작품에서는 ‘더불어(با)’가 아닌 ‘많은(بسا)’이다.

834) 769AH은 서력 1367.8.28.-1368.8.15.일이며, 이때는 양의 해와 원숭이 해에 걸쳐 있으므로,
769AH 중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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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자타의 군대는 타슈켄트에 도달해 있었다. 겨울이 되었고, 바로 그곳에 머물렀

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무사와 함께 사마르칸트를 거쳐 마카르카라(Maqar-qarā)835)에

동영하였으며, 아미르 후세인 또한 나머지 군대와 함께 뒤 따라 와서 키시의 평원에 안

착하였다. 우연히도, 자타의 아미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소속 부족이 두글라트

부였던 카마르 앗 딘(Qamar al-Dīn)836)과 케벡 티무르와 시라울이 일부의 군대와 함께

핫지 벡 올쿠누트837)를 잡기 위해 연합하였는데, 핫지 벡이 이에 관해 알게 되자 그들

과의 전투를 위해 말을 몰았으며 그들 또한 말을 몰았다. 가까이에서 서로에게 이르렀

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375] 카마르 앗 딘과 케벡 티무르는 속

임수를 써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되돌아 달아났으며, 핫지 벡은 시라울에게 가서

그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타의 군대는 걱정에 잠겨 흩어져 되돌아갔다. 그 중

요한 사건이 사힙키란의 행운의 도움으로 인해 어떠한 고통도 없이 해결되었다.

[시Bayt] 적들의 군대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너는 자신의 도검을 그 집 속에
그대로 두라.838)

그 후에 사힙키란과 아미르 무사는, 칸과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에 사람을 파견하

여, “자타의 군대가 흩어져 되돌아갔으니, (우리가) 그들의 뒤를 좇아 서둘러 가는 것이

善策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에 바닥샨의 샤들이 공격하여 쿤두즈를 약탈하고 되돌아

갔으므로, 아미르 후세인은 바닥샨 방면으로 출발하여 그들에 맞서는 것을 우선으로 여

겼다.

[시Bayt] 本國에 적이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무엇 하러 가겠는가.

47.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바닥샨 방면으로 출발한

835) THTB에서는 “Cara Kichlac”이라 되어 있다(THTB/Darby, p.111). 그러나 다른 판본에는
‘MQRQRĀ’로 되어있다.

836) 모굴 칸국의 역사서 『라시드 史』에 따르면 그는 두글라트 부의 울루스베키 아미르 툴락과
불라지의 동생이었는데, 이 울루스베키 자리가 아미르 불라지의 사망 이후 그의 어린 아들인
후다이다드에게로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투글룩 티무르 칸 사망 이후에 반란을 일으켜
약 18명의 왕자를 하루아침에 살해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알말릭 및 세미레치에를 포함한
모굴리스탄 초원을 차지하였고 후다이다드는 주로 천산 남부에 자리하였으며, 투글룩 티무르
칸의 어린 아들인 히즈르 호자 칸은 그의 비호 하에 천산 남부 오아시스 도시들을 떠돌다가 훗
날 베쉬발릭-투르판 등지에 자리를 잡았다. 티무르의 6차에 걸친 자타 원정의 대상은, 3차 이후
대체로 카마르 앗 딘이었다.

837) 두릴리킨 몽골의 쿵그라트 부 중에 한 지파이다.
838) Sa'adī, Būst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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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행운의 힘으로 자타의 군대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은 군대를 새로이 정렬하여 바닥샨 방면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제이훈 강을 건

너 중군과 전위를 배치하였을 때, 타이칸과 칼라브칸(Kalāvkān)839)을 건너, 바닥샨의 부

속지역 중에 있었던 키심에 많은 천막이 세워졌다. 사힙키란은 자신의 천성이 요구하는

대로 먼저 (유수진을 두고) 나아갔고, 아미르 후세인은 자신의 아들 자한 말릭(Jahān

Malik)을 그 분과 함께 파견하였으며 자신은 칸과 함께 키심에 머물렀다. 맞은편에서는

바닥샨 인들이 카르카스(Karkas) 산맥('Aqba)840)을 차지하고 말에서 내려 서 있었는데,

화살이란 매가, 어떤 새도 그곳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견고히 그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사들이 사힙키란의 군대의 그림자를 보자마자, 두려움이 그

들을 잠식하여 달아났다. [376]

[시Bayt] 그의 승리의 대오의 먼지가 멀리서부터 적에게 패배를 불러일으켰다, 비
록 (적이) 중국의 왕(Faghfūr)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시 주름(Zurm)산맥841)에서, 용기를 드러내며 서 있었다. 그러나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도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달아남을 선

택하였고, 주름 강842)을 건너 다리를 파괴하고는 강의 통로들을 장악하고 서 있었다. 사

힙키란이 다른 곳에서 통로를 찾아내었고, 자신의 사람들 중에 일부로 하여금 몰래 건

너게 하였다. 그들이 군대의 渡河 소식을 얻었을 때, 그들의 고정된 발이 그곳에서 떨

어져 바닥샨 상류 측으로 달아났으며, 극도로 좁고 두 거대한 강이 그곳에서 서로 합류

하는 우르툰즈(Urtunj) 계곡843)에 울타리(Chapar)844)를 세웠는데, 모든 샤 들이 그 장소

839) 탈리칸에서 동쪽으로 36km에 위치한 지명 칼라프건(Kalāfghan)을 말한다.
840) 이 부분을 『歷史의 精髓』는 ‘Kūtal Karkas'라 하였다. 쿠탈은 본래 산이라는 투르크 어인데,
야즈디는 쿠탈이라는 단어를 ’산맥‘이라는 일반 명사로 여겨 ’카르카스 산맥‘이라 기록한 것이고,
『歷史의 精髓』는 ’쿠탈 카르카스‘를 하나의 지명처럼 사용한 셈이다. 이후 ’쿠탈‘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지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투르크 어로 산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일 가능성
이 있다(ZT/Jawādī 1, p.425).

841) 쿤두즈에서 177km 동쪽에 위치한 지명. 『歷史의 精髓』에는 JRMŪNGH이라 되어 있다.
842) 주름 강이라는 지명은 없으나 주름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오늘날의 콕차(Kokcha) 강을 가리
킨다고 볼 수 있다.

843) THTB에서는 ‘Ortondge’라 되어 있다(THTB/Darby, p.113). 한편 캘거다 사본에는 오즈톤즈
(Ojtonz)로 되어 있으나 여타 출판본 및 사본은 본문과 같으며, 타슈켄트본에는 모음이 있어
THTB와 같게 발음된다. 이 지명은 다른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주름이라
는 지역 북쪽, 현재 바하락이라는 곳이 위치한 곳에서 콕차 강이 다른 지류와 합류하며, 이 콕
차 강이 서쪽으로 흘러 제이훈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지리적인 설명 상 바하락과 그 근
방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지명에 대해 샤미의 『勝戰記』에서는 나바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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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있었다. 하늘의 영향을 받는 군대가 용기 있게 그곳으로 향하자 그들은 등을 돌

려 그곳에서 다시 달아나 쿵구르 울락(Qunghur-Ulnag)845) 측으로 가서, 제이훈 강을

건넜으며 강의 통로들을 장악하고 서 있었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전위가 그들 뒤

를 서둘러 쫓아갔고 용감한 발톱을 전투에 뻗어, 그 혼란에 빠진 이들을 그곳에서 다시

금 몰아내고 샤 셰이흐 알리 바닥샤니(ShAHshaykh 'Alī Badakhshānī)를 붙잡았으며

그들의 말과 양 무리들을 얻어, 그 상세한 내용을 사힙키란의 대리인(Navāb)에게 보고

하였다. 바닥샨 인들 중에 일부의 무리가 달아나 어떤 계곡846)에 모여 있었는데, 그 분

은 자한 말릭을 수많은 군대와 함께 파견하여 그들을 약탈하고 다수의 전리품(Ulja)847)

을 획득하게 하였다. (그가) 나아갔을 때, 바닥샨 인들은 좁은 곳848)에서 그들의 길목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전투에 돌입하였고 살해의 지옥불이 타올랐다. 자한 말릭은 달아

났고 적들은 승기를 잡아,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은 무엇이든 다시 차지하였고 일부를

살해하였으며, 630명849)의 기병을 아래로 끌어내렸고, 말과 물자들을 그들에게서 모두

획득하였다. 어떤 발흐 인이 급히 달려가 이 상황을 사힙키란의 어전에 전하였을 때,

왕다운 마음의 불꽃이 피어올라 망설임 없이 스스로 말을 몰아 산 위로 올라갔다. 그

소식의 놀라움으로 인해, 더 많은 군대가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 중요한 업무에 관한 동

맹을 파기하였다. 성취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13명과 함께 그들의 통로였던 좁은 길

의 입구 [377] 를 장악하였고, 용기의 손을 하늘이 돕는 소매에서 꺼내었는데, 혼란스럽

게 빙빙 도는 하늘과, 단도를 가진 화성이 놀람의 손가락을 입 속에 둘 정도였다.

[시Shi'r] 만일 그 전투를, 루스탐이 꿈에서 보았다면 덫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
움에 떨었을 것이다.
신께서 각각에게 영광을 주니, 그것을 장난으로 준다고 생각지 마라.

많은 노력 후에 승리를 그리는 칼의 타격으로, 군사들로 하여금 적들의 위압의 타

(Nabātār), 『歷史의 精髓』에서는 비야야(Biyāyā')라 하였다.
844) 『歷史의 精髓』에는 ‘Ghāv-sar’와 ‘Tūra’로 앞을 차단하였다고 하였다. ‘Tūra’의 경우에는 목
책으로 된 울타리, 방벽을 의미하는 투르크 어이며, 전자는 소머리 모양을 한 두꺼운 나무라고
한다.

845) Doerfer에 의하면 콩구르(황색,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p.525), 울락(대초원, 전게서, p.161)이라는 뜻이 있어 ‘황색 대 초원’이라는 뜻이 된다. 황색은 곧
말의 색깔을 일컫는 것으로, 말로 가득한 초원이라는 뜻도 될 수 있다.

846) 『歷史의 精髓』에는 ‘쿠란(Kūrān)’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문맥상으로는 지명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는 투르크어 일반명사로, 그 의미는 원형 방어진, 울타리 등을 의미하며, 쿠리엔과 유사
한 의미라고 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p.477-8;
ZT/Jawādī 1, p.426).

847)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43.
848) THTB에서는 이 단어를 고유명사인 지명, ‘Tenknai’로 해석하였다(THTB/Darby, p.113).
849) 『歷史의 精髓』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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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해방을 얻게 하였다. 행운의 계시를 받는 번역가였던

그 분의 영광스러운 혀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해왔던 이 모든 전투와 나에게 발생했던

일 중에, 그 전투만큼 혹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맞은편에서 다시 한 번 50명의 보병

들이 방패를 머리에 얹고, 그 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와, 적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많은 화살비를 사힙키란에게 쏟아 부었으며, 200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뒤에서 오고 있었다.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은 일치 부카에게 힘을 부여하였으므로, 걸어

서 그들 가운데를 뛰어다니며 여러 타직인의 목에 타격을 가하고는, 핵심을 찌르는, 능

란한 말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분은 사힙키란이시다. 너희의 포로들을 해방하여 다시 되돌

려 준다, 이 모든 쓸모없는 전쟁을 왜 하는가? 만일 살해되거나 포로가 된다면 죄가 너

희의 목에 있을 것이니(너희의 책임이니), 알아두어라.”

보병들은 그 분의 축복받은 이름을 들었을 때, 뻔뻔한 손을 전투에서 떼었고, 빈곤

한 머리를 아래로 내려뜨렸으며, 땅에 입을 맞추는 관습을 행하기 위해 예의의 입술을

준비하였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가련한 발로 앞으로 나아가, 청원과 탄식으로 사힙키

란에게 목숨의 안전을 청하였고, 그에 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군사들의 말과 조공품

중에 무엇이든 획득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아침에 가져와서 맡기면, 너희의 포로들을

너희에게 사여할 것이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한다는 승인의 손가락을 투항의 눈 위에

두었다.

[시Bayt] 우리는 가신이며 당신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머리에, 당
신의 명령은 생명 위에 있습니다. [378]

기도와 찬사의 의무를 수행하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승리자이시며 성취를 이룩하

신,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시Bayt] 동반자들의 승리와, 벗들의 행운과 행복이, 신의 친절한 돌보심의 그늘에
(있다.)

축복받은 병영에 안착하였다. 바닥샨 인들은 이 쪽 병사들에게서 얻었던 모든 것을

모았고 투쿠즈(Tuqūz)850) 등 다수의 조공을 준비하였으며, 다음 날 모두를 가지고

[반구M iṣrā’] 간이 피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입술이 미소의 희망으로부터

850) 투르크 어에서 9을 뜻하는 이 단어는, Doerfer에 의하면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물을 의미
한다. 『勝戰記』에도 티무르에게 항복하는 투르크멘 계 군주가 9개의 항목으로 된 선물을 바
치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YZN/Ṣādiq, 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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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의 승리의 둥지인 어전으로 향하였고, 복속의 의례를 행한 후에 전리품들

을 다시 돌려주었으며 조공을 바쳤다. 왕다운 자비가 그 포로들의 해방을 명하였다. 살

해되거나 부상당한 이들을 제외하고 630명의 승리의 기병군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 불

명예의 바람에 날라 갔었는데, 그 성취의 후원자이신 분께서는 (단) 13명으로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도검의 타격으로 대응하였으니, 조공이 보상으로 머리 위에 (두어졌다).

[시Nazm] 왕과 그의 업무에 대해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의 영향력은 셀 수
없이 많다.
군주의 행운이 지닌 상서로움은, 그의 고삐를 보호의 손으로 쥐었다.
승리는 군대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승리의) 부여는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

그 후에 행운과 승리로 그곳에서 귀환하였으며, 자비로운 신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바닥샨 도시851)에 안착하였을 때, 달아났던 티즈크지 잘라이르와 일부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렀고, 힐책과 비난의 장이 발생하였다. 아미르들은 청하였다. “그

들에 대한 야르구(Yarghū)를 보류하시고, 귀환 후에 심문하십시오.” 그러나 왕다운 마

음은 참지 못하였고 [379] 그들의 소환을 명하였다. 죄를 물은 후에, 모두를 나무 막대

기의 앞뒤로 (때리는 형벌에) 처하였다.

[반구M iṣrā’] 그 죄에 비해 이 결과는 여전히 과한 것이 아니다.852)

사힙키란이 바닥샨에 머무는 도중에 아미르 후세인이 그의 어전에 사람을 파견하

여, (말하였다.) “셰이흐 무함마드 술두스와 케이후스로우가 와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예

속민들을 모으고, 반항의 깃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 혼란의 불꽃을 진화하는 것은

[시Bayt] 너의 예리한 도검이 해야 할 일이며, 너의 성취의 운명이 (그 해결을 위
한) 방책이다.

바라건대, 이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되니, 급히 오도록 하라.” 그리고는 그 자신은 칸과

함께 살리 사라이로 되돌아갔다.

851) 바닥샨이라는 용어는 영역명이며, 현재에도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중국이 접경하고 있
는 곳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시 명처럼 이용하였는데, 현재 아프가니스탄 바닥샨 주의 주도
인 파이자바드로 추정된다.

852) Sa'adī, Dīwān-i Ash'ār.



- 228 -

48. 사힙키란이 바닥샨에서 귀환한 이야기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와 케이후스로우의 대담한 저항의 소식이 사힙

키란에게 도달하였을 때, 바닥샨으로부터 귀환을 결정하여 말을 몰았고 상서롭고 행복

하게 나아갔다. 그리하여 승리와 행운의 축의 중심에 사힙키란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이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반구M iṣrā’] 임하시는 모든 방향에, 승리가 있다.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과 케이후스로우 또한 희망의 손으로 그의 행운의 옷

자락에 매달리기 위해, 서신을 그 분에게 써서 그들의 생각을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였

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서신이 도중에 아미르 후세인의 손에 들어갔던 것을, 사힙

키란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르항에 이르러 강변에서 아미르 후세인과 만나게 되었

을 때 아미르 후세인은 기쁨을 표현하였고 예의와 존중의 의무에 [380] 대해 한 순간도

소홀하지 않았으나, 사힙키란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친애와 우정

의 기반이 조약과 약속으로 굳건해진 이때에, 아미르 후세인이 그 서신을 차지하고는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에 대해 숨김이 없다.’고 하니, 깨끗한 마음의 증거로 그 비밀을

내보여야 한다.”

[시Shi'r] 853) [시Bayt] 벗은 물과 같다, 만일 깨끗하다면 자신의 비밀을 명백히 드
러낼 것이다. 그리고 어둡다면 숨길 것이다.

아미르 후세인은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에 관해 무엇도 혀에 올리지 않았

다. 그러므로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마음속에 이에 대한 거슬림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상서로운 거주지로 되돌아왔을 때, 세 사람이 들어와 함께 고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일종의 속임수를 생각해내어 당신을 잡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거

슬림이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행운의 주인의 후원을 받는 자인 (그 분의) 강력

한854) 자아와, 완전한 힘을 (지니신 그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이

853) 같은 의미를 지니는 아랍어/페르시아어 시가 병렬되어 있다.
854) 아미르 후세인이 세운 허수아비 칸으로, 『무깟디마』에 의하면 두아의 아들 쿤첵의 아들 풀
라드 오글란의 아들 무함마드의 아들로 되어 있다. 그의 부친인 무함마드 칸은 1345년 알말릭
을 통치하며 동전을 주조하였던 인물로 보인다(YZN/Ṣādiq, p.220; Biran, “The Mongols in
Central Asia from Chinggis Khan's Invasion to the Rise of Temür The Ogodeid and
Chaghadaid Realm,” p.59). 반면에 무인 앗 딘 나탄지는 그가 장시의 아들 카불 샤의 아들이며,
카불 샤가 아미르 후세인에 의해 살해된 후 칸이 되었으며, 5년간 재위하였다가 티무르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하였다(MTM/Istakharī, pp.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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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뒤이어 어떤 사람이 와서 서신을 전하

였다. 이는 아딜 술탄('Ādil Sulṭān)의 것으로 당시에 그의 칸이었는데, 사힙키란에게 서

신을 썼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미르 후세인이 아미르 무사와 함께 이야기하기

를, 기회를 엿보아, 기회가 있을 때 그대를 붙잡으라고 하였다.”855) 이렇듯 아미르 후세

인의 속임수와 조약의 파기에 대한 상징과 징조가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으나, 여

전히 사힙키란은 하늘의 도움의 힘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 서신을 숨겼으며, 영광스러

운 마음을 위로하였다. “만일 아미르 후세인에게 어떤 속임수가 마음속에 있었다면, 처

음에 만났을 때 스스로 행동을 개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미르 무사와 같은 자가

어디에 힘이 있어서 나를 잡을 수 있겠는가.”

[시Nazm] 여우가 어떻게 울부짖는 사자를 사냥하겠는가, 이 이야기에 굴복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라. [381]

이렇게 생각한 후에 아미르 후세인과의 만남을 위해 말을 몰아, 그 이야기의 진실

을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내고, 그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질문하여 걱정을 없애고자

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에게 이르렀을 때, 그 또한 말을 몰고 제이훈 강가에 섰다. 그 분

이 도달할 즈음에 강의 반대편에서 어떤 배가 이르렀고 한 사람이 급히 바깥으로 나와,

조심스레 아미르 후세인에게 말하였다. “반란 세력이 가까이에 이르렀으니, 군대를 준비

해야 합니다.” 아미르 후세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힙키란을 파견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상황에 대해 그 분과 상의하였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바로 이와 같다. 즉, 지체 없이 자신의 병사와 함께 강을 건너, 전위의 군대를

정렬하고 적들을 격퇴하라. 왜냐하면 먼저 가 있던 진다 히샴과 다른 사령관이 그 업무

의 책임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Bayt] 모자란 두뇌를 가지고 빠르게 왕좌에 앉은 모든 이들이, 통치의 방식을
아는 것은 아니다.856)

사힙키란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강을 건너, 마음이 가는 바가 있으면 무엇이든 획

득하였다. 진다 히샴과 전위의 병사들에게 도달하였을 때, 군대를 정렬하고 대열을 구축

하여, 적들의 격퇴와 제압을 행하였다. 그들은 그 분이 도달함을 알게 되었을 때, 얼굴

과 등을 돌려 달아났다.

855) 이 부분이 『歷史의 精髓』와는 다소 다른 서술이다.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당시에 칸(정
확한 이름을 제시하지 않음)의 명의로 아미르 무사에게, ‘기회를 보아 아미르 티무르를 붙잡아
라.’ 라는 서신을 썼는데, 이것을 어떤 자가 티무르에게 바쳤다는 것이다(ZT/Jawādī 1. p.427).

856) Ḥāfiz, Ghazaliy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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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구르는 여러 차례 용감한 노래를 불렀다, 사자의 발톱의 무력에 (억눌리
지) 않도록.

케이후스로우는 달아나 키르티킨(Qīrtikīn)857) 길을 통해 알라이(Ālay)858) 측으로 갔

는데, 진다 히샴이 그의 뒤를 쫓아 추격하였다.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는

두르지(Durzī)859)의 길을 통해 후잔트 방향으로 달아났는데, 사힙키란이 추격하여 그를

후잔트까지 몰아내었고 그는 세이훈 강을 건너 타슈켄트와 오트라르 측으로 서둘러 갔

다. 그 분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그곳으로부터 상서로이 귀환하여, 승리자가 되어

키시에 안착하였으며, 신성한 도우심으로 행운이 나날이 증가하는 그 곳에 안착하였다.

[382]

[시Bayt] 새로운 희망과 강한 행운과 고귀한 운명으로 안전을 얻었고, 적은 두려움
으로 인해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미르 후세인이 사힙키란의 가호의 운명과 행운의 영향으로 인해, 적들의 강력한

사악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을 때, 아르항에서 발흐로 와서 힌다완 성벽을 자신의 행

운의 깃발의 중심으로 삼아 (그곳에) 머물렀다. [383]

49. 사힙키란이 아미르 후세인과 2번째 갈등을 빚은 이유

에 대한 이야기860)

<신이 그의 종 -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 에게

전하고자 한 계시>861)라는 비밀을 가진, 신의 계시를 완성하는 앵무새가 <그에게 내린

계시>862)라는 영역으로부터, 이 引導를 위한 이야기에 감사하며 백성들의 목숨에 희망

을 제공하고자 높이 떠올랐다. 즉, <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 그 일의 도구를

857) 키르(강력한,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378 / 밝은 흰색,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67) + 테긴(왕세자,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533). 즉 강력한 왕자, 혹은 흰색의 왕자라
는 뜻을 가지고 있다.

858) 페르가나 분지 남부에 동서로 늘어서 있는 산줄기.
859) THTB에서는 Zizi로 되어있고(THTB/Darby, p.117), 이란본Ⅰ에는 RRĪ로 되어 있으나, 본문
은 이란본Ⅱ과 타슈켄트 사본(YZN/Urunbayeb, p.286)에 따랐다.

860) 이 부분부터 770AH이 된다.
861) Qur'ān, Sūra al-Nazm : 10.
862) Qur'ān, Sūra al-Nazm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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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신다>863) 다시 말해, 지고하시고 성스러우신 신의 의도가 무언가의 존재 및 어떤

상황의 발생과 관계된다면, 그 사건(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시며, 그것을 이룩하기 위

한 序章을 마련하신다.

[시Nazm] 당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위해, 그 모든 도구들을 준비한다.
도중에 만일 관계된 무언가가 있다면, 해결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이 너희를 지상의 상속인으로 하였다는>864) 왕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

라버린 펜> 865)을 지닌 문시(Munshī)866)는 <신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867)

는 칙령에 따라 지상의 후계자에 관한 칙령을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이름으로 작성하였

고, <신께서 그분의 자비로 인류를 위해 보내신 그 은혜를 누구도 제재할 수 없다>868)

는 깃발에 [384] 이르렀으며, <그들은 서로가 한 후예들이거늘 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

신다>869)는 강력한 법으로 정하기를, 그 위대한 가문의 지배와 통치의 도움으로 인해,

세계와 세계 사람들은 정의와 훌륭함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편안하

고 기쁘게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의 통치와 독립을 위한 도구들이

숨어있는 매복 장소로부터 얼굴을 드러내었는데, 理性의 통찰의 눈은 세계의 지식에 관

한 깊은 고심과 혼란 때문에,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남겨질 정도였다.

[시Nazm] 그렇게 그의 일이 행해졌다, 그 바람은 갖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깊은 숙고로 인해 이성은 혼돈을 겪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의 그림자가 땅 위에 있다>870)는 말씀에 따라 통치권(이 있는) 위대한('Azīm

al-Shān) 장소는 신(Martabih-yi Ilahī)의 그림자이며, <신은 오직 하나뿐>이시다. 이

863) 이란본Ⅱ 미주 123에 의하면 일종의 속담이다(YZN/Ṣādiq, p. 1412).
864) Qur'ān, Sūra al-Yūnus : 14.
865) 이란본Ⅱ 미주 122에 의하면 이 표현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 중에 일부이다
(YZN/Ṣādiq, p. 1412). 이 펜은 원래 신이 세계를 창조하였을 때 그 운명에 대해 기록한 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펜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잘랄 앗 딘 루미의 해석에 의하면) 더 이상 그
펜으로 인간들의 운명이 기록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이 인간의 자유의지(IkhtIyār)에 맡겨져 있
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만 학자들마다 이 자유의지에 관한 해석이 다른 편이다.

866)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기본 의미이나, 여러 정권에는 글씨를 잘 알고 군주의 구술 칙령이
나 여러 정책 등을 글로 옮겨 문서를 작성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서기(Dabīr)
와 같은 맥락이다.

867) Qur'ān, Sūra al-Yūsuf : 56.
868) Qur'ān, Sūra al-Fāṭer : 2.
869) Qur'ān, Sūra al-'Imrān : 34.
870) 이란본Ⅱ 미주 124의 페르시아어 해석에 의거하였다(YZN/Ṣādiq, p.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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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비밀이 가진 의미는 이와 같으니, 통치권의 중요한 업무에 (타인이) 전혀 참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정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책무는 <(두 사람 이상이) 함

께> 할 수 없다.

[시Nazm] 연회에서 두 개의 높은 지위의 잠시드(Jamshīd)871)가 있음을 보았는가,
칼 집 속에 두 개의 도검의 자리를 보았는가.872)

왕국은 두 사람의 샤에게는 좁았고, 사람들은 하늘의 두 개의 달에 관해 들은 적이
없었다.

신의 축복은 계속되니 <실로 신께서 그를 지상에 세우신다>873)는 친애의 은총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즉, 권력자가 가진 행운의 깃발을 왕좌의 정점에 세우

고, 세계(rub'-i Maskūn)874)의 광장을 그의 명령이라는 종마가 뛰노는 곳으로 삼으며,

우선 그의 통치권에 있어 우려의 소지가 있는 모든 머리를 소멸의 칼로 베어내고, 저항

의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시Nazm] 새로운 나뭇가지는 머리와 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옛 나뭇가지가 목
을 치지 않는 한.
깨끗한 샘물을 지나치지 않고, 땅의 우물 가운데에서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다.
[385]

통치권이란 이른 아침이 떠올랐고 사힙키란의 영광과 위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지역에서 지배권을 갈구하였던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자는 아미르 후세인

이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쇠퇴의 원인을 그의 인성과 행동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되짚

어보면 첫 번째, 물자에 대한 탐욕과 인색함이 그의 본성에 완연하였으며, 나쁜 인성과

잘못된 말버릇이 거만함과 착각과 이기심과 배반과 함께 모여 있었다.

[시Bayt] 사람의 길이 그의 주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보물과 돈의
노예가 되었다.875)

871) 여기에서 이 단어는 태양일 수도 있고, 혹은 잠시드라는 이란의 옛 군주에 빗대어 군주를 의
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872) Nizāmī, Panj-ghanj : Makhzan ol-'Asrār.
873) Qur'ān, Sūra al-Kaḥf : 84.
874) 사전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부분을 의미한다. 점차 세계, 혹은 地上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 단어 중에 Rub'은 1/4, 즉 Quarter를 의미하는데, 뒤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Maskūn)’이란 단어와 결합하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 안에 일곱 개
의 기후대(Haft Iqlīm)가 존재한다.

875)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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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그를 증오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의 애정과 우정을 외면하였다.

[시Bayt] 탐욕의 허리띠를 조르고 원한을 얻었다, 세계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
을 듣지 못하였다.876)

그의 강력함의 기둥이 사힙키란과의 동맹으로 강해졌으므로, 사람들은 그와 어울려

야만 했다. 왜냐하면 매번 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여 용기의 발을 앞으로 내딛을 때마

다, 그 분의 보복의 손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외에는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렇게 매번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과, 그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 분은 그와의

동맹과 연합을 용기와 훌륭함이라는 발에 맡겼다. 심지어 아딜 술탄 칸877)이 아미르 후

세인에 대해 두려워하여 달아나 키시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힙키란은 그의 뒤를

쫓아 달려와 전투를 하였고 그를 잡아 아미르 후세인의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의 진실함과 우정의 관계가 친애와 친족 관계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미르

후세인의 내심은 속임수의 사악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하여 비록 과거에 그와 사힙

키란 사이에 발생하였던 갈등에 대해 크게 후회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시 화해

에 이르고 조약을 평화의 돈독함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다시 한 번 자

신의 심적 변화,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풀라드 부카 [386] 와 아미르 할릴의 선동으로

인해 조약과 맹세를 한 쪽에 제쳐두고 책략과 속임수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사람을 파

견하여 그 분의 무리와 울루스 중에 이름이 있는 자는 누구든 키시와 그 주변으로부터

이동시켜 발흐로 옮겼다. 아미르 무바야드 아룰라스가 술에 취한 끝에 차우르치의 아들

을 때려 죽게 하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파견하여 사힙키란과 남매였던 그의 부

인 시린 벡 아가를 발흐로 데려갔고, 사힙키란이 그의 어전에 두었던 아미르자데 자항

기르를 파견하여 그 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미르 무사를 가문 전체와 더불어878)

우리의 어전에 파견하라.”

사힙키란 스스로는, 직접 마주쳤거나 서면으로 접하였던 그의 의도에 관한 이야기

들과, 그 이야기의 증거였던 케이후스로우와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의 서

876) Ferdowsī, Shāhnāma.
877) 『歷史의 精髓』에서는 이 칸이 ‘카불 샤’로 되어 있다(ZT/Jawādī 1, p.436). 그러나 『무인의
選史』의 기록에 의하면 아미르 후세인은 카불 샤를 등극시킨 지 1년 4개월 만에 그를 살해하
였다고 한다. 그가 등극한 것이 765AH(1363-4) 경이므로, 770AH(1368-9) 경인 이 시기에는 카
불샤는 아미르 후세인에 의해 살해되고 아딜 술탄이 칸으로 즉위한 때이다(MTM/Istakharī,
pp.105-6).

878) ‘Kūch’인데 이것을 THTB에서는 ‘군대’로 번역. 그러나 이 단어는 ‘이동하다’라는 단어와 더불
어 ‘집안 전체를 옮기다’라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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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은폐 (사건으)로 인해, 거리낌이 영광스러운 마음에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움직

임들이 과거의 징조나 증거들과 함께 모이자, 훌륭한 판단이 밝아지고 명백하게 되었다

- 아미르 후세인은 생각을 바꾸었으며, 속임수와 나쁜 의도에 관한 뜻을 갖고 있으니,

더 이상 부드럽고 온건하게 대하는 것은 옳은 방책이 아니다.

[시Nazm] 이처럼 소식을 모르고 잠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갑자기 타격이 머리
에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879)

용감한 매는 어느 곳에도 발을 내딛지 않는다, 왜냐면 어떤 물이 그를 아래로 끌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의라는 훌륭한 전통을 행하여, 아미르 무사와 자신의 가까운 근신들 및 지지자들

과 함께 논의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이 다시 책략을 꾀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무시하는 것은 신중한 생각이 아니다.” 출석한 자들이 이 이

야기를 들었을 때, 아미르 무사와 그 분의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 즉 아미르 다우드

와 아미르 사르부카와 아미르 자쿠와 아미르 무바야드와 후세인 바하두르와 아미르 사

이프 앗 딘과 압바스 바하두르와 아미르 아크부카와 일치 바하두르와 셰이흐 알리 바

하두르와 다울라트 샤 박시 위구르는 모두 함께 입을 열었다. “아미르 후세인과의 조약

은 전혀 믿을 수 없으며, 그는 나쁜 의도와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그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해지며 후회는 [387] 아무 소

용이 없으니, 마땅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에게 대적해야 하며, 온 마음으로 그에 관

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Nazm] 대답으로 일제히 입을 열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야기를 장식하였다.
원한을 일으키는 마음이 속임수를 꾀하였을 때, 그 메마른 가시와 우물이 길 위에
있었다.
너 또한 원한의 불꽃을 피우라, 원한을 불태우는 불꽃은 상서롭기 때문이다.
너의 나쁜 생각은 不正하다, 만일 백성들이 不正으로부터 고개를 돌린다면.
펜으로 부당함의 형태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서 비명이 그치게 하라.

아미르 자쿠와 다울라트 샤 박시는 그에 관해 힘껏 강권하였다. 사힙키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미르 무사는 사힙키란과 함께 지지와 동맹의 계약을 갱신하였다. 모

두 마음을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저항에 두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명령에 따라, 히즈르

야사우리의 형제인 알리를 야사에 처하였다. ‘무엇이 일어나든 좋은 것이다.’880) [389]

879) Nizāmī, Panj-ghanj : Kherad nāma.
880) YZN/Urunbayeb, p.290; THTB/Darby,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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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타슈켄트본에 따라 이란본Ⅱ의 위치를 바꿈>881)

50. 사힙키란이 군대를 이끌고 감과 성스러운 도움으로 아

미르 후세인에게 승리를 거둔 이야기882)

모든 이유와 증거로 인해, 아미르 후세인은 조약의 파기를 고려하고 있고 다시 책

략을 꾀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속임수라는 북을 위선이라는 비단 천 아래에서 두드

려, 기회가 되면 자신의 소망을 속임수를 통해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을 때,

사힙키란에게는 샤리아에 명시되어 있는 <공격하는 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이 필

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깊이 노력하고, 노력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무엇이든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 분의 훌륭한 마음은 일의

초석을, 무력함과 절박함의 원인인 속임수와 위선 위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리하여 신에 대한 의존의 등이 신성한 호의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 아미르 후세인의 격

퇴를 위해 나섰고 용기 있게 반대를 천명하여 병사들의 징집을 명하였다. 그리고 달아

나 제이훈 강을 건너 오트라르로 갔었던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에게 힌두

카르카라 킵착(Hindū Qarqara Qibchāq)883)을 파견하여 그를 소환하였다. 승리의 피난처

인 병사들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하늘을 닮은 어전으로 왔고, 중군과 전위를

구축하였으며, 아미르 무사를 중군에 두고 친히 어느 때보다 더욱 상서롭게, 그리고 어

떤 운명보다도 더욱 행운으로 키시를 출발하여, 바하두르 무리들과 함께 먼저 나아갔다.

[390]

[시Nazm] 승리를 동반하는, 하늘의 노예이며 왕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 새로운 희
망과 강한 행운과 신선한 운명으로.
승리는 오른쪽으로, 행운은 왼쪽으로, 하늘은 등자 앞에, 그리고 세계는 고삐의 아
래에.

그리하여 후자르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무사는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근거 없는

두려움이 그를 잠식하여 전투에서 물러나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사힙키란은

881) 이란에서 출판된 이란본Ⅱ은 [390]부터 [406]까지의 부분이 뒷부분에 있고, [407]부터 [417]까
지가 그 앞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은 위치의 변화가 없으며, 이는
THTB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번역본에서는 타슈켄트본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882) 여기서부터 771AH의 상황이다.
883) 일부 사본에는 힌드와 카르카라(Hind wa Qarqara Qibchāq)로 읽히도록 wa를 떼어 기록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두 단어가 항상 함께 쓰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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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소유르가트미시 오글란을 아미르 무바야드와 후세인 바룰라

스 및 일부 용사들과 함께 전위의 관습으로 먼저 파견하였으며, 축복받은 강력한 영광

으로 중군을 정렬하여 나아갔다. 전위가 카할카로부터 티르미드에 이르렀을 때, 힌두 샤

와 할릴이 수장이 되어 앞으로 와 있었던 아미르 후세인의 군대의 전위는 그들의 그림

자를 보고, 아무야 강을 건너 발흐 측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동반하는

사힙키란은 티르미드에서 세 파르상 거리에 위치하였던 비야(Biyā)884)에 안착하였는데,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강력한 수장이신 長老, 그의 영광의 완전함이 설명과 제목을

통해 충분하였던 사이드 베르케(Sayyid Birka), 메카(Meka)의 귀족 중에 높은 자였으며

당대에 땅 위의 사이드들의 수장 중 첫 번째이자, 예언자 가문885)이라는 선택된 집단의

계약의 중재자라는 자리가 그의 선천적으로 고귀한 (지위였던) 이가,

[시Shi'r] 아침의 태양은 밤의 만월이며, 진주 목걸이들은 토파즈이다.

약속의 의도 없이 그 축복받은 장소에 우연히 나타났고,886) 사힙키란에게 선물로

왕권과 왕위를 상징하는 북과 깃발을 준비하였으며, 은총이 계시하는 가르침으로, 행운

의 혀를 열어 기적의 장막에서 좋은 소식이란 노래를 불렀다.

[시Nazm] 신의 보호는 너를 지킨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것이다.
너의 무대인 행운의 종을 쳐라, 신께서는 세계가 이와 같기를 바라신다. [391]

그 때에 그의 영광스러운 혀는 신이 정하신 바를 번역하여 말하였고, 끝없는 은총

의 말씀을 소개하였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바뀌거나 지체되지 않았다.

[시Nazm] 사힙키란이 ‘비야(Biyā)’에 천막을 쳤을 때, 운명이 말하였다, 그의 행운
과 함께 오라(BĪyā)!
행운이 나아갔고 서명하였다, 그 어전으로부터 발걸음을 떼지 말라고.
행운이 상서로운 샤의 얼굴을 보았을 때, 행운이 행운에 이르러 훌륭해졌다.
행운으로 인해 그 샤가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라, 행운의 기반이 그로 인해 드높아
진 것이다.
행운이 그 가문에서 완성되었을 때, 만일 그 자리를 뜬다면 행운이 아니다.

884) 이 지명을 THTB에서는 ‘Boya’라고 칭하고 있으나, 뒤의 싯구에서 대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iya’가 적절하다.

885) 'Īl Taha wa Yas'는 모두 예언자의 가문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886)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그는 메카와 메디나의 와크프를 요구하러 아미르 후세인에게 먼저
갔으나, 아미르 후세인은 그 금액을 주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당시에 근처에 와 있던 티무르에게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ZT/Jawādī 1,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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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행운이여! 우연히 이 왕관과 왕좌를 사여 받은 행운이여.

사힙키란은 그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初章에 발생하였던 그 신기한 사건을 겪

게 되자, 쿠란의 서장(Fātiḥa)에 기록된 바에 따라, 모든 면에 있어서 소망과 행복의 극

치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우정과 죄를 떨치는 손을 <신께서는 예언자

가문의 모든 불결함을 제거하여 한 점의 티도 없이 순결케 하셨노라>887)는 행운의 징

조인 옷자락에 매달아, 그 예언자 가문이라는 큰 나무의 나뭇가지(인 사이드 베르케)의

영광스러운 방문을 극도의 영예와 경의로 맞이하였다. 그 분의 진실한 의도와 정결한

생각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친밀함이 생겨나, 상서로우신 위대하신 분(사이드 베르케)

은 일생동안 그 자신의 합류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행운처럼, 그 분을 주인으로 삼

고 동행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사

망한 후에, 둘은 서로 한 묘지에 잠들었으며 사힙키란의 위선 없는 얼굴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888) 즉

[시Bayt] 모든 자들이 용서를 청하였던 내일,889) 우리의 손은 예언자의 자녀들의
손과 옷자락에 있을 것이다.890)

<신이시여! 예언자와 그의 가족과 아스합들과 그의 친구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

다> 예언자 가문(Ahl-i Bayt)의 완전함에 관해 사힙키란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훌륭

함과 誠心의 완전함은, [392]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누구에게든 진술할 수 있었다. 또한 백성들을 옳지 못한 폭정으로부터 해방하고

인도의 빛에 이르도록 하여, 영원한 불운에서 해방하고 계속되는 행운에 도달토록 함을

가능케 하는 그 훌륭한 性情은,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나, 가

까운 천척에 대한 사랑은 제외이다>891)라는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 해당하니, 신에

대한 감사가> 그 위대한 가문에 남게 되었다. 그렇게 위대하고 지고하신 신의 끝없는

자비로 인한 희망은, 행운의 물처럼 훌륭한 바다인 이 개울의 水源池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계속되는 흐름은 세계의 종말까지 지속되는 신앙의 행운을 통해, 소멸과 깎여짐을

버티며 이어질 것이다. <신께서 무함마드와 그 가문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887) Qur'ān, Sūra al-Aḥzāb : 33.
888) 현재 두 사람은 사마르칸트의 구르 에미르 영묘에 나란히 매장되어 있다. 티무르 사망 이전까
지 사이드 베르케는 다른 곳에 매장되어 있다가, 티무르 사후 그를 이장하였다고 한다.

889) 페르시아 문학에서의 내일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종종 의미한다.
890) Sa'adī, Muwā'iz.
891) Qur'ān, Sūra al-Shūrī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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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행운 중에 신앙이 견고하니. 만일 신앙처럼 굳건히 남아있다면 좋을 것이
다.

결국, 사힙키란은 비야에서 이동하여 차가나892) 방향의 차간(Chaghān)강893) 상류로

나아갔고, 차가나에 상서로이 안착하였을 때, 아미르 자쿠에게 주변 군대의 징집을 명하

였다. 그는 주어진 명령에 따라 나아가 술두스 (천호)와 그 외 세력 등, 그 지역 군을

모아들여 축복받은 오르두로 파견하였으며, 자신은 쿠틀란 측으로 출발하여 그곳의 군

대 또한 마무리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아바즈(Avbāj)894) 통로에 이르렀을 때,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이 힌두 카르카라와 함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손키스의 행운으로 영예롭게 되었다. 제이훈 강을 건

너 콜름에 상서로운 안착의 병영을 세웠을 때, 그곳의 천호가 축복받은 병영에 합류하

였으며, 아미르 후세인이 쿤두즈에 두었던 아미르 울제이투와, 사힙키란이 그의 소환을

위해 사람을 파견해두었던 바닥샨의 왈리 샤 셰이흐 무함마드(Shāh Shaykh

Muḥammad)가 군대와 함께 도달하여, 그 분의 위무의 영예로 행운을 얻었다. 모두의

마음이 아미르 후세인으로부터 멀어졌고 그에게 불안을 느꼈으므로, 사힙키란이 [393]

그의 격퇴를 위해 나선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으며, 기쁨을 표하고 찬양하였다,

[시Nazm] 너의 적으로 모든 왕국이 가득하였고, 9명의 용사가 적들에게 발을 내
딛었다.
너는 새로운 사이프러스이며, 적은 오래된 버드나무이다. 어찌하여 버드나무가 뿌
리 깊은 사이프러스에게 머리를 치켜들겠는가.895)

이 새로운 조약이라는 행운의 천으로 세계라는 신부의 요람을 장식하라.

자신의 영역인 쿠틀란에서 지내고 있었다가,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알

레이로 달아났었던 아미르 케이후스로우는, 사힙키란의 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기

뻐하며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합류하였고, 아미르 자쿠 또한 쿠틀란 군대와 함께 이

르렀다.

[시Nazm] 명령에 따라 각 국가에서 군 사령관들이 군사와 함께 어전에 왔다.
그 황야에 자리할 곳이 없었고 말을 묶을 장소도 없었다.

892) 타슈켄트본과 THTB에서는 Jaghānā로 되어있다(YZN/Urunbayeb, p.262; THTB/Darby,
p.122).

893) 수르한다리야 강을 의미한다.
894) 티르미드에서 동북쪽으로 28km 떨어진 곳, 수르한다리야 강변에 위치해 있다.
895) Nizāmī, Khamsa : Sharaf 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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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가타이 울루스의 아미르들과 노얀들이, 사힙키란에 대한 복종의 허리띠를

생명의 허리에 묶고, 지지와 봉사의 의례를 행하였다.

[시Bayt] 훌륭하고 자긍심이 강한 이들이 그 승리의 군주의 어전으로 出師하였다.

사힙키란은 경험이 많은 바하두르 무리를 전위의 관습으로 먼저 파견하였고, 아미

르 후세인 측에서도 역시 한 무리가 앞으로 나와 있었다.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시Bayt] 병사들은 창촉 끝으로 코끼리를 쓰러뜨렸다, 한 번의 공격으로 고삐를 돌
리게 하였다896).

그들을 보았을 때, 증오의 칼을 빼어들었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마냥 공격하였다.

[시Bayt] 대대적인 전투가 계속하여 일어나, 하늘에서 달과 태양이 달아났다.897)

전투와 소란과 달아남이 발생하여, 각 방향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고 키타이 바하두르는 [394]

[시Bayt]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준비하고 있었고 전투의 때에 도검으로 베어내
었다.

다른 측에서 공격하여 敵兵을 쓰러뜨리고 몰아내었다. 그리고 셰이흐 알리 바하두

르는 추판 사르바다르(Chūpān Sarbadāl)을 붙잡아 데려왔다. 승리의 상징인 깃발이 그

곳에서 이동하였고. 그 수많은 군대들이 무리지어 샤디안(Shādiyān) 산898) 자락에서 기

뻐하고 찬양을 읊조리며

[시Bayt] 모든 마음이 사힙키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하여, 허리띠를 허리에 묶고,
찬양을 혀에 두었다.

나아가, 가즈 계곡 강변의 우르부즈(Urbuz)899) 성채 가까이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896) Asadī Tūsī, Gharshāsp nāma.
897) Asadī Tūsī, Gharshāsp nāma.
898) 현 아프가니스탄 마자리샤리프(Mazar-i Sharif) 남쪽의 산.
899) 발음은 타슈켄트본의 모음기호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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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소유르가트미시 오글란을 칸이라 부르도록 하였으며,900) 군대를 정렬하여

승리와 행운으로 발흐 도시로 향하였다. 무함마드 호자 망갈라이의 아들 진다 히샴은

아파르디 군대와 함께 시비르간에서 도달하여 승리의 피난처의 병영에 합류하였으며,

(이처럼) 하늘의 영향을 받는 군대가 도시의 주변과 사방에서 모여들어 힌다완으로 유

명하였던 발흐 성채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한 채로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함성소리를 질

렀다.

[시Nazm] 세계정복자, 하늘이 두려워하는 샤가 군대를 위에서 아래로 데리고 왔
을 때,
병사들이 마치 수없이 많은 개미와 파리처럼, 갑자기 도시와 성채에 이르렀다.
투란으로부터 한 무리의 부르짖음이 일어났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초원과 산
이 진동하였다.

요새로부터 수많은 기병과 보병이 전투를 위해 바깥으로 왔고 양측에서 공격하여 전

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기병들이 나아가 서로 뒤섞였고, 보병들은 원한으로 서로 매달렸다.
땅에 넘어졌고 세계는 검게 되었으며 태양이 흔들리고 달이 두려워하였다.
땅은 창촉의 피로 어룽졌고, 죽음이 활에서 매복을 풀었다.
이렇게 밤까지 위로 오르지 않았고, 어떤 이도 전장에서 옷자락을 거두지 않았다.
[395]

그 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Amīrzāda 'Umar shaykh)는 비록 나이가 16세였

지만,901) 전장에서 용감한 대오를 이끌어, 용기와 위대함을 드러냈다. 그런데 갑자기 어

떤 화살이 그의 발 뒤에 이르러 발바닥으로부터 화살촉이 안으로 파고들어갔는데, 수술

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철 꼬챙이를 달궈 꼬챙이가 반대 방향에서 바깥으로 나올 정

900) 야즈디의 『勝戰記』에는 소유르가트미시 오글란을 칸으로 삼는 과정이 이와 같이 단출한 편
이다. 또한 이후에도 소유르가트미시는 티무르의 군대에서 하나의 투만을 담당하여, 티무르의
열병에 참여하고 자신의 군대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등
극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 있으며 ‘신의 그림자인 왕이 없이는 국가의 업무가 질서를 얻
을 수 없다’고 하여 칸 선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구데이 계열의 다니시만드차 칸의
아들이라 설명되었는데 이것은 무인 앗 딘 나탄지 역시 동일하게 언급한다(ZT/Jawādī 1, p.441;
MTM/Istakharī, p.105).

901) 우마르 셰이흐는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771AH 라마단 월 즈음에 16세였는데, 796AH 라비
알 아왈 월(1394년 1∼2월)에 40세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771AH를 16세로 생각하면 796AH는
41세에 해당한다. 다만 라마단 월이 라비 알 아왈보다 후반부의 달이기 때문에, 우마르 셰이흐
가 라마단 월 즈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796년 라마단 월이 되기 전까지는 40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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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술의 열기가 더해졌으나, 그 용감한 샤자데902)는 비록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

고 결코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았다.

[반구M iṣrā’] 그 지식이 가득한 이보다, 이와 같은 무지한 자가 있으니

다음날, 행성이라는 병사들의 왕이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담벽을 지닌 요새를 점령

하기 위해 아침이라는 승리의 깃발을 동쪽에서 들어 올렸고, 그 성채의 위에서 스스로

를 내보이고 있던 무리 모두를 단번에 등장의 무대에서 없애버렸다.

[시Bayt] 군주가 터키석 색 왕좌를 차지하였고, 힌다완 성벽이 어두움에 사로잡혔
다.

양측이 다시 한 번 전투를 결정하여 증오의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었다.

[시Bayt]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는 신의 도움의 상징이자, 승리를 밝히는 사힙키란
의 문에서 함께 말에 올랐다.

전투용 북의 울부짖음과 말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먼지가 전장을 떠돌았으며, 토성

과 화성의 귀와 눈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였다.

[시Nazm] 맹수들이 가죽 북 위에서 울부짖었고, 단단한 갈대의 숨결이 구름 위로
피어올라왔다.903)

하늘은 먼지라는 뱀으로 가득하였고, 초원은 사람이라는 울부짖는 사자로 가득하였
다.

요새에서 일부 아미르 후세인의 가신들이 용기를 드러내 보이며 바깥으로 나왔는데,

용사들의 공격의 바람으로 인해 전투와 살해의 불꽃이 불타올랐다.

[시Nazm] 어떤 자는 몸이 손과 발 없이 스러졌고, 어떤 자는 머리와 뇌가 철퇴로

902) 『勝戰記』 전체에서 티무르의 자손을 가리키는 아미르자데(Amīrzāda, 아미르의 자제)와 샤자
데(Shāhzāda, 왕의 자제)가 뒤섞여 사용된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티무르의 장자인 우마르 셰이
흐를 ‘아미르자데’라고 칭하다가, 바로 뒤에서는 ‘샤자데’라 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혼용이 뒤
에서도 계속되지만, 『勝戰記』에서 아미르자데, 혹은 샤자데라 칭하는 이들은 티무르의 아들,
혹은 친·외손자에 한정되므로 이름이 없이 아미르자데나 샤자데라 지칭될 때에는 문맥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903) Asadī Tūsī, Gharshāsp 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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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땅에 떨어졌다.
피로 인해 이정표(Farsang-i Sang)가 (붉은) 마노가 되었고, 게의 집게로 전투가
일어났다.904) [396]

아미르 후세인은 그 전투를 보고는 자신의 상태가 취약함을 알게 되었고, 실질적인

처리가 (자신의) 힘과 권력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시Bayt] 두려움으로 인해 요새의 문을 스스로 닫았고 행운과 왕국을 포기하였다.

사힙키란이 그의 어전에 사람을 파견하였다. “만일 자신의 목숨에 자비를 얻고자

한다면, 방법은 발을 복종의 길에 두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미르 후세인의 상황

이 절박함의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그 말에) 따랐다. (자신의) 큰 아들을, (자신이) 선

택하였던 칸과 함께 바깥으로 파견하였다. “(저는) 예속을 위해 복종의 허리띠를 묶었습

니다. 나의 피를 흘리지 않고 두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이를 파견하

였고 사힙키란에게 무력함과 절박함의 혀로 메시지를 보냈다. “행운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고, 시대의 동반자는 그대가 되었다.

[시Bayt] 너의 (숙명적인) 몫은 왕국이며 통치권이다, 나는 무일푼의 불운에 완전
히 지배되었다.

(나는) 왕국과 세금과 권력과 행운에서 마음을 완전히 거두었으며, 고통과 괴로움

과 두려움과 재앙을 견디기로 마음먹었으니, 바라는 바는 이와 같다. 즉, 나에게 길을

내어 주어, 내가 바깥으로 가서 위대한 카바로 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힙키란은 그

의 간청을 받아들여 명하였다. “누구도 그를 공격하지 않아 (그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

고,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도록 하라.” 아미르 후세인은 다시 한 번 메시지를 보

내어 “내일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바라는 바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도 내 생명을 노리

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사힙키란은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맹세하였고, 다음날 바깥으

로 나와,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 되었다. [그러나] 아미르 후세인은 맹세를 파기

하는 것이 본성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여겼다. 즉,

[반구M iṣrā’] 모든 사람은 모두를 마치 자기 자신마냥 여긴다.905)

904) Asadī Tūsī, Gharshāsp nāma.
905) 이란본Ⅱ판 미주 127에 따르면 이란의 유명 속담인 ‘이교도(Kāfir)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신앙
처럼 생각한다.’ 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문의 반구와 속담 모두 이란의
역대 신비주의학자들이 강조하였던 개념인 Farāfikanī(현재의 정신의학상 용어로 Projectio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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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바로 그 밤에 2명의 누케르와 함께 걸어서 요새 바깥으로

나갔다. [397]

[시Nazm] 옳은 판단이 아니었고,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고, 머리가 성급함으로 가득하였다.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옛 도시에 이르

렀으며 아침의 빛이 비밀을 누설하기 시작하였을 때,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금

요 마스지드에 있는 한 미나렛(Minār)으로 올라가 숨었다. 마울라나 잘랄 앗 딘 루미

(Mawlānā Jalāl al-Dīn Rūmī)906) <그는 자신의 비밀을 거룩히 한다>의 詩의 의미가,

[시Bayt] 미나렛 끝에 낙타가 나아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곳에 숨었다. 나를
드러나게 하지 마라.907)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이 운명의 법정에서, <그것을 단 한 시간

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노라>908)라는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시어, 죽음이라는 판결

을 내렸으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의 말이 사라졌고, 사방으

로 그것을 찾고자 서둘러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의 생각은, 미나렛 위에 올라가서

주변과 사방을 살펴보면, 자신의 잃은 것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미쳤다.

그리하여 미나렛에 올라갔을 때, 아미르 후세인을 보았고 (그를) 알아보았다. 아미르 후

세인은, 자유롭고 안전했을 때에는 1 디나르도 劍士들에게, 빵 하나도 勇士들에게 주지

않았었는데,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한 주먹 크기(Musht)의 진주를 그 사람에게 내어

주고 호의를 청하였다. “만일 그 구렁텅이에서 해방된다면, 너에 대해 힘이 닿는 한 돌

볼 것이다.” 이처럼 절박하게 청하고 맹세하여, 그의 상황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

고 숨기기를 부탁하였다.

그 사람은 약속으로 그를 안심시켰고 나아가 미나렛 아래로 내려왔으며 뛰어서 사

힙키란의 어전으로 급히 왔다. 그리고 사건의 상황과 진주의 이야기와 아미르 후세인의

절박함과 간청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속임수에 대해 늘어놓았다.

“臣은 이것을 숨길 힘이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고합니다.” 아미르들과 병사들이 그 상황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YZN/Ṣādiq, p. 1413).
906) 페르시아 문화권의 유명 시인으로, 몽골의 서방 원정 당시 발흐에서 콘야로 이주하여 콘야에
서 룸 셀주크 술탄 휘하에서 시를 짓고 종교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907) Rūmī, Dīvān-i Shams.
908) Qur'ān, Sūra al-A'rāf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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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기병과 보병이 급히 마스지드로 향하였다. 아미르 후세인은 미

나렛 위에서 사람들이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달콤한 목숨에 대한 희망의 손을

씻었고, 두려움의 발로 그곳에서 내려갔으며, 마스지드에서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어

떤 구덩이에 숨었는데, [398] 운명이 외면하여 그의 옷자락 일부가 바깥에 남아 있었다.

탐색자들은 찾는데 신중을 기하여 (그를) 찾았고 손을 묶어 사힙키란의 어전에 데려갔

다. 운명은 찬사의 관습으로 혀를 열었다.

[시Bayt] 너의 명령을 외면한 이들이, 지금 너를 어전으로 끌어 데려왔다.

그리고 행운은 기도의 방식으로 소리쳤다.

[시Bayt] 너로 인해 복잡해졌던 머리가 마치 머리칼처럼 잘려 있기를! 너에게서
돌아섰던 마음이 마치 점처럼 검게 되었기를!909)

사힙키란은 결코 맹세를 파기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아미르들과 함께 이야기하였

다. “나는 그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의 무대를 지나칠 것이

다.” 그리고 그를 축복받은 모임의 바깥으로 데려갔다. 아미르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는

정의를 청하는 혀를 열었다. “아미르 후세인은 저의 형제 케이쿠바드를 죽였습니다. 청

하건대 그를 저에게 위임하시어 샤리아에 따라 그에게 (제가) 同害報復(Qiṣāṣ)910)을 행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힙키란은 케이후스로우를 달래며 말하였다 “이 요청에 관해서

는 넘어가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의 형제의 피가 스스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시Bayt] 너는 자신에게 나쁘게 한 자를 세월에 맡겨라, 세월이 너의 원한에 봉사
할 것이기 때문이다.911)

이 와중에 고귀한 요람이신 울제이 타르칸으로 인해 사힙키란과 아미르 후세인 사

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옛 친애와 우애로 인한 의무, 그리고 통혼 및 인척관계로 인한

기억이, 그 분의 내면이라는 불잔에서 슬픔의 불꽃을 일으켜,

[반구M iṣrā’] 내 간담을 태울 때마다, 눈은 눈물을 떨어뜨렸다.912)

909) Aanwarī, Dīwān-i Ash'ār.
910)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규정되어 있는 同害報復法, 저지른 죄와
유사한 처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911) Farkhī.
912) Sa'adī, Dīwān-i Ash'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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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의 눈물이 그 분의 영광스러운 눈으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경험 많은 노인은 세월의 단맛을 맛보았으므로, [399] 아미르 울제이투는 그 상황을 보

고 생각하였다. ‘사힙키란이 이 상태에 있으므로, 아미르 후세인은 이 구렁텅이로부터

생명을 구할 것이며, 어쩌면 기회를 잃게 되어 어느 날 후회의 손을 깨물 것이다.’

[시Bayt] 돌이 손에, 그리고 뱀이 돌 위에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안타까워하거
나 지체하지 않았다.

몰래 아미르 케이후스로우와 아미르 무바야드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모임 바

깥으로 나와 사힙키란에게 허락을 청하지 않고 말을 몰고 서둘러 뛰어가, 아미르 후세

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그의 몸을 생명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서 그의 저항과

반역에 대한 염려를 끊어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同害報復은 그들에게 내려진 샤리아

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사힙키란의 (아미르 후세인에 대한) 지지는 소용이 없

었고, 그 분의 당대의 호사가들은 그 상황에 대해 이 시구 두 행으로 노래하였다.

[시Nazm] 그 적으로 인해 나의 병사가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바꿀 때마다, 만일 그의 하늘이 슬퍼한다면 올바른 것이다.

아미르 후세인을 호자 우카샤(Khwāja 'Ukāsha)의 돔에 매장하였고 승전군은 힌다

완 성채를 향해 지배와 점령을 행하여 그곳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의 두

아들, 한드 사이드(Khānd Sa'īd)와 노루즈 술탄(Nurūz Sulṭān)을 그의 행위라는 불꽃으

로 태워, 그들의 생명의 물이 죽음의 먼지 위에 흘렀고, 그들의 존재의 먼지가 소멸의

바람에 날아갔다. 그의 다른 두 아들 자한 말릭과 할릴 술탄(Khalīl Sulṭān)은 달아나

힌두스탄 방면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이 임명하였던 칸을

죽음의 칼로 살해하였다.

[반구M iṣrā’] 불꽃이 켜졌을 때, 진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것을 태웠다.

아미르 후세인의 부인들과 예속민들을, (그가) 탐욕과 인색함의 손으로 모아들였던

모든 저장물품들과 함께,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데려왔다. [400]

[시Nazm] 그 창고지기의 인장과 함께 나타난 그것은, 육지와 바다의 모든 물자들
이었다.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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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의 복종의 열기와 함께 태어난 것은 인류와 생명의 모든 자녀들이었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후세인의 부인들 중에, 카잔 술탄 칸의 딸인 사라이 말릭 하눔

(Sarāy Malik Khānum)과 바얀 술두스의 딸 울루스 아가(Ulūs Aghā)와, 히즈르 야사우

리의 딸 이슬람 아가(Islām Aghā)와, 타가이 타르칸 카툰(Ṭaghay Tarkān Aghā)을 할

당받아 가졌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의 대 부인이었던 타르마시린 칸의 딸 순즈 쿠틀

룩 아가(Sūnj Qutlugh Aghā)는 바흐람 잘라이르에게 주었고,914) 딜샤드 아가(Dilshād

Aghā)를 진다 히샴에게, 그리고 케이쿠바드 쿠탈라니의 딸 아딜 말릭('Ādil Malik)을

아미르 자쿠에게, 그리고 그 외에 첩(Qummghān)들을 각기 사람들에게 지명하여 주었

고, 그 딸을 타반 바하두르의 형제 일치 부카에게 주었다. 그리고 세계가 복종하는 명

령이 반포되었는데, 아미르 후세인과 함께 요새에 있었던 도시 주민들은 다시 옛 도시

로 가 그곳에 건축을 행하여 거주지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요새를 약탈의 빗자루로 쓸

어내고 파괴하여, 아미르 후세인의 집을 마치 그의 행운과 소망의 묘목처럼 뿌리부터

뽑아내도록 하였다.

[시Nazm] 915) 징조가 문과 탑과 벽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아픔은 어떤 약도 없었
다.
견고하지 못한 한때의 왕궁은 이런 형태였다. 하나는 조악하고, 다른 것은 단순한
형태였다.
어느 하나는 위에, 어느 하나는 아래, 어느 하나는 많고, 어느 하나는 적으니
오라, 현세를 놓아두고, 세계의 지혜를 얻자.
그 기쁨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소멸될 이 슬픔의 도시와 같지 않기 때
문이다.

<오 하느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미워하고 불

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계의 왕이신 신이여!>

51. 사힙키란이 통치와 세계정복의 왕좌에 등극한 이야

913) Anwarī, Dīwān-i Ash'ār.
914) 이 순즈 쿠틀룩 아가는 앞서 등장한 타르마시린 칸의 부인 우르다 카툰의 딸로 볼 수 있는데,
그녀는 본래 잘라이르 부 알리 다르비시의 모친이자 바야지드 잘라이르의 아내였다. 바흐람 잘
라이르는 알리 다르비시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와 별도로 행동하였다가 그를 살해하고 새로
이 잘라이르 부를 모아 이끌었다. 그러므로 순즈 쿠틀룩 아가를 바흐람 잘라이르에게 준 것은
잘라이르 부 소유의 오르두를 돌려준 행동이라 볼 수 있다.

915)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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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916)

<이들이란 하느님이 지상에 거주케 한 그들로, 그들은 예배를 행하고 자카트(Zakāt)

稅917)를 내며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니 만사의 결과는 신에게 달려 있노라>918)는 지

고하시고 영광스러운 신의 말씀에 따라, [401]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권능을 빼앗기도 하신다>919)는 (신의) 말씀의 서명이 그의 자비와 강압이라는 허

가서 안에 (날인되어) 있었던 지고하고 위대한 왕궁의 군주는, 왕국과 신앙을 지혜의

자궁에서 한꺼번에 (잉태하였고), (이를) 권력의 요람에서 함께 젖을 먹였다. 왕국이라

는 초원의 상서로운 신선함은 상서로운 신앙이란 水原이 없이는 눈길을 끌 수 없었고,

종교라는 水原에서 명령이란 고요한 물줄기는, 왕국의 왈리들이 지닌 칼집 속 처벌의

칼 없이는 흐를 수 없다.

[시Nazm] 왕국의 정원에서 상서로운 묘목의 푸르름을, 신성한 샤리아라는 水原
없이는 욕심내지 마라.
종교라는 투명한 샘물은 언제 흐르게 될 것인가, 승리의 왕들의 처벌의 그림자가
없다면.

이 통치와 세계수호의 왕좌라는 훌륭함과, 지배와 성취의 왕관이라는 영예로 인해,

행운의 주인(神)의 훌륭한 열의가 내는 제안이나, 그의 밝은 마음이 지닌 의도는, 샤리

아의 관습을 행하는 것 <예언자들의 율법의 준수가 그에게, 그리고 신에 대한 기도가

그분들에게>이었다. 상서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그의 운명의 나무가 통치의 꽃밭에서 자

라는 것과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과일은 유명하고 필수적인 업무의 의례를 수행

함에 있어 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상서로움이란) 그 행운이라는 묘목이 통치와

지배의 개울로 인해 푸르러지고 생기 있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 중에) 가장 신선한 그

첫 번째 과일이란 이득을 얻고 손해를 없애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의 행운의 거울

은 마치 은총의 유약이 윤광을 내는 것처럼, 그에게 호의와 훌륭함이라는 形狀 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으며, 그의 위대한 촛불은 신성한 은총의 빛을 비춘 것처럼, 그 빛의 광선

이 샤리아의 거대한 길을 직접 안내하였다. 공격의 바람으로 전투의 불꽃이 그곳에서

916)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아미르 후세인과 그의 칸을 폐위시킨 것은 771AH라마단 월이라
한다. 그러나 그 기록에는 티무르가 세운 소유르가트미시 칸의 등극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티
무르 자신의 등극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ZT/Jawādī 1, pp.444-5).

917) 이슬람의 의무이자 다섯 기둥 중에 하나로 일종의 자선세이다. 그 수입의 1/40을 제공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918) Qur'ān, Sūra al-Ḥajj : 41.
919) Qur'ān, Sūra al-'Imrān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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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올라 부정과 음험한 행위의 뿌리를 불태웠고, 물기를 지닌 날카로운 칼로 전장에서

그들의 피를 흘려 혼돈의 먼지가 사방에서 피어오르게 하였다.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

층을 지원하기를 바랐고, 넉넉한 자들이 부족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요구하였다.

고귀함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붙잡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발은 군주의 요청에 따

라, 그 강력한 손으로 떠도는 이들에 관한 일을 처리하라는 뜻을 펼쳤다. 성취라는 묘

목은 권력의 강에서, 정의로움이라는 봄에 위대함이라는 꽃송이를 틔우기 위해 자리한

것이며, [402] 왕위라는 꽃나무는 칼이라는 정원사에 의해, 자비의 손으로 부당함의 가

시를 고통 받는 자들의 발에서 뽑아냄을 통해 푸르러졌다.

[시Nazm] 그 희망은 백성들을 돌보는 王位와, 신앙을 양성하는 훌륭함으로부터
비롯된다.
훌륭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정의로움으로 세계가 모두 번영을 얻
었다.

그리하여 발흐에서의 승리 이후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울루스 차가타이의 아미

르들과 노얀들, 예를 들면 아미르 셰이흐 무함마드 술두스와 아미르 케이후스로우 쿠탈

라니와 아미르 울제이투 아파르디와 아미르 다우드 두글라트와 아미르 사르부카 잘라

이르와 아미르 자쿠 바룰라스와 [진다 히샴 아파르디와]920) 아미르 무바야드 아룰라트

와 바닥샨의 왈리 샤 셰이흐 무함마드와 후세인 바하두르 및 다른 아미르들과 사령관

들 및 당대의 훌륭한 사이드들, (즉) <나는 귀중한 두 가지를 너희에게 빌려줄 것이

다.>921)는 말씀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이들), 예를 들면 사이드 베르케와 티르

미드의 후다반드자다(Khudāvand-zāda)922)들, 후다반드자다 아부 알 마알리

(Khudāvand-zāda Abū al-Ma'ālī)와 그의 형제 후다반드자다 알리 아크바르

(Khudāvand-zāda 'Alī Akbar) 등 모두는 한 마음 하나의 혀가 되어, 신앙의 강화와 무

슬림들의 안내라는 점에서 당대의 뭇 왕들보다 뛰어났던 사힙키란이, 통치와 세계 수호

에 적합하다 여겨, 복종의 머리를 명령 아래에 두었고 그 분과 더불어 계약을 갱신하였

으며 봉사의 허리띠를 묶고, 찬양을 펼치는 혀를 열었다.

920) 이란본Ⅰ과 이란본Ⅱ에는 이 이름이 ( )안에 들어있고, 타슈켄트본에는 이 이름이 없다.
921) 이란본Ⅱ 미주 130에 의하면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14).
922) 원문에는 ‘Khānzāda’라 되어 있으나, 바르톨드에 의하면 이 단어는 후다반드자다(Khudāvand-
zāda)의 誤記라고 한다. 이들은 티르미드의 사이드 가문의 일원으로, 호레즘 샤 시기에는 그 중
에 한 사람인 알라 알 물크 티르미디(‘Alā al-mulk Tirmidh)가 칼리프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한
편 이븐바투타 여행기에도 할릴아타(즉 카잔 술탄 칸)의 와지르였던 사이드 알라 알 말릭 후다
반드가 국정전반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티르미드의 군주(Ṣāḥib)'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W, Barthold. Four Studies on the H istory of Central Asia 2, tr. V. and T. Minorsky,
Leiden: Brill, 196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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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아아! 그대 상서로운 영광이여, 당신의 화려한 장소를 왕좌와 왕관 등으
로 장식하라.
우리의 마음은 모두 당신의 명령을 향해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숨은 당신의 명령
아래에 있다.
세계의 왕위의 영광은 당신이며, 전사들과 사자들의 선택은 당신이다.
당신은 도검으로 힌두의 땅을 씻어, 안정을 찾고 편안함을 택하라.

세계가 겨울이라는 영웅의 우세한 힘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태양이라는 하늘 왕좌의

왕이 고귀한 왕좌에 올라, 꽃밭이란 왕국에서 정원이란 왕을 위해 터키석 색 꽃병이라

는 왕좌를 승리로 장식하였을 때, 승리의 나비가 각기 그의 축복받은 대관식을 준비하

여 행하였고, [403] 세계라는 무대에는 두려움과 슬픔의 먼지가 종식되었으며, 大帳殿

(Sarāparda)923)이 세계의 너른 무대에 통치권을 펼쳤다. 왕궁의 돔이 하늘의 차양을 넘

어 안전의 場에 드높음과 위대함을 넓게 펼쳤다. 지속과 고정과 영광과 영예라는 네 개

의 기둥으로 통치의 왕위를 단단히 하였으며, 경의와 강력함의 보석, 권력과 위대함의

루비로 샤의 왕관을 장식하여 완성하였다.

[시Nazm] 상서로운 별이 도왔던 어느 날에, 행운의 징표가 견고해졌다.924)

여러 날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된 날은, 마치 봄날의 축복받은 축제와 같았다.

하늘이 도우시는 기술자들이 축복받은 천문표(Zīj)의 표(Jadāval)925)를 통해 상서로

운 행운의 달력을 산출하였으며, 승리의 아스트롤라베(Aṣṭrulāb)926)로 행운의 상서로운

점괘인 별의 고도를 탐색하였다.

[시Nazm] 그 이후로 운명은 더욱 상서로이, 그의 행운은 제한 없이 사여를 베푸
신다.
사힙키란은 금관을 들어 올렸고, 왕좌에 영예로이 올랐다.

923) 이것은 유목 국가의 군주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예속민들의 개인 텐트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그 바깥에 설치하는 울타리와 같은 장치를 의미한다. 티무르 조의 쿠릴타이
현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던 클라비호(Clavijo)의 기록에 의하면 그 규모가 매우 거대하고 화려
하여, 마치 타일 공예를 한 궁전처럼 보인다고 한다(Bernard O'Kane, "From Tents to
Pavilions: Royal Mobility and Persian Palace Design," p.250).

924) Nizāmī, Khamsa : Sharafnāma.
925) 이슬람권에서 천문학 계산을 위해 만든 일종의 매뉴얼. 그 안에 천문학적 계산을 위해 필요한
해와 달, 행성과 주요 별들의 위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를 위한 수학적 이론, 그리고 이슬람권
에서 이용되는 여러 달력간의 환산을 위한 이론 및 그 환산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926) 전근대 천문관측 및 역법 계산 등에 필수적인 천문 관측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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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중 왕의 영예와 더불어 허리띠를 묶었고, 세계는 모두 그의 신하가 되었다.
나쁜 것들은 나쁜 것에서 손을 거두었고, 빛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였다.

노얀들과 아미르들은 왕들이 등극할 때에 그들 사이에 실행되었던 관습들을 고려

하여, 함께 무릎을 꿇고 혀와 손을927) 축하와 찬사로 열었다.

[시Nazm] 금과 보석이 그의 머리 위에 뿌려졌고 그를 샤, 사힙키란이라 불렀다.

그 때에 그 분의 영광스러운 나이가 태양력으로 34세를 지나고 있었다. 그 축복받

은 사건은 개의 해에 해당하는 771AH, <쿠란이 계시되었던>928) 영광스러운 라마단의

12일 수요일(1370년 4월 9일)929)에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흥분과 포효』(Jush wa

Khurūsh)의 시인930)이 현명한 수루시의 가르침으로 당대의 목과 귀를 장식하였다.

[404]

[시Nazm] 700부터 71만큼 증가하였다, 운명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al-Mulk-i Lak)’
파괴의 조악함을 지닌 세계에, 동쪽으로부터 태양이 높이 솟아오른다.
키시로부터 나타났던 위대한 광선에게 하늘은, 태양이 있었던 높은 자리를 주었다.
Timūr라는 이름이 그의 것이 되었는데, ‘철(Ḥadīd)’이라는 의미였고, 그것은 <매우
강함>931)의 상징이었다.
티무르는 세계를 누비는, 세상을 정복하는 군주이자, 사자같이 용감한 재단사
(Ṭarāgh)ī932)였다.
그 이후로 동쪽의 후예인 세계정복자가 세계를 정의롭게 훌륭히 하였다.
우연히 그의 행운의 촛불이 피어올랐고, 수성이 쌍둥이자리의 허리띠를933) 불태웠

927) 이 ‘손을’이라는 부분이 이란본Ⅰ이나 타슈켄트본에는 없다.
928) Qur'ān, Sūra al-Baqra' : 185.
929) 이 날은 율리우스력으로 1370년 4월 9일에 해당하며, 개의 해이다. 그러나 앞과 같은 기준
Civil, 15를 부여하였을 때 화요일이 된다. 그리고 티무르의 생일이 1336년 4월 9일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치면 그가 태어난 지 정확히 34년이 된 날이다.

930) 후술할 티무르 재위시기의 書記, 셰이흐 마흐무드 장기 아잠(Shaykh Maḥmūd Janghī 'Aẓam)
이다.

931) Qur'ān, Sūra al-Ḥadīd : 25.
932) 이것은 티무르가 실제 칸을 칭하지 않으며 차가타이 울루스 계 칸을 보필하는 아미르의 역할
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933) 고대 중동에서 쌍둥이자리는 오리온자리를 포함하였으므로, 쌍둥이자리의 허리띠는 곧 오리온
의 허리띠라 불리는 三壽星, 알니타크, 알닐람, 민타카 세 개의 별을 가리킨다. 수성은 쌍둥이자
리의 주인인데, 별은 자신의 주인자리인 성좌에서 안정을 얻고 자신의 특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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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명이 그의 행운을 목성으로 삼았을 때, 금성이 노래를 가르쳤다.
메시아(Masīḥā)와 함께 숨을 쉬는 것은 마치 한 집에 있는 것과 같아, 그에게 태
양의 촛불이 날아들었다.
촛불의 빛이 구름 속에서 떠올랐고, 태양으로부터 왕관을 취하였고, 화성으로부터
는 칼을 (취하였다).
목성처럼 상서로움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의 자리는 드높음은 마치 (예언자) 이드
리스(Idrīs)934)와 같았다.
땅의 모든 뜰의 먼지를, 그의 도검의 물기로 不正으로부터 깨끗이 씻었다.
그의 도끼(Tabar), 곡괭이(Tīshih)935), 칼은 상처 없이 세계의 정원으로부터 재앙의
뿌리를 캐내었다.
그 병사들의 강력함은 전쟁이라는 철퇴로 엘부르즈 산에 먼지를 일으켰다.
카프(ک, Kāf)가 만일 강하게 카프(Qāf)라 불린다면, 그의 혀는 도검으로 인해 틈이
생겨난다.
멍청한 적들은 피를 흘리며 자조의 미소를 지었다, 그로 인해 왕좌의 기반이 머리
를 쳐들었다.
이 정원에서 (그를) 외면하였던 모든 나뭇가지, 그 머리를 칼로 쳤고 그 뿌리를 파
내었다.
먼저 발흐 측으로 출발하여, 모든 적들의 인생을 슬픔으로 쓰디쓰게 하였다.
적들의 머리와 발, 적들의 금과 은으로 된 집과 땅, 처자들을
상처를 입히고 묶고 캐내고 불로 태워, 취하고 가져가고 사고팔았다.

그 진귀한 암시 및 상서로운 좋은 소식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이 축복받은

등극 날짜(Tarīkh)의 기초는 오래된 기본 철자들 중에 네 개의 거대한 기둥에 존재하였

는데, (이는) ‘현명하신 신(Malik-i 'Allām)의 기본 철자가 나타났던 쿠란 제 2장

(Qur'ān, Sūra al-Baqara‘)의 도입부가 [405]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936) 동시

에 이 훌륭한 사건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바이며, 이 행운의 나날들이 세계와 세계 사

람들에게 지속되고 이 통치권이 누대에 걸쳐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속임수나 과장이

아니라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실로 그러하였다: 다른 지역이나 장소와 비교해볼 때 고

934) 아담의 다음으로 세 번째 예언자라 일컬어지는 인물, ‘높은 지위’로 상징되는 인물이며 무함마
드가 승천했을 때에 4번째 천국에서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피나 이슬람 성직자
들은 영적인 환시 속에서 그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35) 끝이 넓고 날카로운 철로 되어 있으며, 목공과 건축, 돌을 다듬는 데에 쓰는 도구. 장도리의
끝과 유사한 형태이다.

93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쿠란의 제 2장의 첫 번째 네 개의 철자
가 alif(1), lam(30), mim(40), zal (700)으로, 다 합치면 771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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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부인들의 하렘은 시공간의 너른 곳을 안전하게 장식하였고, 백성들과 도시들의 상

황이라는 정원에 저항과 혼돈을 발생시키는 자들의 반역과 공격이라는 가시가 제거되

었다.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묘목은 정의와 훌륭함이라는 물방울로 인해 목적이라는 과

실을 맺고 편안함이라는 그늘을 펼쳤으며, 높고 낮은 이들의 소망과 바람이라는 농경지

에, 사여물이라는 구름의 물방울을 통해 모든 소망의 씨앗이 꿈이라는 송이를 길러내었

다. (그리하여) 구부러지고 곧지 못한 것이라고는 아름다운 이의 머리칼과 눈썹을 제외

하고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혼란과 혼돈이라고는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이의 눈짓과

머리칼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도 그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시Bayt] 하늘은 밧줄을 칼의 중간으로 갈랐고, 나날들은 활 목에서 활줄을 제거하
였다.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신께서는 이슬람 주민들의 수장에게, 그 이름난 가문의 자비와

정의에 도움이 되도록

[반구M iṣrā’] 하늘이 돌아갈 때까지 땅은 고정되어 있다.
은혜와 은총으로 돌보시오소서.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들의 권한으로.

사힙키란에게 통치와 세계 수호의 왕좌를 축복받은 위대한 영예로 장식하여 사여

하였고, 좋은 소식을

[시Bayt] 현재 통치의 왕좌를 영광스럽게 하여, 그림자를 성전사인 왕, 그 머리 위
에 드리웠다.

당대의 귀가 운명의 혀에게서 들었다.

[시Nazm] 사힙키란은 보물의 뚜껑을 열었다, 그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탐욕이 채워질 정도로 많이 사여하였다, 사여에 대해 용감한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
다.

모든 울루스 차가타이의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 중에 칼란타르와 사령관들을

다양한 위무와 [406] 보살핌으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권력과 지위의 기초를937) 세웠

다. 그리고 아미르 후세인의 모든 저장물품들과 귀중품들, 거기에 수많은 사여와 선물을

937) ‘권력과 지위의 기초’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는 없으나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에 따라 번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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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망설임 없이 제공하였으며, 모두에게 귀환의 허가를 내려 각각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가도록 하였고, 정의의 왕들이 그 지역이라는 창공으로 날아가게 하였다.938)

52. 값진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이 발흐에서 귀환함과, 사마

르칸트의 성채와 성곽을 건축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이, 주검 바룰라스의 아들 무라드를 발흐와 그 주

변 지역의 통치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귀환을 결정하여, 신성한 보호와 더불어

[반구M iṣrā’] 밝은 마음과 정의로움과 기쁨.939)

키시로 향하였다. 발흐에서 여덟 파르상 거리였던 제이훈 강 가 위에 배로 다리를

엮어 상서로이 통과하였고, 키시의 훌륭한 평야의 말라붙은 강가 위, 그 분노의 초원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세웠다. 행운의 벗의 눈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빛이 늘어났고,

왕국의 적들의 가슴에서 고통과 소멸의 불꽃이 점차 지쳐갔다. 세계의 피난처인 샤는

두 달 동안

[시Nazm] 영예로움과 우아함으로 그 천국과 같은 거주지에 (있었다). 드높은 천국
이 깨끗한 왕궁을 질투할 정도였다.

휴식을 취하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호의와 관용의 테이블보처럼, 계속하여 희

망을 넓게 펼쳤고, 소망의 바다에서 자라고 있던 모든 희망의 보석들은 행운의 진주조

개 안에서, 꿈으로 양육되고 있었다.

[시Nazm] 가장 상서로운 시대에 고귀한 샤가 자신의 수도에서 왕좌에 오르게 되
었다.940)

세상은 등극에 도움을 주었고, 영토는 혼란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941) [407]

938) YZN/Urunbayeb, p.301; THTB/Darby, p.132.
939) 이란본Ⅱ에는 이 부분만을 반구로 여기고 있으나, 이란본Ⅰ에는 그 다음의 ‘키시로 향하였다.’
라는 부분까지 묶어 한 행(Bayt)로 보았다. 타슈켄트본에는 명확히 한 행이냐 반구냐 하는 표시
는 없지만, 이란본Ⅱ처럼 앞 구절만 빈칸으로 다른 글과 구분지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란본Ⅱ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940)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941)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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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그 분은) 이 시점까지 봉사와 헌신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의 이름이

반복하여 회자되었던 특수한 가신들과 지지자들 모두에게 왕다운 자비와 애정으로 특

별함을 부여하였으며, 환대하며 다양하고 훌륭한 선물을 각자의 지위와 급에 맞게 제공

하였다.

[시Nazm] 하늘과 같이 위대한 샤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무리에게 많은 위
무를 행하였다.942)

괴로움을 겪었던 병사들의 수장들에게, 당나귀 봇짐(Kharwār)943)만큼의 디나르와
보물을 주었다.
그들을 금으로 만족케 하였다. 매번마다 새로 예복을 지었다.944)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투만과 천호로 정하였고, 능력과 역량에 따라 官

衣를 지위에 맞게 제공하였다. 아미르 다우드에게 사마르칸트의 지배와 다루가의 직

(Dārūghaghī), 거기에 디반의 수장(Imārat-i Dīvān) 직과 다른 호의를 사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자쿠와 아미르 셰이흐 앗 딘과 아미르 압바스와 이스칸다르와 알람 셰이흐

(Ālam Shaykh)와 알라카 카우친('Alaqa Qauchīn)과 아르다시르 카우친(Ardashīr

Qauchīn)과 티무가 카우친의 형제 카마리 이나크(Qamārī Iynāq)945)를 투르크(Atrāk)

인946)들을 통솔하는 두 번째 지위, 군대의 아미르 직(Imārat-i Lashkar)과 타바치

(Tavāchī) 직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사르부카와 후세인 바룰라스와 아미르 아크

부카와 핫지 마흐무드 샤와 일치 바하두르와 다울라트 샤 박시를 디반의 아미르(Mīr-i

Diwān)로 세웠으며 키타이 바하두르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

와 타반 바하두르와 두크나(Dukna)947)와 바흐티 샤(Bakhtī shāh)와 카라한드

(Qarāhand)와 타크니크(Taknik)948)와 아파치 킬타(Apāchĩ Kilta)와 카잔 부카 아르슬

란949)과 두라 바하두르(Dūrā Bahādur)를 군대의 수장(Muqadam-i Sipāh)으로 삼았고,

키타이 바하두르와 셰이흐 알리와 아크 티무르를 바하두르들의 대인이자 칼란타르

(Buzurg wa Kalāntar-i Bahādur)로 세웠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지위와 역

942)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943) 당나귀 봇짐(Kharbār)은 대략 700파운드, 300킬로 정도를 의미한다.
944)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945) 이란본Ⅰ에는 카마리와 에이나크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서는 하나로 합
쳐져 있어 그에 따랐다.

946) 타슈켄트본에는 투르크인들(Atrāk)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나 그 대신에 쓰인 단어의 형태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란본Ⅱ을 따랐다.

947) 캘커타본에는 투크나(Dukta)로 되어 있으나 다른 사본 및 출판본을 따랐다.
948) 캘커타본에는 타크타크(Taktak)로 되어 있으나 다른 사본 및 출판본을 따랐다.
949)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에는 ‘카잔(Qazān)으로 되어 있고,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은 키란(Qirān)
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인명으로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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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맞게, 적당한 직무와 적절한 길을 할당하였다.

[시Nazm] 신의 은총이 그를 도와주었을 때 세상을 차지하고 성취하였다.
그의 등자에서 날마다 나아갔던 모든 노예들이 군주의 대오에서 말을 몰았다.
[408]

또한 그 사이에, 상서롭고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상서로운 모습을 지닌 곳, 사마르

칸트를 향해 위대함과 영광과 통치와 독립의 얼굴을 갖고 향하였다. 초원의 깨끗함과,

나무의 싱싱함, 건물들의 견고함과 수로의 원활함 등의 명성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부

끄러움과 여타 지역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선택된 도시를, 행운의 깃발의 중심으로

삼아 수도로 세웠다. 성채와 성벽의 건설, 훌륭한 건물과 금으로 장식된 왕궁의 건축을

명하였고, 업무의 수장을 아미르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아미르 아크부카로 하여금 이 업

무 전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통치 업무들의 흐름이 목표에 따라 질서를 갖추었을 때, 그 분의 드높은 토성

(Kaywān)과 같은 마음은, 과거 여러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그 지역의 상황에 나타났

던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호의를 보였으며, 자비와 친절이라는 미풍이 정의라는 바람

부는 곳으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보상금이었던 사합(Sahāb) 비단은, 마

치 매 해 (몰려오는) 구름이라는 보상금이 동료들의 희망이라는 농경지 위에 비를 내리

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 짧은 시간 안에 사마르칸트는 신앙을 양성하는 그 세계 정복자

의 공정함과 관대함의 도움에 힘입어, 극히 번영하였고 주민들과 거주지들이 증가하였

으며, 세계의 주변국으로부터 수입과 수출이 많아졌다. 그 소문에 대해 이집트는 <너희

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냐>950)는 찬사와 함께 질투의 옷을 나일 강에 던졌고,

바그다드(Baghdād)는 비록 천국의 별칭이었던 다르 알 이슬람(Dār al-Islām)이란 이름

으로 유명하였으나, 부러움과 질투의 눈물방울을 계속 얼굴을 떨굴 정도였다.

[시Bayt] 사마르칸트에 대한 질투로 인해, 티그리스(Dijla) 강은 바그다드의 얼굴
위에 눈물을 흘렸다.

아미르 무사는 사힙키란이 발흐 방향으로 향하였을 때, 나아가던 도중에 마치 불운

이 축복받은 대오를 벗어난 것처럼 대오를 이탈하여 돌아갔고, 그 분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달아나 투르키스탄 방면으로 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힙키란

은 그의 소환을 위해 창기 카우친(Changĩ951) Qauchĩn)을 파견하였다. (창기 카우친이)

950) Qur'ān, Sūra al-Baqra' : 61.
951) 이 이름에 대해 『歷史의 精髓』는 준키(Jūnkī) 라 불렀다. 그러므로 ‘카우친’이란 단어는 앞
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군주의 사적 천호에 소속된 宿衛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 창기(혹은



- 256 -

그에게 이르렀을 때 상황이 전투로 이어졌고, 아미르 무사는 패배하여 달아났다. 그는

양기 발라(Yanghĩ Bālā)952)로 가서 다시 한 번 후세인의 형제인 아미르 키질가즈(Amĩr

Qizilghāj)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어떤 무리와 함께 그에게 향할 때 까지, 하영

지와 산지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409] 아미르 무사는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는 지체

없이 달아났고, 아미르 키질가즈는 그의 뒤를 쫓아 서둘러 갔지만, 그에게는 이르지 못

하였다. 아미르 무사는 자신의 두 부인과 함께 제이훈 강을 건너 시비르간에 있는 진다

히샴의 어전으로 갔고, 혼란을 선동하고 (옳은) 길을 벗어나게 하여, 마침내 진다 히샴

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 하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시Nazm] 나쁜 대화보다 더욱 나쁜 것은 나쁜 동료이다. 그리고 이는 현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준다.953)

ⅱ. 단기 원정의 시대 (1370∼1386년)

53. 사힙키란이 행복 및 행운과 더불어 쿠릴타이를 행한

이야기

바로 그 해의 티르(Tir)954) 월에,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쿠릴타이를 위해 투만

과 천호 아미르들 및 그에 상당하는 이들의 징집을 명하였고, 마치 행복과 행운과 승리

가 세계의 피난처의 어전으로 향하는 것처럼, 모두가 명령에 따라 모여들었다.

준키)는 하피즈 아브루의 언급에 따르면 아미르 티무르의 ‘가슴 뼈’이며, 티무르의 작업장
(Kār-khāna)에서 업무를 배웠으므로 아미르 무사가 속임수를 획책하기 전에 이미 눈치를 챘다
고 기록하고 있다(ZT/Jawādī 1, p.454).

952) 이 용어는 ‘윗 양기’라고 볼 수 있다. 양기(Yangi)는 ‘새로운’, ‘새 도시’라는 뜻이 있어 다양한
곳의 지명으로 쓰인다. 티무르 조 사료에서 사이람과 함께 등장하는 양기는 현재의 타라즈 부
근이나, 몽골제국의 사료에는 또 다른 양기가 등장한다. 주베이니의 양기켄트(Yangī-kent)에 해
당하는 도시는 시르다리아 남단에 위치하는 도시로, 키질로르다에서 아랄해 방향으로 290km 떨
어져 있는 잔켄트(Jankent)이다(TJ/Boyle, p.90; 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78). Minorsky는 그보다 동북쪽으로 16km에 위치한 카잘린스크(Kazalinsk)에 비정
한다(Unknown, Ḥudūd al-'Ālam, p.308). 지리상으로도 타라즈에 비해 위도가 높고, 사마르칸트
로부터 멀기 때문에 ‘윗 양기’라 불릴 수 있다.

953) Rūmī.
954) 이란력으로 4번째 달, 앞서 등장한 771AH 라마단 월 이후로 티르 월은 같은 해 둘 카다 월
17일(1370.6.11.)부터 시작하여 둘 히자 월 16일(1370.7.10.)에 종료된다. 앞서 티무르가 키시에서
2달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둘 카다 월은 라마단 월로부터 2달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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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주변에서 왕들과 高官들이, 사힙키란의 어전에 이르렀다.

행운이 사라지고 불운이 확실해졌던 무함마드 호자 아파르디의 아들 진다 히샴에

게도 사힙키란은 사신을 파견하였고, 그에게 저항의 어려움으로 겁을 주어 쿠릴타이로

소환하였다, 그리하여 사신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에게 이야기를 전하였다. “만일 복

종의 자리에 있다면, 지체 없이 통치의 둥지인 어전으로 서둘러 오라.” 진다 히샴은 아

첨의 혀를 복종의 선언을 위해 열었다.

[시Bayt] 저는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원하시던 몰아내시던, 도검과 수의955)를
손 위에 (둘 것이며), 만일 죽이려 하신다면 (그는) 알 것입니다.

사신에게 환대와 경의를 다하여 되돌려 보냈으며, 그 또한 뒤따라가기로 결정하였다.

[410]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방향에서 한 사람이 와서, 사건의 전말에 대

해 그의 귀에 전하였다. “진다 히샴은 실로 복종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전에 아미

르 후세인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아미르 바이람 샤 아룰라트(Bayram Shāh Arulāt)

와 그의 아들 틸란지가 사힙키란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여 후라산으로부터

복종과 지지를 선언하고 통치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다 히

샴이 이 뜻에 대해 알게 되자 책략을 꾀하여, 선물(Sāwurī)956)과 술 및 필요한 모든 품

목들로 이루어진 대화와 기쁨의 도구들을 가지고 그들의 길 앞에 섰고, 달바 야일락

(Dalba Yaylāq)957)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술의 효과가 강해지자,

부친과 아들을 붙잡아 끈을 발에 묶었으며, 자신의 형제 피르 무함마드(Pĩr Muhhamad)

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사힙키란의 궁

정으로 데려다주어라.’ 그러나 비밀리에 그의 형제와 함께, 그들을 없애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피르 무함마드는 반나절의 길을 데려가 밤에 두 사람을 처단하였고, 바로 그 밤

에 되돌아와 형제의 어전으로 왔습니다.” 사힙키란의 판단력이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

었을 때, 아미르 울제이투에게 명하였다. “가라, 그리고 자신의 친족을 질책하고, 충고하

여 데려와라. 그리하여 그의 생명이란 묘목이, 무력이란 비바람의 흔들림으로 인해 뽑혀

나가지 않도록 하라.” 경험 많은 노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용서를

청하는 혀로 고하였다. “제가 그에 관해 생각하건대, 그에게 충고는 소용없을 것이며 저

를 부끄러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만일 현명하신 판단으로 방책을 내리신다면, 제 아

955) 이 두 가지 항목은 사료에 종종 같이 등장하는데, 수의는 죽은 이에게 입히는 하얀 천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장에게 간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의미한다.

956) Doerfer에 의하면 이것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 주로 음식이며, 왕이 도시를 방문할 때 통치자
에게 내리는 것이라 한다.

957) 몇몇 판본에서는 발바(Valba Yaylāq)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
840AH사본에는 본문처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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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호자 유수프(Khwāza Yūsuf)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종의 허리띠를 묶도록

해 주십시오.”

사힙키란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타반 바하두르와 호자 유수프를 파견하여, 진

다 히샴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여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들이 시비르간에 이르렀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독불장군은 그들을 붙잡아 가두었다.958)

54. 사힙키란이 시비르간 측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

기959)

사힙키란은 진다 히샴의 대담함에 대해, 그 사건과 그의 건방짐에 대해 알게 되었

을 때, [411] 분노의 불꽃이 왕다운 열의가 타오르는 곳으로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모든 군대와 함께 키시에서 그에게 향하였다. 축복받은 깃발을 신성한 도움

이라는 장식으로 장식하였고,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팔을 하늘의 도움이라는 부적으

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제이훈 강을 건너, 시비르간의 먼지가 승전군의 날랜 말의 편자

와 입을 맞추는 영광을 통해 하늘로 뻗어나가자, 진다 히샴은 Shāh nāma에서 사피드

디즈(Sapīd diz)라 불렀던 곳의 성채로 피신하였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외면하게 되어, 단단한 등을 그 견고한 피난처에 두었다.

[시Nazm] 그 담벽의 측면이, 별들 중에 외행성에 대해 경멸하였던 그 성채 중에
서
그것의 뜰은 항성의 뜰이었고, 그것의 영토는 회전하는 곤바드의 지붕이었다.

하늘처럼 위대한 군대가, (천둥이) 치고 (물이) 끓어오르듯 성채의 주변을 돌며 게

우르카를 두드렸다. 전투에 능한 바하두르들의 북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와 포효 소리로

인해, 시공간이 마치 사시나무가 불어오는 빠른 바람으로 인해 떨리듯이 흔들렸다. 진다

히샴은 그 상황을 보고는 혼돈의 연기가 머리로 피어올랐고, 두려움의 불꽃이 견고함과

굳건함의 짚더미에 떨어졌으며, 무력하고 긴박한 손을 간청의 옷자락에 매다는 것을 선

책으로 여겨, 아미르 울제이투에게 의지하고 그를 중재자로 세웠다. 그리하여 사실상

958) 이 부분은 『歷史의 精髓』와 약간 내용이 다른데, 『歷史의 精髓』에서는 진다 히샴에게 친
족인 유수프 호자 등의 사신들을 파견하였을 때 우선 티무르에게 복속하고 아미르 무사를 방출
하는 한편, 그 자신도 티무르의 어전에 용서를 청하러 왔었다고 서술하고 있다(ZT/Jawādī 1,
p.456). 그러나 야즈디의 『勝戰記』에서는 그가 이들을 먼저 가두었다가, 티무르가 원정에 나서
자 그제서야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용서를 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959) 쿠릴타이가 771AH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772AH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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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사과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과로 인해 올바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960)

아미르 울제이투는 운명의 통치권(Salṭanat-i Maṣīr)인 왕좌의 발치로 왔고, 사과와

회개를 청하는 장소에 서서 울면서 청원하였다. “오직 진다 히샴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는) 발을 회개에 두고 자신의 무지와 죄악에 대해 후회하였으니, 용서의 서명을 행하

시여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로 하여금 상서로이 귀환하게 하시면, 혼란과 두려움에 사

로잡힌 맘을 완화한 후에 봉사와 복종의 발걸음으로 도검과 수의와 함께 하늘과 같은

어전으로 [412] 올 것이니, 다른 예속민들과 같은 대열에 배치하십시오.” 사힙키란은

<이익은 그의 대인들과 함께 있다.>961)는 말씀을 고려하여 아미르 울제이투의 간청과

중재를 승인하였으며, 진다 히샴의 피에 대해 용서하기로 하였다. 진다 히샴은 그에 대

한 반대의 칼을 예리하게 하여 그를 속였던 아미르 무사를 바깥으로 데려가 그 분의

가신들에게 맡겼고, 이슬람, 자신의 어린 형제로 하여금, 축복받은 대오에 동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결정의 발을 귀환의 등자 위에 두었고, 군대에게 자기 자리

로의 귀환을 허락하였다. 승리로 샤흐리 사브즈에 돌아 왔을 때, 행운과 행복이 자리한

곳에 안착하였고, 죄를 불태우는 용서의 샘물로 아미르 무사의 처벌 계획을 씻어냈으며,

왕다운 친절한 지지자들이 그에게 위무와 환대의 의식을 행하였다. 그에게 연회를 베풀

었고 값비싼 예복들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자신의 무리들에 대한 통치권을 그에게 사

여하여 희망의 극치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놀라울 것이 없다>

[시Bayt] 세상의 처음에서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죄에 빠진 대인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55. 사힙키란이 군대를 티르미드와 발흐 방면으로 파견한

이야기

진다 히샴에게 숙명적인 선례가 운명의 페이지 위에 무서운 결과를 기록하였으므

로, 사힙키란이 그에게 베풀었던 이와 같은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만심이라는 악마

의 유혹의 팔은 (그로 하여금) 동맹의 길을 벗어나게 하였으며, 대담함의 발을 복속의

길 바깥에 두게 하였고, 잘못된 판단력으로 인해 소망의 고삐가 착각의 손에 맡겨졌다.

놀라운 것은, 후다반드자다 아부 알 마알리(Khānzāda Abū-l-ma'ālī)가 그때에 천개의

960) Nizāmī, Panj-ghanj : Makhzan al-'Asrār.
961) 이란본Ⅱ 미주 132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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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로 매 시간마다,

[반구M iṣrā’]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의 후회는 소용없을 것이다.962)

고 하였던 그 일을 자신과 연결 지었는데,963) 이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413]

[시Bayt] 상황이 길 잃음에 봉착하였을 때, (이는) 죄악의 원인이 되었다.

울루스와 함께 발흐와 티르미드를 약탈하였다. 그들에게서 발생되었던 이 죄악의 소

식이라는 광선이 훌륭한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의 뜰에 드리워졌을 때, 키타이 바하두르

와 아르군 샤 부르달리기를 군대와 함께

[시Nazm] 964) 모두가 기쁜 마음과, 전투의 무기와 함께, 세계를 일으키는 모든 이
들이 명성과 체면과 함께 (나섰다.)
모든 전사들과 창을 든 자들, 모든 용사들이 전투의 문을 (나섰다.)
왕관과 금으로 된 허리띠를 원하는 자들이 금으로 된 왕좌 위에 왕을 앉혔다.

빠르게 파견하고 그들의 사악함과 반란을 격퇴하는데 훌륭한 영향을 발휘하여, 신께

서 맡기신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옷자락이 압제자의 압제의 공격이라는 가시로부터 안

정을 찾도록 하였다. 아미르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과 함께 티르미드에 이르렀을

때, 맞은 편 사람들이 아무야 강 위에 배들로 다리를 엮어놓았는데, 적들 중에 일부가

밤에 달아나 다리를 건넜고 다리를 맞은편에서 파괴해두었다. 그러나 반란세력들이 승

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얼굴이 노래졌고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다리 방향으로 고삐를 돌려 서둘러 갔다. 그렇게 지난 밤 사

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다리로 달려갔으나, 다리의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다리 반대

편은 파괴되어 있었고 승전군의 바하두르들은 그들 뒤에 도달하여 신의 도움의 손을

962) Rūmī, Dīwān-i Shams
963) 후다반드자다 아부 알 마알리는 사이드 가문으로, 이 당시에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歷史의
精髓』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하피즈 아브루에 의하면 그는 이맘 마흐디의 도래가 가까워
져 왔고 왕국이 유산으로 자신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자신이 꿈에서 예언자 무함
마드와 알리를 보았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는 신앙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백성들은 누구든 자신
에게 동참해야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그에 관한 서신을 진다 히샴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는 티무르 조 이에 누차 등장하는 이슬람 종말론에 기반을 둔 반란 중 티무르 조 초기
의 형태라 볼 수 있다(ZT/Jawādī 1, p.459), 다만 티르미드의 후다반드자다가 개별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차가타이 울루스 시기부터 줄곧 이어져 온 상황인데, 이에 관해서는 이븐바
투타의 ‘할릴 술탄’에 관한 기록을 참조.

964)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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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비로 열었다. 그 날 적들은

[시Nazm] 후방에서는 화살이, 전방에서는 바닷물이, 급히 상처와 죽음으로 흘렀
다.
자비의 희망이 없었고 전쟁의 도구가 없었으며 도움이 없었고 달아나는 길이 없었
다.

그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칼의 상처로 종말을 맞이하였으며 다수가 물에 떨어져 생

명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10 중에 1도 안 되는 극소수만이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하였다. [414] 진다 히샴은 시비르간으로 도망하여 그곳을 견고히 하였으며, 착각에

빠져 다시 성채의 벽을 믿고 (저항하였다).

56.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아미르 자쿠를 시비르간의

포위에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진다 히샴이 시비르간 성채에 피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미르

자쿠에게 그곳의 포위를 명하였다. 그는 군대와 함께 강을 건너 시비르간 성채의 주변

을 장악하였고 포위의 관습으로 성채 주변에 안착하여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 진다

히샴은 죽은 뱀이 구멍에 머무는 것처럼 머리를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고, 봄의 병사들

인965) 별이 도달하였을 때,

[시Nazm] 초원의 신부들은 나무로 만든 작은 문으로부터 머리를 바깥으로 빼어
쳐다보았다.966)

진다 히샴은 아미르 자쿠와 가지고 있었던 옛 우정의 선례를 핑계로 요새 바깥으

로 나왔으며. 무력함과 절박함의 손으로 그의 후원의 옷자락을 부여잡았고 부끄러움의

머리를 후회의 옷깃으로부터 들어 올려 사과의 발로 일어섰다. 아미르 자쿠는 그로 하

여금 고귀한 각하의 자비라는 좋은 소식으로 희망을 갖게 하였고 세계의 피난처인 어

전으로 데리고 갔다. 아미르들이 그들의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을 사힙키란

965) 이란본Ⅰ에는 봄(Bahār) 대신에 바하두르(Bahādur)라는 단어가 쓰였으나, 다른 출판본 및 사
본에 따라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歷史의 精髓』에는 이 사건과 자타에 대한 첫 번째 원정
사건이 모두 773AH에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동물력과 더불어 고려해볼 때 이때는 772AH 라
마단 월 경(서력으로 3월)이라 볼 수 있다.

966) Sa'd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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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고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리하여 진다 히샴이 이르렀을 때 모든 아미르들이 그

의 도달을 환대와 경의의 관례로 맞이하였고, 아미르 자쿠는 그를 아미르들 및 노얀들

과 함께 고귀한 그 분의 땅바닥에 입 맞추는 영예에 이르게 하였으며 왕다운 자비와

친절을 그의 죄악에 대한 중재자로 세웠다. 사힙키란의 용서의 혀가 그를 고귀한 부름

으로 맞아들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너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너의 피를 용서할 것이

다. 너 또한 자신의 생명을 용서하고 다시는 불가능한 유혹이 머릿속에 발생하지 않도

록 하라.” [415] <그분께서 택하여 자비를 베푸신다.>967)는 행운의 왕궁에서 (그분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혔던 행운의 예복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의 손이 아무리 노력

과 궁리를 하여도 그 자락에 닿지 못하였다.

[시Bayt] 모든 머리가 왕의 거대한 왕관에 어울렸는가? 만일 (너의) 운명에 어울
리지 않다면, 전부 교환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의 머리를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모자로, 그의 귀를 충고의 귀걸이

로 장식하고 그를 위무한 후에, 금으로 장식된 허리띠와 아랍 말968)과 다수의 낙타와

대열을 이루는 노새와 셀 수 없이 많은 양들로 된 선물들을 그에게 사여하였으며 그의

지위를 높여 주었다. 그는 봉사의 허리띠를 매고, (그 분과의) 동행의 대오에 들어갔다.

[417]

57.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이 자타 방면으로 향한 이

야기

톤구즈(Tunghūz, 돼지) 해에 해당하는 772AH(1371년)969), 사힙키란은 자타 방면970)

967) Qur'ān, Sūra al-Baqra' : 105.
968) Asb-i Tāzi : 아랍산 말을 의미한다.
969) 772AH은 1370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371년 7월 13일에 끝난다. 그 중에 돼지의 해는
1371년 1월 18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371년 1월 18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해당한다. 『歷史
의 精髓』에는 773AH 말로 되어 있으나, 동물력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772AH이 적절하다.
다만 진다 히샴이 아미르 자쿠의 중재로 항복하였던 전술한 사건은 티무르가 한 차례 자타 원
정을 끝내고 돌아왔다가 케벡 티무르(모굴)의 반기의 소식을 다시 접하였을 때이다(ZT/Jawādī
1, p.461).

970) ‘자타 방면’으로의 원정은 친정만 6차례, 그리고 군대 파견의 사례도 수차례 존재하지만 그 목
표는 같지 않은데, 초반의 자타 원정은 보다 가까운 곳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점차 목표가 먼
곳으로 확산된다. 첫 번째 원정인 772AH원정의 목표에 대해서 『勝戰記』에는 세이훈 강 너머
로만 되어 있으나, 『歷史의 精髓』에는 ‘군대를 모아 모굴리스탄으로 향하였고 우즈겐트와 페
르가나로부터 그들을 몰아내며, 그들에게 복속하고자 하는 일부를 복속시키는 것’을 이 원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원정의 목표는 실제 통념상의 모굴리스탄 초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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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공격이라는, 훌륭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안을 하였다.

[시Nazm] 지고하신 신의 문제 해결은, 승리를 일으키는 병사들과 함께,
행운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 승리의 길에서, 신의 도움과 더불어.

세이훈 강을 건넜을 때 쿠마즈(Kumaz)971)와 우룽 티무르가 복속하여, 복종과 봉사

의 귀걸이를 순종의 귀에 매달았다. 이 아일과 울루스가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소유와

점령 하에 들어왔을 때, 승리의 사힙키란은 케벡 티무르를 그곳의 지배와 질서 유지에

임명하였으며,

[시Bayt] 승리는 행운과 더불어, 벗이신 신의 도움으로.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이자 칼리파의 자리로 귀환하였다. 그 때 소식이 전해졌는

데, 케벡 티무르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여, 대담한 발걸음으로 반란과 저항의 땅을 향

해 나아갔다고 하였다. 한편 그 때 바흐람 잘라이르는 타슈켄트에서 [418] 비난 받던 시

기에 사힙키란의 용서의 혀로 사면 받았다는 이유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신들의

대오이자 토성을 닮은 어전의 동반자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에) 세계가 복종하는 명

령이 반포되었다, “그와 아미르 압바스와 키타이 바하두르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케벡 티무르와의 전투를 위해 나아가도록 하며, 생명을 빼앗는 칼의 물기로 그의 저항

과 적의의 불꽃을 鎭火하도록 하라.”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은 명에 따라 서둘러 용감히 길을 나섰다. 그리고 반란자에

게 이르렀을 때 서로의 맞은편에 대열을 펼쳤다. (이때) 바흐람 잘라이르의 아일에서는

오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백호장 티즈크치(TĪZKCHĪ)972)가 바흐람에게 속임수

를 생각해내어 그를 잡고자 하였다. 바흐람이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함께 있

던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들의 의도의 小화살이 목

표라는 과녁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양측의 병사들이 대열을 펼치고 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 키타이 바하두르는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함께 전투의 방책과 신중한

고려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셰이흐 알리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 키타이 바하두르는 어

쩌면 용사가 그의 이야기를 나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의 분노

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하여 도검을 뻗어 아이샤 카툰 강(Ab-i 'Āyisha khātūn)973)을

니라, 후잔트 강 너머의 페르가나 분지라 볼 수 있다(ZT/Jawādī 1, p.461).
971) 이란본Ⅰ에는 이 지명이 없지만 다른 곳에는 존재하며, 특히 타슈켄트본에는 모음부호가 있어
이에 따랐다.

972) 이란본Ⅰ에는 TZKJĪ,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에는 TĪRKCHĪ, 타슈켄트본은 TĪZKJĪ으로 되어 있
어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을 따랐다.

973) 아이샤 카툰 강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라시드 史』에 의하면 티무르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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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 홀로 적들의 대열을 공격하였으며 그들 중에 여럿을 넘어뜨렸다. 그들이 다수였으

므로,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또한 그의 뒤를 쫓아와 적에게 공격을 가하였고 키타이 바

하두르를 가까스로 적진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빼내어, 둘이 모두 건강히 자신의 군대에

합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극히 신기한 사건이었으며, 행운의 피후원자이신 사힙

키란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구M iṣrā’] 이 일들은 행운으로 가능하였다.

그리고 아미르들은 바로 그 강가에서 적들과 함께 평화를 체결하였고 되돌아갔다. 귀

환 도중에 바흐람에 대해 속임수를 부리고자 하였던 잘라이르 아일 중에 일부 무리들

을 야사에 처하였다.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상서롭게 되었을 때, 사힙키란은 그들

의 귀환과 타협에 대해 분노하였다. [419]

58. 사힙키란이 두 번째, 자타의 방향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974)

<위대하신 신은 보호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 죄를 싫어한다.>는 말씀에 따라, 희망

의 사힙키란의 드높은 마음은 이미 시작된 모든 업무를 끝까지 이루지 않고서는 만족

하지 않았으므로, 아미르들이 적들과 함께 하였던 타협이나, 공격과 전투의 장이 평화로

흘러갔던 상황을 거부하였다, 즉

[시Bayt] 개가 무엇이기에 발톱을 흘리는 여우가 사자와 더불어 평화를 맺고 전투
를 저지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친히 그 방향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였고, 군대의 징집에 관한 축복받은 야

를릭을 사방으로 반포하였으며 승전군이 주변과 사방에서 움직였다.

[시Nazm] 병사들이 왕의 어전으로 모여들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전사들이.
황야의 모래보다 많았던, 적을 사냥하는 사자가 전투에 들어섰다.

흐람 잘라이르 등을 파견하여 알마투 지역으로 가서, 케레이트 부와 함께 ‘아이샤 카툰 강변’에
서 전쟁하였다고 한다. 알마투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즉 모굴 칸국의 거점인 쾩 투페 부
근이었다.

974) 이전 자타 공격 사건이 772AH 후반부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773AH초에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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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域의 병사들이 구름의 울부짖음처럼, 칼을 가진 자처럼 전투에 들어섰다.
군대를 파견하였다, 행운의 왕이. 마치 사막의 모래와 나무의 잎사귀처럼 (많은)
병사들을 움직여, 그 무리들의 열기로 산을 뜨겁게 달구었다. [420]

승리가 새겨진 깃발이 상서롭게 사이람과 양기(Yanghī)975)를 통과하였을 때, 그 분

께서 영광스러운 (예언자의) 가문과 더불어 <그와 그의 가문에 경배와 평안이 있기

를!> 가지고 있었던 우애의 도움을 받아 <경외를 갖고 한 달 동안 적에게로 (향하여)

승리를 거두었다.>976)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적의 군대는 단지 그 분이 향한다는 소

문만으로도 흩어져 달아났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수많은 군대와 함께 산카즈 야가즈

(Sankaz Yaghāj)977) 지역까지 갔으며 승리를 동반하는 병사들은 많은 포로와 풍부한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셀 수 없이 많은 값비싼 전리품

과 함께, 신이 보호하시는 휴식처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아둔 쿠지(Ādūn Kūzī)978)라는

장소에서, 아미르 무사와 진다 히샴은 비록 사힙키란이 그들에 대해 여러 번 베풀었던

친절의 선례와 애정의 後果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임수와 책략을 생각하기 시작하여, 히

즈르 야사우리의 아들 아부 이스학(Abū Isḥaq)과 함께 그 문제에 관해 상의하였고, 조

약을 맺으며 쿠란에 맹세하였다. “카라수만(Qarāsumān)에 도달하면, 사냥의 때에 사힙

키란을 속여 잡자.” 비록 이성은 그들과 그 조악한 생각을 비웃고 있었지만.

[시Bayt] 昏闇한 판단을 하지 마라!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는 장난질 치는 여우에
게 지지 않는다.

이전에 그 분에 대한 반역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하였던 후다반드자다 아부 알 마알

리 티르미디와 셰이흐 아부 알 라이스 사마르칸디(Shaykh Abū al-Rayth Samarqandī)

가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알게 되었던 어떤 사람이, 보고의 펜으로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의 페이지 위에 그 상황에 관해 기록하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

975) 티무르 조 및 모굴 칸국의 사서에서 양기는 주로 현재의 타라즈를 의미한다(TR/Elias,
pp.79-81).

976) 이란본Ⅱ 미주 134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 중에 일부이다(YZN/Ṣādiq, p.1415).
977) 이 지명에 대해서는 사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캘커타본은 Sanzar, 타슈켄트본은 Sanke 등이다
(YZN/Urunbayeb, p.309). 본문은 이란본Ⅱ 및 840AH사본을 따랐다. 뒤에 붙은 야가즈는 투르
크어로 ‘나무’를 의미하며 아나톨리아의 지명에 많이 보이는 단어이다. 한편 『라시드 史』는 야
즈디의 『勝戰記』를 직접 인용하다시피 하였으면서도 이 지명에 대해서는 ‘세키즈 야가즈’라
하였는데, 세키즈는 7을 가리키는 투르크 어이다.

978) 아둔(말 무리,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18), 쿠지
(눈,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669)이므로 ‘말 무리의 눈’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840AH 사본 및 이란본Ⅱ 등에서는 ‘쿠리’로 되어 있으나 투르크 식 의
미를 갖기 위해서는 본문과 같은 것이 더욱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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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들의 소환을 위해 반포되었고, 모두를 심문의 자리에 무릎 꿇려 데려왔다. 정황을

물었고 그들의 적대감과 속임수의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고귀하신 부인이신 사라

이 말릭 하눔이 아미르 무사의 조카였으며, 위대함과 정숙함의 베일을 쓴 미덕의 여인

아카 베키(Aka Bīghī)가 그의 아들과 약혼한 상태였으므로, 사힙키란은 그에게 말하였

다. “너에게서 드러났던 죄가 크지만, 우리 사이에 (친척) 관계가 있으므로 그 죄를 용

서하기로 하고, 보복을 행하지 않겠다.” [421]

[시Nazm] (그와의) 관계와 하얀 수염979)을 고려하여, 너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
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쁜 생각을 하는 너의 머리를 너의 몸으로부터 분리하도록
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후다반드자다에게 말하였다. “(너의) 계보가 예언자의 가문(Ahl al-Bayt)

<신의 기도와 평화가 그와 그들 모두에게 있기를!> 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

에서든 너의 세월의 옷자락 위에 어떤 상처의 먼지가 앉는 것도 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투르크 인들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 善策은 이와 같으니, 이 지역에서 나

가라.” 그리고 셰이흐 아부 알 라이스에게 히자즈로의 여행을 명하였다. 히즈르 야사우

리의 아들은 아미르 셰이흐 앗 딘의 부인과 형제였으므로, 그의 중재와 간청으로 그 구

렁텅이로부터 해방을 얻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의 계획은 왕다운 자비의 깨끗함으로 씻

어졌다. 그리고 복속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어, 진다 히샴을 묶어 사마르칸트로 데려가

감옥에980) 가두도록 하였는데, (그곳은) 바깥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

[시Bayt] 적은 살해되어 동물의 우리에 (두어졌고), 원한으로 그 신앙의 뿌리와 기
둥이 깊이 패어졌다.981)

의심의 구속을 풀고 명백한 길을 보여주는, 멀리 보는 이성의 눈에게서, 뱀을982) 주머

니에 갖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다. 또한 적을 벗으로 착각하는 것은, 신중함이나 결과

를 고려하는 계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시Nazm] 야생성을 후회한다고 늑대가 그의 이빨을 부수지는 않는다.

979) 많은 나이, 혹은 지위를 의미한다.
980)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회합(Majlīs)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회합, 혹은
법정이라는 단어가 이 문맥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에 따랐다.

981)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 출판본 및 사본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슈
켄트본을 대체적으로 따랐다.

982) 이란본Ⅰ에는 ‘우리(Mā)’였으나, 그 외에는 뱀(Mā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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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 무는 습관을 벗어나려고 그의 머리를 모루에 짓이기지는 않는다.

사힙키란이 영원한 통치의 왕좌가 자리하고 있는 곳인 사마르칸트로 귀환하였을 때

상서롭고 행복하게 안착하였고, 시비르간의 통치권과 진다 히샴의 영역을 아크부카의

아들 바얀 티무르(Bayān Timūr)에게 주었다. [422]

[시Bayt] 그의 행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왕들에게서 영토를 차지하여 가신들에
게 나누어주었다.

59. 사힙키란이 호라즘의 왈리인 후세인 수피의 어전에 사

신을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신성한 도움으로 적들의 지배와 잠식의 손아귀에서 왕국을 해방하였으

며, 울루스 차가타이를 지배하고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5-6년의 기간 중에 줄곧,

콩기라트(Ghūnkirāt) 출신의 호라즘 왈리, 탄가다이(Tanghadāy)983)의 아들인 후세인 수

피가 카트(Kāt)984)와 히바를 소유하고 있었다. 왕다운 마음은 이 상황 위에 호의의 그

림자를 드리워, 알라파 타바치('Alafa' Tavāchī)를 무리와 함께 사신으로 그의 어전에

파견하였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카트와 히바는 차가타이 울루스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그것에 주인이 없었으므로 (그대가) 소유하였다. 지금은 마땅히 그것을 모든 예

속민들 및 부속지역과 더불어 이 쪽의 대리인에게 되돌려주어 양측 간의 우정과 애정

의 길을 열고, 협동과 동맹의 도구를 준비하도록 하자.”

알라파 타바치가 호라즘에 이르러 사신임을 알렸을 때, 메시지의 내용을 수차례 보

고하였다. (그러나) 후세인 수피는 비어있는 광장에서 소망의 종을 쳤었고, 행운의 전장

의 기사들이 지닌 (전쟁) 기술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답하였다. “나는 이 지역을 칼로

점령하였다. 그러니 또한 칼로 나에게서 빼앗아보아라.”

[시Bayt] 그 태양이 칼로 베어갔던 왕의 신부는, 칼이 아니면 그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983) THTB에서는 Yanghadai로 되어 있다. 또한 타슈켄트본에는 ‘후세인 수피’의 이름이 없이 탄
가타이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다(THTB/Darby, p.147).

984) 호라즘의 옛 수도이자 Ḥudūd-l-‘Ālam에서는 ‘투르키스탄의 관문’으로 불렀다. 현재 아무다리
야 강을 가운데 두고 우르겐치 맞은편에 위치한 비루니(Beruniy)라고 비정하고 있다(Unknown,
Ḥudūd al-'Ālam, p.120; p.371), 한편 우르겐치에서 서북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카트 칼
라(Kat-Qala’)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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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신이 되돌아가 통치의 귀결이신 왕좌의 발치에서 그 옳지 못한 대답을

보고하였을 때, 그의 측으로 향하겠다는 바람을 지닌 왕다운 열의가 그 분의 훌륭한 마

음에 드리워졌다. 깨끗하고 신실한 마울라나 잘랄 앗 딘 키시(Mawlānā Jalāl al-Dīn

Kishī)는 <그에게 신의 자비가 있기를!> [423] 지혜와 (신에 대한) 경외의 완전함, 지식

및 종교적 규율에 대한 훌륭함을 지닌 한편, 사힙키란과의 동행이란 고귀함을 다른 어

떠한 예복의 裁斷보다도 (더욱) 값비싼 것으로 여겼으며, 한 사람의 자만심으로 인해

왕국의 주민들이 혼란과 분열의 공격에 처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분에

게 기도와 찬사의 의례를 바친 후에 청하였다. “호라즘으로 가서 여러 가지 훈계와 충

고의 방법으로 후세인 수피를 경솔한 꿈에서 깨워, 무슬림들의 피와 물자가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사힙키란은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마

울라나 잘랄 앗 딘은 좋은 뜻으로 호라즘으로 향하였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 중요한

일을 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지식 있는 울라마와 신앙을 보살피는 이맘

들에게 어울리는 충고와 올바른 성찰의 의무를 행하였고, 혼돈의 원인을 완화하고 혼란

의 불꽃을 진화하기를 모색하였으며, 그 뜻을 다양한 훌륭한 훈계로 강화하였고 (쿠란

의) 詩句들과 하디스의 증거들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후세인 수피는) 받아들이지 않

았으므로, 발화자의 발언은 쓸모없었으며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시M iṣrā’] 귀가 현명하지 않은데 훌륭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985)

후세인 수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그 올바르고 위대한 자를 감히

성벽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힙키란의 가신들의)986) 귀에 이르렀을

때,

[시Bayt] 명령을 내려 병사들을 징집하였다, 세계의 피난처인 상서로운 왕궁으로,

60. 호라즘 측과의 전투를 위해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출발

이 이루어졌던 이야기

773AH 봄, 시츠칸 해(1372년)에987), 자연의 왕이 아자르 월의 구름과도 같은 숙명

985) Sa'adī, Muvā'iz.
986)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없으나 다른 출판본 및 사본에는 존재한다.
987) 773AH은 1371년 7월 14일∼1372년 7월 1일까지이다. 그 중에서도 쥐의 해는 1372년 2월 6일
부터이다. 여기서는 또한 봄이라고 했기 때문에 1372년 봄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歷史의
精髓』는 이 사건부터 다시 연도 비정이『勝戰記』와 달라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774AH,
시츠칸 해’라 언급하였다. 시츠칸 해는 773∼4AH사이에 걸쳐있기 때문에 774AH으로 볼 수도



- 269 -

에 따라 울루스와 정원과 황야 군대에게 보편적인 사여를 베풀고, 성숙이라는 타바치들

의 노력과 미풍과 북풍이라는 자르치(Jārchī)988)들의 왕래를 통해 사방에서 움직이던 식

물이라는 병사들에게 [424]

[반구M iṣrā’] 색색의 예복을 입힌 것과 같이

사힙키란께서 세계 정복군을 소집하였고 사여(Ūkalkā)989)를 주었으며,

[시Nazm] 보물의 뚜껑을 열었고 몫을 주었다, 관대한 세계 정복자의 방식으로.

사마르칸트를 출발하였고 카르시 황야에서 사냥을 하였으며 카바 마탄에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을 세웠다. 이 때, 그 부친이 죽은 후 771AH 둘 카다 월(Zu al-Qa'da,

1370년 5-6월)에 헤라트와 구르와 케헤스탄과 그 주변 지역의 하킴이 되었던 말릭 무이

즈 앗 딘 후세인의 아들 말릭 기야스 앗 딘 피르 알리가, 충분한 선물들과 아랍 말, 등

자를 지닌 노새와 수많은 낙타의 대열, 의복들과 악기들과 더불어 핫지 와지르(Ḥājjī

Wazīr)를 조공의 관습으로 훌륭한 왕좌의 발치에 파견하였다. 그 중에 은색 말이며 금

색 안장을 지닌 어떤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항 오글란(Khang Ūghlān)이라 불렸다.

[시Nazm] 신체가 마치 코끼리 같고, 천성은 맹수 같았으며, 아래는 마치 홍수 같
고 위는 마치 구름과 같았다.
그의 귀와 발굽의 상처에서 어느 날990) 달의 얼굴이 물고기 등 위에 홀로 나타났
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곳으로 말을 달려 생각보다 먼저 그곳을 통과한다.

핫지 와지르가 이쪽으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으로 행운을 얻었으며, 말릭의

충성과 지지와 봉사라는 진심의 형태를 보고의 영예에 전하자, 왕다운 애정은 예복과

사여물로 파견된 자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말릭에게는 갖가지 애정과 자비로 위무의

서신을 써서 신뢰를 동반하는 예복 및 선물과 함께 그의 편에 보냈다. 그리고 왕국을

있지만, 봄이라는 계절 비정 및 이후 사건의 연대를 볼 때 773AH이 적절하다(ZT/Jawādī 1,
p.446).

988) 전령관, 군주의 명령을 외쳐 전달하는 이를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77).

989) Doerfer에 의하면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로 통치자가 그의 부하들
에게 내리는 선물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여’로 번역하였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40).

990) 이 부분에 대해 캘커타 사본에서는 Dar(...에/...에서)로, 이란본Ⅱ에서는 ...때/...곳(Ghāh)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에 따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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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하는 판단력으로, 아미르 자쿠 바룰라스를 쿤두즈와 바클란과 카불과 그 주변의 통

치를 위해 파견하였으며, 군대들 중에 일부가 그와 함께 하도록 하였고, 유르트가 그곳

에 있었던 부룰다이의 무리들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미르 사이프 앗 딘을 사마르

칸트의 보호 및 그곳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남겨두었으며 스스로는 승리의 피난처인 군

대와 함께 신의 보호라는 그늘 아래에서 호라즘으로 향하였다. [425]

[시Nazm] 驛에서 驛으로 나아갔다, 마치 바람처럼. 머리는 원한으로 가득하였고,
가슴은 정의로 가득하였다.
동료들의 행운을 동반하는 승리는, 확실한 勝戰을 향한 모든 길의 안내자였다,991)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부하라를 통과하여, 제이훈 강변에서 시-파야(Si-pāya)992)

라는 곳에 도달하였을 때, 적의 정탐병이 와 있었다. 승전군의 정탐병이 공격을 가하여

승리를 얻었고 그들을 붙잡아 데려왔다. 승리의 前兆로 여겨 야사에 처하였다.

[시Bayt] 일을 잘 아는 이는 모든 일의 처음에,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

그곳에서 상서로이 나아가 카트 성채에 이르렀을 때, 후세인 수피의 승인에 따라 하

나는 그곳에서 다루가였고 하나는 카디였던 바이람 야사울(Bayram Yasāwul)과 셰이흐

무바야드(Shaykh Muvayyad)가 동맹하여 성벽의 문을 닫고 그 곳의 보호와 방어를 행

하고 있었다. (그 분은) 노포('Arrāda)993)를 세우게 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

을 만한 상황에까지 대처하기 위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로 하여금 성채의 주변을

돌게 하였다. 요새를 여는 손을 능력의 소매 바깥으로 꺼내었으며, 용기의 발을 상서로

이 앞에 두었다.

[시Nazm] 양측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세계를 향한 불꽃의 문이 닫혔다.
맞은편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이 군대를 향해, 요새로부터 화살과 돌이 (비 오
듯이) 떨어진다.
그러나 정의로운 왕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꾼들에게는 하나도 도달하지 않았다.

991) Ferdowsī, Shāhnāma.
992) 샤미의 『勝戰記』 및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과 더불어 ‘Bāgh-i Adāgh’라는 지명이 더
불어 등장한다(SZN/Simnānī, p.66; ZT/Jawādī 1, p.467). Adāgh는 투르크어로 ‘섬’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19), 이 지명은 ‘섬의
정원’이 되며, 제이훈 강 가운데에 형성된 섬과 같은 지형을 지칭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993) 서양에서는 발리스타(Ballista), 한자문화권에서는 노포(弩砲)라 부르는, 거대한 규모의 투석기
를 의미한다.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돌 뿐만 아니라 철로 된 화살촉
을 지닌 화살 등을 날리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및 중국 전국시대부터 등장하였다. 이슬람권에
서 이 단어는 만자닉보다는 작은 규모의 투척기인데, 구분을 위해 ‘노포’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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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의 훌륭히 말씀하셨다. “굴람인 후세인 수피를 밤까지 내버려두고 그를 손에

넣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명하여 군대들로 하여금 땔나무를 모아서 해자

위에 쌓도록 하였고, 몸소 해자의 가장자리로 와서 구차 말릭(Gūcha Malik)에게 명하여

해자로 들어가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

로, 후마리 야사울(Khumārī Yasāwul)에게 지시하였고 그는 지체 없이 해자로 들어갔

다. [426]

[시Nazm] 용사는 전투에서 일을 하였다. 업무에서 겁쟁이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아미르 무바샤르와 타 호자 또한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군대들은 이 상

황을 보았을 때, 해자로 향하였고 낮은 담장(Faṣīl)으로 나아갔다. 처음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가 손으로 담장의 벽을 두드려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아미르 무바샤르가 그의

발을 붙잡아 그 또한 올라가고자 하였으므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둘 다 제방에 떨어

졌다. 셰이흐 알리는 다시 한 번 나아가 담장으로 올라갔고 맞은편에서 누군가 창을 그

의 손에 내리쳤는데, 세계의 용사가 창을 잡아 부수었으며 칼로 그의 머리 위를 노렸

다. 이렇듯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사방에서 길을 만들어 성채로 들어갔으며, 그들의

칼란타르들을 붙잡고 불꽃 튀는 예리한 칼로, 파괴가 거짓말쟁이인 적들의 나날들을 흙

으로 얼룩지게 하였다.

[시Nazm] 날카로운 칼로 인해 머리를 잃은 많은 몸들은, 전투를 할 만한 손이 없
었고, 달아날 발이 없었다.
칼과 화살로 살해되지 않은 모든 이들은 그 약탈자들이 포로로 데려갔다.
여인과 아이들과 가족들 누구든 붙잡았고 강제로 약탈하였다.

다음날, 사힙키란의 천성인 자비가 포로들의 해방을 명하였고 그곳에서 상서로이

진군하여 호라즘 방면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해자로 갈 때 범하였던 죄악에 대한 처벌

로 구차 말릭을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형벌에 처하였으며994) (그를) 당나귀의 꼬리에 묶

어,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칭기스 칸이 타르칸으로 삼았던 키실릭(Qishlī

q)995)의 후예 중에 기야스 앗 딘 타르칸(Ghiyāth al-Dīn Tarkhān)과 호자 유수프 (이

994) 이란본Ⅰ에 따르면 ‘허벅지(Sāq)를 나무막대기로 때리도록 명하였으며’ 라고 해석할 수 있으
나, 이후로도 ‘Chūb-i Yāsāq‘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 따랐
다.

995) 『集史』의 기록을 보면 키실릭은 옹 칸 밑에 있었던 킬키누트 종족의 칭기스 칸에게 옹 칸
의 공격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이유로 그를 타르칸으로 삼았고, 점차 그는 타르칸이라는 이름을
그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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븐) 울제이투 각각 둘을 군대의 전위로 세워 다른 바하두르들과 함께 먼저 파견하였다.

그들이 쿠를란(Kurlan)996) 개울에 도달하였을 때, 적의 군대 중에 망갈라이 호자와 칼

라크 바주키(Kalak Bājūqī)가 그곳에 있었다. 바하두르들은 바람과 같은 공격으로 전투

의 불꽃을 피웠고, 사힙키란의 전위들은 강력한 행운의 전조로, 승리의 피난처인 그 군

대가 항상 그래왔듯 승리하여 적들을 패주케 하였으며, 뒤를 쫓아가 그들 중에 많은 수

를 잡아 말에서 끌어내렸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승리의 상징인 [427] 군

대에게 명을 내려, 그곳으로부터 빠르게 진격하여 주변과 사방으로 나아가 모든 호라즘

지역을 약탈하게 하였다.

[시Nazm] 그의 병사가 진격을 결심하였을 때, 반란군의 영역을 전복시켰다.
약탈에 손을 열었을 때 그 국가가 아름다움의 반열에서 추락하였다.

후세인 수피는 저항으로부터 무력해졌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호라즘(Khwārzm)997) 성채로 들어가 사람을 바깥으로 파견하였으며,

간청과 애원으로 안전을 청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지시로, 그 분의 가신들의 마

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노력하여 혼돈의 불꽃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그러

나)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에게서, 내면에 지니고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적의의 장막

을 그 위에 덮었던 질투와 적대감이 움직여, 사신을 비밀리에 후세인 수피의 어전에 파

견하였다. “절대 신뢰하지 말고 우정의 문을 열지 말라. (네가) 군대를 정렬하여 대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면, 내가 이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의 투만과 함께 너에게 합류할 것

이다.”

후세인 수피는 혼란과 탈선을 야기할 뿐이었던 이 쓸모없는 이야기에 속게 되었고,

많은 군대와 백성들 모두를 도시 바깥으로 데려가,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며 호라

즘에서 두 파르상 거리에 위치한 카운(Qāun) 강가에 대열을 펼쳐,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이때에 하늘과 같이 강력한 군대의 다수는 공격(Chapuqūn)998)을 위해 사방으로

나아가 있었다. 사힙키란은 준비되어 있던 나머지 군대를 정렬하고 게우르카와 부르구

996) 타슈켄트본 및 840AH사본의 모음 표시에 따랐다. 이란본Ⅰ, 이란본Ⅱ에는 ‘Kūraln’으로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과 켈커다 사본에는 본문과 같다. 우르겐치에서 아무다리야를 따라 북서쪽으
로 41km 떨어진 곳에 ‘Gurlen’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997) 일반적으로 호라즘은 도시명이라기보다 지역명인데, 여기에서의 호라즘 ‘성채’는 현재의 우르
겐치가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옛-우르겐치(Konya- Urgench)이다. 누쿠스에서 서남
쪽으로 아무다리야를 건너 39km에 위치한다.

998) 이 단어는 마치 지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라즘 뿐 아니라 시리아
의 로하, 그리고 모굴리스탄 바이 등에서도 ‘차파쿤으로, 혹은 차파쿤을 위해’ 갔다는 표현이 등
장한다. 『歷史의 精髓』의 편집자는 Aḥsan al-Tawārīkh의 기록을 참고하여 ‘공격, 함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ZT/Jawādī 2, p 926). 유사한 단어로 ‘Chāykhūn’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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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울렸으며, 좌익과 우익을 정렬하여 그들 사이에 있던 카운 강가에서 적의 맞은편에

섰다.

[시Nazm] 두 군대가 마주보며 대열을 펼쳤고 모든 용사들이 강변을 바라보았다.
좌익과 우익을 배치하고, 바다 가까이에 (진영을) 세웠다.
안장 도끼와(Tabarzīn)999) 철퇴와 칼의 타격으로 인해, 바다에서 붉은 구름이 나타
났다.

아파치 칼타와 파샤이(Pashāy)와 사카르 자르가투(Saqār Jarghatū)가 그 강을 향해

대오를 몰았고, 배와 같은 말들이 [428] 그 용사들의 허벅지 아래에서 달려 강 맞은편에

서 바깥으로 나왔다. 한편 적의 군대 또한 공격을 행하여 전투가 일어났다. 셰이흐 알

리 바하두르는 다섯 누케르와 함께 강을 건너 호자 셰이흐자데(Khwāja Shaykhzāda)를

공격하여 그를 잡았다. 아미르 무바야드와 키타이 바하두르와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도

바로 그 방향에서 강을 건넜고 일치 바하두르 또한 (강을) 건넜으나, 그에게 정해진 인

생의 기간이 끝났으므로, 익사하였고 <그는 익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노라>1000)는

말씀이 그의 상황을 나타내게 되었다. 희망을 가진 사힙키란은, 불길과 같은 빠른 걸음

으로 땅 위에서 강으로 말을 몰아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가 막아섰다.

[시Bayt] 이후로 모든 전투는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왕좌이며 연회의 장
소입니다.1001)

그리고 스스로는 나아가 강을 향해 말을 몰았고, 헤엄쳐 무사히 맞은편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티르미드의 후다반드자다, 아부 알 마알리 또한 그의 뒤를 쫓아 같은 방식을

행하였다. 승리를 담당하는 그 용사들은 주변과 사방에서 공격을 행하여 적들을 몰아내

고 뒤를 따라가, 대문에 이르렀다.

[시Nazm] 나쁜 생각을 지닌 병사들이 울면서 되돌아갔고, 달아난 자들이 성채를
향해 가고 있다.
그 후에 세계를 정복하는 왕의 병사들이 물자와 부인들을 차지하였다.

999) 안장 도끼란 도끼 중에서도 손잡이가 철로 되어 있으며 말을 탈 때 안장 옆에 매다는 도끼로,
‘Saddle-axe’라 부른다.

1000) Qur'ān, Sūra al-Hūd : 43.
1001)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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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성채로 피신하여 대문을 닫았으며 승리를 동반한

군대는 승리하여 도시를 둘러싸고 자리하였다. 공격과 약탈을 위해 (사방으로) 갔었던

하늘처럼 위대한 군대가 수많은 전리품과 끝없는 물자 및 도구와 함께 되돌아왔으며,

성채를 포위하고 안착하였다. 후세인 수피는 성채 안에서 후회로 나날을 보냈으며 그

여러 날 동안

[시Bayt] 슬픔의 손이 자신의 생명의 목구멍을 짓눌러, 그 치료할 수 없는 아픔으
로 죽었다.

후세인 수피가 사망한 후에, 그의 형제 유수프 수피(Yūsuf Ṣūfī)가 그의 자리를 차지

하였다.

[시Bayt] 어떤 자가 가면 다른 자가 그 자리에 온다. 세상은 首長(Kadkhudā) 없이
있을 수 없다.1002) [429]

61. 사힙키란이 유수프 수피와 화해함과, 아미르자데 자항

기르를 위해 한자데에게 청혼한 이야기

유수프 수피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그 분의 가신들에게 예의를 벗어나는 행

동을 하지 않았으며, 방법을 동원하여 애원의 손으로 동맹과 복종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그의 형제인 얀가다이(Yanghadāy)1003)의 아들 아크 수피(Āq Ṣūfī)에게는 우즈벡 칸의

딸 시키르 벡(Shikir Bīg)에게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세빈 벡(Sevīn Bīg)1004)이라 이름

하였으며, 한자데로 유명하였다.

[시Nazm] 아담의 애정이 하와에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계보에서 그와 같은 부인
은 태어나지 않았다.
칸의 바다에서 선택된 보석은, 천사와 같은 내면과 요정과 같은 외면을 지니고 있
었다.

사힙키란의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이 그 왕의 조개 속 진주를, 왕좌라는 보석 채굴자

1002) Ferdowsī, Shāhnāma.
1003) 앞에서는 탄가다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사본마다 얀가다이, 탄가다이가 섞여있어 무엇으로
비정하기 어렵다.

1004) 이에 대해 많은 사본에서는 Sūn, 일부의 사본에서는 Sūsan, 혹은 Shīrīn으로도 되어있다.



- 275 -

인 아미르자데 자항기르와 혼인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여겼으며, 칸 가문이라는 하늘의

금성이 하늘의 통치자이자 세계정복자인 목성과 합일하는 것이야말로 행운과 상서로움

을 얻는 원인이 될 것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유수프 수피의 사신들이 복종의 선언에

관해 보고하였던 이야기를 승인하였고, 협의와 순수한 우정의 초석을 그 축복받은 혼인

에 두었다. [430] 유수프 수피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정

숙함과 위대함의 베일을 쓴 공주에게 알맞은 도구를 준비하게 하였으며, 언제든 그에

대한 지시가 반포되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적의와

반항의 상황이 좋은 행동과 우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승리와 성취의 상징인 깃발

이 그곳에서 귀환하였다.

사힙키란은, 지고하고 거룩하신 신의 보호를 받으며 私的 평원으로 들어갔고, 세계

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반포하여, 바로 그 날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를 잡아 마잘림 디

반(Dīvān-i Mazālim)1005)에 출석케 하고 그를 노얀들과 야르구(Yarghū) 아미르들이 심

문하도록 하였다. 명령에 따라 수행하여 그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였을 때, 전술하였듯

이 후세인 수피의 어전으로 파견하여 그가 반항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하였던 사신 파

견 및 다른 이유로 인해, 그의 죄가 확정되었다. 그의 여러 죄들을 확정한 후에, 그를

묶어서 사마르칸트로 보내어 아미르 후세인의 누케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그를 아미

르 후세인에 대한 同害報復으로 살해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케이후스로우의 친척이

었던 시르 바흐람의 아들, 무함마드 미르카(Muhammad Mīrka)에게 쿠틀란의 투만을

사여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겨울1006)에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에서 행운과 기쁨으로

지냈으며, 정의와 훌륭함이 시공간의 표면에 넓게 펼쳐졌다.

[시Nazm] 생기로움은 자신의 운명으로 인해 용서하시는 신(Dhū-l-minnan)의 도
움을 (받게 되었다), 세계는 그의 정의로운 운명으로 인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
다.

62. 사힙키란이 두 번째로 호라즘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

하늘의 고귀한 책1007)의 결론은 이와 같다 - 인간의 형상을 하였으나 악마의 내면

1005) 마잘림 법정은 ‘세속법을 다루는 법정’으로 그 자체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법
정 대신 디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마잘림 자체가 ‘잘못을 행한 자’라는 뜻이 있으므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디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1006) 774AH은 1372년 7월 2일에 시작된다. 이 겨울은 774AH 중반인 겨울에 해당한다.
1007) 쿠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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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사악한 유혹에게로 피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명백한 원인이 있다. 즉, 세계

의 죄악의 근원에, 잘못된 동료, 나쁜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즉,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를 잡았던 때에, 그의 아들 술탄 마흐무

드(Sulṭān Maḥmūd), 히즈르 야사우리의 아들 아부 이스학, [431] 그리고 마흐무드 샤

부하리가 달아나 호라즘의 유수프 수피의 어전으로 갔고, 그와의 모임에서 이야기의 길

이 열려, 선동과 혼돈을 유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갖가지 유혹을 통해 그의 마음

을 돌려 사힙키란과의 우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며), 그는 그들의 유혹이라는 불

운으로 인해, 대인들의 천성이라 할 수 없으며 훌륭하지 못한 (행동인), 계약의 파괴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그 가을1008)에 진격하여, 카트 지역을 파괴하고 그 주민들을 離散

케 하였으니, 당대 (사람들이) 경악의 혀로 (그 소식을 그 분)의 귀에 전하였다.

[시Bayt] 나와의 계약을 네가 부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
다.

그리하여 겨울이라는, 부정한 자의 상징이며 압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병사들이 되

돌아갔고, 봄이라는 정의를 상징하는 왕이, 강력한 영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을 때, 사

힙키란은 우드(Ūd, 소)의 해에 해당하는 774AH 라마단 월(1373년 2∼3월)에 키시-나흐

샤브에 위치하였던 카르시의 외곽에 주변의 군대를 모았다.

[시Nazm] 병사들은 사막의 모래보다 많았고, (군대를 세는) 모든 회계원들의 생각
을 넘어섰다.
무리들이 한 순간에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고, 끊어진 철이 철을 덮을 수는 없었
다.

상서롭고 행복하게, 영광과 영예를 띤 얼굴로 호라즘을 향해 나아갔고 사막을 지나쳐

서 그곳에 이르자, 유수프 수피의 두려움이 우세해져, 자신의 비판받을만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였다. 갖가지 방법으로 안전을 위한 간청과 중재를 청하였으며, 정숙함과 영광의

베일을 쓴 여인, 한자데로 하여금 값비싸고 귀중한 도구들 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준비하게 하여, 하루빨리 출발하도록 하였다. 사힙키란은 왕다운 힘과 관대함으로 그의

처벌의 장부에 용서라 기록하였고, 그곳에서 상서로이 되돌아가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이며 후계자들의 깃발의 중심인 사마르칸트로 나아가, 신의 보호와 끝없는 다양한 호

의로 안착하였으며 약혼 및 연회 도구를 준비하였다. [433]

1008) 여전히 774AH초에 해당하는 가을, 즉 1372년 가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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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힙키란이 훌륭한 부인이신 한자데를 청하고자 아미

르들을 호라즘 방향으로 파견한 이야기

바르스(Bārs, 범)의 해에 해당하는 775AH 샤왈 월(1374년 3∼4월) 봄에 일곱 기후

대의 술탄(태양)이 자신의 고귀한 장소인 하늘을,

[반구M iṣrā’] 세계를 밝히는 자의 얼굴이라는 영예로움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영웅은 식물이라는 힘센 고관을, 장미꽃과 같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임명하였다.

[반구M iṣrā’] 터키석 색 꽃병이라는 요람을 백가지 장식품으로 장식하였다.

사힙키란은 카라차르 노얀의 아들 랄라(Lālā)의 후예 중에 있었던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Amīr Yādgār Barlās)와 아미르 다우드 우준(Uzūn)1009) 및 (아미르) 울제이투

를,

[시Bayt] 현명하고 고귀한 영예로운 자들을 왕다운 선물들과 함께

호라즘 측으로 파견하여 훌륭한 부인이신 한자데를, 신의 도움이라는 군대와 더불어

지도자의 상서롭고 [434] 행복한 어전에 동반하도록 사마르칸트로 데려오게 하였다.1010)

전술한 아미르들이 호라즘에 이르렀을 때, 유수프 수피는 그들의 발걸음을 환대와 경의

의 의식 및 환영인사의 도구로 맞이하였으며, 한 순간도 존경과 후원에 대해 소홀히 함

이 없게 하였다.

[시Bayt] 그 高官들에 대한 후원과 환영인사와 환대, 그 무엇도 소홀이 하지 않았

1009) 타슈켄트본 및 이란본Ⅰ에서 참고한 몇몇 사본들은 이처럼 이름을 표기하였으나, 이란본Ⅰ에
는 ‘아미르 다우드와 아미르 울제이투의 부인’이라고 다르게 보았다. 한편 『歷史의 精髓』에는
‘아미르 다우드와 아미르 울제이투’라고 되어 있다. 다우드는 두글라트 부, 울제이투는 나이만
아파르디 출신으로 둘 다 이 시기의 비-바룰라스 계 아미르 중에 고관이라 볼 수 있다
(ZT/Jawādī 1, p.486).

1010) 『歷史의 精髓』에서는 실제 이 사신들이 출발한 것이 우드 해가 끝나고, 바르스 해의 봄,
776AH이라 하였다. 다만 두 달력의 시작점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르스 해는 775AH 샤
반 월 말에 시작되며, 이때는 아직 겨울(1374. 2.13일로 페르시아 태양력으로 이스판드 월 초)에
해당한다. 776AH이 시작되는 것은 바르스 해가 시작된 지 4달 후이며, 이때에는 이미 페르시아
태양력으로는 봄을 지나 여름의 초입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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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연회의 관습을 고려하면서 적절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을 수행하였고, 가지고

왔던 선물들,

[시Nazm] 디나르와 루비와 사향과 향수, 금으로 짠 디바(Dībā)천과 하즈(Khaz)와
하리르(Ḥarīr)1011)

중국(Chīnī)으로부터 비단(Nasīj), 키타이로부터 모직물(Parand), 구구절절한 범위
를 넘어섰다.
훌륭한 금과 장식품과 보석. 그리고 이용되었던 그 모든 것들,
값비싼 수많은 의복 또한 가득하였고 말과 모든 것들이 제공되었다.

유수프 수피 또한 왕다운 연회를 마련하여 연회를 베풀었고, 한자데를 전송하여 세계

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였으며, 적절한 준비물과 훌륭한 물품과 함께

[시Nazm] 훌륭한 왕관과 금으로 된 왕좌, 금으로 된 팔찌와 목걸이와 허리띠.
훌륭한 보석으로 된 많은 장식물들과, 수많은 반지와 팔찌와 귀걸이
금으로 된 자물쇠가 달린 많은 상자는 루비와 보석과 진주로 가득하였다.
입을 것들 중에, (바닥에) 펼칠 것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가져왔으며
왕좌와 천막과 장막과 대장막(Kandulān)1012) 등 모든 종류가 카라반의 100배쯤 많
았다.

전술한 아미르들은 사람을 급히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여 그들이 향하고 있다는 소식

을 [435]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서 동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상황이 사힙키란의 고려라는 영광을 얻었을 때, 훌륭한 성품을 지닌 공주는 ‘칸 家 정원

속 묘목 중의 가장 고귀함’이라는 환대의 원인이 되었다. (그 분은) 카이두 칸(Qaydū

Khān)의 아들의 부인이었던 코르티카 카툰(Qortiqā khātūn)1013)에게, 다른 카툰들 및

모든 노얀과 아미르들과 더불어 환영의 의례를 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시Nazm] 그녀를 맞이하여 모든 고관들이, 기쁘게 디르함과 보석을 뿌렸다.
공기가 순정한 사향으로 가득하였고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단 천으로 가득 찼다.

1011) 여기에 제시된 디버, 하즈, 하리르 모두 비단 천의 일종이다.
1012) 천막의 종류, 왕의 어전에 세우는 큰 규모의 천막.
1013) 이 부인의 이름에 관해 모음기호는 타슈켄트본에 따랐다.



- 279 -

사이드들과 카디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과 다른 대인들과 귀족들과 정부의 중진들

은 카트까지 마중 나왔다.

[시Nazm] 세계의 위대한 자들은 일을 해결하였고, 신봉하는 자들이 어전을 방문
하였다.
세계가 가득히 장식되었고 모든 길이 사여와 청원으로 가득하였다.
정원과 같은 땅은 천국과 같았고 구름과 같은 하늘은 디나르를 뿌렸다.

그 축복받은 도달을 환영하고 예의를 표하기 위해, 겸손과 예의의 의무 및 연회, 금

화를 뿌리고 비단을 바닥에 까는(Pāy-andāz)1014) 관습을 수행한 후 장소 별로 연이어

의례가 행해지게 되었다. 하늘이라는 신방이 금성이라는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었

는데, 이와 유사한 일은 거의 일어난 적이 없었다.

[시Nazm] 각 장소마다 모임을 가졌고, 새로운 형태의 천국이 완성되었다.
수장들은 그의 발 앞에서 전투를 준비하였고 하늘은 보석으로, 땅은 색색가지로 가
득하였다.

왕국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거주민들의 마음이 사힙키란의 자비

와 공정함의 도움을 받아, 평안과 참석의 빛, 즐거움과 기쁨의 장식으로 꾸며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사건처럼, 그 지역의 외형을 그 내부와 일치하게 하고 外形(Ṣūrat)이 內

意(Ma'nī)를 따르게 하는 것이 옳다 여겨, 통치의 중심인 사마르칸트를 여러 희귀한 귀

중품들과 예쁜 사치품으로 독특하게 장식하였다. [436]

[시Bayt] 접대를 행할 때, 모든 구역과 골목을 장식하였다.

국가의 왕이 그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은, 나날이 증대하는 행운의 피난처에서

발생한 당대의 사건들에 사로잡힌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백성들이었던 구성원들 또한, 그들의 머리가 그 업무로부터, 손이 업무의 탐색과 노력의

반복으로부터 해방되어 일제히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일전에 사람들의 업무를 지배

하였던 속박은, 그 상서로움의 극치인 나날들 동안 작업장의 문을 양보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부당함의 손이 종종 확장되곤 하였으나, (이 때에는) 입이 유리 술병이 되고

입술이 술잔이 되었으며, 슬픔을 표현하는 술이 하릴 없이 남게 될 정도로 슬픔이라는

명목과 의미가 사라졌다.

1014) 이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보자면 발밑에 무언가를 까는 동작 자체를 가리키는데, 과거에
는 혼인과 같은 의례에서 바닥에 비단을 깔아 주인공의 발걸음을 환대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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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그러나 밤낮으로 일을 하였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세해지고 보편화되어, 어떤 이도 루비의 매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였다.

[반구M iṣrā’] 결코 루비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시Nazm] 모든 도시가 연회(를 하여), 모든 연회가 사방에서, 참석한 모든 곳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모든 왕국이 기쁨의 궁정이 (되었고), 가수들은 기쁨의 궁정의 모든 장막에 (있었
다.)
세계의 궁정은 시를 읊었고, 사신들은 매번 기쁘게 안부 인사를 보냈다.

시대의 키다페(Qīdāfa)1015)인 부인 한자데는 신성한 호의라는 보석과 끝이 없는 은

혜라는 새 의복으로 장식하였고, 한층 더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사마르칸트에 상서로움

을 확산하는 발걸음의 영예를 부여하여, 발키스가 앉은 왕좌의 질투를 유발하였다.

[시Bayt] 많은 중국식 비단 천과, 금으로 수놓은 다수의 비단 천, 셀 수 없이 많은
보석과 수없이 많은 디나르

비단을 깔고 금화를 뿌리는 관습을 통해 펼쳐지고 뿌려졌던 (것들로 인해), 땅과 하

늘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피하여 숨었다. [437]

[시Bayt] 그 금화를 뿌리는 관습이 손이라는 바다에서 발생하였을 때, 하늘은 보석
이라는 구름으로 뒤덮였다.

64. 아미르자데 자항기르가 세빈 벡 한자데와 혼인한 이야

기

통치의 피난처인 어전의 실무자들이 연회의 서막을 구축하고 그 도구들을 준비하

여, 수많은 大帳殿과 천막과 텐트(Kharghā)1016)와 차양들이 줄지어 늘어섰으며 다양한

1015) 안달루스(Andalus) 지방의 하킴이었던 여인. 이스칸다르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다시는 안달
루스로 쳐들어오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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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시Bayt] 모두 땅 위, 비단 위에 있었고, 모두 하늘 아래와 천막 위에 (있었다)

그리고 특수한 연회와 특별한 무리들의 모임에서

[시Nazm] 둥그런 모양의 방은 하늘의 형태였고, 하늘은 달과 금성과 해로 가득하
였다.
그 안과 밖은 金에 잠겼고 루비와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그 천막 내부를 비단 천으로 엮었고, 그 머리와 고리는 용연향의 향기1017)로 가득
하였다.
보석으로 장식된 금좌 하나가 왕의 천막에 놓여 있었다.
희망의 사힙키란이 기대었다, 태양의 네 번째 천막처럼
왕들과 대인들과 병사들의 수장들이 왕의 문 위에 모였다.
땅은 전체가 술로 가득하였고 세계는 어지러워하였으며 하늘이 멍해졌다.

살가운 巡杯者들의 눈짓은 취기를 통해 쓴 맛을 지닌 술이 좋은 맛이 되도록 도왔

으며, 이성과 지혜를 빼앗기 위해 (술잔을) 들어올렸다.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훌륭한

음악가들의 노래의 멜로디가 갖가지 악기들의 노래 소리와 함께 발생하여, 사랑에 눈먼

연인들의 감추어진 바를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시Nazm] 그 연회 장소의 문은 즐거움으로 장식되었고, 대인들을 부르고 청하였
다. [438]

[시Nazm] 애정이 있고 희망이 증대되었으며 벗을 선택하였고 술잔을 잡았다.
창공은 연기로 인해 어두움으로 수렴되었고, 땅은 마치 입을 맞추는 연인들의 입술
과 같았다.
행운의 사힙키란, 세계 정복자는 행운의 힘과, 고귀한 운명으로,
훌륭한 금과 옷과 보석을 셀 수 없을 만큼 사여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 훌륭한 연회가 행해지고 매일 보물이 소모되었다.

1016) 이 종류의 천막은 밧줄로 고정시키는 류와는 달리, 격자무늬의 나무틀로 외형을 잡고 펠트로
둘러 설치하는, 몽골의 게르와도 같은 구조의 텐트를 의미한다(Bernard O'Kane, "From Tents
to Pavilions: Royal Mobility and Persian Palace Design," p.250).

1017)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사본에서는 위와 같이 ‘향기(Būy)’라고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이나 이
란본Ⅰ, 이란본Ⅱ에는 종(Ghūy)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해석상의 용이함을 위해 前者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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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도구들과 준비물이 훌륭함과 완성도의 극치로 꾸며졌으며, 치명적인 상

처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준비되고 마련되었다.

[시Nazm] 명하였다, 현명한 이들과 천문학자들과 현자들이여.
높은 왕좌의 가까이로 모여,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라.

擇日에 관해 고려한 후, 왕국의 아얀 및 정부의 중진들 중의 대인들과 근신들로 가

득 찬 특별한 연회에서, 그 위대하고 정숙한 베일을 쓴 순결한 여인을 아미르자데 자항

기르와 함께, 무슬림의 순결한 샤리아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에 의거하여 영광과 행운으로 혼인 계약을 맺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의 혀

와 선물을 뿌리는 손을, 찬사를 읊고 보석을 뿌리기 위해 열었다.

[시Nazm] 모든 영광스러운 자들과 지위가 높은 이들이 사방에서 찬사를 읊고 보
석을 뿌렸다.

별들 무리의 왕이 서쪽의 휴식처로 으스대며 걸어왔고, 세계가 밤으로 장식된 진청색

의 루사리를 머리에 덮었을 때,

[시Nazm] 깨끗함에 있어서 마치 운명의 밤(Shab-i Qadr)1018) 같았고, 100개의 月
과 年보다 세력이 증대되었던 어느 밤에,
하늘이 행운을 사여하였고, 달과 금성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훌륭히 서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원소를 뒤섞었다.
[439]

신의 훌륭한 사여에 의해 호의의 보석과 애정이란 새 의복으로 꾸며졌던 상서로운

약혼의 신방은, 통치라는 천구의 兩星(Nayrīn)1019)이 모이는 장소이자 위대하고 영광스

러운 하늘의 두 고귀한 별(Sa'dayn)1020)이 서로 가까워지는 성좌가 되었다.

[시Nazm] 단식의 입은 약간의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조개는 하나의 진주 알갱
이로 충분하였다.
입술이 왕의 루비로 편안해졌을 때, 금을 수풀 속으로 가져갔으며 은으로 발을 장

1018) 이슬람에서 라마단 월 21, 23, 27일 3일을 일컫는 것으로 3가지 커다란 사건과 1가지 현상이
나타났던 날을 일컫는다(출처 : fa.wikipedia.org/wiki/شب_قدر).

1019) 태양과 달을 의미한다.
1020) 목성과 금성 두 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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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마치 목마른 닭이 부리로 샘물을 두드려, 그로 인해 생명의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
다.

그 상서로운 연회와 영광스러운 사건은 775AH말(1374년)에 발생되었다. <신을 찬

양합니다, 세상의 주님이신 분, 평화와 축복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있기를> [441]

65. 세 번째,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이 자타로 향하였

던 이야기

776AH 샤반 월 초 목요일 낮(1375년 1월 5일)1021)에, 사힙키란은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를 모았고, 지고하신 신의 도움을 받아 자타 방면으로 향하였다. 카트간(Qatghā

n)1022)의 카라반사라이가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을 때, 혹독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태양이 일제히1023) 머리를 다람쥐 같은 구름에 뻗었고, 구름은 바다같이 넓은 왕

의 자비의 손으로부터 보석을 뿌림과 은을 생성함을 배워, 계속하여 비와 눈을 내렸다.

[시Nazm] 결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눈을 가질 수 없다, 세계가 눈의 입 속에
서 한 조각의 음식 같다고 일컬어진다.
마치 면 속에 준비되어 있는 목화의 씨앗처럼, 산의 별들은 눈 가운데에 숨어 있었
다.1024)

추위의 혹독함은, 몸이 일을 할 수 없어 손으로 주고받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들

어 올릴 수도 없고, 발로 다가오거나 발걸음을 펼 수도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하

여 사람들은 달콤한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던 가축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며 수많은 가축들이 사망하였다. 사힙키란의 자비와

친절은, 그곳에서 귀환하여 두 달 동안 사마르칸트에서 [442] 공기의 차가운 상태가 깨

어질 때 까지 머무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토끼 해 초반에 해당하는 샤왈 월의

1021) 1375년 1월 5일(그러나 요일이 ‘금요일’로 다르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歷史의 精
髓』는 777년 샤반 월 초, 토끼의 해라고 하였다. 이는 1375년 12월 말에 해당하는 시기로 야즈
디의 기록과 근 1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기록을 시작으로, 『歷史의 精髓』와 야즈디의
『勝戰記』의 연대 기록이 차이나기 시작한다(ZT/Jawādī 1, p.498).

1022) 모음은 840AH사본을 따랐다. 다만 샤미의 『勝戰記』,『歷史의 精髓』 모두 이 지명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1023) 이 ‘일제히’라는 부분은 이란본Ⅰ에는 없다.
1024) Kamāl-i Iṣfahānī, Qaṣī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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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월요일(1375년 3월 5일)에 출발 영역을 확정하고, 승전군을 정렬하고 갑옷을 입혀

자타 방향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를 전위로 먼저 파견하였으며 셰

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와, 그의 부친 바흐람 잘라이르의 죽음 후에 사힙키

란이 잘라이르 무리의 통치권을 부여하였던 아딜 샤('Adil Shāh)를, 샤자데의 승리의

대오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이람을 통과하여 자룬(Jārūn)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타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아 사힙키란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두글라트 출신 카마르 앗 딘의 상황에 대해 묻자,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

신의 군대를 모아, 쾩 테페(Ghūk-tūpe)1025)라는 곳에 자리하여 핫지 벡을 기다리고 있

지만, 당신의 군대가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전위는 쉼 없이 나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 또한 급히 뒤를 쫓아 달려갔다. 카마르

앗 딘은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군대의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멈추어 있을 수 없

어, 베르케 구리안(Birka Ghūriyān)이라 하는 견고한 장소에 피난하였다. 그곳은 세 계

곡이었는데 극히 깊었고 세 거대한 강이 그곳에 흐르고 있었다. 카마르 앗 딘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두 계곡을 건너, 세 번째 계곡으로 들어갔고 길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샤자데 자항기르는, 세계 정복자의 적을 잡는 군대를 정돈(Yāsāmīshī)하여 그 입구

로 달려갔고, 게우르카와 피리 소리의 울림이 하늘의 둥근 천장에 드리워지자 바하두르

들이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사냥하는 매처럼 활이라는 둥지로부터 화살을 날렸다. 그리

고 생명을 빼앗는 화살촉의 타격으로, 자신이 지닌 강력한 팔 힘의 근원을 적들에게 과

시하면서 그들의 맞은편에 자리하였다. 그 후 카마르 앗 딘의 병사들에게 화살의 메시

지가 마음속에 남게 되자 밤에 모두 달아났으며, 아침이 되자 자타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승리가 습관인 바하두르들은 추격하여 그 이교도

(Bī-dīn) 군대의 다수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별들의 왕(태양)이 높은 깃발을 세웠을 때,

사힙키란은 나머지 군대와 함께 도달하여 아미르 다우드와 후세인과 우치 카라 바하두

르를 적들에게 파견하였으며 그들은 명령에 따라 [443] 일리(Iīly) 강의 저지대로 나아갔

다. 그러나 후세인은 강에 빠져, 그의 삶의 불꽃이 꺼졌다.1026) 그리고 적의 무리에 이

르렀을 때, 그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의 물자와 가축들을 취하였으며 복속된 천호들을 무

리별로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적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파이타크

1025) 투르크 어로 ‘푸른 언덕’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알마티 남단에 위치한 산지를 의미한다
(현재에는 모음이 바뀌어 쾩 투베라 불린다) 모굴 칸국의 역사서인 『라시드 史』에 의하면 저
자인 하이다르는 부친으로부터 이 시기에 관해 들었는데, 어느 해 봄에 히즈르 호자가 자타의
유명한 지역인 쾩 투베에 있었고, 새로운 쿠미즈가 도달하여 모굴의 오랜 관습에 따라 연회를
열었을 때 아미르 티무르의 공격에 대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티무
르가 오트라르에서 사망하기 직전이므로 이 시기의 기록은 아니지만, 모굴 칸국의 중심지가 알
마티 남부 쾩 투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26) 『歷史의 精髓』에는 그와 함께 아미르 다우드 (두글라트)도 함께 익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勝戰記』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ZT/Jawādī ,1,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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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ytāq)1027)까지 나아가셨고,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를 승리의 피난처인 일부 군대와 함

께 파견하여, 카마르 앗 딘을 찾아 그를 무찌르는데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그를 잡아들

이도록 하였다. 샤자데는 명받은 대로 나아가, 우치 카르만(Uch Qarmān)1028)이라는 장

소에 위치하였던 자타의 천호들을 약탈하였고 카마르 앗 딘을 山地(쿠히스탄,

Kūhistān)1029)에서 찾았다. (그의) 뒤를 좇아 울루스와 무리로부터 몰아내어 바깥으로

내쫓았으며, 그의 모든 영역과 장소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아미르 샴스 앗 딘

의 카툰, 부얀 아가(Būyān āghā)와 그의 딸 딜샤드 아가를 붙잡았다. 그리고 샤자데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 상황을 사힙키란에게 보고하였다. 그 분은 53일 동안 다시 그 장소

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기쁨을 확산케 하는 이 소식이 그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출발하여 카라카스막(Qarāqasmāq)1030) 상류로 올라갔고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는

상서로이 귀환하여, 그 곳에서 발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물자와 말과 양 등의 많은 전리품을 바쳤으며, 딜샤드 아가로 하여금 고귀한 그 분의

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통해, 행운을 얻고 기쁨에 젖게 하였다.

[시Bayt] 사힙키란에의 합류로 기쁘게 되길! 그의 천호는 딜샤드와 같은 하녀가
되기를!

비록 나이가 어렸으나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로 인해 이처럼 위대한 일이 그(샤자

데 자항기르)의 손에서 행해졌다.

[시M iṣrā’] 행운에 의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1027) ‘타크’는 산을 의미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439).
1028) 이란본Ⅱ의 뒷부분 및 840AH사본에는 Ūj-Farmān이라 되어 있고, THTB 역시 이를 우치
파르만으로 읽고 있다(THTB/Darby, p.140). 그러나 타슈켄트본에서는 Ūḥ-Qarmān, 이란본Ⅱ은
Ūch-Qarmān이라 되어 있다(YZN/Ṣādiq, p.322).『歷史의 精髓』에는 Ūj-Parīyān으로 되어 있
다(ZT/Jawādī 1, p.499). 우치 파르만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라시드 史』에
이 지명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모굴리스탄-카쉬가르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투윤 바쉬라는
곳이 있는데, 우치 파르한이라는 곳에서 투윤 바쉬 강을 건너 언덕을 오르면 카쉬가르가 나타
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카쉬가르로부터 세 파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서술이
있다(TR/Thackston,, p.47). 현재 카쉬가르 서북쪽에 위치한 우차 현(Wuqia, 乌恰县)에 비정할
수 있다.

1029) 앞서 ‘쿠히스탄’이라 칭해졌던 지역은 헤라트 부근의 실제 고유 지명이었지만, 이곳은 모굴
칸국이 있던 세미레치에 부근인데다 ‘쿠히스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
지, 산악지역이라 번역할 수 있다.

1030) 카스막이라는 단어는 상처의 고름, 요리찌거기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카라카스막은 검은
찌꺼기, 검은 고름이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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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아트바시(Āt-bāshī)1031)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르파

야지(Arpa-yāzī)1032) 황야로 이동하여 여러 날 동안 기쁨과 행운으로 머물렀다. [444]

그 천호의 아미르였으며 그 분의 옛 근신 중에 있었던 무바락 샤 메크리트(Mubārak

Shāh Mighrīt)1033)가 연회와 투쿠즈 등의 의례를 제공하였고, 다양하고 적절한 봉사를

바치며 가까이 왔다.

[시Bayt] 봉사를 위해 허리띠를 굳건히 매었다, 어전에서 성취를 위한 명령을 내린
다.

왕다운 애정은 이 여행에서 사망하였던 살라르 오글란(Sālār Ūghlān)과 후세인의 무

리를 그의 아들인 후다이다드(Khudādād)에게 사여하였다.

66. 통치자인 사힙키란이 영광의 피난처의 天蓋(Sardāq)이

신 딜샤드 아가와 축복받은 약혼을 한 이야기

지고하신 신의 말씀은 <(혼인은)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1034)

신의 자비라는 행운이 남편들에게 한 차례 이상의 혼인에 대한 허가서를 명령의

형태로 부여하였으므로, 그 상서로운 장소와 기쁨이 넘치는 황야에서 고귀한 사힙키란

에게, <혼인하여, 세계에 번영을 이루어라>1035)라는 말씀으로 인한 갈망이 마음이라는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의 소망이라는 호머 새(Humā)1036)가 상서로운 그림자를 딜샤드

아가라는 통치권의 울창한 나뭇가지 위에 드리웠으므로, 어전의 노예들은 연회 도구들

1031) 키르기즈스탄의 지명, 비쉬케크에서 동남쪽으로 210km에 위치한다.
1032) 아르파는 투르크어로 보리를 뜻하며(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24). 야즈는 여름을 뜻하므로(전게서 4, p.67). 여름 보리라는 뜻이 된다. 여기까
지 티무르 군이 카마르 앗 딘을 쫓아 간 여정을 살펴보면, 사이람을 거쳐 현재 타라즈와 비쉬
켁 등의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변경을 지나 알마티 남단의 쾩 투페를 거쳐 그 부근으로 흘
러든 일리강 유역을 지난 다음, 이식쿨 호를 돌아 카쉬가르 방면으로 산지를 거쳐 카쉬가르 북
부, 세 파르상 거리에 있는 우치 파르만과 근처 황야를 약탈한 다음, 아트바시와 그 부근 평원
에서 집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33) 메크리트 부는 『集史』에서 메르키트, 우두유트 종족이라고도 불리며 칭기스 칸의 시대에
그의 부인 부르테를 데려간 것을 비롯하여 그와 끊임없이 반목하였으므로, 그 이후 그 일족은
매우 극소수만 남아있다고 되어 있다.

1034) Qur'ān, Sūra al-Nisā' : 3.
1035) 이란본Ⅱ 미주 136에 의하면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Rasūl-i Akram)의 하디스이다
(YZN/Ṣādiq, p. 1415).

1036) 호머는 이란 전통 신화에 종종 등장하는 새로, 왕이 될 재목의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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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고 그 의례를 거행하였다.

[시Nazm] 상서로운 연회가 준비되고, 술과 악기와 가수를 청하였다.
태양과 달이라는 연회를 밝히는 자들은, 그 연회 장소를 비추었다.
행운이 부상하였던 어느 낮에, 영광스러운 눈길이 드리워졌다.
세계 정복자는 자신의 부친의 관습에 따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이와 혼인하였다.

당대에 기쁨의 혀가 축하를 위해 열렸고 하늘은 금화를 뿌리는 관습을 위해, 치맛자

락을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시Bayt] 이 축복받은 연회에서 보석을 흩뿌렸고, 하늘은 창조된 처음부터 보석으
로 가득하였던 술잔을 가졌다. [445]

즐거운 행운은, 높고 낮은 이를 기쁘게 초대하였고 기쁨과 행운을 위한 도구 중에

소망과 바람에 관한 생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준비하였

으며, 사방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아,

[시Bayt] 가을의 고통 없는 꽃이 되기를! 새로운 봄은 새로 난 가지 위에 (있기
를).

금으로 새겨진 컵을 군청색의 술로 가득 채워 손바닥 위에 두고 발을 내딛었다. 현

명한 귀가 열려있던 사방을 향해

[시Bayt] 유수프는 우물에서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 그리고 달과 금성은 그의 얼굴
이 물을 향하게 하였다.

악기를 즐거이 연주하였고, 이 가락의 노랫소리가 달의 연회와 금성의 기쁨의 궁전에

드리워졌다.

[시Bayt] 사힙키란께서 영원히 기쁘게 되시길!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의 왕국
이 번영하길!

그 후에, 이 장소를 출발하였고 야시 다반(Yasī-dabān)을 건너 우즈켄트1037)가 축

1037) 현 키르기즈스탄에 위치해 있으며 페르가나 분지의 동단에 위치해 있다. 우즈겐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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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받은 안착의 천막이 세워진 장소가 되었다. 훌륭한 부인이신 쿠틀룩 타르칸 아가가

귀족들과 노얀들과 아미르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부터 마중 나와, 그 장소에서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광으로 행운을 얻었다. 축하와 금화를 뿌리는 관습을 행하였고, 연회를

베풀고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즈켄트를 출발하여 후잔트 강에 이르렀는데, 바흐람

잘라이르의 아들 아딜 샤가 봉사의 허리띠를 다급한 손으로 묶어 사힙키란에게 연회를

열었고, 날랜 말들을 이끌고 와서 겉으로는 적절한 봉사를 행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내 마음이 변하여, 연회 도중에 일종의 속임수를 강구하였다.

성스러운 보호가 사힙키란을 온갖 상황으로부터 돌보고 있었으므로, 행운의 계시로

연회에서의 흔적이나 징조를 통해 그 숨겨진 속임수를 꿰뚫어보았고, 속임수를 생각하

는 자들의 움직임과 멈춤의 흐름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악의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연회에서 [446] 일어나 말을 몰고 축복받은 오르두로 귀환하였다. (사실) 그 분이

카마르 앗 딘에게 향하였던 때에,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와 아딜 샤 잘라

이르와 타르칸 아룰라트(Tarkan Arulāt)1038)가 조약을 맺어, 만일 기회를 얻는다면 사힙

키란을 잡기로 한 적이 있었다.

[시Abīyāt] 신께서 돌보시는 그에게, 어떤 자의 해악도 미치지 않는다.
그의 일은 모두 행운으로 이루어졌고 질투의 슬픔에 대해 생명을 녹였다.

결국에 그 영원한 신의 보호와 함께 사힙키란은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건

강하고 상서로이 귀환하였으며 군사들에게 귀환의 허가를 사여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도

카르시에서 서쪽으로 두 역참 거리에 위치하였던 잔지르 사라이(Zanjīr Sarāy)로 가서,

그곳에서 동영하였다. 바로 그 겨울에1039) 아딜 샤가 발밑의 입을 맞추는 예의를 갖추

며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그들은 죄악들을 고백하였다.>1040) 라는 말씀에

따라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생각과 선동을 일으켰던 판단의 형태를 자신의 혀로

(직접) 고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올바른 판단과 훌륭한 처

리로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겼고 아딜 샤를 왕다운 보호로 영예롭게 하였

다. 그 겨울이 끝에 이르렀고 태양이라는 유수프를 유누스처럼 <큰 고기가 그를 삼켜

버렸음>1041)이 현실이 되었을 때, 세계가 복속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어, 전쟁의 火星이며

별과 같이 많은 병사들로 하여금 호라즘과의 전투를 위해 군주들의 피난처인 왕궁에

1038) 이란본Ⅰ에서는 투르크멘 아룰라트라 되어 있으나(YZN/Abbas, p.447), 그 뒤에는 줄곧 타
르칸 아룰라트라 되어 있다.

1039) 이 겨울이 1375년 말∼1376년 초에 해당하는 겨울로, 777AH 겨울이다. 그러나 히즈라력이
끝나려면 아직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이다.

1040) Qur'ān, Sūra al-Mulk : 11.
1041) Qur'ān, Sūra al-Ṣāffāt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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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도록 하고, 모든 노얀들과 아미르들이 주변과 사방에서 군대와 함께 진격하도록 하

였다.

[시Bayt] 병사들이 샤의 어전에 모여들었다. 군대를 쳐부수는 전투의 베테랑이.

사힙키란은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바얀 술두스의 체포와, 그의 법정 심문을 명하

였다. 심문한 후에 그의 죄가 명확해졌으므로 그의 운명의 낮이 어두워졌고, 그의 인생

이란 혈관이 좁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친척이며 그의 부당한 칼에 살해되었던

하리 말릭 술두스(Harī Malik Suldūz)의 형제에게 그를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형제에

대한 同害報復으로 동일한 (죽음의) 술을 맛보게 하였다. 그것은 [447]

[반구M iṣrā’] 1년 동안 파는 것을 하루 만에 모두 사라.

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야지드 잘라이르의 두 아들, 알리 다르비시와 무함마드 다르

비시(Muhammad Darvīsh) 또한 야사에 처하였다. <신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노

라>1042) 그리고 술두스 투만의 통치 및 그 지배와 질서 부여는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

의 용기에 맡겨졌다. [449]

67. 사힙키란이 호라즘의 측으로 세 번째 향함과, 도중에

사르부카와 바흐람 잘라이르[의 아들] 아딜 샤의 반란

으로 인해 귀환한 이야기

루이 해에 해당하는 777AH, 봄 계절의 첫 날(1376년 3월 12일),1043) 자연의 왕의

명령으로 식물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움직여 방책을 강구하고, 꽃봉오리라는 사령관들이

정원과 나무라는 도시와 성채의 보호에 임명되었으며, 초원이라는 군대는 승리의 얼굴

을 황야에 두어

1042) Qur'ān, Sūra al-Nisā' : 17.
1043) 본문에 등장하는 ‘라비’는 히즈라력 월명이 아니라 계절명이다. 특히 『歷史의 精髓』에는 이
시점이 ‘술탄력의 노루즈’라고 하여 잘랄리력(즉 페르시아 태양력)의 첫날이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페르시아 태양력은 年始와 더불어 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조합해보았을 때 이
때는 1376년 3월 12일, 777AH 샤왈 월 19일(잘랄리력으로 298년 파르바르딘 월 1일 노루즈)이
라 볼 수 있다. 다만 『歷史의 精髓』는 이때가 778AH이라고 잘못 비정하였다(ZT/Jawādī 1,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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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초원의 군대가 봄이라는 왕의 승리로, 황야를 향해 축복의 영향을 미치
는 깃발을 세웠다.
동풍이란 대장장이의 기술로 (만들어진) 갑옷이 물에 잠겼다, 꽃이 방패가 되었고
가시는 창잡이가 되었다.

사힙키란은 자신의 행복으로 안내하는 행운의 가르침과, 결과를 염두에 두고 멀리 보

는 판단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여

[시Bayt] 호라즘으로 진격을 결정하였다, 그의 마음은 전투를 연회로 여겼다.
[450]

사마르칸트의 보호를 위해 아미르 아크부카를 남겨두었고, 아미르 사르부카와 아딜

샤 잘라이르와 키타이 바하두르와 일치 부카와 다른 천호의 아미르들을 3000명의 기병

과 함께 자타의 방향으로 파견하고 명하였다. “카마르 앗 딘을 찾는데 온전한 노력을

기울여, 어디에서든 (그를) 발견하면 없애도록 하라.”

[시Bayt] 3000명의 전사들이 전투에 투입되어 움직여 나아갔다.

승리의 상징인 깃발이, 신의 보호와 함께 호라즘으로 향하였다.

[시Nazm]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과 함께, (그들은) 용기에 있어서 모두 당대에
유일무이할 정도였다.
대열을 부수고 날카로운 발톱과 칼을 지닌, 전투의 풀숲에 있는 날랜 사자들.

제이훈 강변에서 시-파야(라는 장소)가 하늘을 가리는 깃발 끝 초승달1044)의 도착으

로 인해 네 번째 천구의 질투를 얻게 되었을 때, 타르칸 아룰라트1045)가 자신의 군대와

함께 강의 반대편에서 축복받은 병영을 향해 나아갔으나, 그의 운명에 정해진 인생이

막바지에 달했으므로, 옳지 못한 생각과 함께 되돌아가 자신의 유르트가 있는 쿠르주반

(Kurjuvān)1046) 쪽으로 달아났다. 사힙키란은 풀라드를 파견하여 일부 무리들과 함께

그의 뒤를 쫓도록 하였으며 그들은 밤낮을 달려 안드후드를 통과하여 파리얍(Āb-i

1044) 전투에 세우는 깃발 끝에 달린 작은 달 장식.
1045) 이란본Ⅰ 역시 이곳과 아랫부분에서는 투르크멘 대신 이라'ترکن‘ 기록하고 있다. 『歷史의 精
髓』에는 ‘TŪRKN’으로 되어 있어 그의 정확한 이름이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타르칸이라는 명
칭이 일반적으로 이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의 이름을 타르칸으로 하였다.

1046) 아프가니스탄 주즈잔 주의 ‘구르의 산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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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āriyāb)1047) 강변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타르칸과 그의 형제 투르무시(Turmush)는 자

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강변을 차지하고 전투를 행하였다.

[시Nazm] 전사들은 숫사자와 더불어, 바로 그 죽음을 각오한 노력으로 적들을 차
지하였다.
사자들이 발톱을 내미는 장소에서, 여우의 도움으로 전투에 서 있었다.

패배가 그들에게 발생하였으므로 흩어져 달아났고,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는 그들의

뒤를 쫓아 나아갔다. 풀라드가 홀로 타르칸에게 이르렀는데 타르칸의 말은 지쳐 있었으

므로 아래로 몸을 움직여 풀라드의 말에 한 자루의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일어서기 전

에 한 자루의 화살이 그에게 다가와 그 자신의 모자를 스쳐갔으나, 어떠한 상처도 그에

게 일어나지 않았다. 풀라드는 [451] 민첩하게 용기를 내어 그에게 향하여 서로 뒤엉켰

는데, 풀라드가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로 타르칸을 땅 위에 때려눕혔고 그의 머리를

몸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분리하였다.

[시Bayt] 분노를 지닌 머리를, 불운을 상징하는 몸으로부터 단도로 베고 기쁘게 돌
아갔다.

아만 사르바다르(Amān Sarbadāl)은 그의 형제인 투르무시의 뒤를 쫓아 추격하였고,

그를 잡아 그의 일을 수행하였다.

[시Bayt] 그의 머리를 바로 그 순간 몸에서 분리하였고, 덫을 그 몸에서 만들었다.

각각 둘의 머리를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전하였다. 그래! 사힙키란의 통치의 둥지

인 어전은, 당대의 군주들의 머리를 맡기는 장소이다!

[시Bayt] 1048) 그곳을 향해 자신의 발로 오지 않았던 모든 머리들은,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전해지게 되었다.

[시Bayt] 두려움을 퇴색시키는 그 왕궁에 없었던 머리에게, 하늘은 괴로움의 돌

1047) 아프가니스탄 주즈잔 주에 위치한 강, Minorsky에 따르면 메르브에서 발흐 사이에 2개의 강
이 있는데, 하나는 카이사르 강, 다른 하나는 세피드 강이다. 그 중에서 카이사르 강의 2 지류
중에 하나에 ‘Paiyāb’이 위치한다(Unknown, Ḥudūd al-'Ālam, p.329). 동명의 도시는 현재 안드
후이의 남쪽에 위치한 다울라트-아바드이다(전게서, p.335).

1048) 이란본Ⅰ에는 이 부분이 이처럼 1행의 시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에는 반구로 되어 있다.



- 292 -

(Sang-i Jafā') 외에는 맡기지 않는다.

고귀하신 그 분께서 자타의 방향으로 파견하였던 아미르들의 무리들 중에 사르부

카와 아딜 샤는, 영역이 비어있게 되자 잘못된 생각을 하여 키타이 바하두르와 일치 부

카를 붙잡았고, 사힙키란이 안디잔(Andkān)1049)에 다루가로 두었던 하마디1050)는 그들

에게 합류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무리인 잘라이르와 킵착을 모아 사마르칸트로 향하였

으며, 도시의 성채를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주민들은 시선을 사로잡는 화살과 담

을 불태우는 小화살의 타격에 버틸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의 하킴이었던 아미르 아크부

카가 운명의 통치권인 왕좌의 발치에 서 있는 자들에게, 도시 주변을 돌고 있는 그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축복받은 대오가 카트를 통과하여 하스(Khās)1051)에 이르렀을

때 이 소식이 그의 고귀한 귀에 [452] 전해지자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방향을 돌렸다.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를 전위로 세워 먼저 파견하고 자신은 군대의 중군과 함께 뒤따라

나아갔다. 그리고 부하라에 이르렀을 때 하늘처럼 강력한 군대를 정렬하고 배치하였으

며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라바트 물크에 안착하였다. 샤자데는 카르미나(Karmīna)1052)

라는 곳에서 적에게 이르렀고 양측에서 대열을 펼쳐 전투에 돌입하였다.

[시Nazm] 세계의 귀가 북의 한숨소리로 가득하였고, 원한을 지닌 큰 뱀이 무력의
독을 뿌렸다.
너는 말하였지, 다이아몬드가 마르잔(Marzān)1053)을 뿌렸다고, 마르잔이 무엇이기
에 원한으로 모두의 생명을 뿌리는가.

아미르자데 자항기르는 이제까지 영원한 행운의 승리와 함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최선의 승리자>1054)의 도움으로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은 달아나 킵착

초원으로 갔으며 우루스 칸(Urūs Khān)에게 피난하여 그 어전에 동행하였다. 그리고

승리와 희망의 사힙키란은 통치의 귀결인 왕좌가 자리한 장소에 상서로이 안착하였고

잘라이르 울루스를 아미르들에게 분배하여 흩어놓았다. 그리고 안디잔의 통치를 위해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를 파견하였다.1055) 아딜 샤와 사르부카는 우루스 칸과 동행

1049) 두 출판본 및 840AH 사본에서는 이 도시를 Andkān이라 기록하고 있다. 안디잔(Andijān)은
아랍어식 표기이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분지의 중심도시이다.

1050) 이 부분에 대해 타슈켄트본에는 ‘MMDĪ’, 이란본Ⅱ에는 본문처럼 되어 있고, 일부 사본에는
믿을만한 자(Mu’atamadī)로 되어 있다.

1051) 카트에서 역참 하나의 거리에 위치한 곳(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49).

1052) 나보이에서 북쪽으로 5km에 위치.
1053) 바다생물, 보석을 만드는데 쓰인다.
1054) Qur'ān, Sūra al-Anfa'āl : 40.
1055)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그를 우즈겐트 영역으로 파견하였고, 안디잔에 성벽을 세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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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으나, 결국에 그들의 사악함과 혼돈의 땀방울이 움직이게 되자, 우루스 칸이

하영을 위해 갔을 때 달아나기로 결심하여 속임수의 칼을 불충의 칼집으로부터 꺼내들

었다. 그리고 칸의 대리인이었던 우지 비이(Ujī biy)1056)와 전투를 행하여 그를 살해하

였고 그곳에서 달아나 자타 울루스의 카마르 앗 딘 어전으로 갔으며 그를 혼돈과 혼란

으로 선동하였다.

[시Bayt] 나쁜 본성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되었다. 사악함과 혼란과 금지된 일들이
발생되었다.

68. 사힙키란이 네 번째, 자타로 향한 이야기

사르부카와 아딜 샤가 카마르 앗 딘에게 합류하였고, 매 순간마다 그의 본성에 있

었던 옛 원한의 불꽃이 [453] 유혹과 선동의 바람으로 인해 더욱 타오르게 되었을 때,

카마르 앗 딘은 군대를 이끌고 안디잔으로 왔으며, 카닥(Qadāq)의 천호1057)는 아미르자

데 우마르 셰이흐를 외면하고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샤자데는 산으로 피난하였고, 다니

시만드(Dānishmand)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여 상황에 대해 고하였

다. “반란세력이 완전히 우세해져 안디잔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의 불꽃이 불타올랐으며 즉시 그 쪽으로 출발하여 급

히 나아갔다. 카마르 앗 딘은 그 분이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견고한 발이

자리를 벗어나 지체 없이 방향을 돌렸으며. 아트바시에서 무리와 家戶들을 먼저 달아나

게 하고는 자기 자신은 4000명의 기병을 정렬하여 매복 장소에서 기다렸다. 사힙키란이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카마르 앗 딘의 매복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미르들을 全 군대

와 함께 파견하여 적들의 뒤를 쫓아가도록 하였으며 군대의 저명한 자들 중에 5000명

은 몇몇 사령관들, 예를 들어 아미르 무바야드와 키타이 바하두르, 셰이흐 알리 바하두

르와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 등과 함께 남겨두었다.

그러나 키타이 바하두르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적들의 절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이야기는 용기와 야심으로 귀결되어 마음의 불꽃을 지피기에 이르렀다. 그

리하여 그들 또한 적의 뒤를 쫓아 공격하였으며 다른 이들 또한 동조하여, 결국 사힙키

한다. 그러므로 우즈겐트는 페르가나 분지의 안디잔 일대를 가리키는 영역명이고, 안디잔은 그
성채 혹은 도시명이라 볼 수 있다.

1056) 이란본Ⅱ에서는 우지피(Ujīpī)로 되어 있으나 킵착 칸국에 많이 나타나는 이름 형태는 위와
같다.

1057)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이 천호는 모굴에 속하는 부족이다(ZT/Jawādī 1, p.520). 카닥이
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集史』에서 찾아보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차가타이의 고손(차
가타이>무에투겐>카라훌레구>무바락샤>카닥)으로 『集史』가 기록되었을 때 두아의 어전에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이 천호들의 유래를 알기란 어려우므로 추측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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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게는 200명 이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카마르 앗 딘은 좋은 기회를 틈

타 4000명의 원한을 지닌, 화살을 가진 기병과 함께 매복 장소로부터 바깥으로 진격하

였으며 원한을 담은, 뻔뻔한 화살을 쏘아 사힙키란을 향해 보복을 행하였다. 그 분에게

<신을 만나리라 확신한 그들은 신의 뜻이 있을 때 소수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던가>1058) 라는 내용을 가진, 나날이 행운이 증가하는 계시가 생명의 귀에 이르렀고,

어떤 두려움과 절박함도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속에서 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사람들을 달래고 회유하였다. “승리는 관대한 왕의 사여로 말미암으며, 군사와 도구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 용기를 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조금의 쇠약함이라도 드러낸다

면, 일은 (우리의) 손에서 떠나갈 것이다.” [454]

[시Nazm] 이렇게 말하고 대오를 정비하여 그곳에서 신의 도움으로 전장에 들어섰
다.
화살을 쏘고 무거운 철퇴를 휘둘렀으며, 사방으로 고삐를 돌려 공격에 나섰다.
모든 공격에서 기병들을 접어 내던졌고, 모든 타격으로 인해 피가 개울이 되어 흘
렀다.
모든 이들이 단번에 흩어졌고 모두를 말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까지 몰아내었다.
이러한 식으로 그 훌륭한 왕은 철퇴로, 화살로, 창촉과 밧줄로
머리와 목과 발과 손을 부수고, 베어내고, 흩어내고, 묶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 전투에서 친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같은 사례가 하늘의

도움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또한 최대한 훌륭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단 시간에 원한을 지닌 저

명한 4000명의 기병들을 쳐부수었고, 흩어져 달아나게 하였다.1059)

1058) Qur'ān, Sūra al-Baqra' : 249.
1059)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이 이후에 앞서 안디잔에 파견하였던 우마르 셰이흐 바하두르를
키타이 바하두르와 함께 카쉬가르로 파견하였고, 나머지 군사들이 모굴리스탄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르부카와 아딜 샤는 우즈벡에서 다시 카마르 앗 딘에게 합류한 상태가 되었다
(ZT/Jawādī 1, p.521). 이때에 히즈르 호자 오글란과 아미르 후다이다드 모굴 및 그의 형제 아
미르 파르만 셰이흐가 카쉬가르에 머물렀다가 몇 명과 더불어 달아났고, 우마르 셰이흐는 아미
르 후다이다드의 모친인 아미라 아가까지도 붙잡아 사마르칸트로 데려갔으며 카쉬가르 주민들
을 안디잔으로 徙民하였다고 한다(ZT/Jawādī 1, p.522). 『라시드 史』의 기록에서도 히즈르 호
자가 카쉬가르에서 방출되는 상황에 대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원인은 우마르 셰이흐가 아니
라 카마르 앗 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하였고, 이 때에 히즈르 호자의 나이는 12세라고 되
어 있다(TR/Thackston,, p.31). 만일 투글룩 티무르가 765AH경에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777AH인 이 시점에 히즈르 호자가 12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히즈르 호자는 바닥샨에
서 호탄으로, 그곳에서 다시 샤릭 위구르로 옮겨갔다가 카마르 앗 딘의 사망 이후 모굴리스탄
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칸이 되었는데, 그가 『勝戰記』에 재등장한 시기가 789AH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비교적 타당한 기록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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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이와 같은 일들은 전혀 불가하다, 신께서 승리와 우세함을 주시지 않는다
면

만일 그 분의 상황의 흐름에 대해, 그리고 그의 방식과 영향력의 특수함에 관해 현

명하게 고려해보면, 그 하늘처럼 강력하고 위대한 이의 내면과 외면은, 신성한 도움의

빛이 비추는 곳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그 분의 얼굴의 기

관들을 통해 이러한 흔적이 드러났던 낮이건, 내적으로 감각의 작은 문들이 <수면을 두

매 너희의 휴식을 위해 두었다.>1060)는 말씀에 따라 잠이라는 장막에 묶여 있고 성스러

운 운명을 지닌 자아가 내면으로 침잠하였던 밤이건, 밝은 마음이라는 깨끗한 거울로

셰이흐 부르한 앗 딘 킬리즈(Shaykh Burhān al-Dīn Qilij) <신이시여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의 얼굴을, 예언의 46개 종류 중에 하나인 ‘훌륭한 꿈’을 통해 보고는, 완전히

예의(를 갖추어) 그의 어전으로 가서 훌륭한 자녀, 병으로 사마르칸트에 머물러 있었던

아미르자데 자항기르에 관해 마음을 다하여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나의 아들에 관

해 지고하신 신께 간청합니다.” 셰이흐가 말하기를 “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455] 그

리고는 전혀 자녀에 관한 이야기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꿈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일이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걱정이 극에 달하여, 그 분

의 특수한 서기(Dabīr)였던 율 쿠틀룩(Yūl Qutluq)을 서신과 함께 급히 송쿨(Sung-kū

l)1061)에 파견하여 어떤 소식이든 알아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가 파견되었을 때, 다시

자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고,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에 괴로움이 증대되어 아

미르들과 가신들에게 명하였다 “내 자녀와 완전히 이별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

그의 상태를 나에게 숨기지 말라.” 그들은 무릎을 꿇고 깊이 맹세하며, 자유를 걸고 강

조하였다. “우리 신하들은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샤자데의 상황에 대해 어떤 소

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동하여 나아갔을 때, 산카즈 야가즈에서 다시 카마

르 앗 딘에게 도달하여 전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패주하여 달아났고 아미

르 우치 카라는 그를 추격하여 그의 뒤를 따라 나아갔다. 어떤 길에 도달하였을 때, 카

마르 앗 딘이 8명의 누케르와 함께 뒤돌아 그를 포위하였고 그의 말을 화살의 타격으

로 넘어뜨렸으며 그에게도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말에서 내려 상처를 입은 채

로 생명이 안전해졌다. 그리고 풀라드 바하두르의 손은 그 전투에서 화살의 타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데, 우연히 (고통의) 불꽃이 그곳에 발생하였다. 풀라드 바하두르는

그 불길을 꺼뜨리기를 바랐으나, 많은 움직임으로 인해 그의 상처의 고통이 커지게 되

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1060) Qur'ān, Sūra al-Nabā : 9.
1061) 이식쿨에서 서남쪽으로 약 18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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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아미르자데 자항기르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아타캄(Atāqam)1062)으로부터 귀환하여 세이훈 (강)을 건너서 통치의 중

심,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때 모든 정부의 중진들과 왕국의 아얀들과 대인들과 귀족들

이

[시Nazm] 모두 옷을 검게 하였으며 마음의 피가 눈을 통해 강이 되어 흘렀다.
모두 슬픔으로 인해 머리 위에 먼지를 흩뿌렸고, 모두 의복1063)의 가슴을 쥐어뜯었
다

마중의 관습을 행하였는데 백성들이 모두 머리를 발가벗고 검은 펠트를 목에 매달

고 도시 바깥으로 (나왔으며), 눈물로 인해 피의 물결이 일어났고 哭聲과 시끄러운 소

리들이 [456]

[시Bayt] 애석하여라, 종교와 정의를 함께 가진 세계정복자여, 꽃처럼 젊은 날에
바람에 날아갔구나!

토성의 테라스를 넘어섰다. 그리고 애도의 소리가

[시Bayt] 애석하여라, 이와 같은 승리의 왕이여! 그에게 세월이 마지막에 이르렀
다.

하늘이라는 돔의 염주 깎는 자들의 귀에 전해졌다. 사힙키란은 이 상황을 보고는 계

시를 받아들이는 마음 속 증거를 통해 추측하였던 바를 확신하게 되었다.

[시Nazm] 자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왕에게 세계는, 세계를 보는 눈보
다 검게 되었다.1064)

눈물로 가득한 얼굴과 장례를 행하는 몸은 둘 다, 당대에 친족의 (일을) 슬퍼하였
다.

1062) 타슈켄트에서 동쪽으로 약 15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의 한 지명.
1063) 이란본Ⅱ에서는 카마(Khāma)이라 되어있으나 이란본Ⅰ에서 의복(Jāma)이라 되어 있어 그것
을 따랐다.

1064)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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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의 발걸음의 영광으로 인해 즐거움의 장미정원이자 기쁨의 왕궁이어야 했던

모든 왕국은, 목숨을 달구고 간담을 태우는 그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 애도의 장소와 울

부짖음의 모임이 되었다.

[시Nazm] 병사들의 무리가 애도를 위해 앉았다, 모두가 자신의 옷들을 검게 하였
다.
영광스러운 자들의 머리가 검은 흙으로 가득하였다. 모든 눈이 피로 가득하였고,
가슴을 쥐어뜯었다.
모든 무리들이 울부짖고 슬퍼하였으며 마치 예리한 불꽃 위에 달궈진 것과 같았
다.1065)

사힙키란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노예이다>라는 말씀에 따라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졌으나, (그 분의) 고귀한 판단은 이와 같았으니, 죽음은 갖가지

이유로 인해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무엇이든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내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리라, 재앙이 있을 때 “오, 주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

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1066) 라는 좋은 소식의 형태를 띤 말씀

을 그 상처의 연고로 삼았다. [457] 이에 사망한 故 샤자데의 영혼을 위해 다양한 제물

을 제공하였고 자선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을 적절하게 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죽

과 구호품 제공이라는 관례가 행해졌다. 그리고 그의 고귀한 시신을 키시로 운반하여

그곳에 매장지를 세우고 건물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게 완성하였다.

[시Bayt] 선택된 그의 영역에 성묘를 세웠고, 훌륭한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그의 생애의 기간은 20년이었으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

드 술탄(Amīrzāda Muhammad Sulṭān)은 한자데로부터, 그리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

마드(Amīrzāda Pīr Muhammad)는 일야스 야사우리의 딸 바크트 말릭 아가(Bakht

Malik Āghā)1067)로부터였는데 (그는) 故 샤자데가 사망한지 40일 만에 탄생하였다. (그

1065) Ferdowsī, Shāhnāma.
1066) Qur'ān, Sūra al-Baqra' : 155-6.
1067)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歷史의 精髓』와 다소 다른 편이다. 『歷史의 精髓』에는 아미르자
데 피르 무함마드의 모친이 바얀 쿨리의 딸 하니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루키야 하니카라
고 하는, 아미르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의 딸도 부인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1, p.524). 후자
의 경우 『勝戰記』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루키아 하니카는 아미르 케이후스로우가 모
굴 칸국의 투글룩 티무르로부터 이순 티무르 칸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낳은 딸이었다. 그
녀가 티무르의 장자 자항기르와 혼인하였던 것은 앞서 서술된 내용이며, Mu'izz al-Ansāb에도
기록되어 있다(Unknown, Mu'izz al-Ansāb fi Shajarat al-Ansāb, p.231) 그런데 자항기르
가 사망하였을 때 그녀의 이름은 이렇듯 『勝戰記』에는 생략되어 있고 『歷史의 精髓』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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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망 사건은 777년, 루이 해1068)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사이프 앗 딘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불안정하고 속임수가 도사린 이 세계의 일들을 미

워하게 되어, 사힙키란에게 허락을 구하고는 히자즈로 향하였다.

70. 사힙키란이 카마르 앗 딘에게 군대를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자녀의 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왕국의 업무 처리에서 호의의 그림자를

거두었을 때,

[시Nazm] 비천한 거울이1069) 그곳에 빛을 비추니, 어찌 그로 인해 영혼이 괴로워
지는가.
한 더미의 슬픔의 흙을 위해, 어찌 내 마음을 묶어야만 하는가.
어찌 이와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뛰게 해야 하는가.

아미르들과 노얀의 귀족들은 칼리파의 피난처인 왕좌의 발치에 출석하였고, 복속의

땅에 충성의 입술을 맞추고 지지의 혀로 고하였다. “고귀하고 성스러우신, 세계를 창조

하신 전능하신 분의 지혜는 세계의 질서를 승리의 왕들에게 맡겼고, [458] 창조의 목적

이었던 인류의 안전을 위한 수단을, 드높은 힘을 지니신 세계 정복자의 공정함과 처벌

로 삼았다.

[시Nazm] 만일 왕의 단도가 칼집에 있다면, 세상에서 옳음과 그름이 사라질 것이
다.
그리고 만일 왕의 칼이 검은 색이 된다면, 신앙의 거울인 얼굴을 녹으로 덮을 것이
다.
왕은 신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로 인해세계가 아름다워진다.
희망의 왕의 정의로 인한 빛은, 세계에서 태양의 광선보다 더욱 나았다.

아내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한편 『歷史의 精髓』에서 피르 무함마드의 모친이라 지적된 바얀
쿨리의 딸 하니카는, 『勝戰記』에서는 자항기르의 아들 무함마드 술탄의 사망 때, 그의 부인으
로 등장한다. 한편 이 기록은 Mu'izz al-Ansāb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니카는 자항기르의 아들
무함마드 술탄의 부인이지만, 그녀는 바얀쿨리의 딸이 아니라 바얀쿨리의 아들 무함마드 오글
란의 딸이다. 한편 Mu'izz al-Ansāb에서 피르 무함마드의 모친 이름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
나 『勝戰記』 기록 속 피르 무함마드의 모친인 바흐트 말릭 아가의 부친과 유사한 ‘일야스 호
자’라는 이름이 보인다(전게서. p.233).

1068) 777AH이 1375년 7월 31일에 시작되고 이때는 타하쿠 해이기 때문에 777AH후반기. 루이 해
로 넘어간 시기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69) 캘커타본에서는 ‘이 세속 세계가’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은 본문처럼
되어 있다. 이란본Ⅱ은 ‘세계의 거울’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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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왕들이 절하는 장소이므로, 좋고 나쁨은 하늘1070)이 바라는 바이다.
세계의 모든 금화가 너의 머리 위에 뿌려지길! 세계의 신부가 너의 곁에 있기를!

만일 축복 받은 마음에서 제안한 내용이 신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든 정의의 확산과 백성의 양육보다 낫다고 여겨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처음이시며 마

지막이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현명하신 (분께서는)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정의의 구현에 소모한 일생 중에 단 한 시간의 결실을, 6-70년

의 기도보다 선호하시기 때문이다.1071)

[시Bayt] 정의를 행하라, 마음 속에서 정의로운 자들이1072) 예언의 문을 두드리도
록.

사힙키란은, 단지 그 원천이 충심과 지지일 뿐이었던 가신들의 이야기들을 받아들

였고 마음을 왕국 업무의 처리에 두어 군대의 정렬과 장비의 정비를 명하였다. 이 상황

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딜 샤 잘라이르가 몇몇 사람과 함께 카라주크 산지에서 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사힙키란은 그를 찾기 위해 바라트 호자 쿠쿨타쉬

(Kūkultāsh)와 일치 부카를 50명의 기병과 함께 파견하였고, 그들은 사마르칸트로부터

밤을 새서 나아갔다. 오트라르에 이르렀을 때, 그들 중에 일부를 바깥으로 내보내어 그

산에서 [459] 아딜 샤를 수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를 아크 수마(Āq sūmā)가 있는 장

소에서 잡아 야사에 처하였다. (본래) 아크 수마는 어떤 얇고 긴 금속 도구로, 정탐을

위해 카라주크 산에 세워두었는데, 그곳에서 킵착 초원 방면을 살피는 것이다. 또한 그

와 함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반기를 들어 달아났었던 사르부카가, 2년 후에 길을 안

내하는 이성의 도움으로 다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다. 왕다운 자비로움은 그의

처벌을 면하여 주었으며 그 부족의 통치권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장식하

는 판단력은,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를 아미르 아크부카와 키타이 바하두르와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임명하여, 카마르 앗 딘을 목표로 삼아 출발하여 그를 없애기 위해 끝

까지 계속 노력을 기울이라 하였다. 그들은 명받은 대로 향하여 최대한 신속히 나아가,

카라타우(Qarātaū)1073) 황야에서 카마르 앗 딘에게 이르렀다. 거대한 행운의 숙명으로,

그와의 전투에서 에메랄드 색 칼이 붉은 색 루비의 형태를 띠었고, 적들의 얼굴은 두려

1070)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서는 이를 ‘왕’이라고 보고 있다.
1071) 이 내용은 하피즈의 유명한 시구에서 비롯한 것이다(Haleh Pourafzal and Roger
Montgomery, The spiritual wisdom of Hafiz, Rochester and Vermont: The Spiritual
Tradition, 1998, p.201; Lisa Balabanlilar, Imperial identity in the Mughal Empire : memory
and dynastic politics in early modern South and Central Asia, p.148에서 재인용).

1072) 이란본Ⅱ에는 일반인들(‘Ādī)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1073) 현재 카자흐스탄 타라즈에서 서쪽으로 1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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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인해 호박처럼 되었는데, 마치 불어오는 빠른 바람이 야기하는 고통으로 인해

짚단이 흩어지는 것과 같았다. 카마르 앗 딘이 달아났으므로, 승전군은 그의 울루스와

무리들을 약탈하였고 수많은 물품과 노예들과 함께 귀환하였다.

[시Bayt] 백성들을 위무하고, 적병을 녹이는 샤의 병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리품
과 함께 돌아왔다. [461]

71. 5번째, 위대한 하늘과 수많은 별들과 더불어 자타 방면

으로 축복받은 출발을 행한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이 수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자타를 향한 공격에서 되돌아

왔을 때, 사힙키란은 그 해1074)에 다시 한 번 그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그 분과의 혼약

의 고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던 아미르 무사의 아들 무함마드 벡과 아미르 압바스와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를 전위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명령대로 밤낮을 달려 부검 이식

쿨(Būghām Īsī kūl)에서 카마르 앗 딘에게 도달하였는데, 한 번의 훌륭한 전투로 그를

달아나게 하였고, 그의 무리들을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으며 그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데려가기 시작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친히 쿠즈카르(Qūjqār)1075) 지역까지 추

격하여 나아갔는데, 그 장소에서 그의 고귀한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툭타미시 오글란

(Tūqtamish Ūghlān)이 우루스 칸을 두려워하여, 희망을 품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투만 티무르 우즈벡(Amīr Tūman Timūr

Uzbek)으로 하여금 마중의 관습을 수행하도록 파견하여 그를 온전한 환대와 경의로 데

려오도록 하였으며, 스스로는 상서로이 이나구(Iīnāghū)의 길로 귀환하여 우즈켄트에 안

착하였고 그곳을 출발하여 상서롭고 행복하게 사마르칸트에 안착하였다. 아미르 투만

티무르가 툭타미시 오글란을 데려왔고 그의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을 사힙키란에게

데려갔다. 그 분은 그의 도달에 [462] 경의를 표하고 환대하였으며, 왕다운 관용적 성품

으로 그를 환영하고 공경함에 있어서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연회의 의례를 수

1074) ‘그 해’라는 것이 777AH을 의미하는지, 혹은 용의 해를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호라즘으로 진격하였다가 아딜 샤 등의 반란으로 인해 귀환하였을 때가 이미 777AH 샤왈
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 카마르 앗 딘을 한 차례 더 공격하고 자항기르의 장례까지 지내기 위
해서는 ‘그 해’를 용의 해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용의 해는 777∼778AH(1376-7년) 사이에
걸쳐 있다. 그러나 『歷史의 精髓』는 이 사건을 780AH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ZT/Jawādī 1,
p.530).

1075) 사전 Dikhhudā에 따르면 이 지명은 장모음 ū가 탈락된 Qojghār와 동의어로 어떤 황야의 이
름이며, Shāh nāma에 등장하는 투르키스탄 도시명 중에 하나인 카차르바시(Qāchārbāshī)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勝戰記』에서는 간혹 투란 지역의 도시명을 Shāh nāma에 등장하
는 지명에 대치시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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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후에, 금과 보석과 예복과 허리띠와 무기와 직물들과 말과 낙타와 천막과 장막과

북과 깃발과 기병과 노예들과 그 외의 수많은 도구들로 이루어진 많은 물자들을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었다.

[반구M iṣrā’] 그 설명이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그 설명은 기록될 수 없었
다.

그리고 그를 극도로 존중하여 ‘아들’이라 불렀다.

72. 사힙키란이 툭타미시 오글란을 오트라르와 사브란의

통치를 위해 파견하였던 이야기

바다와 같이 관대한 사힙키란의 훌륭한 마음은, 사브란(Ṣabrān)1076)과 시그나크

(Sighnāq)1077) 지역을 툭타미시 오글란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툭타미시가 그곳에 자리

를 잡았을 때, 우루스 칸의 아들 쿠틀룩 부카(Qutlūq Būghā)가 그를 향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고, 그들 사이에 전투가 발생하였다. 양측에서 큰 노력을 기울였고 비록 쿠틀

룩 부카가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 그 상처로 사망하였으나, 패배가 툭타미시 측에 발생

하였고 그의 무리가 약탈되었으므로, 그는 달아나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왔다. 그 분은

그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환대와 경의를 보였고 강력함을 표하고 왕위를 얻기 위한 모

든 도구들을 갖추어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사브란에 이르렀을 때 맞은 편에서 우루스

칸의 장남인 툭타 키야(Tūkhta qīyā)가 여러 주치 계열의 사자데들, 알리 벡 및 다른

믿을만한 아미르들과 함께,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군대를 갖추고, 보복을 위해 그에게 다

가왔다.

[시Nazm] 한마음과 원한을 가진 수많은 군대가, 툭타미시 오글란을 향해 얼굴을
두었다.
그 수는 마치 개미와 파리처럼 많았고, 산과 황야와 나뭇가지를 차지하였다.
원한의 전장으로 무리지어 왔다, 마치 흥분한 바다가 파도로 일렁이는 것처럼.
[463]

툭타미시 오글란이 자신의 군대를 정렬하여 그들의 맞은편으로 나아가 전투가 발

1076) 타지키스탄의 도시 투르키스탄에서 서북쪽으로 31km 떨어진 곳에 위치.
1077) 세계정복자사에는 Sughnāq로 되어 있다. 고대 도시였으며 현재 투르키스탄에서 서북쪽으로
140km에 위치한 'Sunak-Kurgan'에 비정된다(TJ/Boyle, p.86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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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을 때, 그의 병사들이 패주하여 달아났다. 그는 달아나 세이훈 강변에 이르렀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옷을 밖에 두고 스스로를 강에 던졌다. 그리고 카잔지 바

하두르는 그의 뒤를 쫓아 강가에 이르렀으며 그의 손에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그는 강

물을 헤엄으로 건너, 헐벗고 (거느리는) 사람 없이 상처를 입은 채로, 평원으로 들어가

흙과 짚더미 위에 엎어졌다.

그런데 기묘한 우연으로, 사힙키란은 이드쿠 바룰라스를 그에게 파견하여 충고하고

자 하였다. (그 내용은) “왕국의 업무에 용기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고, 적들을 격퇴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영역을 지켜라”는 것이었다. 우연히 아미르 이드쿠가

공교롭게도 밤에 그 초원을 통과하였는데 신음 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조사하여 툭

타미시를 보았는데 벌거벗고 상처를 입은 채로 정신을 잃고 넘어져 있었다.

[시Bayt] 땅을 침대 삼고 짚더미를 배게 삼았으며, 고통으로 인해 달콤한 생명을
포기하였다.

말에서 내려 그를 돌보았고 다급히 그의 치료에 매진하였으며, 그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음식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져왔고, 정해진 바에 따라 훌륭한 의무에 해당하

는 바를 행한 후, 그를 사힙키란에게 데려갔다. 그 분은 그 때에 부하라 외곽을 거주

장소로 삼고 있었는데 툭타미시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왕다운 자비로

사힙키란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든 베풀었고, 그의 승리를 위한 도구들을 다시 한 번,

적절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준비하였다. 이 사이에 망구트(Manghūt) 부족 출신으로 조

치의 아미르들 중에 있었던 이드쿠가 우루스 칸에게서 달아나 왔으며 소식을 전하였다.

“우루스 칸이 군대들을 모아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툭타미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즈

음에 우루스 칸의 사신인 케펙 망구트(Kipik Manghūt)와 툴루잔(Tūlūjān) 또한 도달하

였고 우루스 칸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 내용은 이와 같다, ‘툭타미시는 나의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나 당신의 영역에 들

어갔으니, 나의 적을 맡기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투의 장소를 결정할 것이다.’ [464]

[반구M iṣrā’] 영혼이 얼굴을 전투를 향해 두었다.

사힙키란은 대답을 위해 왕다운 마음을 지닌 혀를 열었다. “그는 피난처를 나에게

두고 왔으니, 나는 그를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시Nazm] 목숨에 대해 절망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는 누구든 이 집
으로 피신한다.
만일 그 업무 도중에 생명을 잃는다면, (나는)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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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78)

전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도구는 준비되어 있다.

[시Nazm] 가서 나에 대해 우루스 칸의 어전에서 말하라, 오리는1079) 비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나의 용사들은 줄곧 전투를 해왔으니, 마치 전장이라는 덤불 속의 사자와 같다.
전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자가 자신의 덤불에 대해 걱정하
지 않듯이.

73. 사힙키란이 우루스 칸에게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

사힙키란은 우루스 칸의 사신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전투 장비를 갖추고 군대를 정

렬하는 데에 마음을 두었다. 아미르 자쿠를 수도 사마르칸트의 수호를 위해 두고, 모든

울루스 차가타이를 모아서, 역시 루이 해 말1080)에 우루스 칸에게 향하였다.

[시Nazm] 끝없는 군대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인해, 땅이 하늘보다 흔들리게 되었
다.
좌군의 수적 우세로 인해, 밝은 낮이 마치 어두운 밤처럼 되었다.
우군의 독의 타격으로 인해, 산과 협곡으로부터 외침이 일어났다.
그들로 인해 중군이 값지게 되었던 병사들, 그 자신에 대해 구구절절이 알고 있었
다.
황야의 모래들을 셀 수 있어도 샤의 군대는 셀 수 없었다.1081) [465]

세이훈을 통과하였을 때, 오트라르의 황야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병영이 되었

고, 반대편에서 우루스 칸은 모든 조치 울루스를 동반하여, 오트라르로부터 24파르상 거

리에 위치한 시그나크에 이르러 안착하였다.

[시Nazm]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은, 세계의 끝에서 끝까지 마치 구름처럼

1078)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1079) 오리(Murgh-i Ābī)는 페르시아 문학에서 풍랑이 치는 바다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인을
의미한다. 반면에 닭(Murgh-i Khānighī)은 凡人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샴스 타브리지와 부친
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080) 루이 해는 1377년 2월 8일에 끝난다. 778AH 라마단 월에 해당한다.
1081) Ferdowsī, Shāhnāma.



- 304 -

머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눈썹에는 고통으로
인해 주름이 솟아올랐다.

당대 사람들은 그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고 원한이란 불꽃의 열기가 완화되기를 바

랐다, (그리하여) 어떤 구름이 발생하여

[반구M iṣrā’] 끝부터 끝까지 차지하고

많은 눈과 비를 내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사방에서 차단

되었을 것이며, 홍수가 주변에 일어났을 것이다.

[시Bayt] 강이 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地球는, 진주처럼 물 위에서 떠돌았을 것
이다.

공기의 차가움이 극도에 이르러, 동물들의 장기와 사지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약 세 달 정도 지속되었다. 그 양측의 수

많은 군대, 아니 끝없는 두 바다는 서로를 마주보고 자리해 있었는데, 그 때에는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사힙키란은 야룩 티무르(Yāruq1082) Timūr)와 키타이 바하두

르, 그리고 헤라트의 말릭으로부터 달아나 사힙키란의 어전에 와 있었던 무함마드 (이

븐) 술탄 샤(Muhammad Sulṭānshāh)에게 명령하였다. “최대한 서둘러 적에게 야습을

감행하라.” 그들은 명받은 대로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말을 달려 나아갔으며 밤에 길

에서 우루스 칸의 아들인 티무르 말릭 오글란(Timūr malik Ūghlān)과 마주쳤는데, 그

에게는 3000명 이상의 기병이 있었다. 그리하여 다시금 아침이 가까워오는 밤에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1083) 두뇌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고,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하였다. 피는
생명을 원하였고, 진흙은 피를 원하였다.
칼끝이 마치 구름이 피를 뿌리는 것과 같았고, 구름의 중심은 칼의 광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466]

그리고 승전군은 정해진 바에 따라 승리하여 적들을 흩어뜨리고 패배시켰다. 일치 부

카의 손의 힘과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넓은 엄지로 인해, 티무르 말릭 오글란의 발이

화살의 타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막아내느라, 아미

1082) 투르크 어로 ‘빛나고 하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Dikhhudā).
1083)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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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야룩 티무르와 키타이 바하두르 두 사람이 각기 순교하게 되었다. 승리를 동반한 군

대가 승리와 더불어 귀환하였을 때, 세계가 순응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는 정탐을 위해 서둘러 나서도록 하라.” 그는 명령에 따랐고 한 사람을

붙잡아 데려왔다. 아미르 무바샤르 또한 바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또한 어떤

사람을 붙잡아 데려왔다. 그리고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적군에서 이름이 울룩 사트킨

(Ulugh Sātqīn, 大 사트킨)과 쿠착 사트킨(Kujagh Sātqīn, 小 사트킨)1084)인 두 바하두

르가 100명과 함께 정탐을 위해 이쪽으로 파견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때에,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와 알라다드 바하두르(Allahdād bahādur)가 오트라르 도시에 있으

면서 군대에게 군량(Taghār)1085)을 제공하곤 하였는데, 그들이 도시 바깥에서 정탐을

위해 이쪽으로 왔었던 적의 무리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아크 티무르는 15명 이

상을 거느리지 못한 상태였다.)1086)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는 사힙키란의 위대한 행운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향하였다. 그리하여 전투가 발생하였을 때 적들을 속이

고자 의도적인 패주를 행하여 전장에서 고삐를 돌려 적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용감히 나서서 양 익의 대열을 갖추어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 후에 공

상을 불태우는 칼을 보복의 칼집으로부터 꺼내들었고, 얼굴을 열어 그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였으며 저명한 자들 중에 두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

다. 그리고 말의 빠른 다리로 목숨을 건졌던 이들은 스스로를 땅과 개울에 던졌다. 아

크 티무르 바하두르의 조카인 케펙치 유르트치(Kipikchī Yūrtchī)는 小 사트킨1087)을 살

해하였으며 大 사트킨을 힌두 샤가 붙잡아, 산 채로 사힙키란의 어전에 데려왔다. 그리

하여 우루스 칸이 돌아갔고, 카라 카삭(Qarākasak)1088)을 자기 대신에 남겨 두었음이

분명해졌다. 사힙키란은 힌두 샤를 왕다운 애정과 호의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친히 적

들에게 진격하였는데, 카라 카삭 또한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적들 중에 어느 누

구도 그 지역에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상서로이 행복하게 그 전투에서 병사들과 함께

귀환하였으며, 키시의 평원에서 자신의 축복받은 오르두에 안착하여 그곳에서 7일을 머

1084) 본래 두 형제의 이름이라면 이 이름은 ‘작은’을 뜻하는 Kuchak가 더욱 적절해보이나, 캘커타
본에서는 킨직(Kīnjīk), 그 외의 출판본과 사본에서는 본문과 같이 되어 있다. 다만 옛 사료의
경우 가ج 실제 를چ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실제 소 사트킨(Sātqīn-i Kūchak)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1085)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1. 움푹한 대접, 접시, 그리고 그 것에 담은 음식, 요리 등을 의미한
다. 2. 도량형 단위의 일종으로 100Mann = 83,4kg 3. 군량, 식량인데, 그 중에서 전쟁에 쓰이는
용어이니만큼 3번이 가장 적절하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512).

1086)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만 수록된 내용이다.
1087) 'Sātqīn-i kīchik'인데, 이는 카작 사트킨을 가리킨다.
1088)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서는 카라카이박(Qarākaybak)라 되어있다. 그러나 카라 카삭이라는
이름이 역사적으로 종종 존재하였던 것에 비해(검은 까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카라카이박이
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용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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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렀다. [467]

[시Bayt] 고귀하게 하나 된, 승리를 동반한 운명, 동반자들의 상서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행운.

74. 사힙키란이 우루스 칸의 울루스를 공격한 이야기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우루스 칸과의 전투를 결의하여 대인들의 견고한 행운

과 함께 말을 몰았고, 툭타미시 오글란을 길잡이로 세워 출발하였다. 최대한 빨리 밤낮

을 달려, 15일 후인 월요일 아침에 지란 카미시(Jirān-Qamish)1089)에 이르렀다. 적의 무

리들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는데, 승전군이 그들을 약탈하였고, 말과 낙타와

양과 포로 등 다수의 전리품을 취하였다. 우연히 우루스 칸은,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노

력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지 않고 사망하였으며 그의 반역이라는 가시가 행복의 형태를

띠는 행운의 넓은 길에서 제거되었다. 그의 큰 아들인 툭타 키야가 그 자리에 앉았으나

그 또한 이 와중에 부친의 뒤를 따랐다. 사힙키란은 툭타미시 오글란을 단련하고 지도

하였으며, 모든 킵착 초원과 조치 울루스의 왕권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그로 하

여금 통치와 성취를 위한 모든 도구를 갖추도록 하여 그 왕국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불

꽃을 튀기는 번개가 그의 엄청난 속도에 대한 질투로 인해 불타오르곤 하였고, 세계를

누비며 세계를 여행하는 바람이 그의 가벼운 뜀박질을 배울 정도였던 항 오글란이라는

이름의 백마를

[시Nazm] 마음의 걱정보다 더욱 재빠르며, 현명한 판단보다 더욱 길을 잘 찾았다.
서두르는 이들은 앞서, 지도자는 뒤에서. 추구하는 자들은 달아났고, 구원자는 탐욕
을 부렸다.

그에게 사여하였고 말씀하셨다. “이 말 위에 있으면, 때로 적에게 기회가 생겨 달아

나는 때에, 어느 누구도 너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출발의 고삐를 사마르칸

트 방향으로 돌렸고, 상서로이 킵착 초원에서 귀환하였으며 상서롭고 행복하게 일란

(Yīlān, 뱀) 해 초, 778AH(1377년)1090)에 세계 정복자의 왕좌가 자리한 곳에 이르렀다.

사힙키란의 귀환 이후에 [468] 초원 측에서, 티무르 말릭이 칸의 자리에 앉았고 수많은

1089) 지란은 가젤 영양(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p.301), 카미쉬
는 갈대(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17)라는 뜻을 가지고 있
어, ‘영양이 살고 있는 갈대밭’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090) 778AH은 1376년 3월 21일 - 1377년 5월 9일인데, 그 중에 뱀의 해인 것은 1377년 2월 9일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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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함께 툭타미시 칸에게 향하였으며 대대적인 전투 후에 패배가 툭타미시 칸에게

발생하였으나, 사힙키란이 그에게 사여하였었던 그 말 위에서 목숨을 건졌다. 그리하여

천신만고 끝에 단필의 말로 홀로 그 분에게 이르렀다. (이렇듯) 승리의 사힙키란의 멀

리 보는 통찰력의 행운으로, 그 유명한 말은 그 왕자의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사힙키

란의 왕다운 마음은 툭타미시 오글란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의 그늘을 드리웠으며,

778AH말, 일란 해에 그의 왕권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 것을 무엇이든 준비하였

고, 대 아미르들, 예를 들면 투만 티무르 우즈벡과 그의 아들 바흐티 호자(Bakhtī

Khwāja)와 우즈벡 티무르(Uzbek Timūr)1091)와 기야스 앗딘 타르칸과 양기 쿠치(Yangī

Qūchī)를 그와 함께 시그나크로 파견하여 그를 칸 位에 등극시켰다. 아미르들은 명받은

대로 행하여 툭타미시 오글란을 시그나크에서, 앞서 말한 날짜에 칸位의 왕좌에 앉혔고

관습에 따라 행하였다.

[반구M iṣrā’] 그에게 N ithār를 관습에 따라 뿌렸다. [469]

75. 신의 끝없이 훌륭한 소식 중에, 왕의 별이 떠오른 이야

기 즉, 칼리파의 피난처이신 분의 축복받은 탄생의 이

야기

바로 그 해인 일란 해 중반부에, 사힙키란의 통치라는 정원이 지고하신 신의 도움

이라는 우물의 물방울로 온전한 신선함과 생기를 얻었고, 그의 행운이라는 묘목이 신의

훌륭하고 깨끗한 물방울들을 통해 공정과 성숙과 완숙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분의

가신들이 칸 位의 상징이 되어, 상서로운 나이팅게일이 훌륭한 꽃밭 위에서 (이와 같

은) 노래를 불렀다

[시Bayt] 왕 사힙키란, 신하들이 그를 세계의 왕위에 앉혔다.

사여라는 나무가 상서로운 행운의 개울에서 소망이라는 과일의 결실을 맺었으며,

희망의 농부가 <당신으로부터 한 상속인을 주옵소서.>1092)라는 황금들녘에 뿌렸었던 꿈

의 씨앗으로부터, <우리는 총명한 지혜를 가진 사내아이의 소식을 당신께 전하려 왔나

이다>1093)라는 소출을 얻게 되었다. <그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이름이

1091) 이란본Ⅱ에는 ‘Urank’이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대로 우즈벡 티무르가 더욱 적절해 보인다.
1092) Qur'ān, Sūra al-Marīyam :５．
1093) Qur'ān, Sūra al-Ḥijr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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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1094)라는 우연의 행운에 축복받은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게 지혜를 주었

노라. 그리고 신에게서 자애와 은총을 받았으니 그는 경건하더라.>1095)는 기적이 그 위

에 마련되어, 779AH 라비 알 싸니 14일 목요일(1377년 8월 20일)1096)에 통치와 국가 건

설의 나날들이 시작된 때이자, 칼리파 및 세계정복자 시대의 초반에, [470] 신의 훌륭한

은총으로, 통치와 행운의 왕좌가 자리하고 있는 사마르칸트의 견고한 마을에서, 사힙키

란의 행운의 눈이 훌륭한 자녀의 상서로운 행운의 빛으로 인해 밝아졌다. 그의 길고 영

원한 가문의 계속되는 간여는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에게 약속

된, 영원한 행운이 이어지는 나날들은, 그의 상서로움으로 귀결되는 등장과 연결되었다.

[시Nazm] 친절한 모친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는 왕좌로 가벼이 질주하였
다.1097)

세상을 사여하는 입술이 웃음으로 가득하였다. 왜냐하면, 행운의 태양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몸은 재치와 위대함으로 물이 올랐다.
키시의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주 보석을 지니고
있었던.
영혼은 그의 머리 위에 비단 천막을 두었고, 사향의 앞의 아래에 순정함이 있었다.

그의 태양과 같은 이마로부터, 빛의 광선이 태양의 얼굴보다 빛나고 있었을 때.

[시Nazm] 왕좌 아래에서 왕관 쓴 이를 축복하였다, 그에게 7개 국가에서 지세를
파견하였다.
세계에서 세계 정복을 행하였고, 전 세계를 통치하였다.
축복받은 눈길은, 왕의 행운의 성좌에 나타난 영광의 별이었다.

그의 상서로운 탄생의 때에 하늘의 상황은 이와 같았다 -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조

사함으로써, 최대한의 바람과 소망을 얻고, 의심 없는 위대함과 영광의 더욱 높은 단계

에 도달하고자 모색하였다. 즉 동쪽 수평선으로부터 (해가) 떠올랐던 때 상승점은 목성

1094) Qur'ān, Sūra al-Marīyam : 7.
1095) Qur'ān, Sūra al-Marīyam : 12-3.
1096) 샤루흐가 779AH 라비 알 싸니 월에 태어났고, 티무르 사망 당시인 807AH 샤반 월에 28세
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는 태양력으로 나이를 셈했음을 알 수 있다. 779AH 라비 알 싸
니 월을 0세의 시작으로 했을 때, 807AH 라비 알 싸니 월에 28년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29
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신 태양력으로 1377년 8월 20일을 0세의 시작으로 본다면, 1405년 2
월에는 아직 28세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1097)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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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왕궁(사수자리)이었는데. 그곳의 상서로운 눈길을 통해 모든 우정의 시각이

라는 창문이 한편으로는 일곱 기후대의 왕들의 왕좌(사자자리)를 향해 열려 있었고, 다

른 한편으로는 그의 높은 지위(게자리)에 닿았다. 그리고 상승점의 주인, 즉 목성(Sa‘d-i

Akbar)은 완전한 축복으로 상서로움을 동반하여, 금성(Sa'd-i Aṣghar)으로 하여금 자신

과 더불어 희망의 하우스인1098) 천칭자리, 즉 매 순간 속세와 내세의 목표가 되는 곳에

모이게 하였다. [471]

그리하여 목성은 통치의 고귀함과 위대한 영예에 둘러싸여, 꿈을 좇아 (자신의) 발

걸음을 희망의 뜰에 두었던 모든 소망을, 망설임 없이 더욱 훌륭한 형태와 더욱 쉬운

상태로 성취의 제단 위에 두었으며, 이를 가깝고 먼 곳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확신

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통치와 영광의 별인 태양은, 10번째 와타드(와

타드 아샤르, 처녀자리)1099)라 불렸으며 지위와 왕의 하우스라 여겼던,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드높은 왕관을 하늘의 한 가운데에 세웠다. 그리고 하늘 왕국의

통치(자)였던 그 곳의 주인(수성)은, 한편으로는 주인자리의 하우스이며, 한편으로는 높

은 지위의 성좌라는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곳에서(처녀자리)1100) 극도의 권력과 기쁨으

로 봉사에 임하였고, 그리하여 이에 따른 흔적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해졌다. 또한 안정과 권위의 별인 토성이 거하는 장소는 거주와 고정의 하우스인

네 번째 와타드(물고기자리)1101)로 정해졌다. 한편 천구의 결합을 중재하는 것을 권한으

로 여겼던 달 또한 그 때에 정점 가까이 있었으며, 완전한 만월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신성한 장소와 왕위가 자리한 곳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높은 정점에 흔들림 없이 자리

할 수 있었다. 이 규칙의 훌륭함 또한 극히 명백하였으며, 전해지는 것 보다 뚜렷하였

다. 단도를 가지고, 도검을 지닌 화성은 상승점의 맞은편이었던 7번째 와타드(하강

점)1102)에 자리하였으며, (이) ‘동료와 적의 하우스’1103)는 보복의 칼에 무력의 독이라는

물을 주어, 어느 누구든 발을 복속의 길 바깥에 두고, 저항과 공격의 머리를 쳐든다면,

지체 없이 영혼이라는 보석을 영혼을 취하는 자의 손에 맡길 것이며, 어느 누구든 이에

대해 의심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그 역시 자신의 상황이라는 거울에서 명확한 상태

를 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주인들(점성술사)이 증대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던 두 교차점1104) 중에 승교점('Oqde-i rās)1105)은 다섯 번째 하우스(Bayt al-Mā

1098) 11번째 하우스, 이곳에서는 천칭자리가 된다.
1099) 10번째 와타드는 중천점이 위치한 10번째 성좌를 의미한다. 샤루흐의 산명천궁도에서는 처녀
자리이다.

1100) 이것은 수성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수성은 천구의 모든 천체 중에서 (관념상) 태양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늘의 군주인 태양의 근신으로 비유된다. 수성은 주인자리
와 엑절테이션 사인이 모두 처녀자리이므로, 수성이 처녀자리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1101) 이때에 4번째 하우스는 물고기자리였다.
1102) 이때의 7번째 하우스는 쌍둥이자리였다.
1103) 7번째 하우스는 점성술 상에서 상대방에 관한 하우스이다.
1104) 이것은 일반적으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대와 다른 별들의 궤도가 만나는 곳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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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06)에서 일어났고, 감소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강교점은 두려움1107)의 하우스에서 (발

생하였는데), 그 영향 또한 극히 명백하다.1108) <그것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배열이시라.>1109)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천문학자들에게 그들의 올바른 법칙

중에서 이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었으며, 그 근간으로 삼았던

몫이나 다른 계산에 관한 이야기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바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472] 어쨌든 이것들은 모두 외면(Ṣūrat)을 보는 사람들이 유추와 평가를 통해, 몇몇 사

례를 가지고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이해하였던, 표징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정의 향기가 동지들의 생명의 코에 의의(Ma'nī)를 전하였

고,1110) 引導의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라는 산들바람을 통해,1111) 나무 꼭대기에 있

는 나이팅게일은 <(신께서) 가장 완전한 쿠란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주셨다.>1112)는 희

망을 가질 수 있었다. 예언자의 하디스에 의하면, “신께서 세계에 매 세기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이맘을 보내신다.”1113) (다만) 그 분의 업적이나 행적에 관한 상세한 기

록은 두 번째 章에 있을 것이며, 이곳에서의 목적은 축복받은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그 章의 서두에서, 설명 중에 일부를 이미 보고되었던 내용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신으로부터 도움과 회개가 있기를.> [473]

76. 사힙키란이 툭타미시 칸을 티무르 말릭과의 전투에 파

견함과 그에게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

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다른 별들’이란 달을 의미한다. 천구에서 황도와 여러 다른 별들, 특히
달의 궤도인 백도는 5도 정도 차이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 둘의 공전 과정에서 2번 정
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달이 황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면서
만나게 되는 점을 승교점,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 즉 위에서 아래로 향하면서 만나게 되는 점을
강교점이라 부른다.

1105) 'Oqde-i Zanab, Jūzhar-i Zanab, Jūzhar-i dam 모두 같은 의미이다. Jūzhar는 달의 천구궤도
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키는데, 위에서 언급한 승교점과 강교점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이 단어는 승교점을 의미한다(Abū-l Fażl Muṣafī, Farhang-i Iṣtilāḥāt-i Nuzūmī,
p.172).

1106) 다섯 번째 하우스, 즉 사자자리를 의미한다(전게서, p.96).
1107) 11번째 하우스를 의미한다.
1108) 이 부분의 내용은 당시 하늘의 상황과 다소 다르다.
1109) Qur'ān, Sūra al-Ān’ām : 96.
1110) 일반적으로 외면(Ṣūrat)과 의의(Ma'nī)는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지녀 신비주의학자들에게 많
이 거론되는 개념이다. 외면은 일반적으로 형이하학적인 측면을, 의의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1111) ‘산들바람’이라는 부분은 이란본Ⅰ에는 없으나 다른 판본과 사본에는 있다.
1112) 이란본Ⅱ 미주 138에 의하면 이것은 하디스의 일종이다(YZN/Ṣādiq, p. 1416).
1113) 이란본Ⅱ 미주 139에 의하면 이것은 아부 다우드(Abū Daūd)가 집성한 하디스의 일부이다
(전게서, 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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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타미시 오글란이 우루스 칸에게서 반기를 들었던 초반에, 피난처를 사힙키란에게

두었고 우즈벡 티무르는 그와 함께 [와서 사힙키란의 호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가 없을

때 우루스 칸은, 그의 천호를 한동안 소유르갈로 하였다.] 툭타미시가 티무르 말릭에게

서 패배하였을 때 우즈벡 티무르는 전투에서 뒤쳐져 그곳에 남았다가 잡혀서 티무르

말릭의 어전으로 옮겨졌고, 티무르 말릭은 그의 목숨을 용서하고 풀어주었다. 그들 사이

에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던 나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그는) 티무르 말릭 칸의 어전

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사람들과 무리들을 다시 돌려주어 칸에게로1114) 이동할 수 있

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티무르 말릭은 그의 청원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원한다면 머무르고, 만일 원한다면 가라.” 우즈벡 티무르는 바로 그 겨울에 달아

나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왔고, 사마르칸트에서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었으며, 왕

다운 호의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티무르 말릭의 상황에 대해 고하였다. “(그는)

밤낮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를 행하고 있으며, [474] 오전까지 잠들어 있습니

다. 그리하여 만일 수백 가지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잠에서 깨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갖지 않고 있으며, 모든 조치 울

루스는 툭타미시 칸을 찾고 있습니다.”

사힙키란이 어떤 자를 시그나크의 툭타미시 어전에 파견하여, 티무르 말릭 칸의 방

향으로 진격하라고 하였다. 티무르 말릭 칸은 그 겨울에 카라탈(Qarātāl)1115)에서 동영

하였는데 툭타미시 칸이 명령에 따라 군대를 정렬하여 그에게 향하였고, 그곳에 이르렀

을 때 그들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의 행운의 은총으로 인

해 패배가 티무르 말릭 측에 발생하였고, 툭타미시 칸은 승리하게 되어 킵착 초원에서

부친 세대를 대신하여 왕좌에 올랐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루스 호자

(Urūs Khwāja)를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였다. 그 분은 그 기쁜 소식의 도달로 인해 즐거

워하였으며 여러 날 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냈다. 그리고 기쁨을 모두와 나누기 위

해 모든 수감자들을 풀어주었고 우루스 호자를 다양한 호의와 애정으로 특별하게 하였

으며, 예복과 허리띠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시Bayt] 사신에게 말과 디나르를 주었고, 모든 종류를 무엇이든 많이 제공하였
다.1116)

1114) 이란본Ⅱ의 편집자는 이것이 Khāne의 오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두 출판본
및 캘커타본과 타슈켄트본 모두 Khān으로 되어 있다.

1115) 현재 알마티 북동부, 일리의 북서부이자 발하쉬 호 동단 아래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강의
이름. 준가리아 알라타우 산에서 발원하여 발하쉬 호로 흘러드는 7 河 중에 하나이다.

1116)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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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를 되돌려 보냈다. 툭타미시 칸은 시그나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동영을

하였다. 봄의 용사들이 이르러 녹음과 초원의 군대를 정원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1117)

툭타미시 칸은 수없이 많은 군대들을 정렬하여 진격하였고 사라이(Sarāy)지역1118)과 마

마이(Mamāq)1119) 무리들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강력함과 위대함은 나날이 발전

하였고, 사힙키란의 돌보심의 은총으로, 모든 조치 울루스가 그의 세력과 소유 하에 들

어왔다.

[시Bayt] 고귀함을 바라는 자들은 행운의 주변을 돌았다. 왜냐하면 고귀함 가운데
에서 행운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475]

77.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호라즘으로 사신을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겨울에 오트라르에서 우루스 칸의 맞은편에 있었던 그 해에, 유누스 수

피가 사태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릇된 기회를 엿보아, 군대를 부하라 방면으

로 파견하여 그 지역을 공격하였고, 얻은 것은 무엇이든 약탈하였다.

사힙키란은 잘라르티(Jalārtī)1120)를 사신으로 유수프 수피의 어전에 파견하였으며

뜻을 전하였다. “친족관계와 인척관계(혼인계약)로 동맹을 맺은 후에, 반기를 드는 이유

는 무엇인가?” 유수프 수피는 사신을 붙잡아 가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힙키란이 그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Nazm] 전문적인 서기들을 소집하셨고 명하셨다. 보석을 뿌리는 펜으로 (기록하
라).
서신의 앞머리에 신을 칭찬하였다, 그분은1121)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앞으로도)

1117) 여기에서 겨울이란 779AH 겨울(1377년 겨울)이며, 봄은 1378년 봄, 779AH말∼780AH초에
해당한다.

1118) 카스피해 북부, 볼가강 유역에 조치 울루스의 바투와 아바카가 건설한 조치 울루스의 수도.
1119) 『歷史의 精髓』의 출판본을 보면 시그나크에서 동영한 툭타미시가 봄에 카마크(Qamāq)라
는 곳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본을 보면 마마이(Mamāy)라고 되어 있는데,
우루스 칸이 조치 울루스 전역을 잠시 통일하였을 때, 서쪽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킹메이커로
활동하였던 사령관 ‘마마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마마이는 이후 1380년, 툭타미시와
Kalchik River강 유역에서 전쟁을 벌였다 패배하고, 그에게 살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본문은
현재 1378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마이를 살해한 단계는 아니다. 한편 마마이를 마마크라고
도 일컫는다는 점은 르네 그루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p.570 참조.

1120) 이 바하두르의 이름에 대해 샤미는 잘랄 앗 딘, 『歷史의 精髓』에서는 잘리타이(Jālītāy)라
고 하였다(ZT/Jawādī 2, p.546).

1121) 이 부분이 이란본Ⅱ에서는 ‘어디에(Kojā)’로 되어있으나, 이란본Ⅰ이 더욱 매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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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실 것이다.
그분이 운명적인 승리를 부여하였던 사람들, 그에게는 국가와, 왕관과, 왕좌가 남아
있다.
그것을 경시하였던 모든 이는 슬픔에 사로잡혔고, 위대한 태양이 그에게 비추지 않
았다.
그 후로 서기들은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 더 진하게 비단 위에 서명하였을 때,
왕들의 방식과 대인들의 관습 중에, 적어도 그 중요한 점을 이 정도는 알아야 한
다.
즉, 사신에 대해 살해와 구속은 없다는 것을. 그 밖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든 현명하
지 않다.
살에서 두뇌로 전달되지 못하였는가, 설마 <전달하는 의무>1122)란 쿠란의 문구와
같은가
사신을 파견하여라. 즉시,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에 대한 감사를 고통으로 만들지
말라.
가시를 지닌 묘목은 키우지 말라, 후회와 고통이 열매 맺을 것이다.

서신은 영광스러운 인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사신은 여러 역참을 거쳐 유수프 수

피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理性과의 상의 없이 그 사신 또한 가두었

고 다시 대담한 손을, 혼돈의 사슬을 뒤흔들기 위해 펼쳤다. 도둑인 투이 부카(Tūy

Būghā)를 일부 무리들과 함께 파견하여, 부하라 지역에 있었던 투르크멘의 낙타들을

몰아서 데려오도록 하였다. [476]

[시Bayt] 사람들은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모두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고 일에 나서
지 않았다.1123)

윤트 해1124)에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이 히자즈 여행에서 귀환하였고, 사힙키란

의 끝없는 행운과 행복이 있는 특수한 어전에 입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그 시대에 이

란의 왕국들 중에 우세한 세력을 가진 왕들의 상황을 축복받은 보고의 영광으로 전하

였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사힙키란은 아미르 무사의 자녀였던 훌륭한 부인이신 투만

1122) Qur'ān, Sūra al-Nūr : 54.
1123) 'Ūtbī, Tārīkh-i Yamīnī. 다만 이것의 원본은 아랍어이며, 초기부터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있었으므로 야즈디 또한 페르시아 번역본의 시를 인용하였다.

1124) 이란본Ⅱ에는 아야트 해라 되어 있지만, 앞서 일란(뱀의 해)가 지나갔으므로 바로 개의 해일
수가 없다. 780AH은 동물력으로 윤트/비친 해에 해당한다. 다만 『勝戰記』에서는 윤트(Yūnt,
말)의 해와 아야트(Yat, 개) 의 해가 여러 차례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그 중에 일례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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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와 빛나는 샤리아에 의거하여 혼인하였다.

[시Bayt] 세계는 이 상서로운 징조를 지닌 (혼인) 계약으로 인해, 수많은 영광이
증대되었다.

그 분의 완전한 애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즉, 天女(hūrāna-zād)와 같은, 천

사의 형상을 한 그 왕비의 마음에 들기 위해 천국을 닮은 깨끗한 마을이 마련되었다.

운명을 이룩하는 명령이 반포되어, 사마르칸트 서쪽에 성좌의 수에 해당하는 12개 정원

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었으며 그 곳에 훌륭한 궁정을 세웠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

게 비히슈트 정원(Bagh-i bihisht)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겨울에1125) 잔지

르 사라이에서 동영하였다. [477]

78. 사힙키란이 네 번째, 호라즘으로 군사를 이끌고 감과

그 승리에 관한 이야기

유수프 수피가 대담한 발로 신중함을 벗어났고, 극도의 자만으로 인해 반항의 손을

한 치의 거리낌도 없이 열었으므로, (이는) 사힙키란의 질투의 땀방울의 맥박이 보복의

의도를 갖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780AH 샤왈 월, 쿠이(Qūy, 양) 해 초반(1379

년)1126)에

[시Bayt] 태양이 물고기자리에서 이동하였을 때, 어떤 것은 (보석) 상자(Durj)1127)

가 되었고 다른 것은 루비가 되었다.

승리가 관습인 군대를 호라즘과의 전투를 위해 정렬하였다.

[시Nazm] 군대를 쳐부수는, 승리의 전위인 그 군대의 승리에 있어서, 그 병사들의
규모에 대해 확신의 펜은 의심 없이 알고 있었다.
그들의 창촉으로 인해 죄의 문이 하늘 위에 (있었고), 말들의 편자가 낸 상처로 인
해 갈라진 틈이 물고기의 등 위에 (있었다).

1125) 서력으로 1378-9년 사이의 겨울이며, 780AH 후반이다.
1126) 서력으로 1379년 1월 21일에 시작하며, 그 날은 양의 해 에람 월(1월) 3일이다.
1127)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서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뒤의 ‘루비’와 대구를 이루기 위해
이 뜻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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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롭고 행복하게 잔지르 사라이의 동영지에서 신의 보호와 함께 이동하여 호라

즘에 도달하였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에스키 오쿠즈(Iski Okūz)1128)를 건너

[478] 도시를 포위하고,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경계

를 위해 다른 성채를 세워 사방으로부터 자신의 방향을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매번 아

침과 저녁, 매일 두 번 함성을 질러 전투의 두려움으로 인한 진동이 시공간에 발생하였

다.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에 따라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여럿이 그 지역의 주변과

사방을 공격하였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일을 담당하는 포로들과 빠른 말들과 낙타들과

양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전리품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왔다. 이 사이에 유수프

수피는 서신을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두 사람으로 인해 수천의 무슬림이 살해

에 노출되었으며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 마땅히 우리 두 사람이 용기의 戰場으로 각자

의 발걸음을 두어야만 한다.”

[시Nazm] 신의 호의에 의지하여 노력하며 운명을 실험하자.
이 재빠른 천구가 이 결정에 관해 어떻게 날인하는지 보자.
세계를 밝히는 하늘의 경기 도중에 낮이 되돌아와 승리하게 되었고,
전장으로부터 용사들이 되돌아갔으므로, 벗의 마음은 슬프게 되었다.

사힙키란에게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은 영광스럽고 온화한 (그) 천성과 부합하는 것

이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하였다. “나는 고귀하신 신에게 (바로) 그와 같이

청하였다.” 그리고 지체 없이 정직함과 (신에 대한) 의존으로,

[시Nazm] 사힙키란은 전투의 옷을1129) 입고 망설임 없이 말 위에 앉았다.
상서로운 갑옷을 갖추고 그 위에, 왕다운 투구(M ighfar)1130)를 머리 위에 썼다.

1128) 이 지명은 타슈켄트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있다(Aspak Okūz). 그러나 ‘Eski’라는 단어
가 ‘옛’, 오쿠즈가 ‘강’ 이라는 뜻을 지닌 투르크어이기 때문에 이란본Ⅱ이 보다 적절하다
(Maḥmūd Kāshgharī, Dīvān-i Lughat al-Turk, p.210). 한편 『歷史의 精髓』는 ‘에스키 굴
Ghūl’이라 불렀는데, ‘굴’은 호수를 뜻하는 단어로 에스키 오쿠즈와 유사한 의미라 볼 수 있다
(ZT/Jawādī 2, p.548).

1129) 이란본Ⅰ의 경우 입맞춤(Būs)로 되어 있고 캘커타본의 경우 도구, 악기(Sāj)로 되어 있다. 그
러나 본문은 이란본Ⅱ을 따랐다.

1130) Dikhhudā에 의하면 투구라 할 수 있는 ‘Kulāh-khūd’ 아래에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한
편, 투구 자체라고도 하였다. 실제 아랍어로는 ‘al-Mighfar’가 투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는 戰時에 쓰는 철로 만들어진 투구로, 다양한 장식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머리 부분인 둥근
곳은 철판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아래에 철 고리들이 늘어뜨려져 있는데, 때로는 전신을 덮을
만큼 거대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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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을 들고 방패를 쥐고 상서로이 말을 몰아 [479] 성채로 향하였다. 노얀들과 아

미르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청원하였다. “친히 가시는 것은 선책이 아닙니다.”

이름난 사힙키란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나아갔다.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

은 극도의 충심과 지지로 인해 평정의 손에서 자기 절제의 고삐를 놓쳐, 황망히 무릎을

꿇고 그 분의 고삐에 손을 댄 채로 행운을 원하는 혀로 고하였다. “臣이 살아있는 한,

어떻게 친히 전투를 치르게 하겠습니까.”

[시Bayt] 왕이 홀로 전투를 행한다면, 어찌 그 황야에 많은 기병들이 필요한가.
1131)

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길이 불타올라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며, 도검을 빼어들고

물러서도록 하시니,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은 고삐에서 손을 거두었고 발을 다시 뒤

로 두었다. 그리고 그 분은 오직 신의 도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단독으로 달려

해자의 가장자리까지 (나아가) 소리쳤다. “유수프 수피에게 말하라, 나는 네가 바라는

바에 따라 와 있다. 자신의 말을 지켜 바깥으로 나오라, 그리하여 안내자이신 신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사여하는지 보자.” 유수프 수피는 두려워하였고 말한 바에 대해 후회

하였으며 숨을 죽였다. 사힙키란은 그를 부추기기 위해 다시 한 번 소리 질렀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이러한 말들로 분노를 유발하는 이야기들을 하여,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 하여도, 유수프 수피에게 있어 목숨을 지키는 것은 체면을 지키는 것 보다 우선이

었으므로 실로 이러한 식으로 변명하였고,.

[시Nazm] 만일 세계의 모든 군대가 전쟁에서, 모두 코끼리와 사자와 표범이라면,
그의 깃발(Farhang)을 멀리에서 보았을 때, 그와의 전투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

극도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대답조차 없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한동안 머물렀고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 축복받은 병영으로 귀환하였다. [480] 세상 사

람들은 그 분의 완벽한 용기에 놀라게 되었고 찬사를 행하였다.

[시Nazm] 모두 함께 찬사를 행하였다. 당신 없이는 결코 시공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이로움은 당신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밝은 태양과 달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
됩니다.

1131)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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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와중에, 티르미드 방면에서 첫 번째 하르보제(Kharbuza)1132)가 사힙키란에

게 전달되었으니, 왕다운 관대한 성품에 따라 말씀하셨다. “유수프 수피가 우리 맞은편

에 자리해 있으니, 이 새 과일의 반을 금으로 된 접시 위에 놓아, 그의 어전에 파견하여

라.” 아미르들은 고하였다. “금으로 된 접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된 접시에 보

냅시다.” 왕다운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금

으로 된 접시에 두고, 해자 가까이로 가져갔을 때, 성벽 위에서 물었다. “접시 위에 있

는 것은 무엇인가?” 가져간 이가 말하였다. “사힙키란이 유수프 수피를 위해 파견한 새

하르보제다.” 그리고 그것을 해자의 가장자리에 두고 되돌아왔다. 그들은 그것을 유수프

수피의 어전으로 가져갔는데 그는 옳지 못한 판단으로, 하르보제에 대해 명을 내렸다.

“성벽 위에서 강물에 던지고 접시는 문지기에게 사여하라.” 그 후에 핫지라는 이름의

사령관이 대문을 열고, 전투에 준비된 군대와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그의 축복받은 등자에 동행하고 있었던 바하두르들과 함께 도검을 뽑아들고

공격하였으며, 강을 헤엄으로 건너 전투의 불꽃을 피웠다.

[시Nazm] 그들이 발걸음을 두는 모든 곳에서, 너는 말하였지. 불꽃이 갈대에 떨어
졌다고.
칼끝은 창공에 달빛을 비추었고, 창촉이 원한의 정원에 피로 물을 주었다.
땅은 피로 인해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말들은 살해된 자들 위를 달렸다.
안장 도끼와 활이 만든 틈으로 인해, 땅이 하늘보다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모든 전장에 산더미처럼 살해된 자가 있었다. 양쪽 두 무리가 서로를 넘어뜨렸다.
하늘이 깃발을 내리고, 보라색 하늘의 금으로 직조된 밤이 지나갔던 이때에. [481]

전투에 능한 바하두르들이 양 측에서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였고 기병들 중에 수많

은 사람들이 죽음의 땅에 넘어졌으며 양 측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결국

에 호라즘의 군대가 전투에 지쳐 패주하여 성채로 들어갔다. 일치 부카와 아크부카의

아들 아누시르반(Anūshirvān)이 용사다운 노력을 기울여, 두 사람 모두에게 타격이 가

해졌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받은 군영으로 데려와 치료를 행하였는데, 일치 부카는 회복

하였으나 아누시르반은 사망하였다. 그 후에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투척기를 마련하여 세웠으며, 돌의 타격으로 유수프 수피의 궁정을 파괴하

였다. 유수프 수피는 이 상황을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

였으며 세 달 16일 동안 포위가 지속되었으나, 날마다 승전군의 우세와 승리의 상징 및

행운의 전조가 명백해졌다.

유수프 수피는 어지러움과 두려움과 우울함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병에 사로잡혀

1132) 멜론 科의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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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가 건강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예견치 못한 치명적인 병이 발생하여 그것으로

사망하였다.

[시Bayt] 수많은 우울함과 질투, 슬픔으로 인해 살아남을 수 없었다. 혼란스러워
하고 울부짖으며1133)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또한 사힙키란의 희귀한 우연으로 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그 분이

홀로 성채 가까이로 나아가 유수프 수피와 결투를 하고자 하였을 때, 그가 바깥으로 나

오지 않았으므로, 축복받은 혀로 말하였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며칠 만에 신성한 운

명이 그의 죽음을 그의 삶보다 선호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늑대가 유수프 수

피의 삶이라는 웃옷을 찢었을 때, 승리의 풀숲 속 사자들과 용기와 지혜의 정점에 있는

표범들, 즉 왕관을 지닌 사힙키란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수요일 낮에 용기 내어 城으로

향하였고 주변과 사방에서 전투에 돌입하였으며 성채를 뚫고 들어갔다. [482]

[시Nazm] 전투의 불길을 뜨겁게 하여 호라즘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 이름이 ‘우르겐즈(Urghenj)’1134)였던 세계는, 진주와 보석 등으로 가득한 보물창
고였다.
혼돈을 일으키는 노력을 통해 정복되었다.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북쪽과 남쪽과 동풍과 서풍이 이 좋은 소식을 가깝고 먼 곳에 전하였다.
달에서 물고기까지 비명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세계의 군주인 왕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승전군은 장악의 손을 점령과 약탈에 열었고, 물자라는 이름이 그 위에 두어져 있으

면 소리가 있든 없건 간에, 약탈의 바람으로 날려버렸다.

[시Nazm] 손을 살해와 약탈에 두었다, 수령들의 궁정을 모두 무너뜨렸다.
그들의 여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일부를 도검과 화살로 살해하였다.

그들의 건축물들은 사실상 <높은 것은 아래로 내려앉는다>1135)는 말씀이 당대의

상황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의 거주지들은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 대지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도다>1136)는 현상을 목도하였다.

1133)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Ⅰ은 ‘슬픔으로 인해’로 되어 있다.
1134) 전술한 대로 현재의 우르겐치가 아니라, 옛-우르겐치이다.
1135) Qur'ān, Sūra al-Hūd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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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지붕의 입술이 땅에 입을 맞추었다, 기둥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리를
이탈하였다.
벽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신의 무력에 대해 두려워하였던 숭배자들처럼.
문은 사람들을 막았던 것을 회개하였다, 자물쇠와 보물창고로 인해 안전하게 되었
다.

지식인들과 물라들과 하피즈(쿠란독경자)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귀족들을, 온 집안

구성원과 더불어 키시 도시로 파견하였다.

[시Bayt] 부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지식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친족들과 함께 데려
갔다.

이 유명한 승리는 쿠이 해, 781AH(1379년)1137)에 발생하였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

란은 허벅지 아래에 있는 행운이자 등자에서의 승리인 날랜 걸음을 지닌 말과, 승리의

동료들과 함께, 통치와 지배의 왕좌가 자리한 곳을 향해 귀환하였으며, [483]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상서롭고 행복하게 안착하였을 때, 그 겨울에 잔지르 사라이에서 동

영을 하였다.

[시Bayt] 다양한 승리의 행운을 얻게 되었고, 기쁨의 도구를 준비하였다.1138)

79. 도시 키시의 성채 및 아크 사라이의 건축에 관한 이야

기

몇몇 역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키시 도시는 이전 시대에 이슬람 대 울라마들의 본

산이었고, 저명한 무하디스(Muhaddith)1139) 들 중에 세 명의 위대한 이맘이 그 지역 출

신이었다. (그 셋은) 아부 무함마드 압둘라 이븐 하미드 이븐 나스르 알 키시(Abū

Muhammad 'Abd allAHbin ḥamīd bin naṣr al-Kashī)1140)와 압둘라 이븐 압둘라흐만

1136) Qur'ān, Sūra al-Zelzāl : 1-2.
1137) 781AH은 1379년 4월 18일에 시작하여 1380년 4월 5일에 끝난다. 그리고 이 해는 양과 원숭
이의 해인데, 양의 해는 처음부터 1380년 2월 6일까지 이어진다.

1138) 타슈켄트본의 경우 앞 장에서 이 부분까지가 생략되어 있다.
1139) 무함마드의 언행에 대해 기록한 하디스를 集成한 이들을 의미한다.
1140) 170AH∼249AH에 살았던 키시 출신의 하디스 집성자. 일반적으로 ‘아부 이븐 하미드’라 불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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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다르미 알 사마르칸디(‘Abd allAHbin 'Abd al-Raḥman al-dārmī al-Samarqand

ī)1141)와 압둘라 무함마드 이븐 이스마일 알 부하리(Abū Abd allAHMuhammad bin

Isma'īl al-Bukhārī)1142)인데, <신은 그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한 그분을 기쁘

게 하였다>1143) 그 시대에 지식인들은 빛처럼 가치 있는 배움을 위해 주변과 사방에서

그 깨끗한 마을로 향하였는데, 그 중에 아불 후세인 무슬림 이븐 히자즈 알 카시리 알

니샤푸리(Abū al-husayn Muslim bin ḥijāj al-Qashīrī al-Naysābūrī)1144)가 있었으며,

(그는) 압둘라 이븐 하미드 알 카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이맘들과

훌륭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모두 학습과 이득을 얻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로 키시를 ‘지식과 문화의 카바(Qa'ba al-'Ilm wa al-Adab)’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봄에 그 도시의 지붕과 벽까지 녹음이 나타났던, 정원과 초지의 신선함과

생기로움 때문에 ‘푸른 도시(Shahr-i Sabz)’로 유명하였다. 결국 비친 해에 해당하는

781AH말(1380년 초)1145), 봄이라는 건축가가 성장의 힘으로 푸른 도시와 초지를 짓고자

노력하였고, 장미 꽃밭이란 궁정의 나뭇가지 끝을 높이의 정점에 세웠으며, 터키석 색의

배경에 종이와 자수 작업으로 금으로 된 꽃을 그렸던 봄이라는 계절의 초반에,1146)

[시Nazm] 초지라는 건축가가 성채의 기초를 무너뜨렸다, 푸른 꽃밭인 도시의 주
변은 가시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 때에 천국과 같은 왕국에, 꽃의 왕궁이 수많은 장식과 그림으로 완성되
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키시의 훌륭한 평원을 [484]

[시Nazm] 그 창공의 공기는 마치 드높은 천국과 같아, 훌륭한 이성과 지식을 증
거로 제공하였다.
그의 꽃은 신선한 사향이고 그 물은 장미수였다. 훌륭하도다! 그러한 훌륭한 시대

1141) 181∼255AH사이에 살았던 이슬람 학자이자 하디스 집성자 중에 하나이며 Sonan al-Dārimī
라는 하디스를 편찬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알 다리미’라 불린다.

1142) 194∼256AH 동안 살았던 이슬람 학자이자 하디스 집성자 중에 하나이며 Ṣaḥīḥ al-Bukhārī
를 저술하였다. 무함마드 알 부하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는 4대 법학파 중에서는 한발리 계
열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1143) Qur'ān, Sūra al-Tūbah: 100.
1144) ‘무슬림 니사푸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9세기 하디스 학자로, 하디스를 수집하여 Sahih
Muslim라는 6대 하디스 선집 중에 하나를 남겼던 후라산 출신의 인물이다.

1145) 1380년 2월 7일∼4월 5일까지이다.
1146) 781AH은 서력 1379년 4월 19일-1380년 4월 6일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봄은 페르시아권에
서 노루즈를 기점으로 시작한다고 볼 때, 그 해의 노루즈는 781AH둘 히자 월 5일, 서력 1380년
3월 12일에 시작한다. 이때는 비친 해이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설명한 연대 기록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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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삼았고, 샤흐리 사브즈 성채 건축을 명하였으며 그것을

아미르들과 군사들에게 분담케 하여

[반구M iṣrā’] 성채의 건축을 필요로 하는 운명의 장소에

기반을 놓았다. 그리고 도시 내부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城이 기반을 놓아

건설되고 완성되었을 때,

[시Nazm] 그 흉벽(Kunghra)의 높음은. 하늘에 별들의 눈이 흩뿌려질 정도로 극에
달하였다.
검은 밤, 그 벽의 하얀 빛은, 기도하는 자들을 아침부터 의심에 빠뜨렸다.
스스로 여러 차례 멀리 내다보는 경외심을 發하였다, 視野라는 포승줄을 그 위에
던질 수 있을 만큼.
[그 광장의 점토 벽이 터키석 색을 지니고 있을 때, 하늘은 교묘히 스스로를 그 사
이에 던졌다.] 1147)

드높은 어떤 건축물이, <신께서 하늘을 두시어 권능과 능력으로 높이 두고 넓게

두셨다>1148)는 능력 있는 건축가가 <대지를 두되 넓게 펼쳤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

졌는가.>1149) 라는 창조를, 연식이 높은 하늘같은 기술자가 완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건물은 비록 수차례 세계를 돌아다녀 보았으나 볼 수 없었다.

[시Bayt] 땅에서 하늘로 머리를 들었다, 그 고귀한 이름은 아크 사라이(Āq Sarāy)
가 되었다.

80.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이,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헤라트의 말릭 기야스 앗 딘의 소환을 위해 파견

한 이야기

1147)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 등장하나, 이란본Ⅱ에서 주로 참고한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1148) Qur'ān, Sūra al-Zārīyāt : 47.
1149) Qur'ān, Sūra al-Zārīyā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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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동영지에서, 사신을 말릭 기야스 앗 딘 피르 알리의 어전에 파견하였

다. [485] “초봄에 아미르들과 대 노얀들이 쿠릴타이를 위해 모일 것이니, 말릭 또한 마

땅히 참석해야 한다.” 사신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말릭은 그에게 예의와 고려의 방식

을 준수하면서 변명하였다. “만일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께서 왕림하신다면, 신은 지

지(를 표명하는) 손을 그와의 대화라는 안장에 둘 것이고, (그 분에 대한) 봉사를 위해

서둘러 가겠습니다.” 겉으로는 이와 같이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사힙키란은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781AH에 파견

하였다. 그리고 (그가) 헤라트에 이르렀을 때, 말릭은 애정과 경의를 다해 그의 왕림을

맞이하였고, 선물 준비 및 여행 도구들의 마련이라는 이유로 그를 한동안 머무르게 하

였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변에서 곡식들을 성채로 끌어왔다. 그리고 이 보다 1

년 전에 헤라트 주변에, 그 둘레가 두 파르상에 달하는 도시 울타리(Shahrbandī)를 새

로 세웠었는데, 온전한 노력으로 그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과거에

성채 바깥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과 정원들이 이 도시의 내부가 되었고, 어쩌면 운명의

화살을 노력과 처리의 방패로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아!

[반구M iṣrā’] 운명을 이끄는 小화살로

철로 된 방패가 종이처럼 부드러워졌고, 돌로 된 성벽은 거미집처럼 짜여 균형의

상태를 이루었다.

[시Robā'y] 운명이 방패인 화살과 함께라면, 재빠를 필요가 없다. 운명의 공격과
함께라면 황야이던, 성채이던 (상관없다).
재앙 같은 기병대와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갑옷은 선발에 대한 만족을 위한
것이고, 성채는 항복을 위한 것이었다.

아미르 핫지 기야스 앗 딘은 말릭이 생각의 펜으로 상상의 판 위에 무엇을 쓰던

간에 그의 상황이라는 장부를 읽어내었으므로, 그를 스스로의 상황에 놓아두고는 고귀

한 왕좌의 발치로 귀환하였으며, 말릭의 상태에 대해 생각하였던 바를 모두 보고하였다.

[486] 그리고 또한 이 사이에 알리 벡 이븐 아르군 샤 자운 쿠르바니가 사힙키란의 지

시에 따라 복종의 허리띠를 묶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왕다운 자비는, 그로

인해 발생되었던 과거의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악이라는 밑그림을 용서와 눈가

림이라는 깨끗함으로 씻어, 그의 도달을 경의로 맞아주었으며 여러 가지 위무와 호의를

제공하였고 그의 딸을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연회

를 베풀고 여러 번 그에게 예복을 입혔으며 그와 함께 헤라트 방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상의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여, 초봄에 (그가) 헤라트 공격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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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리 벡은 이 내용을 의무로 받아들였고, 계약과 조약으로 강화하였다. 사힙키란의

자비는 그에게 다양한 호의와 보살핌으로 영광을 부여하였으며, 귀환의 허가를 사여하

여 그는 자신의 지역으로 귀환하였다.

[시Bayt] 왕다운 사여로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근거지로 되돌아갔다.
[487]

81.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후라산으로 파견한

이야기

선택된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등불의 빛으로부터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신은

나를 사랑하고 그분은 내 영혼을 사랑하며 그분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하디스의 말씀

이 명확해졌다. 즉, 신께서 선택한 자들의 마음 속 호머 새는 호의의 그림자를, 커다란

일이나 가치 있는 사건이 아니면 드리우지 않았으며, 모든 목표들의 각각마다 그것의

오롯한 완성을, 그의 의도의 눈길이 드리워지는 곳으로 삼아, 그보다 못 미친다면 만족

하지 않았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신이 도우시는 그 분의 드높은 마음이라는

장엄한 산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서는 울리지 않았다 :

[시Shi’r] <우리는 무덤이든 세상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1150)

오직 권력자의 힘이나 필요에 의해 준비된 것 외에는 어떠한 소리도,

[시Nazm] 목은 어째서 당대의 부당함을 내버려두고, 마음은 어째서 모든 일을 미
진하게 행하는가.
바다와 산을 놓아두고 통과하자, 불사조(Sīmurgh)처럼, 깃털 아래에 바다와 산을
두자.
바람을 안고 하늘 위에 발을 두거나, 혹은 용감한 자들처럼 마음을 두고 나아가
자.1151) [488]

1150) 이란본Ⅱ 미주 140에 의하면 이 아랍어 싯구는 아부 파라스 알 하마다니(Abū farās
al-ḥamadānī)의 시집(Dīwān)의 싯구이다(Dīwān-i Abū farās al-ḥamadānī, ed. Qalfāṭ. p.93).

1151) 호자 야흐야 카라비(Khwaja Yaḥya Karābī)는 8세기AH 중반에 사르바다르의 통치자로, 칭
기스 칸의 일족인 토가 티무르와 후라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다. 본문의 시는 그가 토
가 티무르에게 보낸 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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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인들의) 귀에 도달하지 않았다. 결국에 사힙키란의 행운의 기반이 영원한 신

의 도움으로 왕좌 및 세계 정복이라는 사다리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랐을 때, 드높은

통치에의 열의와 열정은 <왕은 신의 그림자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다른 이들이 그 지

고한 업적에 간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분의 훌륭한 야욕의 열의라는 혀 위에, <세계의 무대에 두 명의 왕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말씀이 여러 차례 올랐다.

[시Bayt] 왕은 한명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세계에 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신의) 현명한 마음에 가까워질 수록 좁아졌다.

그 시대에 이란 땅에는 각 왕국마다 각기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 통치의 기반을 무너

뜨리고 오랜 시간 동안 힘과 세력의 기회를 충분히 얻었으며 독립의 깃발을 세웠다. 그

러한 이유로 나날이 증가하는 그 분의 행운이 투란 왕국들의 점령과 지배를 완료하고

온 차가타이 울루스 및 조치 울루스가 그의 희망을 지닌 대리인들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운명을 확증하는 판단이 이란 점령의 방향으로 향하였고, 바로 그 피친1152) 해 가을, 즉

782AH(1380년)에 해당하는 때1153)에 훌륭한 자녀 아미르자데 미란샤(Amīrzāda

Mīrānshāh), 비록 아직 14세의 나이였으나, <소문에서는 마치 사자와 같은 아기 사

자>1154) 를 후라산의 지배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의 형제 아미르

자항기르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1155)과 아미르 아크부카와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Amīr Uthman 'Abbas)와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와 티무가의 형제 카마리와

타반 바하두르와 사르부카의 형제 우루스 부카(Urūs Būghā)와 피르 후세인 바룰라스

(Pīr Husayn Barlās)와 아미르 무사의 아들 함자(Hamza)와 무함마드 카즈간

(Muhammad Qazghān)과 사룩 아트카(Sāruq1156) Atka)와 우치 카라의 아들 무자파르

(Muzaffar) 및 다른 아미르들을,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에서 필요로 하였던 50개 쿠슌의

기병과 함께 축복받은 대오에 동행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이들의 집과 가족을 후라산

방면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15무리의 병사들과 아들들을 업무로 이끌었다.>1157) [489]

1152) 앞에서는 ‘Bīchīn'해였다. 원숭이 해를 때로는 Bīchīn, 혹은 Pīchī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153) 782AH은 서력 1380년 4월 7일∼1381년 3월 27일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가을은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이 해는 원숭이/닭의 해에 걸쳐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을은 원숭이의 해에 해당한다.

1154) 이란본Ⅱ 미주 141에 의하면 이 시는 12세기 아랍의 시인 하리리(Ḥarīrī al-Baṣrī)의 시이다
(YZN/Ṣādiq, p. 1416).

1155) 이란본Ⅱ에는 기야스(Ghīyāth)로 되어 있지만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은 본문과 같다.
1156) 투르크어로 비단천의 일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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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Shi'r] 샤한 샤는 아들이 적절하다 여겼을 때, 태양을 향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1158)

세계의 샤자데는 명령에 따라 수많은 병사들 및 신의 가호와 더불어, 승리를 이끄

는 질주하는 말의 고삐를 이란 방향을 꺾었다.

[시Nazm] 투란으로부터 공격적인 용사들이, 서둘러 이란으로 길을 나섰다.
병사들은 마치 수 없이 많은 개미와 파리처럼, 모두가 칼을 들고 단도를 쥐었다.
군대가 제이훈 강의 방향에 이르렀을 때, 기병들(이 일으킨) 먼지가 하늘에 닿았다.
정의로운 샤자데의 명령으로, 기술자들이 능력의 손을 들어 올렸다.
배로 다리를 (강의) 통로 위에, 강 위에 마치 알레프 형태로 설치하였다.
제이훈을 그 다리 위에서 신의 도움으로 두려움 없이 건넜다, 투란의 병사들이.

가을과 겨울에 발흐와 시비르간에서 기쁨과 행운으로 보냈으며 겨울이 끝날 무렵

말릭의 영역 중에 바드기스를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물자와 셀 수 없이 많은 말

들 및 이익이,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당대의 수확이 되었다.

[시Nazm] 그 샤의 영예로 새로이 일어나게 되었다, 많은 바람을 갖고 군대를 정
렬하였다.
말과 물자와 값비싼 물품 중에서, 병사들은 넉넉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리고 해가 물고기자리의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1159), 알리 벡이 사신을 파견하여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보고하였다. “만일 명하신 대로, 승리를 형상화한 깃발들이 헤라

트 방면으로 향한다면, 신은 봉사의 허리띠를 묶어 승전군을 안내하겠습니다.

[시Bayt] 샤의 군대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모두 모이는 곳으로 갑시다.1160) [490]

82. 승리와 연관된 사힙키란이 이란의 땅으로 군대를 이끌

1157) 이란본Ⅱ 미주 142에 의하면 이 시구는 Kamīt b. Zīd의 카시다 중에 한 구이다.
1158) Ferdowsī, Shāhnāma.
1159) 물고기자리는 1년을 ‘태양이 황도 12궁중에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12달로 구분하는 일
부 페르시아 태양력 중에 마지막 달에 해당한다. 즉 잘랄리력으로는 마지막 달인 에스판드 달
의 중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60) 이 싯구에 대해 두 출판본은 ‘갑시다(Biravīm)'를 Buru (wa) bam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
나 타슈켄트본에는 점이 한 개 더 찍혀있다(YZN/Urunbayeb,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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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 이야기

타하쿠(Takhāqū, 닭)의 해 초, 782AH말에 해당하는 때(1381년)1161) <최고의 평화

를 지니신 분이시여!> 정의를 상징하는 봄이라는 왕이 군대를 정렬하였고, 정원과 꽃봉

오리들을 <신의 은혜의 예증을 보라, 그분께서 죽은 대지를 어떻게 생동케 하였는가

.>1162)라는 보고 장소에 출석케 하여, 온 땅 위에 끝부터 끝까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초목이 자웅으로 성장케 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1163)라는 창조주의 도움으로 점

령하였던, 새 봄이란 계절이 가까운 때에,

[시Nazm] 봄의 왕에게 정의가 관례인 것 마냥, 모든 땅 위를 푸름으로 사로잡았
다.
초지의 사방에서 병사를 정렬하였다, 그 공정함으로 인해 세계는 드높은 천국이 되
었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이란으로의 진격을 결정하였고, 주변과 사방에 군대의 소

집을 명하였으며 병사들이 모이기 전에 <신에게 기대어> 더욱 영광스러운 운명을 향해

나아갔다.

[시Bayt] 허벅지 아래의 행운의 말이, 머리 위에 승리의 차양이, 연이은 승리가 안
내자이신 신의 도움으로.

승전군이 사방에서 줄지어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시Nazm] 1164) 황야가 식물로 인해 마치 비단 천(Parniyān)과 같아지듯, 투란인 무
리들이 준비를 마쳤다.
투르크 인들 중에 선택된 병사들이 다가왔다, 모두 동쪽 땅의 칼을 든 이들이었다.
쿠틀란과 티르미드와 주변 마을로부터, 사방에서 많은 군대가 모여들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다, 네가 말하였다. 세계가 가득 찼다고.
그 땅의 병사들은 방향을 돌리지 않았고, 그 땅 위에서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
했다.

1161) 앞서 언급한 1380년 4월 7일∼1381년 3월 27일 중에 닭의 해의 초반은 동물력 에람 월이 시
작되는 1381년 1월 26일부터이다.

1162) Qur'ān, Sūra al-Rūm : 50.
1163) Qur'ān, Sūra al-Qāf : 7.
1164)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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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 차례 이동한 후에 [491]

[시Nazm] 군대와 함께 제이훈에 이르렀다, 신앙을 양성하는 사힙키란 왕께서.
기술자들은 크고 작은 배로 다리를 엮었다. 디즈크 통로 위에1165).
제이훈 강을 건너 재빠르게 왔다. 후라산에 마지막 심판이 발생하였다.

모든 초원과 황야의 무대가 천막들과 깃발들과 외양간과 병사들과 건축물과 왕궁들

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시Nazm] 엄청난 수의 백성들과 흥분한 병사들, 大帳殿과 천막과 왕궁이,
세계는 가깝고 먼 곳에서, 길이 同風과 西風으로 인해 닫힐 지경이었다.
땅이 흔들리게 되었다. 마치 검은 구름처럼, 너는 말하였지, 병사들이 달리지 않고
있다고.

사힙키란이 안드후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진실한 의도와 순결한 생각을 갖고

신비스러운(Jazba)1166) 신의 벗(Awliya)이자 아스하브의 무리 중에 있었던 바바 산쿠

(Bābā Sankū)를 방문하였다. 그는 가지고 있었던 신비 및 광기로 인해, 그 분을 향해

고기의 가슴살을 던졌다. 그 분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겨 말하였다. “지고하신 신께서

지상의 중심이라 이야기되고 있는 후라산을 나에게 사여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렇게 되었다. 그곳으로부터 상서로움과 번영으로 진격하였는데, 그 수많은 이동과 안착

으로 인해, <실로 심판 날의 지진은 무서우니라.>1167)는 말씀의 뜻이 매일 새로이 드러

났다. 북과 피리가 부르짖는 소리, 게우르카의 울림소리 및 크고 작은 종이 울리는 소

리로 인해 <나팔이 울리는 그날을 상기 시킬지니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

포에 휩싸이게 되리라.>1168)라는 뜻을 지닌 소리가 토성의 귀에 닿았다. 사라흐스 성채

에 있었던 말릭 기야스 앗 딘의 형제인 말릭 무함마드(Malik Muhammad)는 세계 정복

자의 깃발이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충심의 의복을 입고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

으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며, 다양한 위무와 고귀한 恩賞

1165) 이란본Ⅰ에서는 ‘Zerq 유역 위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Ⅱ은 위와 같이
되어 있다(YZN/Urunbayeb, p.349). 그런데 앞서 나타났던 디즈크(Dizq)는 현재의 지자크와 위
치도 유사하므로 같은 곳으로 비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등장하는 디즈크는 제이훈 강 유역이기
때문에 같은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디즈크’ 통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166) 일반적으로는 매력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슬람 수피들에 대해 쓰였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가 모르는 채로 발현되는 종교적인 이끌림의 힘을 일컫는다.

1167) Qur'ān, Sūra al-Ḥajj : 1.
1168) Qur'ān, Sūra al-Naml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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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ūrghāmishī)1169)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과 역참들을 횡단한 후에 메르브에

서 무르갑으로 유명하였던 강을 [492] 건넜고 헤라트에서 11파르상 거리에 있었던 자그

달릭1170)에 안착하였다. 알리 벡의 소환을 위해 어떤 자를 파견하여, (알리 벡으로 하여

금) 자신의 병사를 모아 최대한 빨리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합류하라 하였다. 알리

벡은 계약이라는 얼굴을 불충의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명령의 복종에 대해 변명과 경시

를 일삼았으며, 오만의 극치로 인해 대담한 발을 자신의 한계 바깥에 두어, 자기 자신도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신 또한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 말릭 기야스 앗 딘

(이븐) 피르 알리가 일찍이 니샤푸르를 사르바다르 인들로부터 분리하여 그의 군대 중

에 다수가 그 방향에 있었으므로, 사힙키란은 출발의 고삐를 잠과 쿠스비야(Kūsviyya

h)1171) 측으로 꺾어 그 방향의 군대들이 말릭에게 합류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쿠

스비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사령관이었던 파흘라반 마흐디(Pahlavān Mahdī)가 마중

을 나왔고,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 주민들에게는

하늘같은 군대의 통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닿지 않았다. 신앙을 양성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힙키란은, 은둔하는 대 마울라나 (Maulānā-i A'ẓam Ūra‘)1172), 당대의

은둔 울라마 중에 있었던 자인 앗 딘 아부바크르 타이부디(Zayn al-Dīn Abū Bakr

Tāybudī)1173)를 방문하기 위해 타이부드(Tāybud)1174)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깨끗한 의

도와 순수한 생각으로 당대의 뛰어난 이야기들을 이해하였고 전술한 그 마울라나는, 충

고의 혀를 열어 그 분에게 이득이 될 만한 말들을 하였다. 그 분은 그에게 작별을 고하

였고 상서롭고 행복하게 되돌아와 헤라트로 향하였다.

83. 푸샨즈 성채의 점령에 대한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푸샨즈(Pūshanj)1175) 성채에 이르렀을 때, 승리의 징조인

1169) 몽골어 어미 ‘mishī’가 결합된 단어 중에 『集史』와 세계 정복자사 등에 빈번하게 사용된
어휘이다. ‘은상’, ‘은총’을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1170) 이 자그달릭은 앞에서 등장하는 쿠틀란 지역의 자그달릭 강과는 다른 곳이다.
1171) 혹은 쿠스비(Kūsvī)라고도 한다. 헤라트 강 유역에 위치하였다는 옛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Dikhhudā) 현재 헤라트 서북쪽에 위치한 쿠샨(Kuhsān)에 비정된다.

1172) Ūra'라는 단어는 ‘은둔하는, 죄를 피하는’ 이라는 단어의 비교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마
울라나 아잠 우라’라는 단어는 타이부디라는 종교지도자의 별칭인데, 그가 여러 성향의 종교지
도자들 중에 은둔자들(Zāied)에 속함을 드러낸다.

1173) 이란본Ⅱ 미주 143에 의하면 이란의 유명한 신비주의학자 중에 하나, 자미는 그가 마울라나
니잠 앗 딘 하르비의 제자라 하였으며, 카디 누르 알라 슈시타리는 그가 알라 앗 다울라 심나
니의 계보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아 계열에 속하는 인물이며 그가 티무르에게 쓴 서신이 남
아있다고 한다. 1389년에 사망하였다(YZN/Ṣādiq, p.1417).

1174) 이란 후라산 주의 동단,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잠에서 남쪽으로
56km만큼 떨어져 있다.

1175) Būshang 혹은 Pūshang 등의 이름으로도 쓰이며, 헤라트와 니샤푸르 사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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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명령에 따라 요새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였다. 그리고 성채의 해자에 물이 매

우 많았으므로 3 일을 머무르며 전투 장비를 준비하고, 승리의 성채의 깃발을 획득하였

다.

[시Nazm] 그의 왕관이 빛 속에 있었고, 그의 왕좌가 하늘에 있었던 태양의 왕은
네 번째 날에,
그 푸른색 요새의 점령을 위해 태양빛의 칼을 칼집으로부터 꺼내들었다. [493]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게 힘을 가지고

성벽으로 향하여 전투의 불꽃을 일으키도록 하며, 불꽃이 튀는 예리한 칼로 재빠르고

미천한 적들을 제압의 불꽃으로 태우도록 하라.”

[시Nazm] 병사들이 전투를 행하였다,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함성을 질렀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예리한 칼처럼, 사람들은 재빠른 명령 앞에서 목숨을 부지
할 수 없었다.

군대의1176) 바하두르들은 (나뭇가지)1177)들과 막대기들로, 마치 불어오는 바람처럼

해자의 물을 건너 성벽의 제방에 올라섰다. 그리고 죽음의 불꽃을 적들의 존재의 짚단

에 던져 그들의 생명의 물이 죽음의 땅 위에 흘렀으며 그들의 존재라는 먼지가 無化의

바람에 날아갔다. 계속하여 (신에 대한) 의존의 갑옷과 승리의 투구를 갖추고 정렬해

있었던 사힙키란은, 갑옷 없이 병사들의 옷(Daghla)을 입고 성채의 주변을 돌면서 전쟁

경험이 많은 용사들을 전투로 선동하였고, (이에) 그의 영광스러운 任在의 영예가, 그들

에게 신선하고 끝없는 힘을 사여하였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돌과 화살이, 마치 비를

머금은 구름에서 빗방울들이 내리는 것처럼 내렸고, 그 와중에 두 화살이 사힙키란의

방패에 이르렀다.

[시Bayt] 1178) 철로 된 화살촉과 매의 깃털로 인해, 빛나는 태양의 얼굴이 검게 되
었다.

Minorsky에 의하면 구르(Ghūr)의 도시를 지날 때, 헤라트와 부샹(Būshang), 그리고 니샤푸르를
통과한다고 서술할 정도로 큰 도시였다.(Unknown, Ḥudūd al-'Ālam, p.64) 현재의 이름은
‘Pashtun Zarghun’이다. 헤라트에서 동쪽으로 약 23km 떨어져 있다.

1176)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는 이 군대(Sipāh)라는 단어가 없다.
1177) 대부분의 필사본에서는 ‘나뭇가지(Shākh)’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
(YZN/Urunbayeb, p.351)에서는 Sanāj으로, 이란본Ⅰ에서는 Sanāch로 되어 있다(YZN/Abbas,
p.230). 이 둘 모두 명확한 뜻은 없다. 이란본Ⅱ의 편집자는 역주를 통해 이것이 ‘Shinākh’일 가
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수영을 할 때 배에 묶고 강을 건너는 도구를 일컫는다.

1178)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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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훌륭한 업적이 오롯이 사힙키란 덕분이었던 아미르 무바야드의 아들 아미르

자데 알리(Amīrzāda 'Alī)와 이쿠 티무르 발쿠트(Aīkū Timūr Balkūt)와 압바스의 아들

우마르('Umar bin 'Abbās)와 무바샤르와 다른 바하두르들이

[반구M iṣrā’] 훌륭하고 용감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 낮은 담벽에 이르렀으며 용기의 손으로 벽의 문을 두드려 담벽 위로

올라갔다. 비록 적의 측에서 아무리 화살과 돌을 그들에게 쏘아도 용기의 얼굴을 돌리

지 않았다. [494]

[시Qaṭ'ih] 1179) 신앙을 지닌 왕의 군대는 전쟁의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모
든 것을 행하였다.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알고 있었다, 모른다고 뒤로 제쳐둔 것을 제
외하고는.

그리고 용기의 수풀1180) 속 사자와 같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그의 손아래 형제

술탄1181) 및 후스로우 비키(Sulṭān Khusraw Biki)와 일치의 아들 미락(Mīrak bin Iīlchī)

은, 증오의 도검을 뽑고 용기의 손으로 공격을 행하였으며, 단번에 대문을 향해 해자의

물을 건너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과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을 지닌 도검의 타격으로, 대

문까지 가서 적들과 함께 육탄전을 벌여 그들을 제압하였고 대문을 열도록 하였다. 또

한 승전군은 주변과 사방에서 구멍을 뚫어 요새로 들어갔으며, 적들 중에 낮에 (요새

로) 되돌아가 남아 있었던 나머지 모두를 보복의 칼로 베었다. 그리고 장악의 손으로

약탈을 행하여 요새 안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취하고 파괴하였다.

[시Shi'r] 왕궁은 먼지 더미가 (되었고) 왕궁의 사람들은 모두 살해되었다.
아아! 상서로운 운명이여! 신께서 그대에게 좋은 보상을 내리시기를!

이 훌륭한 승리는 비밀의 혀가 암시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즐거운 소식이었다. 사힙키란의 대 가신들이 이란 땅으로 진격하는 初章에 그 분의 마

1179) 이 시의 형태는 같은 운(Qāfīya)을 지닌 쌍의 반구(Miṣrā’)들로 된 시를 의미한다.
1180) 이란본Ⅱ에서는 ‘Pīsha’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352)에서는
Bīsha라 되어 있다.

1181) 캘커타본과 타슈켄트본에서는 이 사이에 Wa가 있어 두 사람으로 분리하고 있다
(YZN/Urunbayeb, p.352; YZN/Abbas, p.231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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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점령으로 기울었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그 성채였는데, 사실상 이 요새는 매우

견고하여, 그 성벽의 높이는 위 끝이 구름에 닿을 정도였고 담장은 극히 견고하게 그

주변에 둘러 있어, 그 견고함에 관해서는 땅 위에 있는 어떠한 성채도 그 정도로 견고

한 것을, 어떤 여행가가 어디에서도 본 적 없을 정도였다. 바깥은 깊은 해자와 흐르는

물로 둘러져 있었으며 내부는 많은 수의 기술자 무리들과 깃발들과 전투 도구들, 그리

고 셀 수 없이 많은 저장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승리

의 상징인 병사들이 벌였던 첫 전투에서 매우 쉽게 점령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쿠란의 서장에 말씀된 바에 따르면, (향후) 모든 이란의 왕국이 [495] 단 시간 내에 많

은 고통이나 노력 없이, 성취를 거두는 그의 가신들의 점령과 소유가 될 것임을 의미하

는 것이다. 즉, 사건의 초반에 발생한 바는, 사건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였다.

[시Bayt]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발생하게 되던, 세계의 비밀이 전부
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악마의 눈1182)을 물리침으로 인해 일야스와 일부의 군사들이 전투의 때

에 해자의 물에서 익사하였다.

[시Bayt] 비록 이스판드1183)를 불길에 두었더라도, 사힙키란의 군대라는 이스판드
는 강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관례였다. [497]

84. 헤라트 도시의 점령에 대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마음이 푸샨즈 요새에 대한 걱정을 거두었을 때, 출발의 고

삐를 헤라트 방향으로 꺾었다. 말릭 기야스 앗 딘의 거만함이라는 괴물은 성채의 견고

함과 동료들의 수적 우세를 믿고 속임수를 펼쳐, 저항과 대적의 무기를 준비하였다. 그

러나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가 그곳에 이르렀던 수요일에, (승전군은) 여러 정원을 파괴

하고 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주변과 사방으로부터 포위하였으며,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축복받은 야를릭을 반포하여, 성채 맞은편에 해자를 신중하게 파

고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훌륭한 업무를 명에 따라 행하였다. 사힙키

란은 상서롭고 행복하게 말을 몰고 도시와 성벽의 주변을 돌며 그 내부와 외부를 경계

의 시각으로 살폈다. 적들은 증오의 허리띠를 묶고 대문을 열었으며, 모두가 경험이 많

1182) Cheshim-i bad : 악마의 눈, 사람에게 나쁜 영향, 치명적인 타격(Chesim-i Zakhm / 'Aīn
al-Kamāl)을 미치는 나쁜 존재.

1183) 불운을 내쫓고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피우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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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코끼리를 넘어뜨리고 사자를 사냥하는 이들이었던 구르인들 무리가 바깥으로 나와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창의 날카로운 이빨이 갑옷을 입은 용사를 부수었다. 철퇴를 내리쳐 그
타격이 투구의 머리끝을 부수었다
엄지는 화살이란 메시지로 생명을 거부하는1184) 후트바(Khuṭba)1185)를 내었고, 손
은 칼의 손짓으로 망상의 설교단을 부수었다.1186) [498]

저명한 아미르들과 칼을 든 바하두르들, 특히 카마르 샤 바룰라스(Qamār Shāh

Barlās)는 그 날 훌륭한 전투를 하였고, 적들을 대문까지 몰아내어 그들을 제압하였으

며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시Nazm] 살해된 자로 언덕의 위아래가 가득하였고, 죽음은 생명의 약탈을 위해
손을 펼쳤다.
수많은 피의 습기가 칼에서 흘러 내려, 구름으로부터 비가 1년 동안 내리지 못할
정도였다.

세상은 살해된 자에 대한 애도를 위해 밤이라는 검고 거친 천을 목에 드리웠고, 안과

밖에서 護衛를 고용하여 양측에서 각각 낮까지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승전군의 바하두

르들은 장막과 울타리들을 쥐고, 한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시Bayt] 다음 날 이 청금석과 같은 돔이 떠올라 노란색 루비를 내보였을 때.1187)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말을 몰고 대열을 펼쳤으며 성채의 맞은편에 섰으나, 그

날에는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Nazm] 금으로 짠 천인 밤이 황야를 횡행할 때, 앵무새의 속성을 지닌 하늘은
마치 까마귀와 같았다.

1184) 이란본Ⅰ에는 Fatḥ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는 Faskh로 되어있다
(YZN/Urunbayeb, p.353).

1185) 후트바는 이슬람권의 종교적인 강론으로, 신에 대한 찬양과 예언자 및 그 가문에 대한 찬사
를 담은 특수한 강론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금요기도, 두 이드 축제 때의 기도, 메카 방문의
때나 청혼과 혼인의 때에 후트바를 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86) Anwarī.
1187)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353)과 이란본Ⅰ에서는 ‘Kīn’이며, 이를 이용해보면 ‘다음날
이 청금색 돔(하늘)이 떠올라, 노란 루비(태양)를 내보였을 때’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본문과 비
슷한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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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에서 비명을 (내질렀던) 이 어두운 세계는, 길 위의 많은 어두움에 대해 들려
주지 않았다.

적들의 일부가 도시의 울타리에 있었던 안사리(Anṣārī) 대문에서, 야습을 위해 바

깥으로 나와 세 사람을 죽이고, 급히 방향을 바꾸어 성채로 향하였다.

[시Nazm] 다음 날 태양이라는 샘이, 샘물로 잠의 먼지를 씻어냈을 때
동쪽의 왕이 장막 위를 차지하여, 지상을 땅(Tharī)부터 플레아데스(Thorayā) 성단
까지 장악하였다.

금요일 아침에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가

[시Bayt] 모두 머리가 분노로, 마음이 증오로 가득하였다. 사람들의 눈썹에 주름을
투척하였다.

[499] 전투를 하고자 하였다.

[시Nazm] 세상은 경적과 병사들의 소리로 가득하였다, 모두 철 모자를 얹었
다.1188)

너는 말하였지, 땅이 하늘로 나아갔고, 영혼이 힌두의 칼1189)로 인해 (비 내리듯)
내렸다고.
기병들이 일으킨 먼지들로 인해 창공에 구름이 생겨났고, 철로 된 칼은 마치 번개
처럼 빛을 냈다.
땅은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배가 되었다. 너는 말하였지, 전투를 향해 서두르고 있다
고.

아미르 우루스 부카와 무바샤르의 형제인 슈리다(Shūrīda)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

의 일부 무리와 함께 성채 아래에 서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적들은 성채

위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변과 사방의 보호로, 용기와 훌륭함을 드러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상서롭고 행복하게 말을 몰아 전투를 감독하고, 칼을 든 전사들

의 노력을 보았다. 승리가 관습이었던 바하두르들은, 항상 전장과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

을 걸고 머리를 던지는 것이 용감한 습관이었는데, 그 분의 영광스러운 참여의 힘으로

인해 힘이 1000배가 되어 루스탐과 이스판디야르의 업적을 무색케 하는 약탈이 이루어

1188) Ferdowsī, Shāhnāma, ed. Jalāl Khāliqī Muṭalaq 4, p.193.
1189) 힌두스탄의 철로 만들어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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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그 분에게서 반포되었다. “주변과 사방에서 훌륭한 전투를

행하여 공격하도록 하라.” 아미르 이쿠 티무르와 무바샤르와 키타이 바하두르의 형제인

순작(Sūnjak)은 주저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사방에서 용사들이 성채 아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성채 주민들의 화살과 돌을 방패로, (더 나아가) 어깨와 머리로 막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사다리들을 벽 위에 두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용사들

은 안질 강(Āb-i Anjīl)1190)이 도시로 들어오는 통로를 통해 마르가니(Marghanī)1191)의

궁정(城) 가까이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 도시의 울타리는 매우 컸고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날에 말릭 기야스 앗 딘이 안질 다리 방향에 있던

대문 뒤에서 친히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자신을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은

어떠한 소용도 없었다. 그리고 승전군의 용사들 중에 그 날 훌륭한 승리의 갈대(Qaṣb

al-Sabaq)1192)를 획득하여 담으로 올라갔던 첫 번째 사람은 할릴 야샤울(Khalīl

Yasāwul)이었다. [500] 좌익과 우익의 아미르들이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공격하여 전투

를 행하면서 담벽으로 올라갔고, 바하두르들은 마치 적들의 마음처럼 대문을 부수어 성

채 내부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마치 포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가을바람처럼, 적들을

성벽 위에서 애도와 죽음이라는 아래로 던졌다.

[시Nazm] 사힙키란에게서 고개를 돌린 이는 누구든, 그의 기쁨은 애도가 되었고
그의 이익은 손해가 되었다.
샤의 병사들이 원한으로 서둘렀을 때, 적들은 기쁨에서 애석함을 얻게 되었다.

말릭 기야스 앗 딘은 그 병사들의 승리의 함성으로 인해 전투에서 승리1193)에 대한

의욕의 불꽃이 사라져 도시를 둘러싼 울타리 내부로 들어갔다. 승전군은 그의 군사 중

에 약 2000명을 붙잡아 사힙키란의 어전에 데려왔다. 왕다운 자비로운 자는 승리에 감

사하며, 그 왕국의 주민들이 심판 날의 함성인 병사들의 무력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안

전하고 건강하게 남게 되기를 원하여, 용서의 서명을 그들의 상황이라는 장부에 기록하

였고 복종의 원인인 명령을 재차 기록으로 남겼다. “어느 누구건 자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여, 담장이나 성벽으로 가지 않으면, 그와 그의 가족과 자녀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

1190) 아프가니스탄 북서쪽, 헤라트 근교에 위치한 마을명이자 강의 이름. 몽골의 침입부터
721AH(서력 1321년)까지 헤라트의 상황에 대해 기록한 지방지인 Pīrāsta-i Tārīkh Nāma-i
hirāt에 따르면 안질은 구어체에서는 'Anjīr'로도 알려져 있는 개울, 강, 다리의 명칭이다(Sayf
b. Muḥammad Sayfī Harvī, P īrāsta-i Tārīkh Nāma-i hirāt, Tehran: Bunyād-i Mūqūfāt-i
Duktar Maḥmūd Afshār, 1381 Sh./2002-3. p.172).

1191) 헤라트를 수도로 삼았던 케르트 왕조의 와지르 가문의 이름이다. 즉 마르가니의 궁정은 옛
와지르의 저택이라 볼 수 있다.

1192) 기마 경기에서 승리자가 집어드는 갈대.
1193) 이 부분을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에서는 ‘예리한, 침투성, 유연함(Tīz)’로 되어 있으나 번역
의 매끄러움을 위해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 사본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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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느 누구건 그것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무엇을 보게 되던 스스로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들이 어느 정도이든 서신을 사여하여 풀어주도록 하라.” 그 분의

가신들은 명받은 대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그 무리들이 해방을 얻었을 때, 자신의 자

리로 다시 서둘러 갔고 성채로 들어갔다. 그리고 레아야들과 도시의 거주민들은 그 상

황에 대해 알게 되자, (자신의) 집구석을 선호하였고 손을 참견으로부터 거두었으며 쓸

모없는 생각을 머리 바깥으로 몰아내고 발을 무사함이라는 옷자락에 뻗었다.

[시Bayt] 만일 건강함을 바란다면, 참견에서 손을 거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참견의
가지가 후회를 맺을 것이다.

말릭이 內城에 들어왔을 때, 방책을 세우고 다시 [501] 맞설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

였으며, 소리 지르는 자로 하여금 큰 소리를 질러, 사람들로 하여금 담장과 벽으로 와서

성채의 보호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바자르와 거주 지역들

을 돌아다니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호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도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말릭은 투항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바로 그

날 자신의 모친이자 타가이 티무르 칸(Ṭaghāy Timūr Khān)의 딸인 술탄 카툰(Sulṭān

Khātūn)을 자신의 큰 아들 아미르 피르 무함마드(Amīr Pīr Muhammad) 및 비잔

(Bīzan)1194)의 계보 중에 있다고 알려진 이스칸다르 샤이히(Iskandar Shaykhī)와 함께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였다. 왕다운 관대한 성품을 지닌 자는 그들에게 위무와 보살핌을

제공하였고 말릭자데를 예복과 허리띠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그들을 달래고 다시 되

돌려 보내며 말하였다 “말릭에게 말하라. 바깥으로 나와라, 만일 저항과 전투를 고집하

고, 도시를 전투에 사로잡히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왕국의 파괴와, 물자들의 낭비와

그 주민들의 출혈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은 말릭의 목에 있을 것이

다 (= 말릭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칸다르 샤이히를 남겨 두고 상황과 상태

를 그에게 물어, 발생하고 있는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고자 하였으며, 축복받은

안착을 통해 자간 정원(Bagh-i Zāghān)의 궁정이,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말릭 기야스 앗 딘은 다음 날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행하였으며 일요

일, 성채 및 생각의 좁은 통로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바닥에 입을 맞추는 고

귀함으로 행운을 얻었을 때, 예의의 발을 복종의 길에 두고 무릎을 꿇어 투항의 머리를

조아렸으며, 겸손의 손으로 용서를 구하는 옷자락에 매달렸다.

[시Nazm] 나쁜 생각이 운명을 혼돈에 빠뜨렸을 때, 부끄러워하며 왕좌의 발밑에

1194) 비잔은 이란의 옛 영웅의 계보 중에 있는 인물로 구다르즈의 손자인 기유의 아들이자 루스
탐의 조카이다. 케이후스로우 시기의 영웅으로 Shāh nāma에 그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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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혀를 자조의 웃음으로 장식하였고, 나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다.

사힙키란은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위무하였으며 특별한 예복과 장식이 있

는 허리띠를 제공하여 되돌려 보냈다. 다음날 사이드들과 셰이흐들과 이맘들과 귀족들

과 대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었으며 기도와 찬사의 의

무를 수행하였다. 이 [502] 훌륭한 승리는 타하쿠 해1195)에 해당하는 783AH 무하람 월

(1381년 3∼4월)1196)에 발생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헤라트의

동쪽, 카흐디스탄의 초원에 들어갔으며,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구르의 왕들이 수년간 저

장하였던, 창고에 저장된 물자들의 운반을 명하였다.

[시Nazm] 갖가지 종류의 보물로 쌓여 있었다. 구멍이 나지 않은 디나르와 보석들
로.
귀중한 왕좌와 왕관과 금,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허리띠들.
금으로 된 도구들과 은으로 된 그릇, 그리고 다양하고 독특한 온갖 특산품,
수많은 금으로 짠 비단 천과, 당나귀 봇짐 만큼의 다른 귀중품들.
왕의 명령으로 기술자들은, 짐 아래의 낙타들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모두를 황야로 이끌고 나왔으며 목자의 명령이 무리들에게 행해졌다.

그리고 복종이 필요한 야를릭이 헤라트의 내-외부 성채의 파괴를 반포하였다.

[시Nazm] 도시가 저장고를 완전히 비웠을 때, 그 성채를 완전히 넘어뜨렸다.
낡고 연식이 된 성채, 바로 그것을 새로이 왕이 세웠던 것이었으나,
그것이든, 이것이든 모두 땅바닥과 평평하게 되었다, 사힙키란이 그처럼 원하셨으
므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관행으로 일정한 금액을 도시 주민들에게 부과하였는데 4일

만에 돈을 지불하였다. 그 왕국의 이맘과 울라마의 수장이었던 마울라나 니잠 앗 딘

(Maūlānā Nizām al-Dīn)의 아들 마울라나 쿠툽 앗 딘(Maūlānā Quṭb al-Dīn)을 200명

의 믿을만한 가문의 수장들과 더불어 도시와 영역에서 선발하여 집안 전체와 함께 샤

1195) 이란본Ⅰ에는 쿠이 해로 되어 있고, 이란본Ⅱ과 캘커타본은 본문과 같다. 타슈켄트본은 이
부분이 망실되어 있다. 실제 783년 무하람 월은 타하쿠 해인데, 앞서 '733AH, 투크(Tūq) 해'라
는 기록에 대한 역자의 가설을 적용시켜보면 본문이 보다 적절하다.

1196) 다른 판본 중에는 아야트 해라고 지칭하는 곳도 있다(THTB/Darby. p.211). 783AH 무하람
월은 1381년 3월 28일에 시작하여 4월 26일에 끝나는데, 이때는 사실 아야트 해가 아닌 타하쿠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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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 사브즈로 가도록 하였고, 아미르 아크부카의 조카였던 티르미드의 다루가 티무르

타시(Timūrtāsh)가 그들의 이동을 위해 임명되었다. 또한 철로 덮여 있고 그림과 조각

으로 장식되어 있었던 그곳의 대문들을 키시로 운반하였는데, 지금까지 그곳에 설치되

어 있다. 말릭에게는 다른 한 성채가 있었는데 극도로 견고하고 단단하였으며 그곳을

이시칼차(Ishkalcha), 혹은 ‘산의 안전’이라고도 부르곤 하였는데, [503] (말릭은) 용기와

훌륭함과 일 처리와 현명함에 있어서 그의 당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알려졌

던 자신의 차남 아미르 구리(Amīr Ghūrī)에게 그곳을 맡긴 바 있었다. 승리의 사힙키란

이 지시하였다. “가서 너의 아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너 또한 요

새에 들어가라, 무엇이 있게 되건 자신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말릭은 명받은 대로 이

쉬칼차 요새 아래로 갔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였고, 훌륭한 처리로 아들을

내려오게 하여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에 이르게 하였다. 그 또한 왕다운 애정으로 인

해 예복과 따스한 환대를 받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85.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투스와 칼라트 방면으로 향

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훌륭한 마음이 이 사건들을 마무리 지었을 때, 아미르 자한샤 (이븐)

자쿠를 승리의 피난처인 일부 병사들과 함께, 니샤푸르(Nayshābūr)1197)와 사브자와르의

공격을 위해 그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알리 벡의 사건이 고귀한 마음의 목표가

되었으므로, 착수의 고삐를 칼라트(Kalāt)1198)와 투스 방향으로 꺾었다. 길에서 사힙 알

다와트 아부 무슬림 마르바지(Ṣāḥib al-D'awa Abū Muslim Marvajī)1199)의 성묘에 <신

이시여 그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르렀을 때, 온전한 충심과 깨끗한 신앙은 성지순례

의식을 수행하는 원인이 되어, (성묘로) 들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을 청하였으

며, 지고하시고 영원하신 神에게 승리와 도움을 청하였다.

[시Nazm] 세계의 신을 찬양하고 그의 어전에 請하는 손을 펼쳤다.
무슨 일이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에게서 승리와 발전을 얻게 될 것이다.

1197) 현재 이란 후라산에라자비 주에 있으며 마슈하드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킬로에 위치해 있다.
과거 여러 국가의 수도였고 번영을 누렸다.

1198) 역시 이란 후라산에라자비 주에 위치해 있으며, 마슈하드 북부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칼라
트 나디리(Kalāt nādirī)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1199) 아부 무슬림 후라사니라는 칭호로 더욱 유명하다. 8세기 초반에 메르브/혹은 이스파한에서
태어나 755년에 사망하였다. 무야위야 왕조 휘하에서 압바스 혁명을 이끌었던 그 아부 무슬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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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벡에게 그 분의 진격의 소문은, 견고하고 고정된 집에 흔들림과 피해의 해일

을 불러일으켰으며, 희망과 두려움의 양극단에서 마음이 두 조각이 되어, 항복하며 승리

의 귀환 장소이자 승리의 목적지인 군영으로 나아가, 진격 도중에 도달하였다. 부끄러움

의 먼지가 상황의 얼굴 위에 앉았고,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광으로 행운을 얻었다. 호

자 알리 무바야드 사르바다르 사브자와리(Khwāja 'alī Muvayyad Sarbadāl Sabzawārī)

또한 승전군의 진격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504]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서둘렀다. 왕다운 애정을 가진 자는 두 사람 모두를 위무하였고 환대와 경의를 두 사람

모두에게 제공하였으며 허리띠와 도검을 주고 영광스런 예복들을 입혔다.

[시Nazm] 그들에게 자비의 문이 열렸다, 또한 이것과 저것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허리띠와 도검을 주었고 특별한 예복(Tashrīf)을, 그를 위로하기 위해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서롭고 행복하게 말을 몰아, 아미르 왈리(Amīr Walī)1200)의 대

리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스파라인(Isfarāyīn)1201) 측으로 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도달하여 아직 유르트와 장소의 결정, 안착과 천막 치기에 관해 고심하고 있던 때에, 세

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공성전을 준비하도록 하라.”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

가 지체 없이 장막과 방패를 쥐고 성채로 향하였으며 (성채에) 도달함과 동시에 승리를

거두었다. 즉, 성채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다수의 백성들을 살해하였고, 성채와 주택과

거주지와 작은 집 등 건축물들을 모조리 땅과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시Nazm] 그의 병사들의 무력이 손을 꺼내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을 살해하고 도
시를 파괴하였다.
성채와 집(Buyūt)들과 거주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스파라인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사힙키란은 사신을 마잔다란(Māzandarān)의 아미르 왈리 어전에 파견하였는데, 서

신의 요약된 내용은 이와 같다. “만일 망설이지 않고 행운의 입맞춤을 얻고자 서두른다

면, 애정과 보호를 받아 특별하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나, 만일 미루거나 오

지 않는다면, 재앙과 고역의 문이 자신의 얼굴 위에 열릴 것이다.”

아미르 왈리는 사신들에게 예의범절에 맞게 존경과 애정을 표하여, 가지고 온 서신

1200) 이란본Ⅱ의 미주 148번에서는 아미르 왈리의 이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마잔다란에
자리하고 있었던 일칸국의 후예 라크만 파디샤의 아미르 출신으로, 군주의 세력이 약화됨을 틈
타 마잔다란과 후라산 부근에서 세력을 확대하였다가, 아미르 티무르의 정복 목표가 되었다
(YZN/Ṣādiq, p.1421).

1201) 현재 이란 북 후라산 주, 사브자와르에서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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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을 맞추고 머리 위에 두어 복종을 선언하였으며, (티무르에게) 와서 동행의 행운

을 얻기로 하였다.

[시Nazm] 지상의 왕들은 나에게 입을 맞춘다. 관직과 지위를 밝혔다.
찬사를 행하고 나에게 고하라, 이와 같은 일은 매 시대 나타나지 않았다.
사힙키란이 명한 바에 따라, (나는) 와서 봉사를 위해 허리띠를 묶었다. [505]

그리고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곳으로부터 신의 도움으로 말을 몰아, 하영지인 오굴 자

투(Oghūljātū)1202)로 들어갔으며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군대의 말들과 다른 가축

들이

[시Nazm] 천국과 같은 그 평원에서 새로이 휴식을 취하여 살찌고 강하게 되도록
하였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 군대가 기쁘게 되었고, 말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
다.

그 와중에, 과거에 이야기하였듯이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와 그의 형제 이드쿠의 살

해라는 대담함을 발휘하였던 후라샤의 주민들 중 일부의 죄인들을 살해하였다. 왕다운

애정을 지닌 자는, 그 곳을 이드쿠의 아들인 무함마드 다르비시(Muḥammad Darvīsh)와

아미르 핫지의 손자인 알리 다르비시(‘Alī Darvīsh)에게 사여하였는데, 현재까지 그들의

예속민들의 소유이다.

86. 세계 정복자이자 적들을 제압하는 사힙키란이 천국과

같은 통치의 중심지, 사마르칸트로 귀환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영광과 상서로운 운명으로 그곳을 출발하여, 점령하고 소유하게 되었던

후라산의 왕국들을 지배하고 질서를 부여하였으며, 헤라트의 말릭과 다른 지역의 하킴

들을 각기 자신의 자리에 임명하여 되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후라산의 승리 이전부터

말릭에게서 달아나 사힙키란의 가신들에게 피난하여 몇 년 동안 축복받은 등자에서 동

행하는 행운을 얻었던 아미르 셰이흐 사브자와리(Amīr Shaykh Sabzawārī)에게, 사브자

와르 군주의 자리를 사여하였다. 그리고 타반 바하두르를 그 지역의 다루가로 세웠고,

통치의 피난처인 왕좌로 향하였다. 토성은 천구의 7번째 테라스에서, 그의 드높음을 상

1202) 『歷史의 精髓』에는 올자투('Uljātū) 산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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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는 깃발로부터 나온 먼지를 태양에 흩뿌리고 있었으며, 목성은 하늘이라는 녹색 설

교단의 여섯 번째 기둥1203)에서, 악마의 눈을 격퇴하고자 <그것이 가까워졌다!>1204) (는

쿠란 문구를) 읊었다. 터키석으로 아로새겨진 다섯 번째 성채의 수장(Shaḥna, 화성)1205)

은 [506] 불운이란 하늘에서 그의 영원한 행운을 죽음의 나무에 매달았으며, 태양이라는

잠시드는 네 번째 하늘의 사방에서1206) 영광과 권위의 빛나는 보석을, 그의 축복받은

當代의 정수리 위에 던지는 관습에 따라 뿌렸다. 노래를 부르는 금성은, 하늘의 세 번

째 기쁨의 궁정에 세발 장막을 세웠고, 연인들처럼 이 大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다.

[시Nazm] 왕인 사힙키란이 투란 방향에 이르렀다, 상서로운 깃발과 판단, 선택된
이름과 상징(을 가지고)
더욱 나은 희망과 순종하는 하늘과 기도하는 이들의 왕국, 새로운 희망과 강한 행
운과 신선한 운명을 지닌 세계.
승리는 오른쪽에서, 행운은 왼쪽에서, 하늘은 등자의 앞에서, 시대는 고삐의 아래에
서.

수성(Dabīr)1207)이라는 화살은 천구의 두 번째 왕좌 위에서 글의 혀와 혀의 글을,

찬사와 기도를 기록하고 되뇌기 위해 열었다.

[시Nazm] 후라산은 어떻게 세계에 세워졌고, 사힙키란에게 처음 주어졌는가.
세계 일곱 국가가 그에게 복종하기를! 그의 머리가 비를 내리는 구름 위에 있기를!
운명이 나날이 증대되기를! 나쁜 생각은 그의 왕관과 왕좌를 뒤엎어 빼앗을 것이
다.

달의 재빠른 발걸음은 일곱 기후대의 첫 번째 국가로부터 초승달과 만월이라는, 금

으로 장식된 도끼와 은으로 된 방패로, 그의 영광과 권력에 대한 경의를 표하였고. <점

령하라! 점령하라!>1208)라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세계에 투척하였다.1209) 그의 승리의 형

1203)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에 의하면 니자미 역시 ‘설교단의 아홉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Abūl Fazl Muṣafa',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p.757).

1204) Qur'ān, Sūrah-i Qalam : 51.
1205) ‘Shaḥna-i panjum-i Ḥiṣār’ : 화성을 의미한다(전게서, p.437).
1206) ‘Dar Chahār bālish' : 네 방향, 사방을 의미(전게서, p.194).
1207) 이란본Ⅰ에 따르면 여기에 나날들(Dahar)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나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
는다. 실제 ’하늘의 서기(Dabīr-i Falak)'라는 단어는 행성인 수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1208) Ṭarrqawā : 공격하라, 점령하라는 구호.
1209) 위에서 7개의 천체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토성-7, 목성-6, 화성-5, 태양-4, 지구-3. 수성
-2, 달-1 이와 같은 관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동설 이전에 이슬람권에서 설정하였던 태양계
의 모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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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깃발이 이와 같이 사마르칸트 도시로 들어왔고, 그의 축복받은 대오가 일으키는

먼지가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의 눈을 밝혀주었으며, 그의 정의롭고 훌륭한, 아낌없는

사여가 모든 왕국의 거주자들에게 전해졌다.

[시Bayt] 도시와 지역의 주민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훌륭한 칙령을 읽지 않은 채
로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겨울에는 훌륭한 도시, 부하라로 갔고, 거주의 場을 상서롭고 건강히 펼쳤

으며 그곳에서 행운과 기쁨으로 동영을 행하였다. [507]

[시Shi'r] 꿈의 술잔을 계속 손바닥 위에 두었다. 희망의 손을 바램이라는 신부의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에 (두었다).

명령에 따라 사라흐스로 갔었던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말릭 기야스 앗 딘의 형제

말릭 무함마드를 붙잡아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으며 그곳에서 동영하였다.

87. 아카 베키의 죽음

그 행운과 위대함은 당대를 장미 꽃밭의 신선함으로 장식하였고, 그 즐거움과 기쁨

은 정원의 생기를 새로이 하여 열정의 땀방울을 움직였다. 그러나 신의 이름에 의거한

명령 중에, 슬픔이 없는 기쁨과 애도 없는 축제는 있을 수 없다는 세계의 관습에 따라,

[반구M iṣrā’] 보물과 뱀, 꽃과 가시. 슬픔과 기쁨은 함께한다.1210)

괴로움의 먼지가 그 상황의 뜰 위에 상서로운 징조를 드러내었다. 사힙키란은 순결

의 장막 뒤에 타가이 샤(Taghay Shāh)라는 이름의 딸을 두었는데, 그를 애정 어린 재

간 넘치는 혀로 ‘아카 베키’라 부르곤 하였다. 그 고귀한 천성을 지닌 보석을 아미르 무

사의 아들 무함마드 벡과 혼인시켰는데, 그와 같이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가진 부인을,

당대의 눈과 귀가 누대에 걸쳐서도 듣거나 보지 못할 정도였다.

[시Nazm] 그림으로 가득히 장식된 천국이었다, 마치 태양이 생기로운 봄에 빛을
비추듯이.
그의 영혼은 현명하였고 생명의 몸은 깨끗하였다. 네가 말하였지, 먼지가 소용이

1210) Sa'adī, Dīwān-i Ash'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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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성은, 사힙키란의 은혜로운 생각이라는

정원에 갖가지 애정과 친절의 씨앗을 심곤 하였으므로, 그 분은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

하였다. 그 와중에 행운의 장미꽃밭에 있는 꽃봉오리와 같은 건강상태의 묘목과, 통치와

영광의 거대한 나뭇가지가 평형의 올바른 길을 벗어나 예기치 못한 혹독한 병이 나타

나게 되었는데, [508] 그 고귀한 존재에게 회복이라는 속임수와 건강이라는 장식은 불가

능하였다. 그리하여 왕이나 거지, 그리고 무능한 자나 능력 있는 자 모두 그것(죽음)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아무리 치료를 위해 노력하여도 쓸모가 없었

고, 빌려온 삶이라는 저당 값을 죽음이라는 채권자에게 약속된 대로 되돌려주었다. <오

주여,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1211) 그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

데 그의 이름은 술탄 후세인(Sulṭān Ḥusayn)이었다.

[시Nazm] 세계 정복자는1212) 그를 곁에서 길렀으나, 그 후에 목숨을 구해주지 않
았다.
너의 벗이 누구인지 숨겨져 있어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명백히 눈물을 흘려야 한
다.1213)

그의 힘과 권력은, 고통과 재앙이 발생할 때마다, 이처럼

[시Nazm] 위와 아래의 세계가 뒤집어진다, 나는 결코 스스로의 떨림에 대해 두려
워하는 산이 아니다.

정직함과 친애의 혀로 목적을 달성하곤 하였던 사힙키란은, 이 끔찍한 사건의 발생

으로 인해 매우 슬퍼하였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단번에 호의라는 고삐를 이승과

내세로부터 돌려버렸다. 세계는 간담을 태우고 슬픔을 쌓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 때문에

의복을 찢고 정수리 위를 먼지로 가득히 하였으며 검은 천을 목에 매달았다. 수많은 눈

물과 탄식으로 인해, 피가 산이라는 肝膽에 무거운 심장을 내던졌다.

[시Bayt] 두려움의 피가 하늘이라는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졌다, 달은 얼굴을 파내
었고, 금성은 머리칼을 베어냈다.
밤이 그 애도를 위해 옷을 검게 하였고, 아침은 차가운 숨을 쉬었으며 옷깃을 찢었

1211) Qur'ān, Sūra al-Baqra' : 156.
1212) 캘커타본에는 이 부분이 ‘그의 방어는(Tamkīnish)’으로 되어 있다.
1213)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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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14)

성스러운 샤리아의 방식에 따라, 도구를 갖추고 염을 행하는 처리를 적절히 행하였

다.

[시Bayt] 그의 훌륭한 몸을 금으로 된 판 위에 (두었고), 갖가지 종류의 진주와 보
석으로 장식하였다.
그 창조물을 씻겼고, 자신도 씻었다, (그 창조물)은 천국의 정원(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되곤 하였던 묘목이었다.
비단 천으로 염을 하였고, 아비르('Abīr)1215)의 사향과 장뇌를 뿌렸다. [509]
나무로 된 관에 두었고 친절하신 신의 정원에 맡겼다.
자비를 청하는 그 시신을 키시로 운반하여, 유명한 매장지에 두었다.
밝은 영혼이 빛에서 만족하기를! 영원한 기쁨의 드높은 천국에서.

사힙키란은 장례식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음식 대접의 관습과 의례를 수행한 후에,

그 죽은 여인 <신께서 그녀를 낙원에 보내시기를!> 의 우아함을 지닌 영혼의 안식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자선의 손을 펼쳤다. 그리하여 그의 대중에 대한 사여라는 하얀 구

름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여, 자선의 사여가 그 모든 물자의 적절한 주인에게 넉넉히, 원

하던 원치 않던 전달되었는데, 기록과 언급을 통해서는 그 10 중에 1도 설명할 수 없었

다.

[시Bayt] 가난한 이에게 사여를, 상세한 내역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
이 제공하였다.

이 와중에 후라산 측에서 소식이 왔다, 알리 벡이 아미르 왈리와 동맹하였고, 그로

하여금 군대를 사브자와르의 문까지 이끌고 가서, 알리 무바야드를 포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힙키란은 친애하는 자녀의 사건으로 인해, 세상의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는 현상

들을 이와 같이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전 세계 그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의 눈 위에 무엇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자만의 술에 취하여 공상과 생각이라는

연회에서 정신을 잃었던 한 두 취객의 비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반구M iṣrā’] 너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1216)

1214) Rūmī.
1215) 사향, 장뇌 등으로 만드는 芳香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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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은 그의 밝은 판단력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으며, 그 소식의 도달은 행운으로

귀결되는 그 상황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였다. 즉,

[시Bayt] 그곳에서 바깥으로 나아가야 했던 노예들은, 수많은 후회로도 가치가 없
었다.

신앙과 왕국이라는 영원한 자궁으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형제의 업

무의 수행은, [510] 이 누이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힙키란의 손 윗누이

이자 훌륭한 부인이신 쿠틀룩 타르칸 아가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형제인 그 분

에게 기쁨의 충고를 위해 입을 열었다. “위대한 (그 분의) 마음에 슬픔과 쓰라림의 원인

이 된 當今의 사건은, 어떤 (업무의) 처리나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왕국 업무들

에 대한 고려라는 측면을 완전히 생략케 하여 결국에는 도시들의 부패와 복종하는 이

들의 분열 및 분산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름의 의복을 벗지 말고, 영광스

러운 마음으로 그에 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왕국의 업무들의 장악 및 통치권

의 중요한 일들의 수행을, 그 분의 드높은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잔다란과

칼라트 측으로 이동하여, 거만하게 대담한 발을 복종의 길 바깥에 두고 겁 없는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일부 무리들로 하여금, 그보다 더 혹독할 수 없는 모든 처벌, 즉 살해

와 약탈과 거주지와 시설들의 파괴 등을 통해 문자 그대로 다른 이들에 대한 예시와

충고가 되게 하시어, 죄를 저지른 이들 모두는 자신의 죄 값을 치르게 하고, 한편으로

죄가 없는 축복받은 이들은 <행운을 지닌 이는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서 충고를 얻는

자이다.>1217)는 말씀에 따라 거만한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와 타인들을 재앙의 무대에 던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Nazm] 가서 적들에게 이처럼 예의를 가르쳐라 : 타인들의 분노에서 안전을 얻
도록.
나쁨에 대한 應報가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행동에 (눈물을) 떨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자의 근본이 그저 훌륭하고 친절하였으므로,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

란의 훌륭한 마음에 영향을 미쳤고, 왕다운 꿈의 갈망이 움직여 후라산과 마잔다란 방

면으로의 출발에 집중하였다.

1216) Nizāmi, Khamsa : Layīlī wa majnūn,
1217) 이란본Ⅱ 미주 150에 의하면 이것은 예언자의 하디스 중에 하나이다(YZN/Ṣādiq, 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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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코끼리는 인도를 떠올렸고1218), 다시 세계 정복이 시작되었다. [511]

88. 사힙키란이 두 번째로 이란 땅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

사힙키란은 바로 그 한겨울에 병사들의 징집을 명하였고, 별과 같이 많고 하늘의

움직임 같은 군대를 정렬하여, 다시 상서로이 부하라에서 이란으로 향하였다. 승리의 동

풍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에 달린 술을 통해, 마치 새해의 바람이 꽃밭의 향기로 당대

사람들의 코를 사향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았다. 그의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 위 초

승달에서 나오는 승리의 빛은, 마치 달과 같은 얼굴에 사이프러스와 같이 큰 키를 지닌

외형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광선이, 행운의 눈을 밝힌 것과 같았다.

[시Nazm] 투란에서 다시 한 번 흥분이 일어났다, 토성의 발코니에 포효가 닿았다.
병사들이 그 성채로부터 움직였는데, 나는 (그 규모에 대해) 추측이 불가함을 확신
하였다.
사방으로부터 무리지어 모여들었다, 마치 사방에서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처럼.
용사들의 무리가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모두의 마음이 이란인들에 대한 원
한으로 가득하였다.
이와 같은 군대들이 그와 같은 왕과 함께, 신의 도움으로 서둘러 진격하였다.
군대가 황야에서 아무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제이훈을 건너야만 했다.
배로 아무야에 다리를 세웠다, 그 장인들이 완성하였다.
다리를 엮어 길을 열었을 때, 그것으로 강을 건넜다, 샤와 병사들은. [512]
세계정복자, 영광의 사힙키란은 이란의 땅으로 군대를 다시 이끌고 왔다.
그의 병사들의 비명이 중국으로부터 룸의 영토까지 全域에 드리워졌다.
만일 그가 동쪽으로부터 파괴하고자 한다면, 적은 서쪽에서 혼돈의 꿈을 꿀 것이
다.

마한의 길을 통과하였을 때, 칼라트 지역은 하늘처럼 영향을 미치는 군대의 병영이

되었으며,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과 함께 사라흐스로부터 와서

축복받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말릭 기야스 앗 딘은 헤라트에서 군대와 함께 도

달하여 축복받은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알리 벡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부양민들을 그 영역의 주민들과 함께 칼라트 성채로 데리고 들어간 상태

1218) 이란본Ⅱ의 미주 151에 따르면 이 문구는 마울라나 잘랄 앗 딘 마흐무드 발히나 라지 앗 딘
아르티머니 등의 시에 나타난 관용문구라고 서술하고 있다(전게서, 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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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Nazm] 병사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낙타들이나 양의 무리들 중에 무엇이든 버렸
다.
기병과 가신들 중에 누구든 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칼라트 요새로 완전히 들
어갔다.

승리의 사힙키란의 눈길이 흥미를 가졌고 애정의 사슬이 움직여, 알리 벡과 그의

영역이 무력과 분노라는 홍수의 범람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어전

에 사람을 파견하여 말하였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절대 잘못된 생각을 자신

의 마음에 떠올리지 말고, 변명 없이 오롯이 지지를 행하여, (이) 사건이 敵對로 종결되

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되었든 (너) 스스로에게 발생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많은 죄를 저지른다.> 알리 벡에게 (그 때는) 행운의 등불이 꺼지는

때였으므로, 자비의 등잔에서 빛나고 있는 그 충고라는 등불의 빛을 따라 (자신이 나아

갈) 길을 올바름의 大路에 두지 않았고, <물에서 저를 구해줄 산으로 도피하겠나이다

.>1219)라는 (말씀에) 따라 착각의 등을 칼라트 산의 견고함에 기대었으며, 동행의 행운

을 얻으려 서두르지 않았다.

[시Bayt] 불운의 나날들이 다가 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길을 외면하였
다.

사힙키란이 칼라트 방향에서 귀환하여, 아비바르드(Abīvard)1220)의 예속지역 중에 있

던 [513] 카른(Karn)에 안착하였고, 승전군에게 출발의 고삐를 왈리에게 돌려 잘못된 이

들을 좇을 것이라 선언하고는 갑작스럽게 칼라트로 달려갔다.

[시Bayt] 바흐만(Bahman)1221)이 자불리스탄을 원하였을 때,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
렸고 진실이 되었다.1222)

1219) Süra al-Hūd : 43.
1220) 또는 ‘Abāward, Khāwarān’ 등으로 부르며 이란 후라산 북부, 현재의 다르가즈(Dargaz)와 그
주변에 해당하며, 이 도시의 유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흐카(Kahka)에서 발견되었다. 다르가즈
는 칼라트로부터 서북쪽으로 7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흐카는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1221) 타바리스탄에 위치하였던 이란의 옛 (전설상의) 지방왕조인 아쉬컨의 마지막 왕 아르다완의
아들.

1222) Ferdowsī, Shānāma 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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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벡과 그의 예속민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쪽으로부터 돌아간 것과,

(티무르가) 마잔다란 측으로 향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안심하고 모든 무리와 말과 양과

다른 가축들을 성채 바깥으로 데려가 초지에 풀어두었는데, 그 전부가 약탈되었고 승리

를 상징하는 당대의 군대에 정복되었다. 14개의 대문으로 유명하였던 칼라트 대문의 맞

은편에, 샤의 축복받은 안착을 위한 거대한 왕궁의 돔이

[반구M iṣrā’] 터키석 색1223)의, 달의 정원 같은 천장1224)

의 정점에 세워졌고, 그의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의 뾰족한 끝이 행운의 뜰에 안착

하였으며, 그의 굳건한 발은 마치 삼지창의 뿔처럼 땅 한 가운데에 고정되었다.

[시Bayt] 아래로는 물고기에, 위로는 달에 닿았다. 창의 끝과 왕궁의 돔이.

승리의 병사들이 칼라트의 당대의 재앙들을 사방에서 장악하였을 때,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다흐차(Dahcha) 대문의 맞은편에 안착하였고, 아미르 무바야드 아룰라트의 아

들인 아미르자데 알리는 라흐라(Lahra) 통로로 들어갔다. 아미르 핫지 기야스 앗 딘은

아르군 샤의 철문(Darband)을 안착의 장소로 삼았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다른

대문에서 용기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그 마지막 날의 혼란을 야기하는 용사들의 공격의 외침이 알리 벡의 권력의 기둥

을 뒤흔들자 (그는) 無力과 혼란 속에서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고하였다. “저 자신의 옳

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청하기 위한 준비 없이,

봉사를 위해 나아가 발밑에 입을 맞추는 상서로움을 얻을 용기가 없습니다. 만일 왕과

같은 자비로 용서해 주시어 그 분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대문으로 왕림하신다면 신

은 발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514] 미천한 손으로 죄악을 불태

우는 용서의 옷자락에 매달려, 죄악에 대한 용서를 청할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끝없는 자비의 완전함으로 그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어떤 날

을 정하여 5명의 기병과 함께 성채의 문으로 왕림하기로 하였다. 그 성채에는 길이 하

나 있었는데 극히 좁고 위험한 계곡이어서, 그 산의 날카로운 (정점은) 하늘을 통과하

였고, 깊이로는 땅 아래 바닥까지 이르렀으며, 그 바닥에서 꼭대기 사이의 거리가 땅에

서 하늘까지 뻗어 있을 정도였다.

[시Nazm] 그 뿌리는1225) 아래로 고래에 닿았고, 그 방향에서 바닥까지 1000 파르

1223)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서는 색의(Fām)이 아니라 이름(Nām)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게 이
란본Ⅱ에 맞추었다.

1224) 이 부분이 이란본Ⅱ에는 반구가 아니라 일반 본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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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
그 정점은 위로 왕궁에 닿았다, 그것에서 하늘까지 여러 해(年)의 거리였다.

알리 벡은 그 분이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온 것이 분명해졌을 때, 자아의 사악함과

본성의 惡意 뿐 아니라 사라진 행운과 감소한 상서로움 등이, 그로 하여금 책략과 속임

수를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쁜 행동을 하는 일부 무리를 매복 장소에 매복시켜

만일 기회가 되면, 극도의 뻔뻔함으로 공격을 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조

약을 이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무시하였다.

[시Bayt] 보호자이신 신이 돌보시는 그, 천구의 궤도가 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
다.
신의 훌륭하심보다 높으신 행운의 城, 속임수라는 투척기로도 그것에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사힙키란은 약속 장소에서 한 동안 기다린 후에 귀환하였다. 성스러운 보호의 도움으

로, <신께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들 뒤에도 장애물을 두며 그들 위에 덮개를 씌

우니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1226)는 말씀처럼 나쁜 생각을 가진 이들은 맹인이 되니,

그들에게는 다가오거나 돌아갈 수 없고, 손이 발에게 죄를 저질러 한 터럭만큼의 상처

를 낼만한 기회도 없었다. [515]

[시Nazm] 신께서 돌보시는 그들에게는, 만일 돌이 하늘에서 내린다 하여도.
결코 그에게 어떠한 고통과 혼란도, 그릇된 방식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하여 그 분은 건강하고 상서로이 축복받은 병영으로 귀환하였다.

[시Nazm] 세계정복자는 높은 산에서 내려왔다, 먼지가 가득히 일어났다.
모두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아, 선택된 이름난 왕이시여.
건강히 되돌아 온 것보다 무엇이 낫겠는가, 속눈썹의 물로 얼굴을 씻어서는 안 된
다.

알리 벡의 조약의 파기와 속임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으며 축복받은 야를릭이 반포되어, 승전군으로 하여금 전투를 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지시가 반포되었다. “용감한 바하두르들은 여러 정해진 장소에서

1225) 이란본Ⅰ에는 이 부분이 ‘일부분으로(Bebakhsh)’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이란본Ⅱ을 따랐다.
1226) Qur'ān, Sūra al-Ya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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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트 성채로 올라가도록 하라.”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생명을 바치는 허리띠를 묶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있던 곳에서 진격하여, 모두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노력하였다. 그리하

여 아야트 해에 해당하는 784AH 라비 알 아왈 초순 화요일 밤(1382년 5월 20일)에, 산

에서 계곡의 까마귀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고, (산) 중턱에서 그 용사

의 무리들이 표범과 마주보고 있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던 메르키트(Mirkīt) 인들과

바닥샨 군대에게 명하여, 성채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그 무리들은 즉시 용기를 내어 길

을 나섰고, 바로 그 날 밤에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북을 두드리고 부르

구를 울리면서 대문에 이르렀다.

[시Nazm] 두 산 사이에서 북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 창공의 독수리의 마음이
지치게 되었다.
기병과 보병이 금장식의 허리띠를 매고, 모두 칼을 들고 모두 창을 지녔다.
무리지어 앞으로 나아갔고, 용사들이 두 산 사이에 이르렀다. [516]

사힙키란은 군대 중에 용감한 무리를 선택하여 자신보다 먼저 파견하였다. 그리하

여 바하두르들과 근신들 중에 일부, 예를 들어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와 이쿠 티무르를

라흐라 길을 통해 산의 중턱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아크 티무르는 적들을 몰아내어 적

들 위에 있는 어떤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쿠 티무르는 그의 맞은편에 있었던 적들의 머

리에 창을 겨누었으며,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다른 바하두르들과 전사들 또한 각기

자신의 장소에서 공격을 행하여, 자신의 맞은편을 몰아내고 산 위로 올라갔다.

[시Nazm] 수많은 피리의 탄식과 비명에 대해, 너는 말하였지. 세상 어딘가에서 발
생하였다고.
모든 돌들이 이끼가 되었고 먼지는 피가 되었다. 많은 군주의 머리가 나뒹굴었다.
피로 인해 세상의 눈이 습기로 가득 찼다, 살해된 많은 자들로 인해 땅의 등이 굽
었다.

우마르 (이븐) 압바스와 무바샤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중턱에 서 있

었는데,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였다. 사힙키란은 군대의 용사 중에 일부를 파견하여 생명

을 사냥하는 칼의 타격과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으로 적들을 흩어뜨리고 물러나게 하

였다. 승전군은 시대를 밝히는 태양처럼 산 위로 올라왔으며 적들은 제압되고 밟힌 채

간청과 울부짖음으로 안전을 청하였다. 알리 벡은 곤경의 칼이 뼈에 닿자 다시 겸손의

문으로 들어왔으며 어떤 이를 사힙키란의 어전에 파견하여 탄원과 애원으로 청하였다.

“승전군이 우세와 압제의 손을 전투와 출혈로부터 거두신다면, 제가 내일 복종의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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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바깥으로 나아가 봉사의 땅을, 겸손을 표하는 앞이마가 절하는 장소로 삼겠습니

다.” 이러한 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조약을 견고한 믿음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자운 쿠르

바니의 아미르들의 귀족들 중에 있었던 닉 루즈(Nīk-rūz)와 무함마드 셰이흐 핫지

(Muhammad Shaykh Ḥājī)를,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정혼자였던 그의 딸 한드

술탄(Khānd Sulṭān)과 함께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예의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고자 탄원의 혀를 열었다.

왕다운 애정은 그의 간청을 승인의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였고, 다시 알리 벡의 계약

을 [517] 고려와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 명하였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는 원한의 손을

전투에서 거두고, 보복의 칼을 칼집이라는 제한된 곳에 조용히 두어라.” 그리고 그곳으

로부터 승리와 후원으로 승리의 장소인 병영으로 돌아와 상서로이 안착하였고, 축복받

은 등자의 동반자인 닉 루즈와 무함마드가 승리의 피난처인 군영으로 왔다.

다음날 천체들의 군주가 하늘이라는 푸른 말을 몰았고, 힘과 권력의 왕관을 세웠을

때, 밤이라는 검은 얼굴의 적은 미천하고 무능하게 되었으며 검은 베일이 머리에서 떨

어졌다.

[시Bayt] 태양이 산으로부터 금색 모자를 들어 올렸을 때, 밤은 머리에서 검은 머
리칼을 떨어뜨렸다.1227)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사힙키란은 하늘의 도움으로 말을 몰아 칼라트 대문을 행

운을 펼치는 왕림의 영예로 (빛나게 하여), 푸른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성채가 질투하

게 하였다. 알리 벡은 다급하고 절박한 발로, 마치 뱀이 껍질을 벗고 바깥으로 나오듯

이 성채로부터 나와, 청원의 얼굴을 겸손의 땅에 두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그리

고 왕답고 자비로운 동료들에게 의지하여 목숨의 안전을 청하였다. 그의 바람이라는 命

令書가 용서라는 디반 廳에서 소망을 이루는 서명으로 장식되었으며, 목숨을 포기하였

던 마음을 다시 한 번 삶이라는 희망으로 그러모아, 용서를 청하기 위해 사과의 혀를

열었다. “오늘 (제게) 축복받은 등자에서의 동행을 면제해 주신다면, 내일 고귀한 오르

두로 급히 갈 것이며 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겠습니다.” 사힙키란의 거대한 자비

는 이 요청 또한 승인으로 날인하였고, 행운의 고삐를 귀환의 방향으로 돌려 자신의 영

광스러운 장소로 향하였다. (그러나) 알리 벡의 행운의 낮은 쇠퇴의 밤에 닿아 있었고,

(그의) 불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총의 발자국을 올바른 방법으로 견고하게 하지 않았

다.

[시Bayt] 불운으로 인해 행운이라는 낮이 어두워졌던 모든 이들은, 혼란스러운 운

1227) Asadī Tūsī, Gharshāsp 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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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떠나도록 두지 않았다. [518]

다시 잘못된 생각이 떠올랐고 쓸모없는 착각에 빠져, 밤이 되자 승전군이 들어왔던

딜하라(Dilhara) 길과 다른 통로를 막고, (상대의) 활동을 탐색하기 위해 굳건한 성채에

서 머리를 들어 올렸으며 다시 조약을 깨고 저항을 행하였다. <신에게서 빛을 받지 못

한 자 그에게는 빛이 없노라>1228) 사힙키란은 14일 후에 그곳에서 이동하여 버바르드

(Bāvard)1229)와 칼라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괴되어 있었던 카흐카하(Qahqaha) 성

채로 가서 그곳의 건축을 명하였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이틀 낮 밤 동안에 그곳

을 건축하였다. 핫지 호자(Ḥājjī Khwāja)를 일부의 장인들과 함께 그곳에 두었으며 소

유르가트미시 칸과 아미르자데 알리 및 아르들의 수장인 셰이흐 알리로 하여금 각 투

만들과 함께, 다른 방향에서 칼라트로 향하는 길들을 지키도록 하여, 그들에게로 오고

가는 길의 모든 방향을 막아 그 성채의 업무를 차단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도

바깥으로 나올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들의 어전으로 가서 무언가를 전해줄 수 없게

하였다.

[시Bayt]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 수 없다면, 무덤이 나았다. 비록 차가운 숨
을 쉰다 하여도.

89. 투르시즈 요새의 승리의 이야기

사힙키란이 훌륭한 처리를 통해 칼라트 성채를 마음이 죽어있는 적들의 무덤으로

삼았을 때, 올바른 처리를 행하는 생각이라는 포승줄을 투르시즈(Turshīz)1230) 요새의

승리의 흉벽 위에 던졌고, 그 방향으로 영광스러운 진격을 행하고 축복받은 깃발을 들

어 올려, 야시 다반1231)을 통과하여 하부샨(Khabūshān)1232)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기

치 못한 건강상의 병을 이유로 고귀한 부인이신 딜샤드 아가를 사마르칸트 방면으로

되돌려 보내고 신의 가호와 함께

[시Nazm] 세계 정복자이신 승리의 사힙키란은 더욱 상서로운 운명으로 말을 몰았

1228) Qur'ān, Sūra al-Nūr : 40.
1229) 앞서 등장한 '아비바르드(Abīvard)‘와 같은 도시이다(THTB/Darby, p.252).
1230) 니샤푸르와 쿠히스탄 사이에 위치한 성채라는 Ḥudūd al-Ālam의 기록이 있다. 현재 니샤푸
르에서 남서쪽으로 110km에 위치하는 도시 ‘Kashmar’이다.

1231) 이 지명은 앞에서 나온 야시 다반과 다른 곳을 가리킨다.
1232) 니샤푸르에서 12역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옛 기록이 남아있는 후라산의 도시, 현재
니샤푸르에서 북서부로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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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군대와 함께 행운으로 진격하였다, 하늘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그를 도왔
다. [519]
끓어오르는 바다와 울부짖는 홍수처럼, 투르시즈와 그 백성들에게 향하였다.
신성한 도움으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병사들이 성채 주변에 대열을 펼쳤다.

투르시즈 요새는 유명한 요새였고, 쿠히스탄 지역에서 극도로 견고하고 단단한 성

채였다. 그 벽의 높이는, 망을 보는 자가 만일 흉벽에 올라가면, 사자자리의 괴롭힘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정도였고 그 해자의 깊이는, 만일 그 바닥에 어떤 새싹이 피어오른다

면 地上의 소의 공격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그 해자의 너비는, 매가

한 번의 비행으로 건널 수 없을 정도였고, 새가 그 흉벽 위에 만일 이를 수 있다면 태

양의 강렬한 내리쬠으로 인해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시Nazm] 하늘을 닮은 성벽은, 이스칸다르의 방벽1233)이 그것과 비교하여도 거미
줄처럼 가녀릴 정도였다.
극도로 높아, 理性이 생각의 올가미를 성채의 지붕에 드리울 수 없을 정도였다.
그 굳건함은 사방에서 하늘이라는 투척기가 재앙이라는 돌로 벽을 무너뜨릴 수 없
을 정도였다.

그 당시에 성채를 수호하는 자들은 사디드(Sadīd) 인들이었는데, 말릭 기야스 앗

딘이 그 요새를 아미르 알리 사디디(Amīr 'Alī Sadīdī)에게 맡긴 바 있었다. 사디드인들

은 용감함과 성채 보호로 유명한 구르인들 중의 일부였는데, 사실상 그들은 용기로 충

만하였고 용감함에 있어서는 비할 데가 없는 부족이었다. 그들의 처리와 관리 하에 그

요새에는 많은 저장물품과 다양한 攻守 물품 및 수많은 전투 도구와 여러 전투 인원이

있었으며, 살해와 상해를 준비(하였다.)

[시Nazm] 그에게 복속하고자 세월의 허리띠를 묶은 군주 외에 (모두를) 겨냥하였
던 성채.
그를 위해 예언자의 규범과 종교가 만들어졌던 왕을 제외하고 (모두를) 노렸던 병
사들.

1233) 이스칸다르가 중국을 향해 세계의 동쪽 끝에 이르렀을 때 두 산 사이에 작은 통로가 있었는
데, 그 곳 주민들이 곡과 마곡(Yājūj와 Mājūj)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스칸다르는 방벽을 세워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였
다. 페르도시의 Shāh nāma와 니자미의 Iskandar nāma 및 그 외의 여러 시인들을 통해 각색되
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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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사힙키란은 말릭 기야스 앗 딘에게 말하였다 “이들은 너의 누케르들이며 이

요새는 네가 그들에게 주었던 곳이다. 네가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520] 군사행동을 하는가?” 말릭 기야스 앗 딘은 말하였다. “理性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릭이 성벽 아래로 가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충고를 하였으나, 말릭이 이야기하여도

요새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고, 세계를 정복하는 군

대가 요새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였다. 그리고 투만들과 천호들은, 자신이 있던 방향을

정돈하여 견고하게 만들고는 전투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불꽃은 겨울의 과실이었

으나 그 사람들은 창공의 혹독한 열기로 인해 불타오르는 여름처럼 계속하여 전투의

불꽃을 피웠으며, 사힙키란은 매일 말을 몰고 요새의 주변을 돌면서 그 내·외부를 감시

하였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명령에 따라 투척기를 세우고 노포를 준비하여 세웠다. 그리고

명령을 받아, 민첩한 나큽치(Naqbchī)1234)로 하여금 해자에 굴을 파고, 이를 통해 물을

비워내기로 하였다. 결국 성채 아래에 구멍들이 기둥뿌리를 뽑아내었고 하늘처럼 강력

하신 군대가 사방에서 전투에 참여하여 훌륭한 전투를 벌였다. 성채의 주민들 또한 맞

은편에서 용감한 노력을 행하였고, 극도의 용기를 발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

하였다.

[시] 1235) 먼지가 세계의 눈을 멀게 하였고, 여러 북이 하늘의 귀를 멀게 하였다.
칼은 마치 뱀처럼, 살해당한 자들은 마치 튤립처럼, 얼굴은 마치 꽃처럼, 연꽃처럼
되었다.
창과 칼로 인해 고슴도치가 되었다, 생명을 사냥하는 죽음은 달콤한 인생이 되었
다.

결국에 행운의 도움이 나날이 증가하여 투척기와 노포의 돌의 타격으로 성채의 담

장과 벽들을 파괴하였고, 사실상 <그 도시를 뒤엎었다.>1236)라는 장면을 보게 될 정도

였다. 사디드 인들은 그 상황에서 마음이 의지처가 무너졌고, 사힙키란의 天幸은 하늘의

명령이어서 용기와 용맹으로 그 행운에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

여 무기력함과 무능함의 문을 통해 나와 목숨의 안전을 구하였으며 탄원과 간청의 혀

를 자조의 미소와 용서를 청함으로 장식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그들에게 안전을 부여하

였고 [521] 호의와 회유로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요새 바깥으로 나왔고,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상서로움을 얻었으며, 복속과 봉사의 의례를 수행하였다.

1234) 땅을 파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특히 본 사서에서는 공성전 시에 성벽 아래를
파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 내로 들어가는 이들을 일컬으며, 일종의 직종이다.

1235) Mas'ud s'aid suleimān, Dīwān-i Ash'ar,
1236) Qur'ān, Sūra al-Hūd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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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사힙키란은 그들에게서 용기와 지혜의 흔적을 보았으므로, 모두를 갖가지 보살

핌과 위무로 특별하게 하였고 왕다운 소유르갈과 물품을 사여하여, 투르키스탄 변경의

성채와 요새1237)의 지배 및 보호에 임명하였다.

[시Bayt] 술탄이 한 가신을 선택하였을 때, (그는) 대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었
다.

그들이 집 전체를 옮겨 그 방향으로 갔을 때, 투르시즈의 다루가 職은 아미르자데 미

란샤의 승인으로 사룩 아트카에게 수여되었다.

90. 파르스의 사신이 도달한 이야기

이 때, 무자파르 가문의 최고 수장이며, 그 시대 그 지역 왕들의 계약의 중재자였

던 파르스(Fārs)의 왈리, 잘랄 앗 딘 샤 슈자(Jalāl al-Dīn Shāh Shujā')는 행운이 계시

하는 안내를 받아 가신으로서의 충성과 지지를 고하기 위해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서

둘러 왔다. 그리고 그의 아미르들 중에 있었던 우마르 샤(‘Umar Shāh)를, 기도와 찬사

후에 복종과 충성의 보고 및 지지와 進上의 선언을 골자로 하는 서신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조공의 관습으로 수많은 정교한 도구들과 선물들,

즉 유명한 보석, 왕에게 걸 맞는 루비, 금과 디나르로 된 수많은 물자들, (즉) 여러 가지

값비싸고 귀한 천들과, 가치 있는 물건들과 안장을 맨 아랍 말들,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안장을 지닌 빠른 당나귀들, 등자와 체인을 지닌 낙타들을 다양하고 정교한 물건들과

선택된 도구들, 역시 값비싼 천으로 모두 정교히 장식되어 있던 두꺼운 울로 된 대 帳

殿과 장막과 천막과 차양 모두를 사신과 함께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우마르 샤가 통치

의 피난처인 어전에 이르러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광으로 행운을 얻게 되었을 때, 군주

를 알현하는(Auljāmishī)1238) 관습을 수행하였고, [522] 함께 가지고 왔던 서신을 희망의

대리인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가지고 왔었던 선물들은 보고한 후에 그 분의 가

신들에게 맡겼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를 위무하였고 금과 예복과 말 등 다양하고 훌

륭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환대하고 지위를 드높였으며, 충분한 호의와 애정을 포함

한 답장을 사여하여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자신의 사람을 그와 동반케 하여 파르스 왈리의 어전으로 파견하였고, 그를 왕다

1237)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투르키스탄에서 카쉬가르의 僻地까지 모든 견고한 성채를 그들에
게 맡겨 쿠투왈이 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ZT/Jawādī 2, p.577).

1238) 이 단어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각기 다른 해석이 있지만 Doerfer에 의하면 ‘군주를 알현
하다’는 몽골어 A'ulja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硏究』, p.412).



- 355 -

운 애정과 자비로 돕고 후원하였다. 한편 그의 순결한 장막 속 여인을 훌륭한 자녀인

아미르자데 자항기르의 아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약혼시켜, 둘 사이에 있었던

친애와 우정의 기반이 인척 및 통혼관계로 강화되어 굳건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Bayt] 애정이 통혼관계로 강해졌을 때, 희망의 가지가 다시금 새로워졌다.

91. 사힙키란이 마잔다란의 측으로 향한 이야기

투르시즈 성채가 그 분의 가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점령의 대오에 합류하였고

대리인들의 소유가 되었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가호 아래에서 마잔다란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Bayt] 군대의 대열로 인해 초원과 산에 흔들림이 발생하였다, 단도의 열기로 인
해 바다와 강에 들끓음이 일어났다.

루기(Rūghī)의 길을 통과하였을 때, 카부드 자마(Kabūd Jāma)1239)와 샤스만

(Shāsmān)1240)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마잔다란의 왈리 아미르 왈리는 그것

을 알게 되자 두려움이 자신의 상황을 집어삼켰고, 자신의 가신들 중에 아미르 핫지와

다른 가신들을 투쿠즈 및 여타 선물들로 이루어진 많은 조공품과 함께 파견하여, 용서

의 場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동으로 왕다운 고귀한 디반의 실무자들에게 고하였다. “바

라는 바는 이것뿐입니다. [523] 臣을 이번에 면제해 주시고, 용서이신 신의 도움으로 승

전군이 고삐를 이 지역에서 되돌려 臣이 안전과 신뢰라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면, 열린 마음으로 행운의 카바(Ka'ba)를 위한 성지순례의 의복을 입고, 뒤따라 급

히 와서 복종의 땅을 충심의 이마로 문지를 것이며 남은 인생동안 봉사의 허리띠로 행

운의 허리를 장식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시Bayt] 샤의 어전에서 한 명의 臣下가 될 것입니다. 세세 대대로 봉사를 위해 허
리띠를 맬 것입니다.

사힙키란의 인색함이 없으신 자비는 그의 요청이라는 장부에 승인이라 서명하였고,

1239) 본래 ‘검은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스타파(Ḥamd-allah Mustawfī)의 기록에 따르면
마잔다란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주르잔(Jurjān)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이 카부드 자마로 이
동하였다고 한다.

1240) 샤스만은 현재 골레스탄 주의 주도 고르간에 속하는 지명이다. 하피즈 아브루에 의하면
795AH에 고르간을 지나던 티무르가 강가의 샤스만이라는 곳에 왕궁을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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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다운 훌륭한 창고에서, 그의 요청이라는 몸에 승인의 예복을 입혔다.

[시Bayt] 적들이 피난처를 구하였을 때의 자애로이 바라보라, 그의 마음이 바라는
바는 완전히 허가를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때에, 칼라트로부터 소식이 왔다. 즉,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가 그 요새의

중턱과 통로들을 조사하여, 어느 날 밤 아미르자데 알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私

的 누케르 여럿과 함께 이동하여 칼라트 성채로 올라갔는데, 창공이 밤의 어두움이라는

먼지로 인해 어두컴컴하였으므로, 길을 잃고 어느 높은 중턱에 부딪히게 되었다. 적들이

이를 알게 되자 급히 바깥으로 나와 중턱과 통로들을 막아서고 방어와 저항을 준비하

였다. 세계의 용사들은 용기의 얼굴을 그들에게 두고 양측에서 함성을 질렀으며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수많은 함성소리가 발생하여 산을 뒤흔들었고, 큰 두려움으로 인해 하
늘이 숨을 죽였다.
움직이는 혀가 아름다운 머리칼처럼 꼬여 있었고, 사람들의 입은 마치 미천한 이들
의 눈처럼 말라 있었다.

箭桶(Tarkish)이라는 둥지에 화살이라는 까마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활이라는

자그 새는 용사들의 손이라는 창공으로부터 홀로 남지 않았다. 칼이라는 혀가 보복에

대한 희망으로 모두 이빨이 되지는 않았으며, 바하두르에게 줘라(De), 가져라(Dār), 붙

잡아라(Ghīr)1241) 이외의 말은 무엇도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 [524]

[시Nazm] 화살은 활과의 연결을 통해 생명을 취하였다, 칼은 칼집과의 분리로 인
해 피를 흘렸다.
등극한 그 자는 마치 빛이 까만 눈동자 속에 (있는 것과 같았고), 이 움직임은 마
치 영혼이 몸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다.

마치 카리만(Karīmān)의 손바닥1242)이 디나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箭桶 속 화

살이 비어있었으며, 칼과 방패는 마치 종교인들의 마음과 지식인들의 상황처럼 부서지

고 파괴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양측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사망하였다. 일부가

훌륭한 발상으로 평화의 발을 가운데에 두고, 은총의 도움으로 완화의 물을 혼돈의 불

길에 뿌려, 전사들의 공격이 일으킨 바람으로 인해 전장의 땅에서 발생하였던 재앙의

1241) 이 세 가지의 짧은 명령문은 ‘노력하다’라는 관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1242) Shāh nāma의 기록에 따르면 카리만은 루스탐의 할아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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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양측에서 전투에 관한 조약이 맺어져, 알리 벡과 셰이흐 알

리 바하두르가 만났다. 타협에 관한 관습으로 서로서로를 끌어안았고 두려움과 모호함

이 그들 가운데에서 제거되었으며, 반역과 분쟁이 옆으로 치워졌다. 알리 벡은 그를 자

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환대와 경의와 후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행하였다. 그와 함

께 온종일 동료애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그의 중재를 통해 사힙키란의 용서가 그의

죄를 없애줄 것이라는 바람을 가졌다.

[시Bayt] 존경받는 중재자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 어쩌면 그의 죄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사힙키란은 복속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잔다란 왈리의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상서롭고 행복하게 귀환을 결정하였으며, 사말간(Samalghān)1243)과 자람간

(Jaramghān)1244)의 길을 건너서 라드칸(Rādkān) 초지1245)를 통치의 천막의 고정된 곳이

자 거대한 대 장전의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및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고귀한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가 알리 벡으

로 하여금 도검과 수의와 함께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게 하고, 무릎을 꿇고

그의 피를 (용서해주시기를) 청하였을 때, 왕다운 자비로운 자는 그의 죄를 용서하였고

보호와 위무로 특별하게 하였다. 그리고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525] 호의와 보살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라드칸을 그에게 소유르갈로 사여하였고, 사브자와르를 알리 무바야

드 사르바다르에게 수여하고는 명하였다. “말릭 기야스 앗 딘을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알리 벡을 예속민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이동하게 하라), 그리고 자운 쿠르바니의 무

리들 모두를 아미르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문 전체를 마와라안나흐르로 옮기도록 하라.”

92. 이슬람의 피난처인 사힙키란이 수도로 귀환한 이야기

후라산의 왕국들이 적에 대한 우려로부터 단번에 깨끗해졌고,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대리인들이 그 모든 도시와 지역에서 힘을 얻고 권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사힙키란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상서롭고 행복하게 통치와 영광의 왕좌가 위치한 곳으로 향하

였으며, 승전군이 자신의 영역으로 되돌아가 모두 자신의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하

1243) 979AH 사본에서는 Shamalghān으로 되어 있으나, 하피즈 아브루 등에도 Samalghan으로 되
어 있고 현재에도 후라산 북부 Bujnūrd의 일부로 Samalqān이란 도시가 있어 1127년 사본의 형
태가 더욱 옳은 것으로 보인다. 보즈누르드 서쪽에 위치한다.

1244) 이 도시 역시 아비바르드 근교의 마을 명이다.
1245) 현재 마슈하드에서 서북부로 80km 떨어져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의 초원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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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급히 나아갔다. 축복 받은 대오가 일으키는 먼지가 사마

르칸트 주민들의 희망의 눈 위에 있던 코흘을 깨끗이 하였으며, 이 왕국에 대한 그 분

의 영광스러운 안착이라는 영예로 인해 에람(Iram) 정원1246)과 천국의 정원이 질투하게

되었다. 알리 벡과 말릭 기야스 앗 딘의 아들 아미르 구리 및 그의 형제인 말릭 무함마

드를 묶어서 안디잔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어전으로 파견하였고, 자운 쿠르바

니의 사람들은 타슈켄트에, 말릭 기야스 앗 딘은 그의 큰 아들 피르 무함마드와 함께

사마르칸트에 머무르게 하였다. 한편 이 겨울에 신성한 운명들의 충돌로 인해 헤라트에

서 무서운 일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와 같다. 즉, 말릭 파흐트 앗

딘의 아들들인 무함마드와 그의 형제가 말릭 후세인과 그의 아들인 말릭 기야스 앗 딘

의 통치와 지배시기에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여, 지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사힙키란이 헤라트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은 고귀한 왕

좌의 발치에 자신의 상황을 고하였다. “저희들은 말릭 후세인과 叔姪 관계입니다. 그와

그의 아들 말릭 기야스 앗 딘은 우리 부친들의 모든 도구들과 물자들을 지배와 장악의

손으로 차지하였으며, 이 가련한 소인들은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526] 지내왔습니다.”

왕다운 자비로운 자가 그들을 위무하였고 구르의 지배를 큰 형제인 말릭 무함마드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때에 용감하고 젊은 구르인이자, 말릭 기야스 앗 딘이 그

를 가두어 1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던 아부 사이드 이스파흐부드(Abū Sa'id

Ispahbud)가 그 분의 호의의 도움으로 해방되었다.

784AH말(1383년 3월)에,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아미르들과 함께 무르갑 강변에서

판디(Pandī)로 유명하였던 판지디흐(Panjdih)라는 장소에서 동영을 하였다. 말릭 무함마

드가 광기 및 무지에 휩싸여 불운과 함께 죄악이라는 황야로 향하였고, 그보다 더 무지

한 일부 구르인과 함께 헤라트로 향하였다. 아부 사이드 이스파흐부드 또한 당나귀가

무리 가운데 던져진 것 (처럼)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헤라트에 이르렀을 때 악한들 중

에 어떤 무리가 그들을 따르기로 하였고 다루가와 회계원(Muhaṣal)들과 아미르들의 누

케르들이 각기 중요한 일로 그곳을 떠나 있었을 때, 함께 이흐티야르 앗 딘(Ikhtiyār

al-Dīn) 성채로 들어왔다. 이 겁 없는 이들은 결과에 대한 숙고 없이 도시로 향하였고,

갖가지 사악함과 혼돈을 향해 압제와 부정의 손을 펼쳤다. 그 와중에 성채의 문으로 와

서 여러 땔감을 모아 불꽃을 그 위에 피웠는데, 그 성채에 있었던 많은 타르칸들이 그

상황을 두려워하였고, 사악한 탐욕의 시각에 들었다는 별것 아닌 일로1247) 스스로를 성

벽 아래로 던져 목숨을 끊었으며, 그 저주받을 공격으로 인한 타격에서 안전을 얻지 못

했다. 이 소식이 아미르자데 미란샤에게 이르렀을 때, 아미르 핫지 기야스 앗 딘과 아

미르 아크부카를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 중에 일부와 함께 급히 헤라트로 파견하였으며

1246) 바그다드와 시라즈에 위치한 정원의 이름, 두 도시 모두 지상의 천국으로 불리는 도시이다.
1247)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본Ⅰ에는 ‘소식 없이(Bī-Khabarī)’로 되어 있지만, 캘커타본과 이란본
Ⅱ에는 본문과 같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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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 또한 군대와 함께 향하였다. 아미르들이 도달하였을 때, 구르 인들은 저항과

전투를 위해 앞으로 왔고, 거리1248)의 작은 골목 초입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패배가

적들에게 발생하여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살해되었다. 일부는 상처를 입은 채로 울부짖으

며 도시로 도망하였고 밤이 되자 서로 흩어져 패주하여 달아났다. 아미르자데 미란샤

또한 도달하였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처벌의 칼을 보복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

겁 없는 자들 중에 많은 수를 [527] 살해하였고 살해된 이들의 머리들로 미나렛

(Mināra)1249)을 쌓아 본보기의 정점에 세웠다.

[반구M iṣrā’] 누구든 그와 같이 행동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1250)

이 소식이라는 광선이 사마르칸트에서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를

통해 고귀한 그 분의 認知라는 왕궁 위를 비추었을 때,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야를

릭이 반포되었다. “사마르칸트 요새(Argh)에 갇혀 있던 말릭 기야스 앗 딘과 그의 형제

말릭 무함마드와 그의 작은 아들 아미르 구리, 그리고 안디잔에 갇혀 있는 알리 벡 자

운 쿠르바니 네 명을 각각 네 개의 죽음의 부름(Takbīr-i Fanā)으로 소환하라.” 그리하

여 실제로 <유혹을 멀리하라, 너희 가운데 우매한 자만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다.>1251)

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은 지고하신 신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529]

93. 딜샤드 아가와 쿠틀룩 투르칸 아가의 사망의 이야기

<신이시어 그들을 용서하소서!>

톤구즈1252) 해에 해당하는 785AH(1383-4년)에, 사힙키란의 존경받는 부인인 딜샤드

아가가 세계라는 슬픔의 장소로부터 여행을 떠났으며, 그의 영혼이라는 알이 <기뻐하고

1248)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은 ‘Khiyāwan’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브리즈의 구역(Maḥala) 명이
다. 그러나 이란본Ⅰ에는 거리(Khiyābān)이라는 보통 명사로 되어 있어 이에 따랐다.

1249) 마스지드 앞에 세워져 있는 첨탑으로, 이곳에 무에진이 올라가 기도시간을 알리곤 하였다.
그 개수 및 규모에 따라 해당 마스지드의 위상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1250) 이란본Ⅱ 미주 154에 따르면 이 반구(Miṣrā’)는 일련의 이란 속담과 유사하다. ‘불의한 일을
행한 자는 불의함을 당할 것이다’ 등의 문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인과응보를 지적하는 문구
이다.

1251) Qur'ān, Sūra al-Anf'āl : 25.
1252) 785AH은 1383년 3월 6일∼1384년 2월 23일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톤구즈 해는 그 전반부
이며, 1384년 1월 22일까지이다. 이란본Ⅰ(Tungūz)과 이란본Ⅱ(Tunghūz)에 철자가 다소 다르
나, 이는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특이한 점은 연도가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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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간다,>1253)는 말씀처럼 날개를 펼쳤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분의 가장 큰 누이이며, 당대의 부인들 중에 다양한 자선으로 뛰어났고, 그의 열의의 건

축가들이 마드라사(Madāra)1254)들과 하나가와 같은 수많은 훌륭한 종교적 건물들을 지

었고, 그녀의 훌륭한 은총으로 인해 여러 계층의 백성들이 이득을 얻었던 쿠틀룩 투르

칸 아가가 신의 초대에 응답하였고, 세계1255)라는 비좁은 곳에서 즐거움의 집이라는 기

쁜 저 세계로 이동하였다.

[시Nazm] 아아 안타깝도다! 순결하고 위대한 도시가 무너졌다. 행운의 훌륭함을
넓히는 푸른 물이 신기루가 되었다.1256)

네 번째 하늘은 애도의 궁정이 되었다. 거룩한 영혼이 태양의 애도를 받았다.

그를 샤자데 쿠샴 이븐 알-압바스(Shāhzāda Qusham bin al-‘Abbas) <신이시어 그

에게 평안을 주소서>의 마자르1257) 가까이에 묻었다.

사힙키란은 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마음에 거대한 슬픔이 생겨났고,

과도한 슬픔이 빛나는 마음의 주변을 맴돌았다. 올바른 방식으로 장례를 행하였으며,

[530] 그들의 영혼의 정화를 위한 보상 물품들이 사힙키란의 자선의 수행을 통해 (제공

되어), 그 사여물들이 적절한 주인들에게 이르렀는데 (그 양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

다. 그 분의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은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 고려의 고삐가 세속적인

일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고, 왕국의 상황 및 통치 업무의 처리에 호의의 광선을 전혀

드리우지 않았다.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사이드

베르케와 호자 압둘 말릭(Khwāja 'Abdul-Malik)1258)과 셰이흐자데 사가르지

(Shaykhjāda Sāgharzī) 등이 함께, 넓은 하늘과 같은 그 분의 어전에 출석하였고 행운

을 바라는 혀를 충고와 설교로 열어, 하디스와 쿠란에서 이야기 되고 암시된 것들, 그리

고 신비한 이야기들로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백성들과 군사들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충분한 처리 및 정의와 관용의 확산, (즉) 그것을 행하기 위해 소

모한 시간의 영예로움이, 지식과 믿음을 재는 저울에서 일생 동안 바치 기도보다 더 중

1253) Qur'ān, Sūra al-Fajr : 28.
1254) 이슬람권에서 종교 관련 학문을 가르치던 일종의 학교.
1255) Dār ghurūr : 거만한, 이기적인 등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1256) 이란본Ⅱ 미주 155에 따르면 이 시는 시인 하카니(Khāqānī)의 시를 차용하여 변형한 것이다
(Khāqānī, Dīwān-i Khāqānī Sharwānī, p.155).

1257) 이란본Ⅱ 미주 156에 따르면 카샴 이븐 압바스는 예언자의 사촌이다. 그는 이맘 알리가 순교
한 후에 우스만의 아들 사이드와 함께 사마르칸트로 와서 그곳에서 57AH(676-7년)에 사망하였
다고 한다(YZN/Ṣādiq, pp.1423-4).

1258) 이란본Ⅱ 미주 158에 따르면 그는 셰이흐 부르한 앗 딘 마르기나니의 아들이자 아미르 티무
르 휘하의 샤리아 학자이다(YZN/Ṣādiq,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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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되었던 것들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유례없이1259) <오, 주

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1260)라는 말씀을 인내라는 팔의 부적

(Tamīma)1261)으로 삼았고, 드높은 마음으로 왕국과 종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94. 자타 방면으로 군대를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바로 그 톤구즈 해에 아미르자데 알리를 군대와 함께, 아무 쓸모없이

허울만 이슬람일 뿐이었던 자타의 사악한 자들의 절멸에 임명하여, 그들의 혼돈을 야기

하는 불꽃의 점화처였던 카마르 앗 딘을 잡아들이도록 파견하였고, 그 자신은 키시 방

향으로 향하였다. 아미르자데 알리가 병사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도중에 혼란이란 바다

의 고래이자 용감하고 뻔뻔한 산의 표범이었던 바아린 부족이 속임수의 매복공격을 펼

쳐 아미르자데 알리의 유수진을 약탈하였고 그는 패배하여 되돌아 사힙키란의 어전으

로 왔다. 그 분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의 아들 사이프 알

물룩(Saīf al-Mulūk)과 아틸미시(Atilmish)와 아르군 샤 아흐타지(Arghūn Shāh

Akhtājī)1262)를 전투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병사들과 함께, 그 뻔뻔한 이들에 대한 보복

을 위해 [531]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바로 소식이 오지 않자, 아미르 자한샤

(이븐) 자쿠와 일치 부카, 샴스 앗 딘 (이븐) 우치 카라와 사인 티무르 바하두르(Ṣāyin

Timūr Bahādur)를 10000명의 기병과 함께 그들의 뒤를 쫓아 파견하였다. 그들이 아카

캄(Aqāqam)1263)에 이르렀을 때, 더 먼저 갔었던 아미르들이 바아린 무리들을 붙잡아

그들 중에 다수를 살해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은 후, 되돌아와 그곳에 도달하였다. 아

미르 자한샤는 카마르 앗 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도록 임명되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방향을 되돌려 함께 이식쿨(Īsī-Kūl)1264)을 건너 쾩 테페1265)까지 카마르 앗 딘을 찾아

갔다. 그리고 그를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되돌아가, 가을에 사마르칸트에 이

르렀고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어 자긍심을 가진 머

1259) 이란본Ⅰ이 참고한 몇몇 옛 사본에는 이 부분이 ‘결과(Natīja)’로 되어 있다.
1260) Qur'ān, Sūra al-Baqrah: 156.
1261) 재앙을 막기 위해 어린 아이의 목에 걸어두는 일종의 부적(Amulat).
1262) 이란본Ⅰ이나 이란본Ⅱ이 참고한 사본들의 대부분은 چ 대신 로ج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란본Ⅱ의 경우 에디터들이 이것을 로چ 다시 수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의미를 잘 모
르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단어는 ‘Akhtā-chī’로, 경주와 전투를 위해 거세하
는 거세마(아크타)들을 돌보는 이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거세마 농장의 관리자, 군주의 전투와
사냥에 필요한 거세마들을 돌보는 무리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직함을 지닌 이들을 이후
로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117).

1263) 979AH 사본에는 ‘Atāqam’으로 되어 있다. 앞서 455페이지에 아타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였
으므로 같은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모굴리스탄 원정 시에 이용하였던 통로이다.

1264) 이란본Ⅰ에는 ‘Ajsī’로 되어 있으나 캘커타본과 이란본Ⅱ에 따랐다.
1265) 979AH사본에서는 ‘Kūl Tūpe’로 되어있다.



- 362 -

리가 하늘에 닿게 되었다.

95. 왕국을 차지하는 사힙키란의 움직임이 마잔다란 측으

로 향하였다가, 시스탄 방향으로 갔던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바로 그 가을에 마잔다란으로의 출발을 확정하였고, 드높

은 마음으로 군대를 정렬하고 물자를 구축하였다. 끝없이 많은 군사들은, 공격의 때에

하늘의 질투(를 일으켰고), 때로는 (군대의) 숫자가 항성과 행성의 수보다 많았다.

[시Nazm] 용감한 사자처럼, 말의 아래에서 마치 코끼리처럼, 마치 끝없는 개미처
럼, 손에서는 창이 마치 뱀처럼.
마치 바람처럼 공격을 행하라, 산처럼 공격을 받아들이라, 천둥처럼 비명을 지르라,
벼락처럼 칼을 들라.

정렬하여 영광스러움과 상서로운 운명으로 말을 몰았고, 갑옷을 입고 신의 도움과

보호와 함께 마잔다란 방면으로 나아갔다. 승리를 형상화하는 그의 깃발 위 초승달이

하늘의 정점에 세워져 兩星의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심판의 날의 비명과도 같은 그 소

문의 시끄러움이, 세계에 진동을 일으켜 동-서 양 방향에 발생하였다. 여러 장소와 역

참들을 거쳐 티르미드에 도달한 후에, 군대의 군량을 전달하기 위해 거역할 수 없는 명

령이 반포되었고, 그곳의 통로 위에 다리를 놓아 통과하였다. [532] 무르갑 강변이 축복

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을 때, 명에 따라 카불리스탄 통치의 담당자(Mutasaddī)1266)였

던 아미르 자쿠가 뒤를 따라왔고,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

는) 다스리고 있던 왕국의 중요한 일들을 보고하고 다시 자기 영역의 질서 유지와 통치

를 위해 귀환하였다. 그리고 이 사이에 소식이 도달하였다. 즉, 갸름시르의 투만인 네구

데르 세력이 저항의 숨을 쉬었고, 사힙키란의 애정이 그를 사브자와르1267)의 통치자로

삼아 영광과 야망을 갖게 하였던 셰이흐 다우드 사브자와리(Shaykh Dāwud

Sabzawārī)가 배은망덕함에 사로잡혀, 대담하게 그곳의 다루가였던 타반 바하두르를 살

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아미르 아크부카를 헤라트에서 군대와 함께 사브자와르 측으로 파견하였고 아미르 핫

지 사이프 앗 딘은 그를 돕기 위해 뒤를 쫓아 나아갔다. 그들은 사브자와르를 포위하고

1266) 이 단어는 업무를 실행하는 자, 담당자라는 뜻도 있고, 보다 정확하게는 재정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1267) 이 지명이 옛 사본을 근거로 한 이란본Ⅱ에서는 ‘Sabzār'로 되어 있지만 이란본Ⅰ에서는
‘Sabzawār’로 되어 있다. 문맥에 따르면 후자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363 -

점령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셰이흐 다우드는 도망하여, 산의 정상에 위

치해 있는 바드르 아바드(Badr Ābād)의 요새 위로 올라갔으며 (그곳을)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에 소식을 전하였다]1268) “현재,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아크부카가 그 곳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승리의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시스탄의 주민들 또한 저

항을 하였으므로, 셰이흐 바하두르와 우치 카라 바하두르를 정비된 군대와 함께 아미르

왈리 쪽으로 파견하여 그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그 지역을 장악하게 하고는, 축복받은

고삐를 시스탄 방향으로 꺾었다.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가 785AH 라마단 월 初(1383년

10월 28일)에 헤라트에 안착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구르 인들과 연합하여 前述하였듯

이 저항을 선언한 바 있었으나, 안전을 담보하는 물자를 그들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승인과 가호로 방향을 바꾸어 사브자와르로 향하였다. 그

리고 그 지역이 승리의 사힙키란의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세계가 복속하는 야를릭

이 반포되어 요새에 [533] 굴을 팠다. 셰이흐 야흐야 후라사니(Shaykh Yahya

Khurāsānī)는 나큽치들 위에 버티고 서있었는데, 그 아랫부분이 마치 벌집처럼 비게 되

었고, 요새가 결국 아래로 무너져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셰이흐 야

흐야 또한 벽 아래에 깔렸다. 결국 약 2000명을 포로로 삼아 산채로 하나하나의 위에

얹었고 진흙과 벽돌로 단단하게 하여 미나렛을 세웠는데,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강력

한 힘에 대해 알게 되고, 거만한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통과 죽음의 우물에

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세계정복자 사힙키란의 훌륭한 마음이 그 사건을 떠났

을 때,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를 정렬하여 시스탄 방향으로 전위를 파견하였으며, (그 자

신은) 그들의 뒤를 쫓아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와 함께 승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시Nazm] 1269) 야습으로 북 소리가 발생하였다, 군대의 먼지로 인해 하늘이 검게
되었다.
그 이름난 군대가 나아가고 있다, 도검을 쥔 기병들 수백 수천이.
함성을 지르며, 흥분한 채로 무리지어, 때로는 바람이 공격하듯 산 위에서 공격(하
였다).

파라(Farā)1270)의 왈리인 샤 잘랄 앗 딘(Shāh Jalāl al-Dīn)은 어전 가신들의 지지

라는 귀걸이로 영예롭게 되어 성채 바깥으로 나왔으며, 상서로운 징조인 깃발을 급한

1268)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는 없는 내용이다.
1269) Shāhnāma 5, ed. Jalāl Khāliqī Muṭalaq, p.473
1270) 현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위치한 州名으로 이란과 접하고 있다. 헤라트 남쪽, 헬만드 주의 서
쪽에 해당하며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명의 州都 Farāh에는 옛 성채가 존재한다. 헤라트
에서 남쪽으로 215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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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으로 맞이하였다. 또한 하킴과 왕들 중에 (그) 자신처럼 세력과 권위가 극에 달

한 이들을 위해 적절한 선물들을 (그 분의 권력과 지위의 영광 및 거주지의 드높은 정

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반구M iṣrā’]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충심과 헌신을 보고하는 곳으로 가져왔고 그의 행운의 외형을 장식하였던 복속과

봉사의 의복을 복종과 자기희생의 허리띠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이 승리와 함

께 <군대에서 즐거이> 파라를 출발하였고, 그의 세계정복자의 대오가 일으키는 먼지가

탄 기티(Tan-ghītī)1271)에서 나아가는 한편,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에게 명령을 내려 일

부의 코슌의 아미르들와 더불어 시스탄의 여러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하도록 하였다.

[534] (그는) 명령에 따라 서둘러 가서 시스탄의 대문을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고, 계

산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많은 물자들과 전리품들이 행운의 귀환처인 병영에 모여들었

다. (신의) 가호의 깃발이 우크(Ūk)1272)를 통과하였을 때, 갑옷을 걸치고 칼을 소지한

그 군대는 자라(Zara)1273)의 요새와 성채에 이르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전투

를 일으켜 (바로) 그 날 점령하였다. 적들 중에서 5000명이 내부에서 모였는데, (그들

은) 목숨과의 분리를 받아들여 거대한 전투를 행하였고 (결국) 대부분이 화살과 도검의

타격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살해된 자들로 언덕을 쌓았고, 머리들로 미나렛을 세웠다.

[시Nazm] 살해된 이들의 신체 일부로 말의 앞다리에 목걸이를 만들었고, 창끝에
머리로 귀걸이를 매달았다.
적을 상대하는 일 또한 그의 행운으로 인해 드높아졌고, 죽은 자들로 언덕이, 머리
로 미나렛이 (세워졌다).

96. 시스탄의 도시의 포위와 그 승리의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자라 성채에서 군대를 兩翼 형태로 정렬하여 나아갔고,

군대의 가신들 중 일부와 함께 먼저 나아갔다. 대문까지 거리가 약간 남아있었을 때,

모래로 된 어떤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샤 샤한(Shāh Shāhān)1274)과 타즈 앗딘 시스타

1271) 세상의 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272) 파라와 시스탄 사이의 조그마한 성채(Dikhhudā).
1273) 시스탄의 영역명, 일설에 따르면 가르샤스프(Garshāsb)가 이를 축조하였다고 한다. Minorsky
는 이 요새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 '자라 호수‘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이
호수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님루즈 주에 속한 하문(Hamun) 호수이며, 파라에
서 남쪽으로 103km 떨어져 있다. 성채는 아마 이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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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Tāj al-Dīn Sīstānī)가 일부의 무리와 함께 샤 쿠툽 앗 딘1275)의 어전에서 바깥으로

서둘러 나와, 발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봉사와 복속의 문을

통해 나와 간청과 애원으로 地稅와 關稅(Bāj)1276)를 수용하겠노라 고하였다. 사힙키란이

그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들이 군대를 정렬하여 대

문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고 전투를 위해 진격하였다. 사힙키란은 2000명의 보조 기병을

매복으로 두고,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에게 명하였다. “약간의 병사와 함께 앞으로 나

아가 적들과 전투를 행하다가, 스스로를 도망자로 가장하여 우측으로 나아가라.” [535]

명령에 따라 행동하여 적들이 승리하자, 용사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와 매복 장소에 이

르렀는데, (이 때) 그 2000명의 보조 기병들이 그들을 공격하였고 거대한 전투가 발생

하였다.

적들은 보병이었으므로 단도의 타격으로 수많은 말에 상처를 입혔고 여럿을 죽였

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백성들이 보복의 도검으로 죽음의 땅에 떨어졌고, 남아있던

나머지들은 칼의 타격에 쫓겨 대문에 이르렀다.

[시Nazm] 먼지와 함께 뒤섞였던 많은 피로 인해, 승리의 눈에 튤립 꽃밭이 나타
났다.
피로 인해 땅을 알아볼 수 없었고, 말은 살해된 자들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하늘 戰場의 기사가 그 전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쪽 성벽으로 서둘러 가고,

운명을 만드는 자가 검은색 천으로 <밤을 의복으로 삼았다>1277) 어두운 색 의복을 짰

던 것처럼

[시Bayt] 군대는 전투에 손을 뻗었다. 동쪽에서 새벽이 떠오를 때 까지.
다시 태양이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산이 자신의 머리 위에 단도를 내리쳤다.
세상을 장악하는 왕이 병사들을 정렬하였고, 하늘에 탄식의1278) 울부짖음을 쏘아

1274) 이란본Ⅱ 미주 160에 따르면 그는 시스탄의 군주이며 샤 마흐무드 샤흐나의 아들이다. 그는
티무르가 말릭 쿠틉 앗 딘에게 한 사람을 보내도록 청하였을 때 티무르에게 파견되었던 인물이
다. 말릭 쿠틉 앗 딘이 사망한 후 티무르에 의해 시스탄의 군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티무르의
바그다드 정복 당시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YZN/Ṣādiq, p.1425).

1275) 이란본Ⅱ 미주 159에 따르면 그는 티무르 시기 시스탄의 샤한(Shāhān)이다. 그의 부친은 말
릭 아즈 앗 딘이며, 쿠틉 앗 딘 이븐 샤 루큰 앗 딘 마흐무드의 손자이다(YZN/Ṣādiq, p.1425).

1276)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의미하나, 그 중에서도 보다 큰 영
역을 지닌 왕이 그 휘하의 작은 군주들에게 거두는 세금, 혹은 길을 장악한 자가 그곳을 통과
하는 여행객에게 징수하는 관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간혹 등장하는 Sāv도 동일한 맥락의 단어
이다. 本田實信은 자신의 연구서에서 이것을 關稅로 번역하였으며, 몽골시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세금의 한 종류라 설명하였다(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硏究』, p.286).

1277) Surāh Nabā : 10.
1278) 이란본Ⅰ에는 중간에 동위접속사 W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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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

사힙키란은 중군을 왕다운 세력의 영예로 장식하였고, 우익을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로 장식하였으며, 대 아미르들 중에서 아미르 핫지 사이

프 앗 딘과 아크부카 바하두르와 다른 노얀들이 동반하였다. 좌익의 수장은 아미르 사

르부카였고, 그의 곁에는 후다이다드 이븐 후세인이 있었다. 승전군은 성채의 온 사방을

둘러싸고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부르구를 불고 함성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는 해자를 팠으며 해자의 가장자리에 흙벽돌(Mandu)1279)을 입혔다.

[시Nazm] 다시 땅의 그림자가 태양빛 대오 위에 매복할 때,
어두움의 상징이며 죄악의 형태인 밤에 관해 별들의 병사에게 보고하였다. [536]

내부의 사람들 중에 2000명1280)이 야습을 위해 바깥으로 나왔고 우연히 아미르 샴

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바라트 호자의 맞은편에 서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경솔한

자들이 해자를 건너, 천막과 장막에 이르러 여러 말과 낙타를 단도로 살해할 때 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 후에 주변에서 화살비를 내려 그들 중에 많은 수를 죽음의 땅에 던

졌고, 일부는 상처를 입은 채로 뛰어서 성채의 내부로 달아났다. 다음날 태양이1281) 하

늘이라는 에메랄드 빛 성채의 공격을 목표로 빛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세계를 장악하

고 세상 사람들에게 태양 빛을 사여하는 칼로, 하늘이라는 도시를 둘러싼 울타리를 별

들의 무리로부터 빼앗았다.

[시Nazm] 매복 장소로부터 태양의 왕이 원한의 칼을 빼어 들었고, 별들로 하늘의
성벽을 축조하였다.
세계를 사여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군주. 사힙키란 술탄의 명령으로.

1279) 진흙과 물과 짚을 섞어 벽돌모양으로 만든다. 건물을 단단히 하는 방수재 역할을 한다.
1280) 이란본Ⅰ과 이란본Ⅱ에는 2000명(Du-hizār)이라 되어 있지만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서 이
용한 몇몇 옛 사본에는 10000명(Da-hizār)로 되어 있다. 그런데 타슈켄트본의 글자가 약간 번져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1281) 이 부분은 ‘잠시드(Jamshīd), 마누체흐르(Manūchihr), 태양(Chuhra-i Mihr)’ 이 세 단어가 아
무런 별다른 연결 없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잠시드와 마누체흐르는 모두 페르
도시의 Shāh nāma에 등장하는 군주의 이름으로, 잠시드는 이란의 여러 전설에서 이란의 첫 번
째 왕조로 여겨지는 Pishdadian 왕조의 네 번째 왕이고, 마누체흐르는 8번째 군주이다. 그런데
잠시드의 경우 어원으로 볼 때 ‘두 개의 빛/광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태양에 비유
되곤 한다. 마누체흐르라는 단어는 전설상의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인성을 지닌, 드높
은 천국의 등의 뜻을 지닌 합성어이기도 하다. 이 모든 부분들을 모아볼 때, 그리고 문맥을 고
려해 보았을 때 이 부분 전체가 태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출처 : https://en.wikipedia.
org/wiki/Jamshid; Dikhhud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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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군대가 武力으로 도시를 향해 나아가 사방에서 전투가 발생

하였으며, 칼의 鐵로 마음의 돌 위에 아낌없이 전쟁의 불꽃을 피우고 점령의 깃발을 세

웠다. 아미르자데 알리는 500명의 기병과 함께 공격하였고 그들 맞은편에 있는 대문으

로 적들을 몰아내어 내부로 질주하였다. 자불(Zūvul)1282) 지역의 용사들에게는 루스탐이

라는 착각의 주름1283)이 망상과 원한의 앞이마에 (있어),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향하

였는데

[반구M iṣrā’] 마음이 목숨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났다.

한 무리가 뒤를 쫓아 왔고 사방에서 용기의 손을 펼쳐, 터키석 색 하늘이 오직 그

들의 승리를 바랐던, 승리의 피난처인 일부 병사들이 (머무르던) 대문으로 향하는 길을

닫았다. 그 승리의 현현인 바하두르들은 원한의 도검을 (신이) 도우시는 손으로 빼어

들었고, 루스탐(Pūridastān)1284)에 관한 이야기를 자불리스탄의 기억에 불러일으켰다.

[537]

[시Nazm] 화살과 칼과 창촉이 오고 가는 중에, 홀로 흐름을 따라 나아갔다.
전투를 일으킨 자들의 목숨이 한계에 이르렀으나, 칼의 끝은 생명에 이르렀다.

그 때에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는 각기 루스탐의 용기와 이스판디야르의 힘을 가진

1000명의 기병들과 함께, 심판의 날에 대한 경외를 안고 고삐를 던지며 대문으로 서둘

러 나아가, 큰소리로 우는 칼의 타격으로 대문의 적들을 물러서게 하고 제압하여 몰아

내었다. 그렇게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길을 막았던 무리들을 몰아내었으며 아미르

자데 알리는 코슌과 함께 바깥으로 나와 승리자가 되어 축복받은 병영으로 합류하였다.

샤 쿠툽 앗 딘은 별처럼 많은, 하늘의 위대함을 지닌 병사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는 불가함을 알았으므로 다급하고 절박하게 성채 바깥으로 나왔고, 승리

1282) 역사서에서 언급하는 자불 및 자불리스탄은 현재 이란-이슬람 접경지대에 위치한 이란의 도
시 자불과는 다른 곳이다. 자불리스탄은 이란의 전설적인 영웅 루스탐의 출신지역으로도 유명
하며 과거 투란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마누체흐르에 의해 독립을 얻은 곳이다. 역사적으로 칸
다하르와 가즈니 사이의 영역을 자불리스탄이라 불렀으며, 현재에도 칸다하르와 가즈니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의 자불주가 위치하고 있다.

1283) 이란본Ⅱ에는 주름(Chīn)이라는 단어 대신 죽음(Ḥī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즉, 루스탐처
럼 죽으리라는 생각이 공상과 원한의 앞이마에 있었다. 그러나 본문은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
을 따랐다.

1284) 이 단어는 루스탐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Pūr’는 아들을 가리키는 옛 단어인데, 루스탐의 아
버지 잘(Zāl)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것이다(Dikhhudā). 페르시아의 전설상의 영웅인 루스탐은 자
불리스탄 출신으로 그 모친인 루다바가 카불의 공주였는데, 이후 페르시아의 군주들을 섬기며
이 자불리스탄을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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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힙키란의 행운의 광장에서 간청의 얼굴을 겸손의 땅 위에 두었다. 그의 상황에 대

한 이야기가 이 시로 노래되었다.

[시Nazm] 하늘의 궤도에는 너의 발걸음 외에는 없다. 산은 너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다.
나의 일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찌 하랴. 너에게로, 다시 너를 향해 피난
할 것이다.

왕다운 자비로운 자는 용서의 副書를 그의 죄악 위에 펼쳐 그의 목숨에 안전을 부

여하였으며 호의와 위무로 특별하게 하였다.

[시Nazm] 왕다운 용서를 행했으니 어떻게 적의 죄를 헤아리겠는가, 바다는 먼지
를 흩뿌리는 바람으로 인해 언제 검어질 것인가.

사힙키란은 한 면으로 된 옷(Yiktāy)과 병사들의 옷을 입고, 갑옷 없이 밤색 말 위

에서

[시Nazm] 1285) 빛나는 달과 같고 하늘을 맴도는 몸(을 지닌 밤색 말이), 땅을 짓누
르고 바다를 건너며 길을 누볐다.
때로는 천둥과 같은 말의 울음소리로, 때로는 벼락과 같은 발소리로, 단번에 질주
하여 동에서 서를 통과하였다.

말을 달려 15명의 사람과 함께1286) 군대를 조사하기 위해 좌익 방향으로 향하였는데,

[538] 갑자기 2-3천명에 육박하는 시스탄의 무지한 자들이, 비록 자신들의 하킴이 바깥

으로 나와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과 활로 성벽 위에

올라 서로서로의 손을 잡고 스스로를 성채 아래로 던졌으며, 용기의 손을 들어 올리고

대담히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을 향해 진격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 상황을 보았

을 때, 종마의 고삐를 중군 방향으로 꺾어,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나아갔다. 적들이 화

살비를 내려 사힙키란의 말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하여 축복받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

지시를 내려 샤 쿠툽 앗 딘을 가두고 군사들을 정렬하여 친히 전쟁에 나서기로 결심하

였다. 아미르들은 충심의 손으로 하늘처럼 강력한 말의 고삐를 붙잡고는, 무릎을 꿇고

지지의 혀로 고하였다 “신들은 영원한 행운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행운의 도구들을 준

1285)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1286) 이란본Ⅰ에는 ‘∼와 함께’라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Ⅱ에는 존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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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온지 수년이 되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는 한, 그 분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Bayt] 친애하는 수많은 생명이 하늘처럼 강력하고 가신들을 위무하는 왕의 희
생이라는 훌륭함과 우아함에 잠겼다.

사힙키란이 가신들의 청원으로 인해 고삐를 거두었을 때 아미르들은 중군과 좌익

과 우익에서 일제히 공격하였고, 불꽃을 튀기는 화살촉과 예리한 도검의 타격으로 파괴

가 그 먼지로 얼룩진 말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들 대부분은 화강암을 부수어버

리는 동물들의 발굽 아래에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의 정글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였던, 다치고 지친 여러 도망자들은 성채로 달아나 대문을 닫았다. 승리를 동반하

는 병사들이 다시 한 번 공격하여 담장에 올랐고, 구멍을 뚫어 도시를 차지하였으며 성

채를 넘어뜨리고 거주지를 파괴하고 황폐화 하여, 남아 있었던 나머지 병사들에게 일을

주었다.

[시Nazm] 전사들이 무력의 손을 열어, 백성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뿌리 채) 뽑아
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세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살해되었다. [539]

사힙키란은 며칠 동안 머물렀고 샤들의 물자와 저장물품들의 운반을 명하였다.

[시Nazm] 다스탄(Dastān)과 사마 사바르(Sāma Savār)1287)의 피난처로부터1288) 거
대한 낙타가 짐을 날랐다.
디나르와 구멍을 뚫지 않은 보석, 왕좌와 귀중한 것은 무엇이든 있었다.
금으로 된 도구와 금관, 은으로 된 도구와 귀걸이와 허리띠.
아랍 말을 은으로 된 고삐로 (장식하고), 힌두의 도검을 금으로 된 집에 (두었다)
바로 그 노예와 디르함을 넣은 가방, 사향과 장뇌로 된, 많든 적든 모든 것을.

토기부터 훌륭한 보석까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 다양한 귀중품부터 문이나1289)

1287) 이 두 사람은 각기 이란 전설상의 영웅 루스탐의 부친과 조부이다.
1288) 이란본Ⅰ에서는 중간에 접속사 Wa가 있는데 이란본Ⅱ에는 없다. 이것은 있는 것이 더욱 매
끄럽다.

1289) 이 부분에서 ‘...이나’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이란본Ⅰ에는 없다. 그러나 타슈켄트본 및 이란본
Ⅱ을 따랐다.



- 370 -

담의 말뚝까지 약탈해갔고, 약탈의 번개가 그 지역의 크고 작은 것들을 차지하였으며

젖고 마른 것들이 한꺼번에 불타올랐다.

[시Bayt] 많고 적은, 좋고 나쁜, 아름답고 못난 것이든, 당대에 그 땅에서 자리하
고 있는 무언가.
사람들도, 도시도, 바라는 바도 그 땅에 남아있지 않았고 먼지만이 발생하였다.
자불리스탄 영역으로 루스탐의 영혼에게 메시지가 도달하였다, 보아라!
머리를 땅에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란이여, 보아라! 투란 땅의 용감한 발걸음을.

이 가치 있는 승리는 785AH 샤왈 월(1383년 11-12월), 즉 톤구즈 해에 발생하였으

며, 태양은 염소자리(Jadī)에 있었다.1290) 샤 쿠툽 앗 딘과 그 지역의 칼란타르들을 사마

르칸트로 파견하였고 카디들과 울라마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동시켜 파라 성채로 파

견하였다. 그리고 물기를 지닌 칼이라는 샘물로 승리라는 묘목을 푸르고 싱싱하게 하였

던 경험 많은 바하두르들은, 사힙키란의 도움과 돌보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다양한

선물을 할당받았다.

[시Nazm] 1291) 모든 자불리스탄을 약탈하였다. 대인들에게 모두 (디르함이 든) 가
방과 왕관을 주었다.
특별히, 훌륭함을 발휘하였던 이들에게 커다란 사여를 내리고 지위를 높여주었
다. [540]

그리고 시스탄 영역의 지배를 샤 샤한에게 사여하였다.

97. 사힙키란이 부스트 방향으로 향한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시스탄에서의 승리 이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부스트(Bus

t)1292)로 향하였고, 길에서 승리의 깃발인 병사들은 요새 탁(Ṭāq)1293)을 점령하여 황폐

화하였다. 그리하여 히르만 강변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군사적) 장악을

1290) 서력으로 1383년 11월 27일∼1383년 12월 24일에 해당하며 동물력으로는 톤구즈 해이다. 또
한 잘랄리력으로는 아자르 월 20일 ∼ 데이 월 18일에 해당하는데 특히 페르시아력 10번째 달
인 데이 월은 황도 12궁의 10번째 천궁인 염소자리에서 유래하였다.

1291) Ferdowsī, Shāhnāma.
1292) 과거 대 후라산, 시스탄 지역에 속하였고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에 위치한 ‘라
쉬카르가흐(Lashkarghāh)’ 라는 도시의 옛 이름이다.

1293) Minorsky에 의하면 시스탄의 도시명 중에 하나이다(Unknown, Ḥudūd al-'Ālam,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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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병사들의 흥분의 떨림과, 그들의 우세와 파괴력으로 인해 루스탐의 감옥에 진

동이 발생하여 그 감옥들이 붕괴되었던 것처럼, 그 또한 파괴되어 그에 관한 어떠한 흔

적도 남지 않았다.

[시Bayt] 왕이신 사힙키란에 비하면 루스탐은 무엇인가, 케이후스로우 (시기)부터
그와 같은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쾩 성채(Kūk Qal'a) 길을 통해 나아갔다. 이때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구데르의 투만이, 키즈(Kīj)1294)와 마크란(Makrān)1295) 방향으로 결정의

종마를 이끌고 갔다고 하였다. 행운이신 사힙키란의 (목표로의) 的中을 상징하는 판단

은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투만을 찾고 그 업무들을 처리하는 일에 임명하였고, 사힙키란

의 사위가 되어 영광스럽게 出師하였던 시르 바흐람의 아들 무함마드 미르카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셰이흐 알리 (이븐) 아르구 바룰라스(Shaykh 'Alī Arghūy

Barlās)와 순자크 바하두르와 다른 아미르들을 그의 등자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행운과 더불어 진군하여 밤낮을 달려갔으며, 황야를 통과하였을 때 카른 평원에 들어갔

다. 투만은 네구데르의 무리들과 함께 그 황야에 안착해있었는데, 군대의 도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을 달려 전투와 대항을 위한 장소로 들어섰다.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은 과거의 대한 지식과 현명함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여, 그를 존중의 혀로 부르고

질문하였으며 훌륭한 방식으로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와야

만 한다.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고 아예 저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투만의 인생

의 컵이 (가득) 채워졌으므로, (그는) 훌륭한 혀에서 나온 충고를 확신하지 못했다.

[541] 그리하여 전투를 행하였고 창이라는 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을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였다.

[시Bayt] 수장들의 머리를 맡기는 곳이 그곳이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오지 않는
모든 머리를 베었다.

사힙키란은 영원한 행운의 노란색 말을 허벅지 아래에 두고, 생명을 빼앗고 심장을

1294) 키즈는 Ḥudūd-l-‘Ālam에 의하면 신드(Sind)의 도시이다. 키르만의 동쪽, 후라산의 남쪽에
걸친 지역을 의미하며 그 안에 키즈는 무크란(Mukrān) 군주가 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Unknown, Ḥudūd al-'Ālam, p.123). 현재 이란샤흐르에서 동북쪽으로 27km에 키즈라는 지역
이 있다.

1295) 압바스 시기의 지도를 보면 오만 만에 면해있으며 시스탄의 남쪽에 마크란이라는 영역이 크
게 자리하고 있다. Ḥudūd al-'Ālam에서 마크란에 속한 지역이 대체로 현재 시스탄-발루치스탄
주의 도시 차바하흐 주변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볼 때 이란의 동남단, 파키스탄의 서남단을 아
우르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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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는 고래 같은 모든 군사들의 바다와 더불어 히르만 강 상류로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깃발에 (나부끼는) 끈의 주름을 승리의 티벳-사향(Tubbat-nāfa)1296)으로 (여겼

고), 그 가신들의 창촉에서 발생하는, 전투를 행하고 적들을 불태우는 불꽃을 승리의 사

만다르(Samandar)1297)라 (여겼다.) 그리하여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은, ‘누구든 그 분에

대해 옳지 못한 예의범절로 뻔뻔하게 군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복이 어떤 방식으로

든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말릭 맘카투(Malik Mamqatū)는 아

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시스탄에서 귀환할 때, 한대의 화살로 그 분의 바다와 같이

관대한 손에 타격을 입혔던 적이 있는데, 이때에 선물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

로 왔다. 그러나 그 분의 영광스러운 눈이 그에게 드리워지자마자 그를 다시 알아보았

고, 축복받은 모임의 바깥으로 나갔을 때, 고귀한 지시는 전사들에게 보복을 명하여 그

를 잡아 화살비를 내렸다.

[반구M iṣrā’] 그러나 그 죄에 비해 이 결과는 여전히 과한 것이 아니다.1298)

그리고 승전군의 통과로 맘카투(Mamqatū)1299) 성채와 소르흐(Surkh) 요새가 점령

되었다. 그리고 하자르 파즈(Hazār paz)1300)라는 요새에 투만의 무리 중에 투카이

(Tūqāy) 백호의 삼천 명이 모여 그 산길을 모두 장악하고 그곳에 피난하고 있었는데,

이슬람의 상서로움에1301) 관한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하고, 타락의 손을 들어 올렸으며

무슬림들은 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있었다. 이에 국가를 개창하는 승리의

깃발인 군대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요새를 포위하고 전투에 돌입하였다.

[시Nazm] 병사들의 먼지들로 인해 당대의 얼굴이 검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산
은 병사들의 혼란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수많은 피가 먼지와 뒤섞이게 되어, 마지막 날의 숨결은 튤립 외에 그 진흙탕에서
어떤 식물도 보지 못하였다. [542]

바하두르들은 훌륭한 노력을 행하였고, 나날이 증대하는 행운의 가호로 그처럼 견

1296) 사향노루의 복부에 있는 향낭에서 얻은 분비물을 건조하여 만든 향료가 사향인데, ‘Mushk’라
고도 불린다. 티벳에서 질 좋은 사향이 생산된다고 한다.

1297) 도롱뇽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전설상의 동물로 내면에 삶의 불꽃을 지닌 동물을 의미한다.
1298) Sa'adī, Dīwān-i Ash'ar.
1299) 979AH사본에서는 ‘Famqatū’로 되어 있으나, 앞서 말릭 맘카투가 있었기 때문에 ‘맘카투’가
더욱 적절하다.

1300) 이 지명에 대해 캘커타본에서는 ‘Hazār-Parāz’, 이란본Ⅰ에는 ‘Hazār-Bazāz’, 타슈켄트본에는
‘Hazār-Pazāz’ 등 각기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301) 이 ‘상서로움’이라는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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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1302) 요새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저항하던 적들을, 일부는

산 위에서 던졌고 일부를 칼로 베었으며 그들의 머리로 미나렛을 만들었다.

[시Nazm] 기도를 위한(Azān)1303) 북을 사여하였고, 그곳에서 긴 창을 뽑아들었다.
기도문(Takbīr)1304)으로 적의 단도가 굴복하였다.
적들의 머리로 여러 미나렛이 세워졌다, 그들이 마스지드에 어떤 기도도 드리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그곳으로부터 축복받은 고삐를 다흐나(Dahna) 요새로 돌렸다. 그 요새를 타가지

(Taghājī) 무리가 차지하여 지배와 보호 하에 두고 있었는데. 승리의 형태인 군대가 그

곳에서 또한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요새를 용감하고 훌륭한 팔의 힘으로 열었고 그들

을 모두 살해하였으며 살해된 자들의 머리로 미나렛을 만들었다. 행운의 무에진

(Mu'azzin)이 승리의 기도소리를 세계에 드리웠고, 영광을 얻은 자들이 복속의 몸을 사

힙키란 어전에서의 복종을 위해 굽혀, 복속을 청하는 의무를 수행하였으며 저항에 나서

지 않았다.

98. 나쁜 행동을 하는 아프가니안 무리와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

일전에 아프가니안(Avghāniyān) 인들이 술레이만(Sulaymān)산1305)에서 사람을 파견

하여 복속을 선언하고 도시의 보호자(Shaḥna)1306)를 청하였는데, 이 사이에 소식이 도

달하였다. “(그들의) 발걸음이 행운의 길을 벗어나 반항을 행하고 있다.” 승리를 상징하

는 깃발이 그들 방향으로 나아갔고 승전군이 그곳에 이르렀던 바로 그 날, 복속해야 할

야를릭에 따라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병사들의 흥분과 피리의 포효로 인해, 늙은 하늘이 신생아처럼 두려움
에 떨었다.

1302)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Minā’t)’으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과 이란본
Ⅰ이 참고한 일부 사본에서는 ‘견고한(Muḥkamī)’으로 되어 있다.

1303) 몇몇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기도를 위한’이 아닌 ‘그곳으로부터’ 이다.
1304) 이는 이슬람의 상징, 무슬림이 되기 위한 선언 중에 하나로 ‘신은 위대하시다 (알라 후 아크
바르).’를 되뇌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무슬림 사회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혹은 여러 중요한 상
황에서 읊는 기도문(Azān)의 일종이다.

1305) 칸다하르와 자불 주 등지에 걸쳐 있는 힌두쿠시 산맥의 남쪽 줄기.
1306) 도시를 지키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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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짧아지고 원한은 길어졌다, 하늘 위 뱀(Izdahā-i Falak)1307)의 꼬리가 열려
있었다.
화살이 원한을 찾는1308) 전사들의 마음으로부터, 머리를 부수는 방패와 가슴을 꿰
는 창촉으로부터.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아미르자데 알리와 이쿠 티무르와 승리의 피난처인 병

사들 중에 일부가 [543]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무바락 샤 야르다구이(Mubārak Shāh

Yardāghūy)의 아들 니크-파이 샤가 순교의 영광을 얻었다.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가 그 상황을 보고는 용기의 땀이 움직였고 분노의 불꽃이

타올라, 통치자 사힙키란에게 무릎을 꿇고 허가를 청하였다. “사힙키란을 위한 봉사의

길에서 생명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사힙키란의 자비로움이 그의 완벽한 용기와 훌륭

함을 확신하였을 때, 스스로를 죽음의 場으로 던지는 그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수

의 코슌들이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비웠다. 다만 전투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을

금지로 알고 있었고 생명의 희생을 축제로 여겨, 산처럼 발을 자리에 견고하게 두고 자

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라마단 호자(Ramazān Khwāja)를 제외하고는.

사힙키란은 바크트 호자 우즈벡과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에게 공격을 지시하였

다. 그리고 에이드 호자(I'd Khwāja)는 매복하여 견고한 피난처에 서있었는데, 적들이

그를 통과할 때, 그들 중에 한 명의 머리칼을 잡아당겨 아래로 끌어내려 바닥에 던졌고

머리를 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힙키란에게 가져왔다. 어린 나이에 이처럼 용기를 발휘

하였다. 바하두르들이 사방에서 공격하고 약탈하였는데, 피를 마시는 바흐람(Bahrām

khūn-Āshām)이 두려움으로 인해, 견고한 발을 자리에서 떼었을 정도였다. 결국 하늘의

도움과 사힙키란의 큰 행운의 영광으로 요새를 점령하였고 그 나쁜 행동을 한 노상강

도(Qāṭa' al-Ṭarīq)들 모두를 그곳으로부터 끌어내렸으며 천호와 코슌에 할당하여 모두

야사에 처하였다.

[시Nazm] 옳지 못한 길에서 길을 잃고 있던 무리들, 그 중 어느 누구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신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 칸다하르로 향하였

고 자한샤 바하두르와 무바샤르와 이스칸다르 샤이히를 일부의 병사들과 함께

1307)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하늘 위에 있는 뱀은 고대부터 잘 알려져 있는 용자리, 혹
은 큰 뱀자리를 말한다. 이 별자리는 북극성을 감싸고 있다.

1308) 이란본Ⅰ에는 원한을 ‘꿰는(Dūz)’로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Ⅱ은 원한을 찾는(Tūz)
로 되어 있으며 후자는 일종의 관용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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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무서운 혜성과 강력한 바다와 두려운 바람, 오랜 세월과 능력을 지닌
하늘(과) 조심성을 지닌 산. [544]

먼저 칸다하르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칸다하르에 이르자, 성채의 주변과 사방

을 포위하기 시작하였고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거대한 행운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강제

로 열었고 그곳의 사령관들을 포로로 삼아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무력의 용사들에게 지시하여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았다.

[시Bayt] 승리의 군주는 명하였다, 무능한 사령관을 나무에 매달아라.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이 칸다하르에 안착하였을 때, 자한샤 (이븐) 자쿠에게

왕다운 위무를 제공하였고, 끝없는 선물들과 바다와 같은 사여물품을 통해 이득을 얻게

하였으며, 그를 정렬된 군대와 함께 콸랏(Qalāt)1309) 성채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자한샤가 병사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렀을 때 포위의 도구들을 세우고 전투를 행하였으

며, 숙련되고 강력한 팔을 지닌 나큽치들이, 요새와 성벽의 주변과 사방으로부터 일에

돌입하여 그 주변을 모두 텅 비워내고 무너뜨렸다. 그리고 성벽을 점령하여 완전히 파

괴하였을 때, 그곳으로부터 승리자들이 귀환하여 축복받은 군영으로 합류하였다. 이때에

아미르자데 미란샤 또한 후스타르와 술탄 마흐무드의 카라반사라이(Rubāṭ-i Sulṭān

Maḥmūd) 길을 통해 운명의 칼리프권을 지닌 왕좌의 발치에 이르렀다.

[시Nazm] 이름난 군대가 승리를 거두어 사방에서 어전으로 왔다.
저항하는 무력의 칼을 지닌 탐욕스러운 자들을, 요새이든, 도시이든, 왕국을 점령하
였다.

99. 행운을 지닌 사힙키란이 천국과 같은 수도 사마르칸트

로 귀환한 이야기

예속민과 배후지와 더불어 모든 시스탄과 자불리스탄을 그 분의 가신들이 점령하여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는 적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 분의 가

신들의 허가에 反하는 어떤 숨도 쉴 수 없었다.[545]

1309) 칸다하르에서 동북쪽으로 124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가즈니와의 통로 중간에 위치하며, 아
프가니스탄 자불 주의 주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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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가슴과 입술 사이에 수년간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모든 이들을 높으신 왕
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태양의 대오에 있는 별들의 왕이 고귀하고 강력한 집으로 향하였고, 꽃이란 군주가

푸른 식물의 무리들과 함께 초원의 수도와 정원의 왕좌로 향하였을 때, 사힙키란에게

수도인 사마르칸트에 대한 귀환의 갈망이 훌륭하고 축복받은 마음속에 나타났다. 칸다

하르의 통치와 그 지역의 지배와 질서 유지를 사이풀 바룰라스 칸다하리(Saīpul Barlās

Qandahārī)에게 사여하였으며, 투만의 무리들은 사이풀 네구데리(Saypul Nikūdarī)에게

사여하였다. 그 겨울에 아미르 자쿠가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합류하였으므로, 그의 자리

를 그의 아들 아미르 자한샤에게 사여하였다. 아미르들과 군대들에게 귀환의 허가를 주

었으며, 유수진으로부터 분리되어 출발의 발을 서두름의 등자에 두고 도움의 손으로 행

운을 지닌 고삐를 상서로운 귀환 장소인 왕좌의 방향을 향해 돌렸다. 그리고 신의 보호

라는 평화 속에서 산과 강을 건너, 이처럼 멀리 떨어진 거리를 초승달의 초반부터 만월

까지 달이 차오르는 기간인 14일에 걸쳐 통과하여 통치와 영광의 왕좌가 있는 곳에 안

착하였다. 모든 부인들과 노얀들, 아미르들과 귀족들과 아얀들 중에 각 계층의 대인들이

땅에 입을 맞추는 관례를 수행한 후에,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혀를, 과거에 발생된

저명한 승리들에 대한 축하를 위해 열었다. 그리고 금화를 던지고 조공을 바치는 관례

를 행하였으며, 하늘과 같이 강력한 왕의 위대하고 훌륭한 건강에 대해 감사드리며 엎

드려 자선을 베풀었다. 이때에 통치의 수평선으로부터 어떤 빛이 빛났고 왕좌의 하늘로

부터 어떤 밝은 혜성이 반짝였는데, 사힙키란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다. 술탄 이브라힘

(Sulṭān Ibrāhīm)이라 이름 하였으며 부인들과 아미르들이 금화를 던졌다.

[시Bayt] 창공에 모든 구름이 보석을 열었고, 넓은 땅에 디나르가 넓게 펼쳐졌다.
[546]

큰 연회를 행하였고 기쁨을 표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기쁘고 즐거운 연회에서 행복

과 행운의 컵을 들이켰다. 그러나 그 자녀 또한 영아의 시기에, <또 다른 창조물을 창

조하였다>1310)는 은총에 따라 그에게 맡겨졌었던 영혼이란 저당물을, <태어난 아이의

본성>1311)의 깨끗함을 가진 채로, 예상되었던 오염 없이 다시 (신께) 맡겨졌다. 사힙키

란이 통치가 행해지는 곳에서 위대하고 장엄하게 시간을 보낸 지 세 달이 되자, 그의

훌륭한 소망의 마음은 마잔다란으로의 출발을 목표로 삼았다. [547]

1310) Qur'ān, Sūrah Mu'minūn : 14.
1311) 이란본Ⅱ 미주 162에 따르면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로, 모든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이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나, 이후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유대인이나 기독교 등 타
신앙을 갖게 한다는 뜻이다(YZN/Ṣādiq, 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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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이 마잔다란으로 향하였

던 이야기

786AH(1384년), 시츠칸 해에1312) 사힙키란은 신의 보호와 함께 이란으로 향하였고,

마잔다란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Nazm] 갔던 모든 지역에서 승리를 얻었던 세계 정복자가, 투란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이란을 향해 서둘렀다.
그의 깃발 끝이 하늘을 넘어섰다. 그의 행운이라는 승전군의 전위가,
병사들을 이끌고 티르미드에 이르렀다, 장인들은 강 위에 다리를 세웠다.
그 다리 위에서 군대가 제이훈을 건넜을 때, 모든 이란의 왕국이 두려움으로 가득
하였다.

이슬람의 돔(Quba al-Islām)인 발흐가 영광스러운 안착의 병영이 되어 며칠 동안 머

물렀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주변과 사방의 군대가 축복받은 병영으로 왔

다.

[시Nazm] 사방에서 군사들이 줄지어, 훌륭한 병사들이 군주와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다, 모든 이의 마음이 샤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
었다.
방패를 지닌, 갑옷을 입은 수백 수천의, 수많은 이들이 병영으로 말을 몰았고,
각 군대가 사방에서 발흐로 왔다, 그 소문으로 인해 즐거움이 씁쓸한 불운이 되었
다. [548]

이 전에 그 지역에서 이처럼 이야기되었듯이, 파르스의 왈리 잘랄 앗 딘 샤 슈자에게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를 위해 혼인을 청하였고, 785AH초(1383년)

에 우준 울제이투와 핫지 호자를 사신으로 파르스에 파견하여 그녀를 데려오도록 하였

던 적이 있었다. 이때에 그들이 도달하였고, 영광스럽고 정숙한 베일(을 쓴 여인), 샤 슈

자의 손녀를 모든 영광과 함께 행운의 깃발들 가운데로 데려갔다. 하늘의 노예인 사힙

1312) 786AH은 서력 1384년 2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385년 2월 11일에 끝난다. 그리고 이 두 해는
동물력으로 시츠칸과 우드 해에 걸쳐 있다. 다만 뒤에서 마잔다란의 아미르 왈리를 공격할 때
에도 여전히 786년 샤왈 월이었으므로 서력으로 1384년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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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란에게 이 시점에서 샤자데의 도달은 상서로운 징조와 점괘의 측면에서 축복받은 마

음을 부드럽게 하였다. 고귀한 부인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다른 아가

들이 그녀의 발걸음을 환대와 경의로 맞이하였고, 금화를 던지고 연회들을 마련하였으

며 기쁨을 드러냈다.

[시Nazm] 거대한 대 장막과 천막을 세웠고, 술과 악기와 음악인들을 청하였다.
자줏빛 술을 금으로 장식된 그릇에 (따랐다), 아름답게 기쁨이라는 마스크를 풀었
다.
악기의 곡조에 따라 시를 읊었다. 금성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노래를 불렀다.
세상은 즐거운 노래 소리로 가득하였고, 열기가 하늘에 이르렀다.
슬픔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 적들의 마음을 제외하면.

그러나 핫지 호자가 그 여행에서 발을 자신의 분수 바깥에 두었고, 규율에 따라 살

지 않았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Munhīyan)이 그의 방황의 모습을 보고하였다. 심문하고

죄를 확정한 후에, 무력의 수장(Shaḥna-i Qahr)이 그의 살해를 명하였다.

[시Nazm] 발걸음을 자신의 기반 너머에 두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머리를 바람에
날려 보냈다.
왕의 어전에서 예의로부터 동 떨어진 그 모든 것은, 그의 인생이라는 낮을 밤에 이
르게 한다.

[Shi'r] <바다의 파도는 왕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기치 못한 재앙
입니다>1313) [549]

그리고 병사들이 주변에서 모여들었을 때, 사힙키란은 보고를 받고 군대를 정렬하

였으며 상서롭고 행복한 얼굴로 길을 나섰다.

[시Nazm] 보물의 문을 열었고 날마다 주었다,1314) 병사들이 말을 몰았고 건축물을
세웠다.
바다와 황야와 산이, 병사들의 말들의 편자로 인해 지치게 되었고1315)

기병들과 말들의 울음소리가 황야에서, 화성과 토성을 넘어섰다.1316)

1313) 이란본Ⅱ 미주 163에 의하면, 이 문구는 Ṣāhib bin 'Abād의 싯구이다(Dīwān-i Ṣāhib bin
'Abād, p.192).

1314) 이 반구(Miṣrā’)는 Shāh nāma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문구이다.
1315) Shāhnāma 2, ed. Jalāl Khāliqī Muṭalaq.
1316) Shāhnāma 2, ed. Jalāl Khāliqī Muṭal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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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갑 강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미란샤의 부인, 장막을 길게 늘어뜨린 한자데가

마중의 관습으로 헤라트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태어난 지) 2달

이 되었는데, 고귀한 부인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이 한자데에게 큰 연회를 베풀어주었으

며)1317)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양육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승리의 사힙키란은

영광이 귀환하는 부인이신 투만 아가를 축복받은 오르두에 두었고, 사라이 말릭 하눔과

다른 부인들을 사마르칸트로 되돌려 보냈으며 그 곳을 출발하여, 비르카 타시

(Birkatāsh) 길로 들어가 사라흐스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사라흐스를 출발하여 버바르드

를 통과하여, 니사(Nisā)1318)에 이르렀다. 아미르 왈리의 경비대(Kūtwāl)1319)가 두룬

(Durūn) 요새1320)를 지키고 있으며 그곳의 어떤 무리들과 함께 방어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군대의 전위였던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순자크 바하두르와 무바샤르와 다른 아

미르들이 가브카라시(Ghāvkarash)1321)라는 장소에서 아미르 왈리의 정탐병에게 도달하

였고, 대열을 펼치고 좌군과 우군을 정비하여 전투를 행하였다. 무바샤르는 용기의 발을

앞에 두고 공격하였는데 적들이 맞은편에서 화살을 던져 그의 두 이빨을 맞추어 부수

었고 그 목구멍 방향으로 관통하였다. 이 용사는 비록 상처가 이와 같은데도 다시 공격

하였고 한 번의 타격으로 적들의 머리를 전장의 땅에 던졌으며, 적들은 패주하였다. 승

리의 사힙키란은 그에게서 나타났던 그 훌륭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바로 그 가브카라

시 지역을 그의 소유르갈로 주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아가 두룬 요새에 이르러

그곳을 포위하였으며 사방에서 전투에 돌입하여 즉시 점령케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

었던 아미르 왈리의 경비대와 군사들을 모두를 죽음의 칼로 베었다. [550]

[시Bayt] 요새와 요새 사람들이 그 순결한 심판자(신)의 도움으로, 고통 없이 점령
되었고 이들은 사망하게 되었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칠라완(Chīlāwan)1322)의 마을들을 통과하였고 주르잔

(Jurjān)강1323)을 건너 샤스만으로 들어갔다.

1317) 이 부분은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1318) 니사는 본래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였던 고대도시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드 부근
‘Bagyr’라는 곳에 舊/新 니사 유적지가 존재한다.

1319) 성채를 지키는 경비대를 의미한다.
1320) 이란본Ⅰ, Ⅱ 사본에는 내부(Darūn)라 되어있으나 타슈켄트본과 THTB에서는 ‘Durūn’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채로 되어 있다(THTB/Darby, p.253; YZN/ Urunbayeb, p.370).

1321) 가브는 페르시아어로 ‘소’라는 뜻이며, 카리시는 아랍어로 가축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322) 다른 사본에서는 Jīlāwan(YZN/Urunbayeb, p.370; YZN/al-Hadār), 혹은 Jīlān 등으로 기록하
고 있다(YZN/979AH; YZN/Abbas, p.279). 실제 마잔다란에서 카스피 해를 가리키는 ‘Darīyā-i
Jurjān’은 ‘Darīyā-i Jīlān’으로 불리기도 한다.

1323) 현재 골레스탄 주를 흐르는 강 이름이다. 이 강은 곤바데 카부스를 통과하여 카스피해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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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사힙키란의 왕의 大帳殿이 마잔다란의 초원에 펼쳐졌다.
다수의 천막과 텐트와 차양들이, 태양으로부터 땅 위에 끝없이 (펼쳐졌다)
하늘은 푸른색이 되었고 황야는 검게 되었으며, 바다가 북소리로 인해 흥분하였다.

복종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어 천호와 백호의 아미르들로 하여금, ‘자신의 코슌을

벗어나지 말고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죽음의 원

인이 될 것이다.’ 라는 계약서(Muchalkā)1324)를 주었다.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개

울들과 강들에 다리를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는 매일 반 파르상 정도를 이동하였으며

덤불의 나무들을 잘라 길을 만들었다.

[시Nazm] 군대의 통로에 덤불이 있었을 때, 전사들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였다.
사힙키란은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닫혀있는 길을 열도록 하라.
사자들처럼 그 덤불에 이르러, 나무들을 베어냈고 길을 만들었다.

양측의 정탐병이 서로 만났을 때 용사들의 공격의 바람이 전투의 불꽃을 일으켰고,

예리한 칼의 물기가 삶의 물을 죽음의 땅 위에 흘렸으며, 삶이라는 짚을 무력의 불꽃으

로 태웠다.

[시Bayt] 얼굴에서 부끄러움과 애정의 형태가 나타났고, 모두 철퇴를 내리고 있다
고 하늘이 말하곤 하였다.
모든 칼과 팔 부분이 피로 인해 붉게 되었고, 흙이 편자 아래에서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핫지 마흐무드 샤 야사우리의 용감한 손에서 훌륭함의 흔적이

[551] 드러나게 되어 그의 손이 도검의 타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와 그의 아들인 셰이흐 타무르 또한 훌륭한 전투를 행하였고, 각 방향

으로 향할 때마다 적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굳건한 발을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시Nazm] 강한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 또한 강하였다,1325) 군주의 행운의

어간다.
1324) 이 단어는 투르크 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죄를 지닌 자들에게 받아내는 일종의 계약서를 의
미한다. 주로 어떤 지역을 정복하였을 때 피정복민들의 수장에게 무찰카를 통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복종하고 물자를 바치고 군대를 파견할 것인지 약속하는 것이다.

1325) 이 부분은 타슈켄트본과 캘커타본을 따른 것이다. 이란본Ⅰ, 이란본Ⅱ에는 등위접속사가 여
럿이어서 해석이 이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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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로.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 발을 전투에 두지 않았다, 만일 사자나 표범이 다가왔다면.

20일 동안 이러한 상태로 매일매일 거대한 전투가 발생되었는데, 20번째 날에 승전

군이 다르비시 다리를 건넜다. 아미르 왈리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최대한 훌륭

한 노력을 기울였다. 강력한 습기가 간에 능력을 부여하였고 굳건한 발을 전장에 짓눌

렀다. 그러나 하늘의 축복받은 군대들과, 성스러운 가호를 받는 사신들에게 대항하는 것

은 사람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으므로, 아미르 왈리는 결국에 패배하게

되었고 등을 패주에 두었으며, 무능하게 달아났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는 그의 뒤를

따라 재갈을 쏟으며 내달렸고 그 군대의 여러 바하두르를 붙잡아, (그들의) 육체의 탑

을 영혼의 비둘기로부터 분리하였다.

[시Nazm] 병사들의 흥분으로 인해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 병사들에게는 달아날
기회가 없었다.
모든 길이 만일 황야라면, 만일 언덕이라면, 고통에 찬 이와 뛰어다니는 이, 살해된
이로 가득할 것이다.

101. 아미르 왈리가 야습을 행한 이야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그 전투를 벗어나 안착하였을 때, 고귀한 지시가 내려졌

다. “만호들과 천호들은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신중히 경계하며, 자신의 앞에

해자를 파고 목책들로 낮은 담장을 세워 담장 앞에 말뚝을 단단히 세우도록 하라.” 그

리하여 낮이 끝에 이르렀을 때, [552] 상황의 판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상태를 보곤

하였던 사힙키란의 시대를 여는 판단은, 승리를 구현하는 군대 중에 서른 개의 코슌을

선택하여 매복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두었다. 그리고 밤이 다가왔을 때, 세계에 어두움

이 짙어지자

[시Bayt] 마치 힌두 인이 역청(Andūd) 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옷을 검게 하
고, 머리칼을 드리웠다.

아미르 왈리는 악마와 같은 마잔다란 인 다수의 병사들과 함께 야습을 목적으로

성채 바깥으로 왔고,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자리하고 있었던 군대의 오른쪽 방향으로 함

성을 지르며 군사들과 함께 공격하여 해자에 이르렀다가, 설치되어 있었던 말뚝들을 도

검과 창의 타격으로 넘어뜨렸으나, 그의 군사 중에 다수가 그 위에서 해자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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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친히 공격을 행하였고, 승전군으로 하여금 화살 비를 내리도

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상황에서 매복 장소에서 전투를 준비하며 서 있었던 서른 코

슌이 바깥으로 돌진하였고 원한의 칼과 함께 그들에게 향하였다. 아미르 왈리는 전술하

였다시피 그 길에 커다란 우물을 파서 말뚝을 설치해 두었고 물을 그곳에 붓는 등, 속

임수들을 만들어두었는데, 그 어두운 밤에 그의 군대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도검

의 타격으로 인해 달아나 되돌아갔을 때, 다수가 그 우물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그리하

여) <누구든 타인을 우물에 빠뜨리고자 한다면 스스로가 빠지게 된다>1326) 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으며, <그 사악한 음모는 그 음모를 꾸민 자를 에워쌀 뿐이다>1327)(는 말

씀)이 사실이 되었다.

[시Bayt]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행동으로부터 안전을 얻지 못할 것이니. 구덩
이를 파지 말라! 스스로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1328)

사힙키란은 아미르 이쿠 티무르를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후방으로 달아나고 있다고

하였다.

[시Nazm] 아침의 병사가 깃발을 세웠을 때 바로 그 밤이라는 글씨를 접었다.
태양이란 공작이 깃을 세웠을 때, 자그 새1329)가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달아났다.
[553]

승리의 희망을 지닌 군대가 아스타라바드(Astarābād)1330) 도시에 이르렀다.

[시Nazm] 사힙키란의 세계를 정복하는 병사들이, 포효하며 마잔다란에 이르렀다.

1326) 이란본Ⅱ 미주 165에 따르면 이 문구는 이란의 속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의미를 차용한
문구가 이란의 여러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YZN/Ṣādiq, p.1427).

1327) Qur'ān, Sūra al-Fāṭer : 43
1328) 이란본Ⅱ 미주 164에 따르면 이 문구 역시 일종의 속담과 같은 것으로, 루미나 파흐르 앗딘
고르가니 등이 비슷한 취지로 시를 읊곤 하였다(YZN/Ṣādiq, p.1427).

1329) 페르시아 문화권에서는 예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새로, 미천하고 평범함을 의미한
다.

1330) 이 아스타라바드라는 이름은 현 이란 골레스탄 주의 주도 고르간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고르간의 옛 이름 주르잔과 아스타라바드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 본래
주르잔이란 이름은 사산조 시대의 이름이며 아스타라바드는 이슬람 이후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Ḥudūd al-'Ālam에서는 두 이름이 다일람 지역에 관한 서술에서 별도로 등장한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p.133-4). 실제로, 주르잔이라는 옛 도시
는 지금의 곤바데 카부스 서쪽 근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샤스만 혹은 아스타라바드가 지금
의 고르간, 그리고 주르잔은 곤바데 카부스 서부의 옛 도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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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철퇴와 칼을 세우고, 적들의 머리를 거리낌 없이 내리쳤다.
여성과 남성 및 우유를 마시는 어린이까지, 그들의 칼에서 안전하지 못하였다.

이 공격은 786AH의 샤왈 월(1384년 11∼12월)에, 발생하였다. 아미르 왈리는 두려

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바로 그 밤에 병사들 중에 극히 일부와 함께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랑카루(Lankarū)1331) 길을 통해 담간(Dāmghān)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부인들과 자녀들을 기르디 쿠흐(Ghird-i Kūh) 요새1332)에 두고, 자신은 라이

(Ray) 방향으로 향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호전적인 군대들을 후다이다드 후세이니

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우마르 압바스와 카마르 에이나크와 다른 바하두르들과 함

께 그의 뒤를 쫓아 파견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달려가서 라이에서 그에게 이르렀으며,

그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루스탐다르(Rustamdār)1333) 지역에 던졌

다. 그 정글에서는 나무들의 촘촘함으로 인해 산들바람조차 통과하기 어려웠고, 그 산지

의 정상은 극히 높아 하늘의 신을 찬양하는 자들의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왈리는 그 장소의 견고함을 매개로 삼아 승전군이 휘두르는 무력의

상처에서 벗어났다.

그는 타가이 티무르 칸의 아미르 중에 있었던 셰이흐 알리 베수트(Shaykh 'Alī

Bisūd)1334)의 아들이었는데, 사르바다르 인들이 그 왕의 살해를 위해 마수를 뻗었던 때

에 아미르 왈리는 회합에 있다가 달아나 니사로 갔고 그의 부친은 바로 그곳에서 살해

되었다. 왈리는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아스타라바드로 왔고, 그 장소를 차지하고 세력을

키웠다. (이에) 타가이 티무르 칸의 아들 라크만 파디샤(Laqmān Pādishāh)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한동안 공포에 떨면서 달아났다가, 마지막에는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대오에 동반이라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왕다운 자비는 아스타라바드 도시가 그 분의

가신들의 소유와 정복의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그곳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시Bayt] 그의 어전으로 피난할 때마다 그의 모든 소망이 잘 받아들여졌다. [554]

102. 세계의 왕의 승리의 깃발이, 신의 도움으로 이라크 방

향으로 향한 이야기

1331) 켈커다 본에서는 Lankar, 이란본Ⅱ이 참고한 한 사본에서는 Kankarū로 되어 있으며, 타슈켄
트본에 따르면 발음기호를 포함하여 Lankarū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372).

1332) 담간에 위치한 요새로, 이스마일리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333) 현재 마잔다란의 해안도시 누르(Nūr)와 누샤흐르(Nushahr) 등지의 옛 명칭.
1334) 『집사』에 의하면 베수트는 니룬 몽골 중에서도 일반 니룬의 16개 부 중에 하나에 속한다.
툼비나 칸의 9번째 아들의 후손이라 알려져 있으며 제베나 바이주 노얀 등이 이 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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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사힙키란은 아미르 아크부카와 아미르 우치 카라를 유수진과 군대와 함께

임명하여, 아스타라바드에서 동영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10명 중에 세 명을 선택

하여 축복받은 등자에서 동행하도록 임명하였으며 상서롭고 행복하게 말을 몰아, 라이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승리의 귀환처인 대오가 라이의 평원으로 들어갔을 때, 술탄

아흐마드 셰이흐 우와이스 잘라이르(Sulṭān Aḥmad Shaykh Uways Jalāyr)가 술타니야

(Sulṭāniyya) 요새에 있었는데, 사힙키란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굳건한 발이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리하여 요새를 견고히 하고, 믿을만한 자들 중에 일부를 자신의

아들 아크부카와 함께 그곳에 두었으며 자신은 달아나 타브리즈(Tabrīz) 방향으로 나아

갔다. 당대의 호사가들은 이 달콤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읊었다.

[시Rubā'y] 신앙을 육성하는, 이슬람의 피난처이신 왕이시여! 왕관이 어울리며 지
위가 어울리는 분이시여.
적은 당신에게서 1년 거리의 길을 멀리 달아났다, 당신의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소
식을 들었을 때.

우마르 (이븐) 압바스가 60명의 기병과 함께 용기의 고삐를 술타니야 측으로 꺾었

고, 비록 길에서 거대한 눈과 도를 넘는 추위가 있었지만, 그곳으로 서둘러 갔다. 적들

은 승리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얻었을 때, 홍수의 타격에 저항하는 것과, 강

한 사자를 꼬집는 것은 현명함이 요구하는 바가 아님을 알았고, 달아나는 방법이 더욱

올바름에 가깝다고 여겼으므로, 아크부카를 데리고 타브리즈 측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요새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마르 (이븐) 압바스가 60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달하여, 용기 있게 도검을 빼어들고 온전한 용기와 훌륭함으로

요새로 들어갔으며, 그곳을 장악하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야르막치(Yarmāqchī)1335)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라이로 파견하여, 그 훌륭한 승리의 소식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보

고하였다. 사힙키란은 겨울동안 라이에서 행운으로 보냈다. [555]

103. 사힙키란이 술타니야 측으로 방향을 돌린 이야기

지고한 왕이신 태양 각하께서 양자리라는 훌륭한 요새로 장소를 옮겼고, 빠르게 질

주하는 바하두르인 미풍이 세계 정복자인 봄의 왕의 가호로, 가시라는 창이 꽃봉오리라

는 요새를 튤립 같은 피로 물들이지 않고 재빠르게 열었던, 신선함의 상징인 초봄에.

1335)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Barmāqchī’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바르막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고, 야르막이라는 단어는 돈, 세금, 공납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처리하던 근신으로
보인다.



- 385 -

[시Nazm] 미풍이 꽃봉오리라는 요새를 열기 시작하였고, 봄이라는 왕의 행운의
영예로 정의가 가득하였다.
가시라는 창촉을 튤립 같은 피로 물들이지 않았고, 꽃봉오리라는 성채를 금으로 된
저장물품과 함께 획득하였다.

사힙키란은 하늘의 도움으로 술타니야 쪽을 향해 방향을 틀어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때 셰이흐 우와이스의 대 아미르들 중에 있었고, 일전에 먼저 샤 슈자가 그를 술타니

야로부터 자신과 함께 데려갔었다가, (‘샤 슈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란 문구의 숫자가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시피)1336) 786AH 샤반 월 21일의 일요일(1384년 10월 8일)에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술탄 자인 올 아비딘(Sulṭān Zain al-'Ābadīn)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룩 아딜(Sāruq ‘Ādil)에게, 사힙키란이 소환을 지시하였다. 그는

[반구M iṣrā’] 왕에게서 하나의 지시가 (있자), 우리에게서 앞으로 달려 나갔다.1337)

[556]

(위와 같은) 말씀에 따라 신에게 감사드리며, 시라즈로부터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

운을 얻고자 서둘렀고, 도달 후에 왕다운 자비로 영광스럽게 되어 다양한 소유르갈들과

선물들을 제공받았으며, 그 분께서는 술타니야의 왕국과 그 영역의 지배를 그에게 위탁

하였다. 그리고 술탄 샤의 아들 무함마드를 군대와 함께 그곳에 두어, 영토를 지키고

그 주변을 소유 하에 두도록 임명하였다. 그 후에 사힙키란은 787AH(1385년), 즉 우드

해1338)에 승리와 후원과 성취의 술타니야로부터 행운으로 귀환하였고 루스탐다르의 산

지로 들어갔다.

그 지역의 왕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에 대해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

고, 지고한 토성의 어전에서 동행할 은혜도 얻지 못했다. 다급하게 목숨의 안전을 찾아,

승전군이 도달하기 전에 뛰어나갔다.

[시Bayt] 사힙키란과의 전투는 심판의 날이었다, 그의 적의 목숨이라는 집에서 안
전이 사라졌다.

1336) ‘샤 슈자에 대한 안타까움(Ḥayf az shāh shujā)'의 각 철자가 의미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786, 즉 당 해의 숫자가 산출된다.

1337) 이란본Ⅱ 미주 166에 따르면, 이는 이란 속담의 변형된 형태이다.
1338) 787AH은 서력 1385년 2월 12일부터 1386년 2월 1일까지이며, 소의 해와 범의 해 사이에 걸
쳐 있다. 우드 해는 1386년 1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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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토가 어떤 적의나 저항의 우려 없이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소유와 지배라는

종마가 뛰노는 광장이 되었을 때, 그들은 무력의 손을 약탈을 향해 펼쳤고

[시Bayt] 무엇이든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약탈의 손을 그 땅 위에 들어올렸다.

끝없이 많은 전리품들이 하늘과 같이 훌륭한 군대의 승리 위에 더해졌다.

[시Bayt] 이 상서로움의 귀환처인 군대가 계속, 약탈이라는 나쁜 생각으로 머리를
돌렸다.

아미르 왈리가 찰루스(Chālūs)에서 혼란에 빠져 안전의 왕국(Dār al-Amān)을 향해

달아났을 때, 승리의 사힙키란은 아몰(Āmul)과 사리(Sārī) 지역의 점령을 목적으로 고

삐의 칩을 그 방향을 향해 두었고 산지에서 그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 사이에, 그 지역

의 하킴과 왈리들이었던 사이드 카말 앗 딘(Saīd Kamāl al-Dīn)과 사이드 라지 앗 딘

(Saīd Razī al-Dīn)이 복종의 문을 나왔으며, [557] 자신의 대리인들을 (머리 위로 뿌릴)

금화와 선물 및 地稅와 함께 운명의 칼리프권을 지닌 왕좌의 발치로 파견하여 복종이

란 현금을 복속의 순도 높은 세케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 왕국의 세케와 후트바가 사

힙키란의 축복받은 이름을 따르게 하여, 세케를 금으로 주조하고 (후트바를) 소리내어

부르도록 하였다. 사힙키란은 그들에게 아스타라바드 지역의 지배권을 주었던 라크만

파디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여 복종의 길을 걷도록 하였고,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허

락하지 않았다.

104. 축복받은 수도로 세계의 군주이신 분의 귀환이 행해

진 이야기

마잔다란과 라이와 루스탐다르에서 술타니야까지 모든 왕국이 그 분의 가신들의

점령과 소유 아래에 두어졌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에서 통치의 왕좌가 자

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의 행운을 형상화한 초승달의 象이 동쪽과 서쪽을 승리의

빛으로 비추었고, 향기로운 용연향이라는 산들바람이 그 샤향 향기를 지닌 깃발의 나부

낌을 통해, 승리의 향기를 세계의 주변과 사방에 전하였다. 그리하여 축복받은 대오가

제이훈을 건너 수도인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때, 상서롭고 행복한 아침이 그 지역 주

민들의 바람과 소망이라는 지평선으로부터 떠올랐다. 사힙키란은 그 여름을 그곳에서

상서로움과 행운으로 보냈고, 겨울에는 잔지르 사라이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영하였

다. 그 겨울에 툭타미시 칸이, 대다수가 이교도이며 모두가 자비로움이 없고 정의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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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던 아홉 투만에 가까운 대 군대와 12명의 조치 가문 오글란을 - 그들의 수장 벡

풀라드(Bīk Pūlād)였으며 아미르들 중에는 이사 벡(I'sa Bīk)과 야글리 비이(Yaghlī Bī)

와 카잔치와 다른 노얀들이 있었던 - 다르반드1339)의 길을 통해 타브리즈로 파견하였

다. 그들이 시르반(Shirvān)1340)을 통과하여 아제르바이잔으로 왔으며 타브리즈 영역들

을 장악하였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종의 일이 그에게서 발생했을 법한 존재의 주

인인 하킴은 없었고, 그곳의 백성들과 주민들은 자신의 예속민과 처자들을 보호하기 위

해, (당시에) 패배하여 달아나 그곳으로 가 있었던 아미르 왈리 및 마흐무드 할할리

(Maḥmūd Khalkhālī)와 연합하여 도시의 사방과 주변을 견고히 방어하였으며, 샤리아로

보장된 저항에 대한 격퇴를 행하였다. [558] 그리하여 약 1주 동안 방어와 저항을 행하

였고, 결과적으로 그 사기꾼 군대가 우세함과 무력으로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왈리

와 마흐무드 할할리는 달아나 할할(Khalkhāl)1341)로 갔고, 군대는 점령의 손을 약탈에

펼쳤다. 폭정이든 불공정이든 파괴와 혼돈 중에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였으

며, 저장된 물품과 물자와 희소 물품 등 이 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모았던 것이 10일

동안에 흩어지고 사라졌다.

[시Bayt] 덧없는 세계의 관습은 이와 같다, 네가 아무리 그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또한 그 겨울에 전리품들을 모으고 포로들을 잡아, 왔었던 바로 그 길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식이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무슬림에게 발생하였었

던 속임수와 불의가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호의의 그림자를 이란 왕

국들의 지배에 드리우는 것이 자신의 필수적인 책임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이란 내에) 자신의 명령을 이란의 모든 도시에 발휘할 수 있을만한 강력한 주인이 없

었고, 명목상의 하킴이라는 지위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사방에서 적들의 탐욕의 이빨이

날카로워져, 이로 인한 재앙의 여파가 불쌍한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Nazm] 샤에게 적이 있었을 때, 왕국의 사방이 혼란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마치 목동들이 서로 싸울 때, (양의) 무리가 늑대로 인해 괴로움에 처하는 것과 같
았다. [559]

. 장기 원정의 시대 (1386∼1399년)

1339) 이 다르반드는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현 러시아 다게스탄 주의 데르벤트(Дербент)이다.
1340) 바쿠에서 남서쪽으로 9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1341) 현재 이란 아르다빌 주에 속한 도시로 아르다빌에서 남쪽으로 76k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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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힙키란이 3 년 전쟁을 위해 이란으로 향하기로 결

정한 이야기

788AH(1386년), 바르스 해1342)에 해당하는 때에, 사힙키란은 이란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타바치들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

들의 소집을 행하도록 하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군대가 주변과 사방에서 하

늘과 같은 어전을 향해 왔고, 그 분은 승전군을 소집하고 정렬한 후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 이븐 다우드(Amīr Sulaymān Shāh ibn Dāwud)와 아미르 압바스와 다른 아미르들을

마와라안나흐르의 지배를 위해 사마르칸트에 두었다.

[시Bayt] 그 후로 하늘처럼 강력한 세계 정복자가, 더욱 상서로운 행운으로 말을
몰았다.
신의 도움으로 왕인 사힙키란은, 투란으로부터 말을 몰아 이란으로 왔다.
적의를 지닌 투란 땅의 용사들은, 용감하게 길을 나섰다.
노력의 바다의 고래(와 같고), 전장에서의 훌륭함이 루스탐을 넘어서는 무리들,
땅이 네발달린 동물의 말발굽 아래에서1343) 찢겨졌고, 세계가 단번에 혼란과 고통
에 휩싸였다
모든 산과 황야가 군대로 가득 찼고, 발전의 얼굴이 9번째 하늘1344)을 넘어섰다.
[560]

제이훈 강을 건넜으며 장소와 역참들을 거쳐서, 승리와 상서로움으로 피루즈쿠흐

(Fīrūz-Kūh)1345)에 이르렀다. 사리의 왈리인 사이드 카말 앗 딘은 자신의 아들 사이드

기야스 앗 딘(Saīd Ghiyāth al-Dīn)을 군대와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 파견하여,

축복받은 대오의 다른 동행자들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살피는 행운

의 술잔(Jām)이었던 그 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력은 그 지역의 상황과 주변의 하킴

들에 대해 질문하여 정보를 얻었으며, 소 루르(Lur-i Kūchk)1346)의 하킴이었던 말릭 아

즈 앗 딘(Malīk 'az al-Dīn)과 그 부족이 대담하게 행하였던 나쁜 행동들에 관한 이야

1342) 1386년 2월 2일 ∼ 1387년 1월 21일, 그 중에서도 바르스 해는 처음부터 1387년 1월 20일까
지이다.

1343) 이란본Ⅰ에는 '아래(Zīr)'가 아닌 ‘위(Zibr)'로 되어 있다(YZN/Abbas, p.287).
1344) Charkh-i nuhum : 높은 하늘이라는 뜻과 함께 고귀한 왕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345) 현재 이란 테헤란 주에 속한 도시로 도시 테헤란에서 125km 동쪽에 위치한다.
1346) 루르라는 지역은 이란의 서부 및 서남부에 걸친 지역으로 현재 이란의 서부에 위치한 루리
스탄 주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대 루르와 소 루르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소 루르라는 지역은
루리스탄 주의 서부, 그리고 엘람 주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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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그의 귀에 도달하였다. (즉) 이 전에 히자즈로 향하였던 어떤 隊商이 그들의 영역

에 이르렀을 때, 악마에게 사로잡혀 약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옳지 못한 행동에

관한 소식이 사힙키란에게 전해져 훌륭한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너에게 오리라>1347)는 말씀에 따라 그 노상강도들을 죽임을 통해 히자즈를 위한 보복

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잘못된 상황을 보고하였을 때, 고귀한 마음은 이와 같이 바랐다

- 처벌의 번개로, 그 사악한 자들의 힘과 능력의 짚을 태우고, 그들의 무질서와 불공정

의 가시를 무슬림들의 길에서 뽑아내자. 그리하여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어, 타

바치들로 하여금 각 군대의 10명 중에 두 명의 전사를 선발하여 정렬하도록 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유수진을 두고 행운으로 말을 몰았고, 그 배치된 보충병들과 함

께 루리스탄(Luristān)을 향하여 최대한 빠르게 달려갔다. 그리고 도달한 후 그 보루지

르드(Vurūjird)1348)와 주변을 약탈하도록 명하였다. 그 지역의 노상강도들과 반란세력의

피난처이자 굳건한 요새였던 호람아바드(Khuram-Ābād)를 점령하여 완전히 황폐화하였

으며 그 도적들의 대부분을 잡아 산 위에서 아래로 던졌다. 그리고 이때에, 아크 티무

르 바하두르와 우마르 (이븐) 압바스와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는 공기의 오염 및 운명

의 섭리에 따라 병들게 되었고, 자만의 왕궁으로부터 기쁨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호자 알리 무바야드 사르바다르는 이 전장에서 타격을 입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그것

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561]

[시Bayt] 세계는 이와 같은 식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친절하거나 기반이 단단하지
도, 강력하지도 않다.
유연한 애정이나 거대한 원한이 끝까지 뻗어있지 않은 사람은 키우지 않는다.

사힙키란은 소 루르 지역을 점령하고 노상강도들의 사악함과 타락을 저지한 후에

그곳을 출발하였고, 니하반드(Nihāvand)1349) 평원에서 뒤쫓아 왔었던 축복받은 유수진

에 합류하였다.

106. 사힙키란이 아제르바이잔 측으로 향한 이야기

그 사이에, 고귀한 그의 귀에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즉, 술탄 아흐마드 잘

라이르가 군대를 모아 바그다드로부터 타브리즈로 와 있다고 하였다. 사힙키란은 유수

1347) Qur'ān, Sūra al-Ḥaj : 27.
1348) 현 루리스탄의 주도 호람아바드에서 동북쪽으로 6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1349) 보루지르드에서 서북쪽으로 49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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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일부 병사들과 함께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에게 맡겨 두고, 바로 그 날 행운으로

말을 몰고 호전적인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여 타브리즈로 향하였다. 술탄 아흐마드는 그

사힙키란이 향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마치 천성이 약한

모기가 빠른 바람이 덮쳐오기 전에 달아나는 것처럼, 타브리즈에서 바그다드 방향으로

서둘러 갔다.

[시Nazm] 사힙키란이 얼굴을 두는 모든 곳 마다, 마치 빠른 바람이 연약한 모기
를 내리치는 것처럼,
희망의 왕이 도달하기 전에 적들은 다급히 달아났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다른 아미르들 및 군대들과 함께 추격을

위해 그들 뒤를 따라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술탄 아흐마드에게 이르렀을 때, (그

는) 두려움과 절박함에 사로잡혀 모든 말과 짐과 가구들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갔다. 승

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모든 그의 도구들과 의복들을 완전히 차지하였을 때 최대한

빠르게 그의 뒤를 따라 진격하며 함성을 질렀다. 아미르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의 아들

일야스 호자(Ilyās Khwāja)는 군사 중에 몇몇과 함께 나히체반(Nakhijiwān)1350)을 건너,

나막자르(Namakzār)1351)라는 장소에서 술탄 아흐마드에게 이르렀는데 그에게 상당수의

군대가 있었다. [562]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고 양측에서 일부가 상처를 입었다. 그 중

에 일야스 호자에게 타격이 가해져 노력으로도 불가할 정도였고, 그러한 이유로 술탄

아흐마드는 해방을 얻어 생명을 위험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하였다. 각기 다른 병으로

이어졌던 일야스 호자의 상처는 본래의 몸 상태를 악화시켜 심각한 병이 그의 건강상

태를 잠식하였으나, 영원한 행운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다.

[시Nazm] 강하고 위험한 병이었으나 사힙키란의 행운으로 새로이 생명을 얻었다.
온갖 재앙으로 인한 혹독함이 그의 발에 머물러 있었으나, 치명적인 재앙을 막아
잠잠해졌다.

그 때에 나히체반에서 대대적인 살해와 노력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카마르 에이나

크의 보복의 불꽃이 지야 알 물크(Zīyā al-Mulk)의 돔1352)에서 불타올라, 짚이 타는 연

기로 인해 약 500명이 사망하였다. 사힙키란은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왕국이 지배와 소

1350) 현재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의 수도 나히체반에 해당한다.
1351) 소금밭이라는 의미이다. 나히체반과 아제르바이잔 등지에는 이란 최대의 소금호수인 우르미
야 호를 비롯하여 여러 소금 호수들이 분포해 있고, 나히체반 서남쪽에 위치한 아라스 호수와
같은 것 역시 염분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1352) 나히체반 출신의 건축가인 이 인물은 본래 졸파에서 아라스 강으로 뻗어있는 다리를 건설한
자로 유명하나, 여기에서는 본래 자신의 도시인 나히체반에 건설한 돔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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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하에 들어왔을 때, 샨베 가잔(Shanb-i Ghazān)1353) 주변에 안착하였으며, 그곳의 대

인들과 귀족들, 예를 들면 사이드 레자와 호자 핫지 무함마드 반드기르 하타트(Khwāja

Ḥājjī Muhammad Bandghīr Khaṭāṭ)와 카디 기야스 앗 딘(Qāzī Ghiyāth al-Dīn)과 카디

압둘라티프(Qāzī 'Abd al-Laṭīf)와 나머지들 또한 복속의 허리띠를 묶어 복종의 의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안전을 담보하는 물자가 타브리즈의 주민들에게 부과

되었고, 회계원들이 이를 집행하여 모든 것이 충실하게 행해졌다. 그리고 그 여름에 승

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타브리즈와 그 주변에 머물렀는데, (그 분께서는) 복속할 필요가

있는 명령으로 사룩 아딜의 살해를 명하여 그를 벽 아래로 떨어뜨렸고 그의 짐과 옷가

지를 약탈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과 장인들 중에 어느 누구건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에서 유명하다면 그들의 가문 전체를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다. 그 사이에 목숨

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나 유랑하고 있다가, 할할 지역에서 마흐무드 할할리에게

붙잡혀 카마리 에이나크에게 맡겨졌던 아미르 왈리를, 카마리 에이나크가 야사에 처하

였고 그의 머리를 세계의 피난처의 어전으로 가지고 왔다. [563] 가을이 다가왔을 때 타

브리즈의 지배를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에게 일임하였고1354),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나히체반 측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마란드(Marand)1355)와 데즈 계곡(Dara-Diz)을 통

과하여 아라스 강(Āb-i Aras)1356)의 지야 알 물크(Ziyā' al-Mulk)의 다리1357)를 건너

안착하였다. 그 다리는 하늘처럼 둥근 푸른 돔 아래에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에게만 드러났다. 즉, 아라스 강이 그곳에서 산자락을 통과하고 있던 나히체반 영

역의 주라하(Jūlāha) 마을 가까이에 다리가 돌로 조각되어 있었는데, 극히 단단하고 견

고하였으며, 극도로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건설되고 세워져, 지식인의 理性이라는 기술자

가 그것을 보고는 혼돈에 빠질 정도였다. 그 모든 아치들 중에 두 아치가 훌륭하고 커

다랗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하나의 너비는 대략 60가즈 이상이었고, (또한) 더 좁은 쪽

은 물이 없을 때에 조사를 위해 살펴보았을 때 55가즈-샤리아였다. 왜 물이 없을 때냐

면, 아라스 강이 완전히 범람할 때는 큰 아치를 넘어서서 산으로 연결될 정도이기 때문

이다. 그 위를 산에 연결시키고 그 아래가 빈 채로 남아있어 그곳에 카르반사라이를 구

1353) 타브리즈에 있는 마할레, 구역명 중에 하나로 일칸 시기에 아르구니야라는 이름으로 시작되
었다가, 가잔 시기에 가자니야 라는 이름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가잔이 이곳에 매장된 이후로
샨베 가잔, 혹은 샴이 가잔 등으로 바뀌어 불리어졌다.

1354) 『歷史의 精髓』에는 본래 술탄 아흐마드의 와지르였다가 투항한 호자 야흐야 심나니를 대
디반에 임명하여 타브리즈와 아제르바이잔의 업무를 행하고 아미르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와
세금을 거두도록 명하였다고 한다(ZT/Jawādī 2, p.655). 같은 시기에 티무르 재위 시기 주즈자
니와의 종교적 이론에 관한 토론으로 유명하였던 호자 셰이흐 타프타자니 또한 투항하였다.

1355) 마란드는 이란 동 아제르바이잔 주의 도시로, 타브리즈에서 서북쪽으로 58km 떨어진 곳에
위치.

1356) 현재 나히체반이 그 유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란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의 국경을 가로지르
는 강.

1357) 현재 졸파 부근의 아라스 강을 가로질러 건설된 지야 앗 딘 나히체바니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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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고, 사방에 대문(과 연결된) 다리가 돌로 지어져 극도로 훌륭하게 세워졌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에서 이동하여 카르니(Karnī) 성벽에 이르렀을 때, 하

늘의 흔적인 군대가 전투를 일으켜 그 성채를 열었고, 그곳의 군주였던 셰이흐 하산

(Shaykh Ḥassan)의 목을 묶어 그 분에게 데려갔다.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아라스 강

변에 위치하였던 사르말루(Sarmālū) 성채에 이르렀다. 그 주변과 사방을 포위하여 전투

를 일으켰고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성채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파괴하고 황폐화하였다.

그리고 그 부족의 대인이었던 투만 투르크멘(Tūmān Turkmān)을 붙잡아 묶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데려갔다.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카르스(Qārs)1358)에 이르렀는데,

그 성채는 극히 견고하고 단단하였으며 모두가 돌로 되어 있었다. 그곳의 지배권을 갖

고 있었던 피루지바크트(Pīrūz-Bakht)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요새의 굳건함과 장소의

견고함 때문에 자만하게 되어, 요새를 단단하게 하고 저항과 방어를 준비하였다. 사힙키

란이 명령을 내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로 하여금 [564] 전투의 도구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모든 성채를 둘러싸고 사방으로부터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다. 맞은편

에서도 용기의 손을 들어 올리고 저항의 발을 짓눌러, 그들을 격퇴하고 막아내기 위해

군사 활동을 벌이고 전투를 행하였는데, (이러한 전투는) 피를 마시는 바흐람이 하늘이

란 성채의 페리도트(Zabarjad)색 요새의 정탐병으로 유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무

서운 사건은 어느 누구도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에 승리의 미풍이, 빛나는 행

운이 불어오는 곳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였고, 그곳의 왈리는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닌 바

하두르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무능함과 빈곤함의 문을

나와 복속과 봉사의 발걸음으로 복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승전군의 무력의 타격은

그 성채를 약탈하고 무너뜨려 땅과 평평하게 하였다.

107. 사힙키란이 조지아의 성전으로 향한 이야기

신의 순결한 부르심이 훌륭하고 완벽한 (예언자의) 가문<신의 안녕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들을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예언자이시여,

믿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소서>1359)라는 말씀은, 신앙의 적이나

잘못된 무리들을 공격하거나 대적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또한 <신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을 행하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1360)

라는 구절은, 고귀한 聖戰과 지하드를 행하는 성 전사들의 지위를 영적으로든, 물적으로

든 드높여주신다는 명확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사힙키란의 위대한 마음에는 처음

1358) 현재 터키 북동부 카르스 주의 州都이다.
1359) Qur'ān, Sūra al-anfāl : 65.
1360) Qur'ān, Sūra al-Nisā'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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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줄곧 성전에 대한 바램과 의도가 있었는데, 이때에 그 의도가 강력한 행동으로 드

러났다. 그리하여 지고하신 마음을 트빌리시(Taflīs)1361) 방향에 두고 카르스 요새 외곽

에서 이동하여, 아크 부그라(Āq Bughrā)1362) 지역 상류로 올라갔다. (이 때) 추위의 우

세가 극한에 이르고, 공기의 차가움이 극도에 달하여,

[시Nazm] 하늘은 자신의 얼굴을 구름이라는 다람쥐 가죽으로 덮었고, 그 후에 세
계를 밝히는 태양이 뒤이어 가리어졌다.
이브라힘의 기적1363)이 분명하였던 불꽃을 태운 흔적이 쓸모없게 되었다.
만일 창공으로 술과 물이 흩뿌려진다면, 다시 하나는 루비로, 하나는 희귀한 진주
로 되돌아올 것이다. [565]

창공의 구름은 마치 관대한 여성들의 손이 연신 은을 뿌리는 것과 같았고, 산은 추

위의 고통으로 인해 마치 신앙이 없는 적들의 마음처럼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복받은 대오가 카이투(Kaītū) 길을 통해 트빌리시 도시에 이르렀다. 이교도

의 신앙을 지닌 조지아인들은 자신의 성채의 견고함을 믿고 자만하여, 요새를 더욱 견

고히 강화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힙키란이 기쁨을 동반하는 (신의) 지시, <그

들과 싸우라. 신께서는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시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

다>1364)라는 말씀을 생명과 복종의 귀로 들었을 때, 공격과 살해의 불꽃을 점화할 것을

명하였다. 성취를 거두는 아미르들과 저명한 바하두르들이 명령에 따라 공성전 도구를

준비하여 좌익과 우익과 중군과 양익을 배치하고 성채를 둘러쌌으며, 기도문과 샤하다

(Tahlīl)1365)를 외치고 무슬림들의 샤리아의 북을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두드

리면서, 주변과 사방에서 방어용 장막과 목책을 앞에 치고 전투를 행하였다.

[시Nazm] 신앙을 양성하는 왕, 사힙키란이 성전을 위해 허리띠를 묶었을 때,
손을 대어 승리의 칼을 뽑았고, 기도문을 외치는 고함소리가 하늘에 이르렀다.

1361) 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를 의미한다. 사전 Dikhhudā에 의하면 아라스 강변에도 같은 이
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격상황을 볼 때 트빌리시에 비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
인다. 특히 이 도시에 당대 조지아의 군주가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362) 하얀 숫 낙타라는 뜻의 투르크 어이다.
1363) 예언자 이브라힘은 그의 불꽃을 태우지 않고, 꽃밭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알려져 있다.

1364) Qur'ān, Sūra al-Tūbe : 14.
1365) 본래 이 단어는 ‘신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슬람의 신앙고백 중에 일부를 외는 것을 의
미하는데, ‘신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슬람의 신앙고백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샤하다의
앞부분이다. 샤하다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라는 문구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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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군대의 용사들이 진실한 의도와 온전한 노력으로 온힘을 다해 애썼으므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믿음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니

라.>1366)라는 승리의 도우심으로 그 성채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

들과 싸우라>1367)는 명령에 따라 흙으로 얼룩진 그 이교도들을, 불꽃을 튀기는 예리한

칼의 타격으로, <그들의 주거지는 지옥이니 얼마나 저주받은 거처인가>1368) 에 파견하

였다. 그리고 그곳의 왈리인 말릭 바그라트(Malik Baqrāṭ)1369)를 포로로 잡아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데려갔다. 복종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그들을 보상금으로 속죄해주

어라>1370)는 말씀에 의거하여 반포되었다. “그를 가두어두고 돌보도록 하라.”

[시Bayt] 이교도의 깃발이 뒤집혔을 때, 이교도의 군주가 붙잡혔다.
이슬람의 깃발이 들어 올려 졌고, 이교도(Sharak)1371)들이 뿌리부터 뽑혀졌다.
[566]

승리의 사힙키란이 그 유명한 승리 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트빌리시를 통과하였을

때,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이 사냥의 즐거움을 명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높은 지위를

지닌 아미르들과 승리를 상징하는 군사들이 좌익과 우익으로부터 포위망(Jirgha)1372)을

형성하여, 그 평원과 주변에 위치한 모든 황야와 산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

포위망이 서로 만났을 때, 사슴(Ghavazn)과 가젤(Āhū)과 여타 종류의 가축들 및 맹수

들이 그 포위망 안에 모여들었었는데, <야생동물이 떼 지어 모인>1373) 상태를 <태양이

가려져 그 빛이 사라지>1374)기전에 실제로 목도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과 샤자데들과

1366) Qur'ān, Sūra al-Tūbe : 14.
1367) Qur'ān, Sūra al-BaqarAH: 191.
1368) Qur'ān, Sūra al-Āl-i 'Imrān : 197.
1369) 이란본Ⅱ 미주 167에 따르면 이 왕은 조지아 왕국의 바그라트 5세이며, 이 점령은 서기 1386
년에 발생한 사건이다(YZN/Ṣādiq, p.1428).

1370) Qur'ān, Sūra al-Muhammad : 4.
1371) 이슬람에서는 신의 유일성이 굉장히 큰 이론이며, 초기 이슬람이 배척하고 투쟁하였던 대부
분의 기존 종교들이 다신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Tūḥīd) 교리를 벗어난 다신
론자라는 단어는 이교도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슬람 외에도 유대교와 기
독교 등은 유일신을 모시고 있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포괄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
으나, 그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채 그저 비 무슬림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는 조로아스터교를
지칭하는 ‘Ghabr’ 역시 마찬가지이다.

1372) 현대 페르시아어 사전에서는 일정 규모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원래 ‘서열, 순서’라는 뜻을 지닌 옛 몽골어에서 나왔으며, 14세기 이후 투르크-몽골 유목민들에
게 이 단어는 전쟁과 사냥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한 포위망을 의미한다. 현재 파슈
툰 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변하여 각 부족이나 집단의 수장들이 모여 형성하는 일종의 회의를
의미한다.

1373) Qur'ān, Sūra al-Takvīr : 5.
1374) Qur'ān, Sūra al-Takvīr : 1.



- 395 -

노얀들이 약속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포위망 가운데에 들어와 여러 번 사냥을 행하고

사냥의 즐거움을 마친 후에, 나머지 병사들과 군대가 고리 안으로 들어왔고, 힘이 세건

약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그 희망의 화살이 목표로 삼은 사냥감에 이르지 못하거나, 열

망의 손이 소망의 목에 멍에를 씌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리하여 대다수가 노력

과 어려움 없이 (사냥감을) 획득하여, 무엇이든 살찐 것은 죽였고 마른 것은 풀어주었

다. 그런데도 널려 있던 수많은 사냥감을 병사들이 운반하기 어려워, 그 중에 상당수를

남겨 두었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한동안 야생동물들과 새들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되었다.

[시Bayt] 1375) 한동안 야생동물들과 새들을, 하늘이 사체로 대접하였다.

108. 절대적이신(‘Alī al-Aṭlāq)1376) 사힙키란이 카라바그

방향으로 동영을 위해 귀환하였던 이야기

사힙키란은 그곳을 상서롭고 행복하게 출발하여, 신의 가호와 함께 나아갔다. 승리

를 상징하는 군대가 그 지역의 (진격) 통로와 주변에서 죄인인 이교도들의 소유였던 수

많은 요새와 성채를,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과 불꽃을 튀기는 예리한 칼의 타격으로 점

령하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악당들의 악랄한 존재로부터 그 지역을 정화하여 [567] 정

복과 무력의 손을 약탈에 두었다. 그리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전리품들이, 그 상서로운

병사들의 당대의 소유물이 되었다. 샤키(Shakī)1377) 지역이 축복받은 대오의 병영 장소

가 되었을 때, 이교도들의 절멸을 위해 사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를 무리별로

사방에 파견하였다. 아미르 자한샤는 아미르 일부와 함께 명령에 따라 모든 리그지얀

(Lighziyān)1378)들을 공격하여 약탈하였고 그들 중에 상당수를 성전의 칼로 베었다.

[시Nazm] 수많은 이교도들을 승리의 깃발의 병사들이, 성전의 칼로 살해하였다.
전리품을 헤아려 보니, 병사들이 그 곳에서 많은 노예들과 함께 운반할 수 없을 정
도였다.

그리고 아미르 무함마드 다르비시 바룰라스는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닌 수많은 병사

1375) Qaṣīda-i Anvārī.
1376) 이 수식어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랍어 형용사에서 비롯되는데, 일
반적으로는 ‘지고하신’이라는 의미로 神을 수식하는 데에 쓰이곤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티
무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지고하신’이라는 수식어 대신에 원래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다.

1377) 현재 아제르바이잔 북부에 위치한 도시 ‘샤키’에 해당한다.
1378) 카프카스에 거주하는 부족명 중에 하나, 주로 카스피 해 초원 북부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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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들과 함께 샤키의 산지로 올라갔고, 복종의 길에 발걸음을 두지 않았던 무리들을

그 산에서 붙잡아 포로로 만들었으며, 갖고 있던 것은 모두 빠르게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다.

[시Nazm] 승전군이 그 산지의 문턱으로 올라가 적들의 생명을 파괴하였다.
다수의 물품을 약탈하였고, 또한 여럿을 포로로 잡았다.

아르군 샤 아크타치와 라마단 호자는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일부와 함께 톤구트

(Tunghūt) 영역으로 서둘러 나아갔고, 살해와 포로와 약탈이 성행하였다.

[시Bayt] 그 저명한 군대가 신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곳은 어디인가.

아미르 무함마드 벡과 아미르 무사는, 모두가 전투라는 덤불 속 사자들이었던 유력

한 기병들과 함께 아크자브(Āqjab) 지역으로 갔고, 그 지역을 점령과 보호 下에 두었다.

[시Bayt] 그 영역 중에 도달한 모든 곳에서, 선택된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568]

그리고 사힙키란은 친히 승리의 흔적인 나머지 군대와 함께 엘부르즈 산자락으로

나아갔다.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동료인 성스러운 가호의 전령이자, 축복받은 등자에

동행한, 하늘이 돕는 군사들이었던 승전군은 진실한 의도와 굳건한 믿음의 팔로 성전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신앙의 명백한 승리와 저주받은 이교도의 失明을 위한 기도문과

샤하다의 외침이 세계에 드리어졌다.

[시Nazm] 세계정복자인 왕의 별이 떠올랐을 때, 사방에서 기도문의 외침을 일어
났다.
그의 병사들이 상서로이 통과하였던 모든 지역에, 신앙의 정원에서 기적의 가지가
솟아올랐다.
종교라는 지평선이 引導의 빛으로 밝아졌다, 배은망덕함과 그릇된 행동이란 어두움
이 사라졌다.

저명한 아미르들과, 코끼리를 넘어뜨리고 사자를 사냥하는 바하두르들이 이교도 영

역을 점령하고 사악한 자들의 무질서와 혼돈을 진압하고자 주변과 사방으로 갔을 때,

그 신앙이 없는 이들 다수를 칼로 베었고, 그들의 요새들과 성채들을 점령하여 황폐화

하였으며 풍부한 전리품들을 지배하고 소유하여, 키블라(Qibla)1379) 지역에서 고귀한 오



- 397 -

르두에 합류하였다.

[시Nazm] 고귀한 오르두의 방향으로 승리를 거두며 돌아왔다, 성전사인 왕의 병
사들이 각 지역과 도시로부터.
요새를 장악하고 성채를 뿌리 뽑았으며 적들을 살해하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전리
품들을 획득하며.

(한편,) 수르크(Surkh) 요새 또한 점령하여 지면과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카라바그

-수르합(Qarābāgh-Surkhāb)1380)으로 왔으며, 그곳을 출발하여 쿠라 강가1381)에 안착하

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졌다. “땔나무와 갈대 조각들을 엮어서 쿠라 강 위에

다리를 세우도록 하라.” 성전사인 사힙키란이 승전군과 함께 강을 건넜을 때, 축복받은

출발의 고삐를 바르다(Barda')1382)로 돌렸으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점령하고 복속시켰

다.

[시Nazm] 사힙키란이 통과하는 모든 지역이 점령되었고 누구든 복속하였다.
신이 세계를 양육하였을 때, 세계는 강과 바다를 임명하였다. [569]

그리고 카라바그에서, 과거 그의 투옥에 관해 세계가 복속하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던 바그라트 티플리시가 출석하였다. 그리고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신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1383) 는 지시에 따라 행운의 계시

에 대한 번역가였던 영광스러운 말씀을 위한 혀가, 지혜를 이끌어내는 설교를 위해 열

렸고, 그를 강력한 이슬람 신앙과 올곧은 무슬림의 샤리아라는 길로 <그에게 가장 훌륭

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초대하였다. 그리고 그 분의 충고와 안내라는

빛의 도움으로 인해, 인도의 빛이 은총이라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그 길 잃은 자들의 어

두운 내면을 비추었으며, 본래 크리스찬 인들의 못된 본성(Anfās)1384) 인 음주 때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혼돈으로 영원한 소멸이라는 불운 가까이에 있었던 바그라트는

순수한 신앙으로 회귀하였고 신성한 행운의 삶을 얻었다. 그리고 일생동안 <유대인들의

1379) 이 단어는 본래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나, 현재 아제르바이잔 북부,
바쿠에서 서북쪽으로 181km에 위치한 '게벨레'에 비정할 수 있다.

1380) 현재 아르메니아의 동쪽과 아제르바이잔의 동남쪽 부분을 일컬으며, 소 코카서스 고원에서
쿠라-아라스 강 유역을 포함하는 곳이다.

1381) 터키에서 발원하여 아제르바이잔을 가로지르며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강, 중간에 아라스 강을
지류로 받아들여 더욱 큰 규모를 형성한다.

1382) 여러 지리서에는 이 지역이 현재의 바쿠와 간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이라 지적하고 있
다(Dikhhudā). 현재는 바쿠에서 서쪽으로 230km. 간자에서 동남쪽으로 72km 떨어진 도시이다.

1383) Qur'ān, Sūra al-Naḥl : 125
1384) nafs의 복수이며, 이는 自我 중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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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그의 손가락>이라는 선생으로부터 <신은 셋 중에 하나이다.>1385)라고 배워왔던

혀가, <모든 인간에게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등급이 있다>1386)라는 증거(샤하다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신께서 대답하사 그들은 곧 뉘우치게 되리라>1387)는 말씀을

단초로 삼아, 글자 그대로 <신과 하나 되는(Tūḥīd)> 정결함을 훌륭히 표현하게 되었으

며,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다>1388)라는 행운을 얻은 자들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시Bayt] 마음이 은총의 빛으로 인해 보게 되었고, 그의 혀가 신과의 합일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바그라트는, 예언자<예언자에게, 그리고 그에게 이슬람의 평화가 있기를!>다윗

(Dāūd Payghāmbar)이 <갑옷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1389) 무기고에서 <신이 그

로 하여금 쇠를 부드럽게 하였노라>1390)는 손끝으로 완성하고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

되 갑옷 쇠줄들의 균형을 맞추라>1391)라는 말씀에 따라 보충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던

갑옷을, 다른 선물들과 함께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여 조공으로 바쳤다.

왕다운 마음은 <뜻이 있는 자>1392)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아낌없는 관용과 애정의

은총을 倍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에게 속해 있었던 왕국의 통치권을 [570]

여타 다른 것들과 함께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내려 친

절 및 애정과 함께 귀환할 것을 허락하였고, 끝없이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을 사여하였

다. 그리하여 그 왕국 대부분의 예속민들과 추종자들과 주민들은 하나피(Ḥanīfī)1393) 종

파가 되려는 뜻을 밝혔고, 이슬람의 행운으로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세력의 거대함과 기도의 고귀함과 인성의 자애로움과 가문의 발

자취가 당대의 왕들 중에서 뛰어났던 시르반(Shirvān)의 왈리, 아미르 셰이흐 이브라

힘)Amīr Shaykh Ibrāhīm)1394)은 이성과 행운의 안내로 복종과 봉사의 허리띠를 애정

과 충심의 허리에 묶고, 복속의 길을 따라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서둘렀다. 그리

1385) Qur'ān, Sūra al-MāyedAH: 73. 삼위일체의 신앙을 지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다.
1386) Qur'ān, Sūra al-Muhammad : 19.
1387) Qur'ān, Sūra al-Aḥzāb : 40.
1388) Qur'ān, Sūra al-Āl-i E'mrān : 110.
1389) Qur'ān, Sūra al-Anabīyā' : 80.
1390) Qur'ān, Sūra al-Sabā : 10.
1391) Qur'ān, Sūra al-Sabā : 11.
1392) Qur'ān, Sūra al-Tūbe : 60.
1393) 아부 하니파에서 시작되는 이슬람 4대 법학파 중에 하나.
1394) 이란본Ⅱ 미주 168에 의하면 그는 다르반디 가문 출신으로 샤르반 샤한의 두 번째 세대의
첫 번째 왕이다. 720AH에서 784AH까지 통치하였고 티무르와의 연합을 통해 룸과 시리아, 러시
아 전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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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운의 도움으로 당대 왕들의 드높은 목표였던 바닥에 입 맞추는 영예를 얻었고, 적

절하고 훌륭한 선물들을 바치는 영예에 이르렀다. 행운의 계시가 가르쳐주었던 그의 기

지 넘치는 행동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갖가지 종류의 귀중한 물건들과 희귀한

물건들을 9개씩 펼쳐놓는 투쿠즈 의례를 행할 때, 구매해 온 8명의 맘룩을 보고 장소에

두고, 그 자신이 그들 가운데에서 서서 친히 투쿠즈 의례를 마쳤던 것이다. 그의 충심

의 형태를 사힙키란께서 승인하고 만족하여, 그를 왕다운 위무와 보살핌으로 영광스럽

게 하였으며 모든 시르반의 왕국들을 예속민 및 배후지와 더불어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분의) 돌보심의 도움을 받아 당대의 샤르반 샤가 되었다. 한편 견고

한 산과 정글, 많은 강과 진흙의 도움으로 길란인(Ghīlān)들의 왕국은 수 백 년 전부터

줄곧 왕들에게 복속하지 않았는데, 이 때에 사힙키란의 가신들과 더불어 복속의 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사람들을 선물과 더불어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파견

하여 복속을 천명하였고 관세와 지세를 수용하였다. (또한) 이때에 축복받은 유수진의

보호에 복무하였던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가 아르다빌(Ardabīl)의 길을 통해 카라바그에

이르렀다. 사힙키란은 그 겨울에 상서롭고 행복하게 아라스 강가에서 동영하였다. [571]

109. 사힙키란이 바르다로 향함과, 황야의 군대가 움직였

다는 소식이 도달한 이야기

겨울이 끝에 이르렀고 봄의 군대가 공격한다는 소문이 세계에 발생하여 초지와 식

물의 병사들이 움직였을 때, 789AH초(1387년), 타하쿠 해1395)에 해당하는 때에, 승리를

상징하는 사힙키란의 깃발이 바르다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즈음에 소문이 발생하였는

데, (그 내용은) 툭타미시 칸이 저항을 선언하여, 군대를 다르반드 길로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그 사건의 경과는 이와 같다. 즉, 주치 칸 울루스의 대 아미르들 중에서, 이성의

훌륭함과 올바른 생각에 있어 뛰어난 인물이었던 알리 벡 콩기라트('Alī Bīk Qunqirāt)

와 우룽 티무르1396)와 이크 부카 바아린(Āqbūqā Bahrīn)이 계속하여 툭타미시 칸에게

충고를 통해 선동자들의 판단을 저지하였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었

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힙키란의 역할을 고려할 것과, 그 분의 가신들에 대한

예의의 길에 편승할 것을 촉구하였다. “칸에게 (주어진) 주치 칸 울루스의 왕위와 조상

들의 자리는 사힙키란의 행운의 가호를 통해 (당신의) 힘과 권위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이 위대함과 영광은 <더욱 증대되기를!> 전적으로 그 분의 돌보심과 보호

1395) 789AH은 서력 1387년 1월 22일부터 1388년 1월 10일까지이며, 동물력으로는 토끼의 해에 온
전히 걸쳐있다.

1396)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서는 오로나크(Orūnak)로, 캘커타본에서는 우룩(Ūrūk), 이란본Ⅱ에
는 우랑(Ūrang) 등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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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얻게 된 것이고, 매 번 사여되었던 다양한 애정과 호의는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를 넘어선 것이니, [572] 마땅히 이 뜻을 명백히 유념하여, 계속 적절한 봉사를 통해 그

분과 가까워지고, 감사를 전하거나 의무를 행하는 데에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래 훌륭한 찬사는, 지고함이 증대되고 왕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며, 또

한 세계의 상태에 있어서 믿을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신께 믿음을 두어

라> 어느 날 행운을 동반하던 발이 절망의 돌 위에 얹어지더라도, 그 분의 도움을 얻어

희망의 의지처를 얻을 수 있고, 그의 행운의 전사들로 혼돈의 상황을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지자들의 충심이라는 행운으로 툭타미시 칸의 왕국과 통치의 발전

이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은) 우룽 티무르와 아크부카의 사망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툭타미시 칸의 근신(Makhṣūṣ)이었던 미친(Tilba)1397) 망구트

인들 일부와, 자신의 부친을 죽였던 카잔치가 그의 어전에서 온전히 득세하게 되었다.

알리 벡이 비록 그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 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무질서와 선동이라는 불운으로 인해 툭타미시 칸은 올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사

힙키란에 대한 협력과 충심의 길을 벗어났다. 그리하여 머리를 반항으로 들어 올려 반

란을 일으켰으며 수많은 군대에게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아제르바이잔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귀한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병사들의 무리가

쿠라 강 맞은편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힙키란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이쿠 티무르

와 우스만 (이븐) 압바스와 다른 아미르들과 일부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쿠라 강을 건

너, 그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라.” 그리고 명하였다. “우리는 툭타미시 칸과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만일 그 보이고 있는 무리들이 그의 군대라면 전투를 서두르지 말고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 그들은 명령에 따라 나아갔는데, 그 분은 행운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어,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아미르들 및 일부 군대와

함께 그들의 뒤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먼저 갔었던 아미르들이 쿠라 강을 건너 반란군

에게 이르렀을 때, 툭타미시 칸의 군대임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힙키란의 명령

에 따라, 그들의 습관이자 천성이었던 용감한 진격을 행하지 않았고 신중함을 [573] 고

수하여, 전투를 계산에 두지 않았고 되돌아왔다. 적들은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무능함으

로 여겼고, 기세등등하게 그들에게 달려가 화살비를 내리고 전투를 일으켰다. 그들 또한

적에 대한 격퇴를 행하여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사방에서 병사들의 자리가 좁아졌을 때, 구름이 말하였다, 어두움이 발
생하였다고.
그의 비는 도검과 화살이었고, 세계는 타르의 바다와 같이 행동하였다.

1397)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pp.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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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의 아미르들은 처음부터 전투를 계산에 두지 않았으므로, 전투의 때에 그들이

머무르던 장소는 어떤 풀숲이었고, 물이라던가 進退의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들 중에 대략 40명이 살해되었다. 당대의 걸출한 자들이었던 그 용사들에게서 정해진

바와 달리 매력적인 연인의 머리칼처럼 패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패배는 마치 달과

같은 얼굴을 가진 이들의 잔뜩 얽힌 머리칼과 같아서, 세케가 부서질 때 매력적인 올바

름을 얻게 되고, 흩어짐과 동시에 현명한 무리들의 건물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이야기

하기를,

[시Bayt] 1398)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칼처럼 패배에 적응하라, 그리하여 무리
(Nafasī) 중에서1399) 수많은 마음을 사냥하도록 하라.

이때에,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과 함께 쿠라 강을 건너 도달

하였고, 이름난 바하두르들이 좌측과 우측으로부터 공격하였다.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

과, 번개와 같은 칼의 상처로 파괴가 적들의 생애에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이 디디

고 있던 발이 자리에서 떨어져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승전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다르반

드 맞은편까지 몰아내었고, 그들 중에 상당수를 붙잡았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그 포로

들을 묶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무바샤르의 형제인 슈리다가

그 전투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를 고귀한 오르두로 데리고 온 후에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합류하였다. 적들의 포로 병사들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무릎을 꿇려 데려갔

을 때, 승리의 사힙키란은 [574] 강력하고 충분한 호의의 그림자를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복 위에 드리우지 않았고, 대신에 용서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며 툭타미

시 칸에게 이전의 계약에 관해 물으며 애정과 충고로 이야기하였다. “우리 사이에 부친

과 자녀라는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부적절하고 이유 없는 행동을 하여,

군사를 이쪽으로 파견하고 죄 없는 수천 무슬림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는가? 마땅히

이 후부터는 이와 같은 옳지 못한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며, 계약과 조약에 충실하고,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반란을. 깨어나서는 행하지 말도록 하라.” 그 성취의 후원자이신

분의 영광의 혀로 행하였던 충고는, 예언자 <그의 말씀에 신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평화

를 주실 것이다>의 하디스에 해당하였는데, <신의 저주가 깨어났다.>1400)란 말씀이었

다. 그처럼 우아하신 말씀을 하달한 후에 왕다운 자비의 권력자께서 명령을 내렸다. “그

1398) Abū Sa'īd Abūlkhayr, Rubā'iyāt.
1399) 이란본Ⅰ의 형태에 따랐다. Nafas라는 단어는 훗날에는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자아를 의
미하는 단어이며 사람을 세는 단위로도 이용되지만 과거에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1400) 이란본Ⅱ 미주 171에 따르면, 꿈에 혼란이 일어나, 신을 저주하였을 때 그를 잠에서 깨웠다
는 내용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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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들을 해방시켜 금과 의복을 주고, 승전군으로 하여금 호송케 하여 그들의 거주지인

킵착 초원으로 파견하라.”

[시Bayt] 적과 의견을 나누는 벗을 어떻게 저지하겠는가.1401)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쿠라 강을 건너 강변에서 고귀한 오르두로 귀환하였다. 오르

두는 그곳을 출발하였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신의 보호와 함께 괵체 텡기즈

(Ghūghcha-Tinghīz)1402) 지역으로 향하였다.

[시Bayt] 신의 보호와 함께 하는 자신의 정의의 피난처에서 그의 친절과 무력은,
때때로 좋거나 나쁘고, 달콤하거나 씁쓸하다.

110. 훌륭하신 부인, 사라이 말릭 하눔이 사마르칸트 방면

에서 훌륭한 샤자데들과 함께 도달한 이야기

승리를 동반하는 축복 받은 대오가 괵체 텡기즈에 이르렀을 때, 행운의 사신이

[575]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훌륭한 요람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이 아미르자데 샤루흐

및 아미르자데 할릴과 함께, 안전과 믿음의 하렘 중에 하렘이며, 시대의 왕들이 지향하

는 방향(끼블라)인 사마르칸트, 즉 사힙키란의 군주의 둥지인 御前으로부터 도달하였습

니다.” 그 분은 이 좋은 소식의 도달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의 정원이 새로이 생기를 머

금게 되었고, 소망과 바램의 뜰에 기쁨의 꽃봉오리와 행운의 꽃망울이 개화하였으며, 자

녀들을 보겠다는 바람이 <만일 집에 대한 바람이 갈망을 증가시킨다면>1403)이란 말씀

에 따라 영광스러운 마음을 잠식하여, 유수진을 괵체 텡기즈에 두고 마중의 관습으로,

발을 서두름의 등자에 얹은 채로 쉼 없이 나아갔다. 그리하여 마란드에서 도달이라는

수선화의 향기가 소망의 코를 향기롭게 하여 그곳에서 만남이 발생하였다. 희망의 눈이

목표(였던 가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자 빛나게 되었으며, 금화를 뿌리는 관례를 행하

여 수많은 금과 보석을 뿌렸는데, 행운의 동반자들의 손이 그것을 모으느라 지칠 정도

였다. 또한 값진 여러 선물을 바쳐, 도구들과 사치품 중에 상당한 양이 보고 장소에 이

르렀는데, 하늘의 눈이 그것을 보고는 놀랄 정도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이 그곳에서 말을 몰고 상서롭고 행복하게 귀환하여 술탄 아흐마

드의 대리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알란작(Alanjak)1404) 요새 방향으로 향하였다. 도달한

1401) Sa'dī, Gholestān : Muqadama.
1402) 현재 아르메니아 동부에 위치한 세반 호를 가리킨다.
1403) 이 문구는 예전부터 이슬람권에서 종종 쓰였던 관용어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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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일이 지났을 때, 축복받은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밤에 산으로

올라가라.” 다음 날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아래의 담장을 우세함과 무력으로 차지하여

파괴하였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달아나 요새 위로 올라갔다. 물이 없고

비가 부족하여 반란에 적극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던 요새의 주민들은, 물 부족과 갈증으

로 인해 생명이 다하여 죽음의 가까이에 이르자, 다급히 어쩔 수 없이 비참함의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왔고, 아래로 내려와서 요새를 맡기기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

승전군은 손을 전투로부터 거두었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적들이 바깥으로 나

오기 전에, 구름이 발생하였고 하루 밤낮 동안 거대한 비가 내려 [576] 그들의 모든 물

저장소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로 인해 상태가 나아지게 되자 조약을 깨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 사힙키란은 무함마드 미르카 이븐 시르 바흐람과 우치 카라 바하

두르를 임명하여 요새를 포위하도록 하고 상서로이 귀환하여, 축복받은 유수진에 합류

하였다. 이전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바야지드 요새(Qal'a-yi Bāyazīd)1405)의 포위에

파견하고, 그 다음에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이쿠 티무르를 군대와 함께

그들을 돕도록 보낸 적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요새를 포위하여, 굴을 파고 그 물을

빼내었으며 주변과 사방에서 전투를 일으켰다. 단시간 안에 정복하여 파괴하고 황폐화

하였으며, 요새의 하킴을 묶어 그 분께 파견하였다.

[시Bayt] 승리의 사힙키란의 군대, 하늘처럼 강력하신 드높은 토성의 왕이시여.
그 하늘처럼 강력한 그 요새의 문 위에서, 전투의 때에 혼란이 발생하였을 때,
요새를 열었고 황폐하게 하였다. 적들을 묶어 비천하게 하였다.1406)

1404) 이 지명으로 비정되는 곳은 두 장소가 있는데, 심지어는 위키피디아에서도 혼돈이 있다. 하
나는 이란 마란드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Alanjaq’이며, 다른 하나는 아제
르바이잔 나히체반에서 동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Alanja’이다. 티무르의 본문만
보면 두 알란작 중에 어떤 알란작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특히 이 대목의 본문을 보면 티무르가
마란드를 방문하였다가 알란작 요새를 공격하여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이후 미란샤가
알란작에서 후루피야 수피인 파즐 알라 아스타라바디를 살해하여 그의 묘소를 그곳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 수피 아스타라바디의 묘는 후자, 아제르바이잔 알란작 부근에 위치한다. 한
편 미한(Mihan) 또한 “The Baysunghuri Manuscript in the Malek National Library in Malek
Library"라는 논문에서 샤루흐가 알란작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때 이 알란작이 아제
르바이잔, 나히체반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아제르바이잔 알란작이 보다
적절하다. 이 아제르바이잔 알란작에는 지금도 견고한 성채유적이 남아있다(Mihan, “The
Baysunghuri Manuscript in the Malek National Library in Malek Library," Shahnama Studies
III: The Reception of the Shahnama, ed. Gabrielle R. van den Berg, Charles Melville,
Leiden: Brill, 2017, p.410).

1405) 이란 코르데스탄 주, 이라크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며 사난다지 서쪽에 있는 사르브 아바드
에 자리한 요새 이름이 바야지드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란작 요새가 마란드 부근이 아닌, 나
히체반 부근이라 하였으므로 이 바야지드 요새는 아라랏 산 남단에 위치한 바야지드 요새라 볼
수 있다. 현재 터키 아그리(Ağrı) 州 아라랏 산 남쪽에 위치한 Doğubeyazıt 일대는, 과거에 이
곳이 ‘바야지드 파샤’가 위치한 바야지드라는 영역이었으며, 현재에도 ‘Doğubeyazıt’ 도시 중심
에서 동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이스학 파샤의 궁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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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카라 무함마드 투르크멘의

반란을 격퇴하기 위해 나아간 이야기

이 사이에, 그의 고귀한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투르크멘이 무슬림을 괴롭히기

위해 저항과 반란의 손을 뻗었고, 히자즈의 隊商과 다른 상인들을 공격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힙키란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나히체반 평원을 출발하여 그들에게 향하였

다. 축복받은 명령이 반포되어, 알란작의 포위를 담당하고 있던 무함마드 미르카로 하여

금 세계 정복의 대오에 합류하게 하였다. 또한 명령을 내려 유수진으로 하여금 알라 타

크(Ala-Tāq)1407)로 가서 그곳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친히 승리를 상징하는 군사

들과 함께 진격하여 아이딘(Āydīn) 요새라고도 부르는 바야지드(Bāyazīd) 성벽에 이르

렀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아이딘 울루스에게서 무엇이든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은 [577] 약탈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통과하여 우니크(Unīk)1408) 요새에 이르렀는데,

카라 무함마드(Qarā Muḥammad Turkmān)의 아들 미스르(Miṣr)가 그곳에 있었다. 그

지역과 주변, 산과 초원에 있었던 모든 투르크멘의 무리들을 약탈하도록 하였다. 그곳을

통과하여 에르주룸(Irzurūm)에 이르러 그 요새를 바로 그 날 공격하였고, 차파추르

(Chapāchūr)1409) 강변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사신을 에르진잔(Arzanjān) 측

으로 파견하였으며, 그곳의 왈리였던 타하르탄(Ṭahartan)을 복속과 복종으로 초대하였

다.

파견된 자가 에르진잔에 이르렀을 때, 타하르탄은 그의 도달을 경의와 존경으로 맞

이하였고, 공경과 지지를 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바쳤다. 복속

1406) 일부 옛 사본에서는 '약화시켰다(Zār)’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Ⅱ, 이란본Ⅰ, 타슈
켄트본 모두 Khwār로 되어 있다.

1407) 本田實信의 일칸국 동영지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이곳은 아바카 시절부터 일칸국 마지막까
지 하영지로 쓰이기 시작한 반 호수 동부의 산지이다(本田實信, 「イルハンの冬営地・夏営地」,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91). 캘커타본에는 울제(Ūljeh)라 되어 있으나 기존
지명에 따랐다.

1408) 아라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Dikhhudā). 실제로는 아라스 강의 지류인 Ulu Creek 하안에 위
치한다. 에르주름과 쾩세 타크 사이에 위치하며 에르주름에서 동쪽으로 약 61km. 현재의 이름
은 Güzelhisar이다. 사산조 시기에는 그 이름이 ‘Ab-Nik’이었으며, 셀주크 투르크 시기에도 비
잔틴과의 변경 도시였다. 이후 일칸인 울제이투가 이곳에 성을 건설하였고, 그의 아들인 아부사
이드 칸이 이곳에서 1316년에 등극하였다(출처 : https://www.castles.nl/ avnik-castle, 접속시간
: 2019-10-30. 오전 11시 41분).

1409) 정확히 같은 지명을 지닌 지역을 비정할 수 없으나, 에르주룸과 디야르바키르 사이에 위치한
‘빙괼이라는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 차파추르였다. 다만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은 차야추르
Chayāchūr로 되어 있다. 점 하나의 차이지만, 지역명을 비정할 수 있는 이란본Ⅱ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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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종의 문을 통해 나와 地稅를 받아들였고, 사신을 여러 가지 접대와 봉사로 기쁘게

한 후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 중에 세 무리를 선택하

여 명하였다.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Qarā Yūsuf Turkmān)의 부친인 카라 무함마드의

소환을 위해 진격하라.” 명을 받은 대로,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 중

에 일부와 함께

[시Nazm] 모두 철에 잠긴 도검의 보석과 같이 용감하고, (적의 대열을) 부수고,
전쟁에 능하며, (적의) 심장을 부수는 (이들).
모두 하늘의 혹독함과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예리한 불꽃보다 더욱
세계를 불태우는 원한으로.

나아가, 그 반항적인 반란군 무리와 시종들에게 가서 모든 물자들 및 말과 낙타와

양과 그 외의 가축들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과 딸들 중에 다수를 포로로

잡아 승리자가 되어 되돌아왔고,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한편 무함마드 미르카는

전쟁 경험이 많은, 칼을 지닌 다른 무리의 용사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위해 나아갔

다. 우연히, 그들의 통로가 산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좁은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그곳

에) 적들이 자리하여 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전투와 많은 노력 끝에 사힙키란의 행

운의 힘으로, 그 좁은 장소에서 해방되어 훌륭한 오르두로 귀환하였다. 한편 아르구 바

룰라스의 아들 셰이흐 알리와 야르구치(Yarghūchī)의 아들 이크발 샤(Iqbāl Shāh)1410)와

티락 카우친(Tīlak Qauchīn)은 [578]

[시Bayt] 영웅을 내던지고 사자를 잡는 용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갑옷과 칼과 화살
과 함께

다른 무리 일부를 군대에서 분리하여 용감히 카라 무함마드를 찾았고, 견고하고 거

대한 산과 험준한 곳에서 그에게 도달하였다. 전투와 살해를 행하고 훌륭한 노력을 기

울여 대대적인 전투가 발생하였으며, 라라 호자(Lālā Khwāja)가 그 전투에서 살해되었

다. 적들이 그 거대한 산에 올라가 있었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미르들은 병사들과 함께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으로 왔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다시 한

번, 자한샤 바하두르를 수많은 군대와 함께 원정에 파견하였다. 그는 그들의 무리에 이

르러 무력의 손을 약탈로 들어 올렸으며, 수많은 물자와 동물들 및 끝없는 무기들이 승

1410) 타슈켄트본에는 야르구치 대신 바르구치(Barghūchī)로 되어 있으며 이란본Ⅰ에는 구치
(Ghūchī)라고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란본Ⅱ에는 ‘아들’이라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바르구치라
는 직명은 없고 재판관을 의미하는 야르구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모든 사본들의
정보를 조합하여 위와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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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포획물이 되어, 승리자이자 성공을 거두는 자가 되어 고귀한 오

르두에 합류하였다.

[시Nazm] 많은 전리품과 포로와 가축들로, 그 황야에서 병사들의 자리가 좁아졌
다.
수많은 노예와 자산들로, 정렬된 군대들이 가득하였다.

기야스 앗 딘 바룰라스(Ghīyath al-Dīn Barlās)의 아들 샤 말릭(Shāh Malik)이 사

힙키란의 지시와 명령 없이 어떤 곳으로 갔었다가 황야에서 살해되었다. 그 분은 그곳

에서 무시 황야(Ṣaḥrā'-i Mūsh)1411)로 향하였으며, 그 지역의 무리들과 울루스를 약탈

하고 아흘라트(Akhlāṭ)1412) 도시에 이르러, 그 지역 주민들 모두를 복종시키고 지배 下

에 두었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아달주즈(‘Ādal-jūz)1413)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곳

의 왈리가 복종과 복속의 문을 나와 서둘러 마중의 관습을 행하였으며, 바닥에 입을 맞

추는 행운으로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적절히 금화를 던지는 관례를 행하고 값진 선물

을 바쳤으며, 행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어전 가신들의 무리에 뛰어들었다. 왕다운 애

정은 갖가지 보살핌과 위무로 그를 특별하게 하였고, 그의 영역과 울루스를 그에게 사

여하였다. 그곳을 출발하여 호숫가에서 모든 군대와 함께 머히 고개(Band-i Māhī)1414)

를 통과하여, 아바카 사라이(Abāqā Sarāy)1415) 초원에 있는 알라 타크에서 축복받은 유

수진에 합류하였다. [579]

112. 사힙키란이 반과 바스탄으로 향한 이야기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이 그곳에서 반(Vān)과 바스탄(Vasṭān)1416)으로 향하였고,

말릭 아즈 앗 딘 시르(Shīr)1417)는, 심판의 날처럼 무서운 군대의 타격으로 인해 반 요

1411) 현재 터키의 동부, 반 호수의 서부에 위치한 지역. 반호수에서 서쪽으로 82km 떨어져 있다.
1412) 아르메니아의 반 호수 서북 호변에 위치한 도시.
1413) 아흘라트에서 동쪽으로 22km에 위치한 반 호수 북변의 도시. 현재의 이름은 ‘Adilcevaz’이나
이 도시의 과거 이름은 ‘A’del-Jivaz‘였다(Brant, James. "Notes of a Journey through a part of
Kurdistan, in the Summer of 1838,"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10, 1840의 첨부지도).

1414) 전게서의 지도를 보면 반 호수의 동단에 뻗은 강의 이름이 ‘Bend-i Māhī Sū’이다. 현재의 반
호변의 Karahan 일대로 볼 수 있다.

1415) 훌레구의 아들이자 일 칸국의 칸인 아바카를 지칭한다. 아바카의 수도는 타브리즈였으나 일
칸국의 하영지가 무쉬 황야나 아제르바이잔의 아란 땅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
에, 이란본Ⅰ과 같이 ‘바카 사라이’는 적절하지 않다.

1416) 반 호 남단, 지금 ‘Gevas’라는 이름을 지닌 도시이다.
1417)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말릭 아즈 앗 딘 시라즈(Shīraz), 캘커타본에는 시라지(Shīrazī)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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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갔다. 그곳은 극히 견고하고 단단한 성채이며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하였는데,

그 한쪽은 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시Nazm] 바다의 물결로 인해 그 건물의 돌이 마치 색유리(M īnā)1418)와 같았고,
태양의 열기로 인해 그 진흙 조각이 마치 이끼와 같았다.
수 천 년 간 비가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물방울 대신에 설령 하늘애서 창이
내린다 하여도.
왕들은 그곳에 닿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았으나, 매는 때로 그 위로 올라 능
력의 날개를 드리웠다.

승전군은 용감하게 그곳의 점령을 위해 출발하여 육지 방향에서 요새를 포위하였

으며, 포위와 공성 도구를 준비하였다. 말릭 아즈 앗 딘은 2일 후에 행운의 가르침에

따라 성채에서 내려와 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으나, 요새의 주민

들은 극도의 혼돈과 불운으로 인해 저항의 길을 나섰고 반항을 행하여, 성채에 이르는

길을 견고히 하였고 방어와 전투를 준비하였다.

[시Nazm] 사탄의 유혹과 무지와 자만으로, 행운의 길에서 멀어졌다.
훌륭한 낮에서 어두워졌던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스스로의 불운을 위해 노력하였
다.
불운의 발로 서둘러 나아갔다. 신체의 죽음 및 영혼의 소멸을 향해.

승리자의 깃발인 병사들이, 운명을 수행하는 야를릭에 따라 노포와 투척기를 세웠으

며,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많은 병사들의 화살과 활 조각이, 땅을 하늘보다 더욱 진동하게 하였다.
화살촉의 날아들자 하늘이 검게 되었고, 태양이 그 내부를 응시하였다.

사힙키란의 위대한 행운의 힘으로 [580] 어떤 강력한 매(Shunqār)1419)도 성취하지

못하고, 어느 때에도 그 곳의 점령이라는 창공을 날아오르지 못했었던 그 유명한 성벽

을, 20일 안에 우세와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무지한 적들 중에 여럿을 살해하였다. 그리

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Ⅱ의 미주 173을 보면 케르트 조의 아미르 출신인 말릭 아즈 앗 딘
시르라는 인물이라 한다.

1418) 이것은 이란에서 ‘색유리공예(Mīnākārī)'로 유명한 공예의 원료가 되는 색유리를 의미한다.
1419) 페르시아 어에는 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매우 많은 편인데, 그 중에 이 단어는 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품종, 백송고리(Gyrfalcon)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몽골의 매를 가리
키는 단어인 송쿠르에서 왔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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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많은 이들의 손과 목을 묶어 산 위에서 아래로 던졌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 나쁜

행동을 하는, 혼돈을 일으키는 자들의 사악한 존재로부터 깨끗해졌다.

[시Nazm] 반항하는 자들에게서 세계를 정화하였고, 많은 이들을 산 아래로 던졌
다.
사악함과 혼란으로부터 그 지역이 평안을 찾았다.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닌 세계 정
복자의 행운으로.

이 사이에 타하르탄의 사신이 에르진잔으로부터 도달하였고, 현금과 귀중품 등 수

많은 선물들과, 유명한 말들과 걸음이 빠른 낙타들로 이루어진 적절한 조공을 珍賞의

영예에 이르게 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복종과 봉사의 선언 및 복속과 헌신의 자리에 굳

건한 발자국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시Nazm] 사힙키란에게 소인은 가장 미천한 신하이니, 살아있는 한 봉사를 행할
것입니다.
나는 섬김 외에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신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그에게 왕다운 위무를 행하였고,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내려 그 지

역의 지배를 그에게 일임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신을 통치권을 사여하는 칙령

및 특별한 예복과 함께 돌려보냈다.

[시Nazm] 그의 복종의 문으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 왕관과 왕좌의 가치를 얻었다.
그의 명령의 문장을 외면한 모든 것들은, 마치 좌절과 죄책감의 펜과 같았다.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어 반 요새를 파괴하도록 하였다. 그 요새는 아드(‘Ād) 족1420)

샤다드(Shaddād)1421)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높은 산의 정점에 석회와 돌로

세워져 있었고, 그 각각의 돌조각이 마치 산처럼 컸다. 그리고 그 견고함은, 투만의 아

미르 중에 있던 야드가르 안드후디(Yādghār Andakhūdī)가 [581] 수많은 군대와 함께

그곳의 파괴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리 시도하여도 그 중에 하나의 돌도 파낼 수 없을 정

도였다.

[시Nazm] 하늘은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파괴시키지 않았다. 만일 산이 그 위에

1420) 이들은 예언자 후드(Hūd, 노아의 5대손)가 그들을 위해 예언했던 종족, 첫 번째 셈족 계열의
아랍 부족이다.

1421) 아드(Ād)의 아들, 다윗에 의해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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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퇴적되었다면.
너는 말하였지, 사힙키란의 天幸으로 그 기반이 무너지고, 그는 행운을 취할 것이
라고.

사힙키란은 그곳으로부터 상서로이 귀환하였고, 영광과 상서로운 운명으로 살마스

(Salmās)1422)에 이르렀다. 말릭 아즈 앗 딘을 왕다운 호의로 영광스럽게 하였고, 쿠르디

스탄(Kurdistān) 영역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신의 승인과 가호로

쉼 없이 나아갔다. 이 사이에 우르미야(Urumiyya)의 하킴, 티즈크(Tīzk)1423)가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에 도달하였으며, 복종의 장소에서 복속과 봉사의 의례를 행하였다. 세

계를 정복하고 국가를 사여하는 군주의 애정은 우르미야 영역을 그에게 사여하였으며,

아름다움의 주인인 한 하녀를 제공하였다.

[시Nazm] 태양이 그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얼굴이 노랗게 되었고, 아침은 그
활기로 인해 숨결이 차가워졌다.
그의 머리칼 아래에서 태양이 그의 얼굴을 밝혔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주름
까지.
루비가 비웃으며 서신을 열었을 때, 수백 년 된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났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마라가(Marāgha)1424)를 통과하여 길란에 안착하였고 며칠간 그

곳에 머물렀다. 그 전에 왕다운 자비로운 분께서 사람을 파견하여 시라즈의 왈리 자인

올 아비딘 이븐 샤 슈자를 소환하였다. “너의 죽은 부친이 우리와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을 지니고 있었고, 사망하였을 때에 너를 추천하는 서신을 써서 보고하였다. (내가)

바라는 바는, 그 (우정의) 흔적을 드러내어 가깝고 먼 곳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의 대오가 이곳에 이르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 지체

없이 와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호와 애정에 힘입어 특별하게 될 것이고, [582] 다시금

그의 벗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그의 적들은 질투로 인해 불타오르고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맥락은 샤 슈자의 서신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내용을

여담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1422) 이란 서아제르바이잔 주의 도시, 코이에서 남쪽으로 42km 떨어져 있다.
1423) 이란본Ⅱ 미주 174에 의하면 그는 투르크멘 부족 중에 우르미야를 다스리던 부족의 수장이
다.

1424) 이란 동아제르바이잔 주의 도시, 타브리즈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일칸국 시대에 훌레구가 나시르 앗 딘 투시를 위해 건설한 천문대(Raṣadkhāna)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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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잘랄 앗 딘 샤 슈자가 죽을 때 사힙키란에게 써 보냈

던 서신에 대한 이야기

<현세와 내세에서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며,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1425) 하늘과 같이 드넓으신 당신의 훌륭함은, 왕국의 피난

처이고 공평함의 상징이며 관대함의 영향이십니다. 성취를 거두시는 위대한 노얀이시며,

하늘과 같은 힘을 가진 왕들의 도움의 팔이시며, 정의와 아름다움이라는 전장의 기사이

시며, 시공간의 군주들보다 더욱 공평하시며, 예언자의 시야를 지니신 분, <신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신께서 그에게 왕국과 힘을 주셨던 아미르 티무

르 쿠레겐이시여, 세계를 정복한 군주이자,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닌 전제 군주들의 피난

처가 되시길! 하늘의 명령을 처리하고 성스러운 고통을 인내할 때 승리자이시며 후원자

이신 신께서, 그 유일무이한 세계에서 聖俗의 목표인 여러 단계의 소망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여러 단계의 갈망 중에 가장 먼 곳에 이르게 하기를! <오래되고 거대하신 분이

시여>

훌륭한 간청과 좋은 향기를 지닌 찬사를 바친 후, 진실한 벗을 판별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 지혜의 주인들의 판단에는 밝고 분명함이 있습니다. 세계는 외형적

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이나, 이성의 벗들은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보이지 않

으며, 항구적인 천국을 곧 끝날 세계보다 훌륭하다 여깁니다. 또한 모든 존재의 죽음은

각기 원인이 있고,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존속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왕궁에서 왕다운 위대함과 친애(를 지닌 신께서

는), <영광과 천함을 주신다.>1426)의 칙령을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기도

한다.>1427)는 명령으로 서명하여 사여하셨습니다. 지고하신 신의 가신 중에 선택된 무

리들의 고삐가 이 미천한 자의 힘의 주먹을 약화시켰던 나날들 동안, (각자의) 힘과 능

력에 따라 신앙의 깃발과 샤리아로 명백히 날인된 칙령 및 파견되신 분(Sayyīd

al-Mursalīn)1428) <심판의 날까지 신의 기도와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의 명령에 복종

하고자 노력하여, [583] <지고하신 신께서 친애하시는> 백성들과 피지배민들의 상황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눈길이 비추는 장소로 삼고, 신성한 도움과 끝없는 사여의 은총으

로 무엇이든 피조물들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할만한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제공하면, 무

언가 영광스러운 귀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의 피난처이신 그 분과 함

께 친애와 조약과 진심의 계약을 의무적으로 항상 맺어왔기 때문에, 당대의 승리자를

1425) Qur'ān, Sūra al-Qeṣaṣ : 70.
1426) Qur'ān, SūraHĀl-i E'mrān : 26.
1427) Qur'ān, SūraHĀl-i E'mrān : 26.
1428) 이 단어는 파견된 자, 메시지를 가진 자 라는 뜻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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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그 견고한 숨결을 단단하게 하고자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빛나는 기억과

숨겨진 내용은 이것입니다.

[시Bayt] 너와 함께 맺었던 그 계약은 심판의 날까지 이어질 것이니, 그 날에 너는
이를 배반하지 말라.

훌륭한 그 분께 이렇듯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음을 드러내었

고, 이와 같은 바를 자긍심의 원인이라 여겼습니다. 이때에 위대한 왕궁으로부터, <신이

평화의 집으로 부르시다.>1429)라는 초대의 미풍이 생명의 코에 이르렀고, <어떠한 변화

도 발견치 못할 것이라>1430)는 요구가 소환의 문고리를 마음의 문 위에 두드리고 있으

나,

[시Bayt] 너의 거주지는 왕좌이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모든 거주지가 먼지
구덩이가 될 것이니1431)

지고하신 신의 자비로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

이라는 존재에게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잘못과 갖가지 죄, 그리고 인간의

상상이라는 속임수의 장소에서 꾸며질 수 있었던 모든 탐욕과 허황된 꿈에도 불구하고,

이 속세에 자리하였던 53년 동안1432)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들을 기쁘게 할 비밀이

다.>1433)는 말씀처럼 하나이신 그 분의 훌륭한 식탁의 곁에서 (그 분을 모신다는) 소망

을 갖고 있습니다.

[시Shi'r] <너의 죄가 증가할 때, 나의 옳음이 증가한다, 나는 잘못에서 옳음을 이
끌어내었다.> [584]

완전한 용서라는 희망의 商團과 자비롭고 관대하신 천국의 자비를 바라는 무리들과

더불어, <신의 축복’이라는 성지 순례의 의복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에게로

돌아가>1434)라는 신성한 말씀을 받들 것입니다.

1429) Qur'ān, Sūra Āl-Yūnus : 25.
1430) Qur'ān, Sūra al-Fāṭer : 43.
1431) 이란본Ⅱ 미주 176에 따르면 이 시는 시인 Shaykh Aḥmad Badīlī의 사구시(Rubā'ī)의 두 번
째 句이다.

1432) 그의 생년은 1333년 3월 10일, 즉 733AH 주마다 월이다. 한편 그가 사망한 때는 1384년 10
월, 즉 786AH 샤반 월이므로, 히즈라력으로는 죽기 직전에 53세를 지났으나, 태양력으로 따지
자면 그는 사망 시점에 51세에서 52세 사이에 해당한다.

1433) Qur'ān, Sūra al-Sajda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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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이 기쁜 소식을 위해 만일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즉, 이 기쁜 소식은 나의 생명의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속세의 작은 집에서 ‘신과의 합일’이라는 향기로운 선물들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무

거운 짐을 어깨에 둔 채로, 그 분을 향해 간청의 얼굴을 두었습니다.

[반구M iṣrā’] 벗으로부터 하나의 지시가 (있으니), 우리는 급히 달려 나갔다.

선택의 권한을 지니신 신에게서 나타났던, 정직한 자들의 업무와 신뢰받는 이들의

소망은, 비록 (우리에게는) 고통과 같아 보여도 자비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시Bayt] 아아! 너의 안녕함은 영혼의 안정된 휴식이다. 아아! 너의 글은 승리의
보물의 열쇠이다.

<선행으로 신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과 가장 좋은 바람을 가질 것이다.>1435) 당신

의 남은 인생과 행운과 우정 및 왕국과 지위의 확대가, 술레이만처럼 이롭고 이스칸다

르의 공적과 같은 단계에 다다르기를! 그의 공평의 그늘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

지기를! 지고하신 신의 권한으로, 공정함의 피난처이신 당신께서 고요한 물보다 더욱

밝은 진실한 의도와 깨끗한 내면으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사

랑하는 아들, 자인 올 아비딘, <신은 그의 눈의 그림자 속에 길이 남아있으실 것입니

다.>

[반구M iṣrā’] (저는) 그를 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 자녀들과 저의 형제들을 왕국의 피난처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신에 대한 (저의) 지지는 후손들 대대손손이 줄곧 인식

하고 있으며, (당신의) 천성적으로 오롯한 친절과 관대함은 전 세계와 시대에서 유일한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실상 <이 신뢰로부터 나온 아름다

운 계약>1436)을 영구한 규율로 삼아 행할 것이며, 무리들과 함께 영광을 향해 스스로를

특별하게 하여, 경외의 그림자가 그들의 상황 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당대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발생케 하였고 수 백 년 간 반복되어 왔던 (이러한) 형태에 대해, 이와 같

1434) Qur'ān, Sūra al-Fajr : 28.
1435) Qur'ān, Sūra al-Kahf : 46.
1436) 이란본Ⅱ 미주 178에 따르면 이 내용은 예언자의 하디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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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을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질투하는 자들과 사신들은, 비난의 기회와 득세의 장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아름다운 기도와 풍부한 보상을 축적하는 원인으로

여기며, 친밀의 조약을 맺고 은둔의 은혜를 얻었던 절친한 벗은, (그것을) 훌륭한 기도

와 전조로 여길 것이며, 이 행운의 주인의 운명을 통해, <나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야

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은혜를 얻는 자 가운데 있게 하였

다.>1437) 라는 쿠란 구절에 따라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의탁한 것입니다, 항상 훌륭한 일을 행하시는 은총으로 신의 왕궁에 동행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지고하신 신께서 그의 남은 생애에 은혜를 내리시기를!

114.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깃발이 파르스와 이라크 측으

로 향한 이야기

자인 올 아비딘의 행운이라는 낮이 밤에 이르렀고, 행운의 나날들이 끝에 이르렀으

므로, (어전으로의) 출석을 미루고 사힙키란의 사신을 억류하여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

또한 일찍이 없었던 반란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발생하였으며, 不可能라는 행운의 이

음줄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분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판단이 이러한 의미

를 알게 되었을 때 세계를 태우는 그의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고, 파르스와 이라

크(‘Arāq) 방향으로 출발을 결정하였다. 789AH(1387년) 타하쿠 해 가을에1438) 사힙키란

의 훌륭한 마음이 이라크와 파르스 왕국의 공격으로 기울어져,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를

선별하여 전위로 임명하였고 먼저 파견하였다. 그리고 명하기를, 축복받은 유수진은 라

이 방향으로 가서 사룩 카미시(Sāruq Qamish)1439)에서 동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미

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유수진의 지배

및 보호를 위해 남겨 두었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군대와 함께 파르스 왕국으로 향하였다. [586]

[시Bayt] 이스타흐르(Ṣiṭarkh)1440) 방향으로, 선택된 (이들이) 이란 땅의 왕들의 거
주지로 나아갔다.

1437) Qur'ān, Sūra al-Yas.
1438) 789AH은 1387년 1월 22일에서 1388년 1월 10일에 걸쳐 있으며 이 해는 모두 타하쿠 해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은 1387년 가을에 해당한다.

1439) 노란 갈대라는 뜻이 된다.
1440) 페르시아 고대 아케메네스 왕국의 수도였던 이스타흐르를 가리키며 현재 파르스 주의 주도
인 시라즈 동북쪽에 위치한 페르세폴리스 유적 인근에 있다. 티무르가 이란을 침공할 당시 이
미 이스타흐르는 폐허가 되었으나 여전히 파르스 지방, 더 나아가 그 곳에 있던 무자파르 왕조
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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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상서로운 黃馬가 허벅지 아래에, 그 승리를 동반하는 상서로운 동료들과
(함께)
투란 자민의 용사들은 등자에서, 모두 마음을 원한으로, 머리를 서두름으로 가득
채우고.
모두 머리칼을 구름 위에 드리우고, 창촉에 물을 주고, 활줄은 활을 쏘았다.
기병들의 먼지로 인해 세계는 검게 (되었다), 말할 나위 없는 병사들이.
사힙키란의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 세상만물(Kūn wa Makān)1441)의 神의 보호하심
으로.

하마단(Hamadān) 지역을 통과하여 주르바다칸(Jurbādaqān)1442)에 이르렀고 승리를

이루는 군대에 정렬이라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상서롭고 행복

하게 나아갔다. 이스파한(Iṣfahān) 도시의 외곽이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을 때,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의 외삼촌이자 그의 승인으로 이스파한의 하킴이었던 사이드 무자

파르 카시(Sayyīd Muzaffar Kāshī)가, 호자 루큰 앗 딘 사이드(Khwāja Rukn al-Dīn

Ṣā'id)1443)와 다른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대인들과 귀족들과 함께 평화와 호의를 청하

기 위해 도시 바깥으로 나와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왕다운 자비와

애정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늘처럼 강력하신 군대가 도시의 주변과 사방

을 포위하였고 승리의 사힙키란이 도시로 들어갔다. 타바르크(Ṭabark)1444)가 (그 분의)

축복받은 발걸음의 영광으로 인해, 네 번째 하늘의 돔이라는 터키석 색 성채의 질투를

사게 되었다. 요새를 살피고, 아미르 이쿠 티무르를 타바르크 요새의 지배에 임명하였으

며 상서로이 바깥으로 나와, 영광의 주거지로 귀환하였다. 그리고 각 대문에 일부 군사

무리들을 그 곳의 지배와 보호를 위해 임명하였고, 복속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도시 전역에 말이나 옷감 중에 무엇이든 있다면, 보복의 바흐람인 執事(Khadām)에게

맡기도록 하라.”

그리고 명령된 대로 행하였을 때, 대인과 도시의 중진들이 디반 알라(Dīwān A'la)

로 와서 승전군의 약탈을 막는 몸값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받아들였고, 도시의

주민들에게 할당하였으며 그 징수를 위해 회계원들을 소환하였다. 그리하여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구역들을 아미르들에게 분배하고, 각 아미르들은 자신의 사람

들 중에 누군가를 [587]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라.” 그리고 물자를 기록하기 위해 (축

복받은)1445) 누르 말릭 바룰라스(Nūr Malik Barlās)와 무함마드 술탄 샤를 임명하였고

1441) 이 단어 역시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계 및 그 안의 만물을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세상
만물’이라 해석하였다.

1442) 하마단에서 동남쪽으로 218km에 위치한 도시, 골페이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1443) 그는 하나피 계 종교 지도자로 유명한 사이드(Sā'id) 가문 출신으로 이 가문은 히즈라력 4세
기부터 9세기까지 니샤푸르, 헤라트, 라이, 이스파한 등지에서 유명한 가문이었다.

1444) 이스파한 동부에 위치한 요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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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파한의 대인들을 오르두에 억류하였으며, 회계원들은 도시로 들어가 돈을 거두는데

열중하였다. 그러나 지고하고 강력하신 왕(神)의 의도는 그 지역의 파괴로 귀결되어 있

었다. <신께서 그 이유를 원하신다면!> 그 사이 어느 날 밤에, 그를 알리 카차 파(‘Alī

Kacha Pā)라 불렀으며, 테헤란(Ṭihrān)에서 온 대장장이였던 이스파한 교외의 어떤 무

지한 자가 도시 내부에서 도홀(Duhul)1446) 하나를 두드리고 <길을 잃었던>1447) 사악한

일반인들 중에 일부를 모았으며 대담한 손을 들어 올려, 구역들을 맴돌면서 여러 회계

원들을 살해하였다. 다만 몇몇 이성적이고 실질적이었던 몇몇 구역만이, 나쁜 행동을 하

는 사악한 선동가들에게서 자신의 회계원들을 보호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업

무를 위해 도시로 들어왔었던 군사들 중에 상당수가 그 밤에 사망하였다. (그 중에) 키

타이 바하두르의 아들 무함마드가 사망하였으며,1448) 이렇게 약 3000명이 그 밤에 대중

들이 일으킨 시끄러운 혼란으로 인해 살해되었다. 그 대담하고 무지한 자들은, 투르크인

들을 살해한 후에 대문으로 가서 그곳을 보호하고 있었던 일부 세력에게서 (대문을) 탈

환하였으며 그 곳의 지배와 강화를 행하여, 잘못된 착각으로 반란의 기초를 세웠다.

다음날, 그 상황이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귀에 이르렀을 때, <가장 혹독한 지옥의

불꽃>인, 세계를 태우는 분노의 불꽃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에

게 도시의 점령을 명하였다. 군대의 용사들이 보복의 칼을 위대한 손으로 빼어들고, 무

력의 얼굴을 도시를 향해 두었다. 내부 사람들은, 사건이 이미 발생되었고 선택권이 (그

들의) 손에서 떠났으므로, 저항과 방어를 통해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희생하였다. 바얀 티무르 (이븐) 아크부카가 그 전투에서 사망하였으며, 승리를 동반하

는 바하두르들이 성채를 열고 全 도시를 침공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일부의 무리를

파견하여 사이드들의 구역과 [588] 타르카(Tarka)1449) 물라(Mūla)들의 골목과, 비록 1년

전에 세상을 떴으나 호자 이맘 앗 딘 워이즈(Khwāja Imām al-Dīn Wā'iz)의 집을 보호

하였고, 일반인들에 대한 살해 및 다양한 보복과 처벌을 명하였다.

[시Bayt] 도시에 모굴의 기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졌다.
살해와 약탈에 손을 열었고, 모든 수장들의 집이 무너졌다.

예의를 차려 군사들을 돌보았고, 그 대담하고 무지한 자들의 공격에서 (군사들을)

보호하였던 일부 현명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집은 무사히 남겨두었는데, 그로 인해

1445)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만 남아있다.
1446) 원통형의 북이며 양쪽이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나무토막이나 맨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이 악기는 주로 시스탄-발루치스탄이나 루리스탄, 쿠르디스탄에서 연주되는 악기이다.

1447) Qur'ān, Sūra al-Furqān : 44.
1448) 이 부분 역시 이란본Ⅰ에만 남아있다.
1449) 타르카는 이스파한에 있던 종교지도자 가문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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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武力의 샤흐나의 야를릭을 반포하여, 투만

들과 천호들과 백호들에게 살해된 자들의 머리를 할당하여 (징발하고), 기록을 위해 디

반의 타바치들을 각기 배정하였다. 믿을만한 자에게서 듣기를, 자신의 손으로 里長1450)

을 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일부 군사들은 머리를 야사키얀(Yāsāqiyān)에게서 구

매하여 바쳤다. 상황의 초반에는 한 사람의 머리가 20 케베키 디나르1451)였는데, 마지막

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이행하였으므로, 하나의 머리가 반 디나르에 이르

렀는데도 어떤 사람도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든지 잡으면 살해하였다.

한편 신성한 지혜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낮에 칼의 타격으로부터 서슴없이 안전을 구하였던 일부 무리가 밤이 되자 달아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하필 비가 내려 그들의 발자국의 흔적이 눈 위에 남았다. 다음 날 복수

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갔고, 숨어있었던 모든 장소에서 바깥으로 끌

고 나와 보복의 칼로 베었다. <신께서는 어떤 일이 이행되도록 이미 처리해 두신다

.>1452) 그리하여 살해된 자들의 수에 관해서는 책이나 장부에 펜으로 기록되어 있던

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적어도 70000명의 머리가 이스파한의 외곽에 모여 있었으며, 그

것을 가지고 여러 장소에 미나렛들을 세웠다고 하였다.1453)

[시] 1454)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한꺼번에 불길이 일어났다, 벗의 기이한 속임수는
나에 의해 좌절되었다.1455) [589]

1450) ‘Mubāshar’는 ‘실무를 행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도시의 행정 구역 단위인 마할레 및
구역의 長을 의미한다.

1451) 디나르는 중동권에서 무게의 단위이자 그 무게로 제작된 금화의 명칭이었는데, 15세기가 되
면 이것은 은 또는 구리 동전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디나르는 1 Mithqāl과 같은 무게
를 지니곤 하였으나 특정한 군주가 자신의 별칭을 붙여 제작한 디나르는 무게가 다소 다를 수
있었다. ‘케베키 디나르’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 케벡의 이름을 따서 제작된 은 동전인데, 1 케
베키 디나르는 은 1/6Mithqāl (약 0.8g)의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A. Davidovich, E. B.
Rtveladze, S. Moosvi, "Monetary systems and Prices," H 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 5: Development in contrast,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UNESCO, 2003, pp.431-6). 한편 티무르 조의 기록 중에는 1500 투만-케베키가 9000 투만-이라
키의 가치를 가진다는 기록이 있다. 이 교환비율 역시 1:6이 된다(Ḥāfiz Abrū, Zayl-i Kitāb-i
Zafar nāma-i N izām al-Dīn Shāmī 1, Tehran: Chāpkhāna-i Tābish, 1389 Sh./2010-1, p, 20;
p.38).

1452) Qur'ān, Sūra al-Anfāl : 41.
1453) 하피즈 아브루는 『歷史의 精髓』에 이 미나렛을 직접 목도하였다고 하였다. 자신이 모시던
대 마울라나, 샤합 앗 딘 압둘라 리산과 함께 이스파한 성채의 한 벽을 이루는 이스파한 대문
에서 타바르크 요새까지 28개의 머리 미나렛이 세워져 있었고, 각 미나렛마다 1000개∼2000개
의 머리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나렛 무리가 도시의 다른 방향에도 있었을 것이라
고 하였다(ZT/Jawādī 2, p.667).

1454) Rūmī, Dīvān-i Shams.
1455) 캘커타본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루미의 원본과 타슈켄트본 등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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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은 이와 같다, 그 무지한 자들은 경솔함 때문에 무력의 주인인 ‘명령의

주인들(Ūlvā al-Umr)'1456)을 외면하고 3000명의 무슬림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였는데,

이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보복의 가혹함을 지닌 용사의 모든

武力 행사 중에, 그 당시 이스파한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혹독함을 보면, 피를 마시는 바

흐람이 터키석 색 지붕 위에서 칼잡이로 이름을 날렸던 (사건은) 별 것 아니게 여겨질

정도였다. <신이시어, 신이시어, 신이시어!> 이 사건은 전술한 해의 둘 카다 월 6일 월

요일에 일어났다.1457) 그리고 만일 신성하고 끝없는 지혜의 풍부함과 정확함에 의거하

여, 다양한 세상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혼란이 하늘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 맞다면,

이스파한에서 발생하였던 이 사건은 쌍둥이자리의 ‘공기의 삼궁의 합일 중에 9번째1458)

합일’(이 발생하였을 때와) 가까웠으며, 게자리에서 ‘첫 번째 합일’1459)이 있었을 때였다.

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섭리이시라.1460)

115. 적을 용서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무하는 사힙키란이

시라즈로 향하였던 이야기

승리의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마음이 그 지역에서의 승리의 사건을 떠났을 때, 아

미르 사르부카의 아들 아미르 핫지 벡과 누난샤(Nūnānshāh)로 하여금 조세 수급과 이

스파한의 보호를 위해 머무르게 하였고, 신의 가호와 함께 시라즈로 갔다. 파르스의 왈

리인 자인 올 아비딘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시Bayt] 사힙키란과 수백 수천 명의 용사들이 왔다, 투란으로부터 말을 몰고.

1456) 이 개념은 쿠란에 의거하여 일반사람들이 복종해야만 하는, ‘권위를 지닌 자’라는 의미이다.
이 ‘명령의 주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에 관해서는 갖가지 의견이 있으나, 시아에서는 이맘
들을 주로 의미하고 순니에서는 네 칼리프를 의미한다.

1457) 야즈디의『勝戰記』는 『歷史의 精髓』의 기록과 날짜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에는 날짜가 다르다. 『歷史의 精髓』는 789AH 샤왈 월 하순에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ZT/Jawādī 2, p.667).

1458) 이란본Ⅱ에는 9번째 합일로 되어 있고,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는 11번째로 되어있다. 이것
은 앞서 766AH 라마단 월 1일(1365년 5월 23일) 기록에 공기의 삼궁의 합일 중에 8(혹은 10번
째) 번째 합일 현상 다음에 발생한 현상이다. 789AH 둘 카다 6일은 1387년 11월 18일에 해당하
므로, 태양력으로는 22년 7개월, 히즈라력으로는 23년 2개월 만에 생겨난 현상이다.

1459) 토성과 화성의 합일이 게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매 30년 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 그것을 ‘네 번째 합일’이라고도 부른다. 이 ‘첫 번째 합일’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혼
란과 문제를 일으키며 지배가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는 징조이기도 하다(Farhang-i Iṣtilāḥāt-i
Nuzūmī, p.589). 그러나 이 시점의 천구 상황에서 공기의 삼궁에 달과 화성의 트라인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게자리에서 토성과 화성이 합일하지는 않았다. 이때에 게자리에서 합일한 것은 금,
화, 수성이다.

1460) Qur'ān, Sūra al-An’ām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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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났다. 그 때 슈시타르(Tustar)1461)에서는 그의 삼촌의 아들인 샤 만수르(Shāh

Manṣūr)가 하킴으로 있었다. 비록 그들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비雨가 개울

쪽으로 가듯>1462)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카제룬(Kāzirūn)1463) 길을 통해 그에게 향하였

는데, 누구든 적을 신뢰하고 그의 속임수에 대해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행운

의 소식을 잃게 될 것이며, 비난의 문이 그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였다.

그리하여 두단가(Dūdāngha)1464) 강가에 이르렀을 때 샤 만수르는 그의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방향으로 초대 [590] 하였다. <실로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1465)

(라는 말씀처럼) 이란 군대의 천성, 아니 (이란) 사람의 천성에는 선천적으로 誠心이 없

었고, 온갖 후안무치의 먼지가 성심 위에 뿌려져 있었으므로, (이란군은)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랐고, 자인 올 아비딘은 소수의 사람과 함께 남겨졌다. 샤 만수르는 일부 사

람들을 파견하여 그를 도시로 데려갔고, 살라실(Salāsil)1466) 요새에서 줄과 사슬로 가두

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하였던 그 충성심이 없는 무리들 모두를 잡았고 그들의 모든 물

자와 도구들을 장악하였으며, (그들을) 가두었다.

[시Bayt] 어떤 적도 상대를 이처럼, 스스로 알 수 없이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깃발이 789AH 둘 히자 월 초(1387년 12월 12일)1467)에 승리

로 시라즈에 이르렀을 때, 파르스 왕국이 적을 무찌르는 어려움 없이 그 분의 가신들에

게 점령되었으며, 영역의 다른 왕국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섰다. 그리고 신께서는 누구로

부터 이야기되었는지 아신다.

1461) 이란 후지스탄 주 주도인 슈시타르를 가리킨다.
1462) 이란본Ⅱ 미주 182에 따르면 이 문구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서 유명한 속담이다.
1463) 현재 파르스 주의 도시 중에 하나, 시라즈에서 서쪽으로 90km 만큼 떨어져 있다.
1464) 슈시타르에서 사피드 성채까지 티무르의 진격과정에서 등장한 지명들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
해 노력하였던 C. A. baron de Bode는 이 강을 Major Rawlinson의 1836년 지도에 등장하는
‘Shurish-Ab’ 혹은 ‘Ab-gargar’에 비정하였다. 그 중에서 후자는 지금도 지도상으로 보이나, 전
자는 지도상에서 찾기 어렵다. 한편 바로 동일한 장의 주석에서 페르시아의 관습 중에 영역을
나누는 독특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특정 영역을 6등분한 후에, 그 6등분을 균
일하지 않은 두 부분, 즉 4:2로 나누어 한 쪽으로 Chahār-Dangah, 다른 한 쪽을 Dū-Dangah로
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카룬 강의 주 물줄기를 Chahār-Dangah라 보았을 때,
Ab-gargar를 Dū-Dangah강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습 때문에 슈시타르 뿐 아
니라 비바한에도 두단가라는 지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勝戰記』에서는 ‘두단가’, ‘차하르단
가’라는 지명이 슈시타르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본문 뒷부분에 슈시타르의 ‘차하르단가’라는 강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는 카룬 강의 주 물줄기로 비정할 수 있다(C. A. baron de Bode, Travels
in Luristan and Arabistan 2, London: J. Madden and Co., 1845, p.336).

1465) Qur'ān, Sūra al-Aḥzāb : 72.
1466) 슈시타르의 요새명.
1467) 초/첫날(Avval)이라는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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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행운은 피(흘림) 없이 마음이 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
력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같은 정원은 모두 없는 것이다.1468)

시라즈 도시 외곽에, 타흐타 카라차(Takht Qarācha)1469) 지역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국가의) 기둥들과 칼란타르들과 구역의 수장(Kulū)들이 바

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해 서둘러 와서 그 관례를 행한 후에, 1000 케베키-투

만을 안전(을 담보하는) 창고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가 도시로 들어갔으며, 앞서 말한 금액이 완전히 납부되었다. 그리

고 이드 날에, 이드의 장소가 하늘처럼 드높으신 그 분의 참석이라는 영예로 장식되었

고, 후트바를 축복받은 이름으로 장식하였다. 기도와 희생의 의무를 수행한 후에 축복받

은 거주지로 귀환하였다. 샤 슈자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야즈드(Yazd)의 왈리 샤 야흐야

(Shāh Yaḥya)는 큰 아들 술탄 무함마드(Sulṭān Muḥammad)와 함께, 그리고 키르만

(Kirmān)의 하킴이자 샤 슈자의 형제 술탄 아흐마드(Sulṭān Aḥmad)와 샤 슈자의 손자

였던 아부 이스학(Abū Isḥāq)은 시르잔(Sīrzān)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주변과 사방의 하

킴들, 예를 들면1470) [591] 라르(Lar)1471)의 아타벡들과 구르긴 밀라드(Gugīn Mīlād)1472)

의 후손이라 이야기 되어지는 구르긴 라리(Gurgīn Lārī)가 복속의 허리띠를 묶고, 바닥

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고자 이르렀다. (그는) 적절한 조공을 바쳤으며 왕다운 애정

과 보호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한편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복종해야 할 명령에 따라,

복속의 발걸음을 복종의 길에 두지 않았던 일부 지역을 공격하였다. 파르스 왕국이 모

든 주변지역 및 부속지역과 함께 정복되어 대리인들의 소유 하에 두어졌을 때, 능변의

상징인 문시들과 우아함의 표상인 書記들이 그 시기에 <사여의 거대함과 훌륭한 영광

이신> 신의 끝없는 호의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커다란 사건들과 영광스러운 상

황의 형태를, 보석이 내리는 펜 끝으로 보고를 위한 장부 위에 기록하였으며, 승리의 書

를 완성하여 사신들을 사마르칸트와 후라산과 다른 왕국과 도시에 파견하였다.

[시Bayt] 지식의 주인인 문시가 작성하였다, 승리에 관한 수많은 서신을.
서기들의 두뇌라는 종마가 날뛰었다, 樟腦의 광장에서 용연향의 향을 내었다.
수많은 고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였다, 우아한 글자와 섬세한 모사로.
갖가지 우아함으로 완성되었을 때, 축복받은 애정으로 장식되었다.

1468) 이란본Ⅱ 미주 183에 의하면 하페즈 시에서 비롯된 속담이다.
1469) 시라즈 자파르 아바드(Za'far-Ābad)에 위치한 왕궁 명.
1470) 키르만에서 서남쪽으로 164km 떨어진 도시.
1471) 이란 파르스 주 남부, 시라즈의 동남부로 약 271km 떨어진 도시.
1472) 사산조 시기에 라르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 420 -

사신을 모든 국가로 보냈으며, 그 이야기가 모든 설교단 위에 올랐다.
모든 세계가 끝부터 끝까지, 사힙키란의 승리의 소문으로 가득하였다.

116. 사힙키란이 통치와 세계 정복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

로 귀환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

세월이 이 이름난 승리의 때에 강력함과 위대함을 목도하자, 결정적인 반발이 염려

라는 인디고(염료)를 상서롭고 아름다운 상황 위에 뿌렸다. 즉, 마와라안나흐르 방향으

로부터 급체포(Chapar-Iīchī)1473)가 17일에 도달하여 소식을 전하였다. “맞은편에서 혼돈

의 먼지가 일어나고 있고, [592] 툭타미시 칸이 다시 한 번 조약의 거역과 不忠이라는

먼지를 자신의 행운과의 결별 위에 흩뿌리며, 많은 군대를 마와라안나흐르에 파견하였

습니다.”

그 상황은 이러하였다. 초원의 군대는 수장을 벡 야룩 오글란(Bīk Yāruq Ūghlān)

과 일리가미시 오글란(Iīlīghamish Ūghlān)과 이사 벡과 사트킨 바하두르(Sātqin

Bahādur) 및 다른 아미르들로 삼고 시그나크를 통과하여 사브란으로 와서 그곳을 포위

하고 있었다.1474) 그곳의 보호에 임명되어 있었던 아크부카의 아들 티무르 호자(Timūr

Khwāja-i Āqbūqā)1475)가 그들을 방어하고 대적하였으므로, 바깥사람들이 아무리 노력

을 기울이고 훌륭히 전투를 치러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곳의) 점령이 불가능하게 되

자 그곳을 지나쳐 다른 지역을 공격하였다. 안디잔에 있었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

는 그 주변의 군대들을 모아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나아갔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

미르 압바스 또한 사마르칸트에 머물러 있었던 병사들을 정렬하였고, 타가이 부카 바룰

라스의 형제인 아미르 라알(Amīr L'al)과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의 아들 셰이흐 티무르

(Shaykh Timūr)를 사마르칸트에 두고, 나아가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 합류하였

다. 함께 세이훈 강을 건너 오트라르에서 동쪽방향으로 5파르상 거리에 위치하였던 주

킬라크(Jūkilak) 황야에서 그 해의 가을에 양측의 군대가 서로 만났다. 양측은 대열을

펼치고 좌익과 우익을 갖추어, 서로를 공격하였고 전투가 발생하였다.

1473) 차파르(Chapar)라는 단어가 파발꾼, 急使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12).

1474) 『歷史의 精髓』에는 카마르 앗 딘 두글라트가 툭타미시에게 피난하여 그를 선동하여 군대
를 파견하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케이후스로우의 아들 및 술탄 마흐무드 쿠틀라니
등 차가나 바룰라스 세력들도 툭타미시에게 피난하였다가 이 시기에 마와라안나흐르를 공격하
러 남하하였다고 한다(ZT/Jawādī 2, p.670).

1475) 문맥에 따르면 티무르 호자와 아크부카 사이에 ‘아들(Pisa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티
무르 호자는 아크부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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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공격의 바람으로 인해 파괴의 불꽃이 불타올랐다, 죽음의 투르크인들이
생명 약탈의 기회를 얻었다.
이 전투에서 살해되었던 수많은 백성들로 인해, 죽음이 죽은 이들의 혼백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공격과 저항의 타오르는 불꽃은 밤까지 지속되었다. 완전한 용기와 훌륭함이 당대

에 독보적이었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번개와 폭풍과도 같은 바람>(처럼) 전

장의 중심을 공격하였고, 그쪽에서 적군을 바깥으로 몰아내느라 자신의 병사들에게서

멀어졌다. 군사들은 그를 보지 못하게 되자 두려워하며 패배하여 흩어지게 되었다.1476)

[593] 아미르 압바스는 그 전장에서 화살의 타격을 입었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강력한 행운의 영예로 적진 한가운데에서 건강하게 바깥으로 나왔다. 그는 안디잔으로

서둘러 가서 다시 흩어진 군대들을 모아들였다.

이 사이에 소식이 도달하였다. 아미르 핫지 벡 올쿠누트의 조카였던 엔케투라

(Inkātūrā)1477) 또한 사힙키란의 훌륭함과 사여에 대한 은혜를 잊고, 약속과 조약을 깨

뜨리고 수많은 군대와 함께 모굴리스탄(Mughūlistān)에서 사이람과 타슈켄트로 왔으며,

그의 군대들은 혼란의 손을 그 지역의 약탈에 펼치고 있었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

흐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우즈켄트의 군대를 데리고 후잔트로 왔다. 그리

고 그곳에서 적들이 차크샤만(Chaqshaman)1478) 길을 통해 안디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명확해졌으므로, 즉시 그들의 길 앞을 막아 되돌아가게 하고자, 세이훈 강의 지

류인 아흐시카트(Akhsīkat)1479) 강가에서 적들의 맞은편에 도달하였으며, 양측에서 통로

를 차지하여 안착하였다. 그리고 여러 날을 강가에서 서로를 마주본 채로 강의 상류로

나아갔으며 기회를 얻기 위해 살피고 있었다. 어느 밤에 엔케투라가 속임수를 부려, 자

리하고 있었던 곳에 1000명을 남겨두고 많은 불꽃을 여기저기 피우도록 명하고는, 친히

나머지 군대와 함께 강의 상류로 급히 나아가 건널 장소를 찾고, 강을 건너 군대의 대

열을 정비하였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그를 맞이하였고 양측의 군대가 서로 만

1476) 『歷史의 精髓』에는 툭타미시를 맞이한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가 스스로를 반란군으로
가장하고 환복하고 적진으로 향하였고, 아미르들이 그에게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그 사람이 아
미르자데를 찾지 못하자 그가 달아났을 것이라 보고하여 모든 군대가 흩어지게 되었다고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ZT/Jawādī 2, pp.671-2).

1477) 그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김호동, 「華夷譯語의 納門駙馬書에 대한 再解
釋」, 『알타이학보』 1, 1989).

1478) 이란본Ⅱ에는 하크샴스(Ḥaqshamsh), 타슈켄트본은 하크시만(Ḥaqshiman)으로 되어 있다
(YZN/Ṣādiq, p.403). 캘커타본에는 차크마시(Chaqmash)로, 이란본Ⅰ에는 자크시미시
(Jaqshmish)로 되어있어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다.

1479) 트란스옥시아나에 관한 Ḥudūd al-'Ālam의 기록에 따르면 아흐시카트는 페르가나의 큰 마을
이름이며 하샤르트 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강은 세이훈의 지류이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116). 해당 유적은 코칸드에서 27km 동쪽으로 떨어
진 바그다드 縣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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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Bayt] 세계가 먼지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용사들 중 어떤 이는, 스스로를 보
지 못하게 되었다.
피로 산과 평원이 얼룩졌다, 양측에서 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살해되었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훌륭한 노력을 행하였으나, 적들의 수가 극히 많았으

므로 그들과의 전투에서 고삐를 돌려 안디잔 성채로 들어갔다. 엔케투라는 군대와 함께

뒤를 쫓아왔고, (안디잔에) 도달하였을 때 도시를 주변과 사방에서 둘러싸서 포위하였

다. 고귀한 샤자데의 열정의 땀과 (그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열의가 [594] 움직여 성 바

깥으로 서둘러 나아갔으며 신의 도우심이라는 칼과 신에 대한 의존의 방패를 가지고,

용기의 얼굴로 적들을 바라보아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Bayt] 양쪽 군대에서 함성이 일어나, 하늘의 귀를 조각낼 정도였다.
칼끝과 창촉의 번쩍임의 形象으로 길을 나섰고 손은 고삐에 (두었다.)
안장 도끼와 장 화살의 타격으로, 모든 피의 물결이 전투의 황야에 일어났다.

자타의 군대는 다수였고 샤자데의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으나, 그는 극도의

용기로 (적진의 가운데에 들어갔는데)1480),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과 같았다. 그리하

여 적들의 간담을 창과 도검의 타격으로 찢었다. 이 상황에서 타바콜 바하두르(Tavakul

Bahādur)는 칼을 빼어 들고 공격을 행하여 샤자데의 말의 고삐를 잡고는, 전장 바깥으

로 데려갔다. 엔케투라 또한 머무는 것을 선책으로 여기지 않고 되돌아가 카피리스탄

(Kāfiristān)의 길을 장악하였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군대들을 그의 뒤를 쫓아

파견하였으며 약 3일을 추격하여, 뒤따라가고 있던 수많은 자타 병사들을 죽였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압바스와 코슌의 아미르들 중에 티무르타시와 바라

트 호자와 순즈 티무르와 나머지들 또한, 주 켈라크에서 발생하였던 초원 군대와의 전

투에서 패배하여 되돌아가, 사마르칸트의 수비에 전념하고 사람들을 성채 내부로 데려

왔다. 그리고 티무르타시를 티르미드로 파견하여 그곳을 수비하게 하였는데, 적들이 도

달하여 마을들을 약탈하였고, 그들 중에 일부는 부하라 방향으로 향하였다. 호라즘의 길

을 통해 왔었던 툭타미시 칸 군대 중에 다른 어떤 무리는 부하라에 이르자, 공격의 분

위기가 그들의 착각의 머리에 발생하였으므로 점령을 위해 도시의 외곽에 자리하였다.

내부에서는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와 아틸미시 카우친과 다르피 카우친(Darpī Qauchī

n)1481)이 도시와 요새를 굳건히 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용기의

1480) 이란본Ⅰ에는 이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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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뻗어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적들은 부하라의 점령이 불가능하게 [595] 되자

다급히 그곳을 떠나 마와라안나흐르의 여러 영역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잔지르 사라이

에 불을 질렀는데, 그들의 안내자는 케이후스로우 쿠탈라니의 아들 술탄 마흐무드1482)

였다. 그리고 카르시와 후자르를 통과하여 쿠이틴(Kūytin)1483)과 아무다리아 강가까지

공격하였다. 이 상황에서 아미르 압바스는 주 킬라크 전투에서 그에게 발생하였던 칼의

타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우리는 신에게 속해있고,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다.>1484)

[597]

117. 신앙을 양성하는 사힙키란의 귀환 및, 파르스와 이라

크의 지배를 무자파르 가문에 사여한 이야기

전술한 상황에 대한 소식이 시라즈에서 사힙키란에게 이르렀을 때,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를 3000명의 유명한 기병 전사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야즈드의 길을 통해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으며 시라즈의 지배는 샤 슈자의 조카인 샤 야흐야에게 사여하

였다. 그리고 이스파한을 그의 큰 아들인 술탄 무함마드에게, 키르만을 샤 슈자의 형제

인1485) 술탄 아흐마드에게, 시르잔을 후술할 그 요새와 함께 샤 슈자의 손자 술탄 아부

이스학에게 소유르갈의 관습으로 수여하였으며, 모두에게 복종해야 할 야를릭과 알 탐

가(Āl-Tamghā)1486)로 영광을 부여하고 명하였다. “‘당대의 지식의 최고봉’인 고귀한 사

이드 샤리프 주르자니(Sayyid Sharīf Jurjānī)1487)를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옮기고, 샤 슈

자의 대 아미르 중에 아미르 알라 앗 딘 이나크(Amīr A'lā al-Dīn Iynāq) 또한 다른

대인 및 아얀 무리들과 함께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대표적인 지식인들 중에

1481)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YZN/Ṣādiq, p.404)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1482) 이란본Ⅰ에는 술탄 무함마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그가 언급되었을 때에는 술탄 마흐
무드라고 하였다.

1483)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경계에 위치한 산지 및 도시명. 티르미드에서 서북쪽으
로 약 104km에 위치한다.

1484) Qur'ān, Sūra al-Baqrah : 156.
1485) ‘형제’라는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없다.
1486) ‘탐가’는 인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알 탐가’는 몽골과 그 후속 국가에서 중요
한 국가 업무상의 서류에 찍는 붉고 네모난 인장을 의미한다(Leiser Togan, “References to
Economic and Cultural Life in Anatolia," History and H istoriography of Post-Mongol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ed. Judith Pfeiffer, Harrassowitz Verlag, 2006, p.90).

1487) 알 타프타자니(Sa’d al-Dīn Mas’ūd b. Umar b. ‘Abd-allah Taftāzānī)와의 논쟁으로 유명한
무자파르-티무르 조 시기의 이슬람 신학자 압둘 카히르 알 주르자니(Abd al-Qahir al-Jurjani).
티무르가 사망한 후 다시 시라즈로 돌아갔으며, 티무르 사후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가 파르스
를 지배하였을 때 그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스칸다르가 그와 수피 니마툴라에게
서신을 보내어 종교지식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이 유명하다.



- 424 -

일부를 가문 전체와 함께 그 방향으로 데려갔다. 사힙키란은 790AH 무하람 월 말(1388

년 2월)에 사마르칸트로의 귀환 결정을 내렸고, 말을 몰아 [598]

[시Bayt] 최고의 행운이란 운명으로, 가장 친애하는 도움으로, 가장 높은 행운과
죽음의 상황(으로).

아미르 고개(Band-i Amir)에 이르렀을 때, 아바르쿠흐(Abarqūh)1488)의 하킴이었던

파흘라반 무흐자브 후라사니(Pahlavān Muhzzab Khrāsānī)가 사람을 파견하여 고하였

다. “도시를 아무 수비 없이 두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만일 다루가가 온다면,

지체 없이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해 서두르겠습니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

란은 타바콜 바우르치(Tavakul Bāwurchī)를 파견하였으며, 무흐자브는 축복받은 대오

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와서, 성취를 거두는 아미르들을 중개자로 삼아 훌륭한 그 분

의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아바

르쿠흐에 이르렀을 때, 무흐자브는 봉사의 허리띠를 생명의 허리에 묶고, 가능한 한 많

은 비단(Turghū)1489)과 음식(Sāwurī)1490)을 준비하였으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조공을 바쳤다. 왕다운 애정이 그의 상황을 포용하여, 아바르쿠흐를 그에게 사여하고 칙

령을 내렸다. 사힙키란은 그곳에서 급히 이스파한과 타크타 풀(Takhta pūl)의 길로 나

아갔다.

[시Shi'r] 驛과 驛을 거쳐 나아간다, 행운과 함께 승리와 더불어.
그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창공이 검게 되었다, 밤낮 모두.
세계에서는 밤을 낮으로부터 구분할 수 없었다. 너는 말하였지, 하늘과 (플레아데
스) 성단이 없다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와라안나흐르에 이르렀을 때, 적

들의 발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달아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의 일부는 호라즘으로

갔고 일부는 킵착 초원의 길로 나아갔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제이훈을 거쳐 사마

르칸트에 안착하였다. 후다이다드 (이븐) 후세이니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우마르 (이

븐) 타반('Umar Tābān)과 다른 아미르들에게 명을 내려 적들의 뒤를 추적하게 하였고,

그들은 명받은 대로 밤낮을 달려서 빌란(Bīlan)1491)이라는 장소까지 추격하였다. 그렇게

1488) 야즈드에서 서남쪽으로 1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르스 주의 도시.
1489) 이 단어는 비단, 명주를 의미하는 단어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478). 또한 손님으로 도착한 통치자에게 바치는 가신의 선물을 의미한다(전게서,
p.506).

1490) 이것 역시 왕에게 바치는 선물로, 도시를 방문한 왕에게 바치는 가신의 음식 선물이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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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적을 보복의 칼로 베고는 승리자가 되어 훌륭한 왕좌의 발치로 귀환하였다.

[599]

118. 사힙키란이 마와라안나흐르에 두었던 아미르들을 심

문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그 세계 정복의 후원자가 지닌 행운과 행복

의 영광으로 인해, 언제나 어디에서나 적들을 쳐부수는 것과 적들을 내던지는 것에만

익숙하였다. 그러므로 툭타미시 칸이 약간 우세하였던 주 켈라크 전장의 전투 상황은

축복받은 마음을 극도로 무겁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전쟁에 참가하였었던 아미르들의

출석을 명하였으며,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그 전투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시Nazm] 물었다, 왜 전투의 날에 전장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지를.
마치 여성들이 자신의 미자르1492)를 머리에 얹은 것처럼, 걸어서 그 도시로 질주하
였는지.
만일 낮은 지위를 지닌 이가 훌륭하게 행동하였다면, 그를 마치 아미르처럼 위무하
였다.

그 전장에서 승전군 용사들의 천성이었던 훌륭함과 용감함의 관습을 무시하였던

바라트 호자 쿠쿨타시를, 명령에 따라 붙잡아 수염을 깎고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였으

며 얼굴에 하얀 분가루를 칠한 후 미자르를 입혔다. 구차 말릭은 용감하게 16명의 사람

들과 함께 반란군의 뒤를 쫓아가 후잔트 강변의 야흐찰(Yakhchāl)이라는 곳에서 엔케투

라의 이교도 무리들 300명에게 야습을 감행하였으며, 후잔트와 그 주변의 포로들을 이

교도들의 구속의 끈으로부터 해방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으므로, 그에게 소

유르갈을 베풀고 호의와 보살핌을 확대하여 특별하게 한 후 타르칸의 지위를 사여하였

다. 그리고 독보적인 용기와 권력의 영향으로 인해 하얀 손(Yad Bayīzā’)1493)을 내보였

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세력 기반은 왕다운 애정과 자비의 훌륭함이라는 가호

를 받아, 카펠라 星의 정점을 넘어섰다. [600]

1491) 이곳부터 킵착의 도시에 해당한다(THTB/Darby, p.323). 1740년 작성된 코벤스(Covens)의 지
도를 보면 양기켄트 우측에 빌렌(Bilen)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 지명을『歷史의 精髓』는 부란
(Būlān)이라 기록하였다(ZT/Jawādī 2, p.675).

1492) 여성이 입는 베일 달린 옷.
1493) 쿠란에 등장하는 예언자 모세의 기적 중에 하나, 그가 파라오를 만나러 가기 전, 그리고 그
를 만났을 때 그의 손이 하얗고 빛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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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사힙키란의 축복의 움직임이 5번째1494) 호라즘으로

향하였던 이야기

790AH(1388년)에 해당하는 루이 해1495)에 사힙키란은 신의 가호에 의하여 호라즘

측으로 출발의 고삐를 돌렸고 아크라 야르(Akra yār)1496) 라는 곳에 안착하였다. 툭타

미시 칸에게서 고개를 돌려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피난하였던 쿤자 오글란(Kūnja

Ūghlān)과 티무르 쿠틀룩(Timūr Qutluq)을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셰이흐 티무르 바하

두르와 함께 전위의 관례로 먼저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바그다다크(Baghdādak) 수로를

건너 에이드 호자를 정탐병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용기의 말 위에 타고 달려서 수장들

중에 일리가미시 오글란을 잡아 데려왔고, 적들의 상태를 그에게 물어보았으며 그를 승

리의 사힙키란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그 분이 그를 통해 적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곳을 출발하여 자드리스(Jadrīs) 개울1497)에 이르러 그곳을 상서롭고 행복하게 통

과하였다. 이 때 적의 측에서 어떤 사람이 달아나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일리가미시

오글란과 술레이만 수피(Sulaymān Ṣūfī)가 머리를 왕좌보다, 생명을 물자보다 중요시

하여 호라즘을 두고 달아나 툭타미시 칸 방면으로 갔습니다.”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무함마드 (이븐) 술탄 샤와 샴스 앗 딘 (이븐) 압

바스와 우치 카라 바하두르와 이쿠 티무르와 순자크 바하두르를 파견하여 그들의 뒤를

좇아 추격하게 하였다. 그들은 명받은 대로 쿰 켄트(Qum-kent)와 키르(Qīr)1498) 길을

통해 서둘렀고 번개보다 빠른 속도라 여겨질 정도로 빠르게 적들에게 이르렀으며, 그들

중에 상당수를 무력의 칼로 베었다. 그리고 끝없는 전리품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어 귀

환하였고 축복받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며칠 동안 호라즘에 머물렀으며, 복속해야 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어, 모

든 도시와 영역의 주민들과 거주민들을 가문과 함께 사마르칸트 쪽으로 옮기도록 하였

다. 그리고 호라즘 도시를 단번에 황폐하게 만들어 곡식을 심었으며, 적들이 뻔뻔함이란

농경지에 뿌려놓았었던 나쁜 행위의 씨앗은, [601] 군사들의 사망과 유랑, 그리고 영역

과 국가의 파괴와 소멸이란 결실을 맺었다.

1494) 『歷史의 精髓』에는 790AH의 같은 원정에 대해 4번째 호라즘 원정이라 기록하고 있다
(ZT/Jawādī 2, p.675).

1495) 히즈라 력 790년은 1388년 1월 10일∼12월 29일이며, 루이 해는 1388년 2월 9일에 시작된다.
1496) ‘야르’는 땅, 대지, 토양이라는 뜻인데, 아크라라는 단어는 별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비슷
한 단어로 ‘아그라(Aghra)’는 ‘도둑’이라는 의미이다.

1497) Covens의 지도를 보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서북방에 바그다다크 강, 체드리스 강(호라즘과
차가타이 울루스의 경계, THTB/Darby, p.306) 등이 존재한다. 이 모두는 실제 강이 아니라 수
로이다.

1498) 이란본Ⅰ과 캘커타본에서는 ‘Qīra’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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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사힙키란이 호라즘으로 왔을 때, 적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달아
났다.
이 지역을 전투 없이 점령하였고, 그 주민들의 이동을 명하였다.

적들의 경솔함과 대담함으로 인해 불타올랐었던 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꽃이, 그들

의 강력하고 풍부한 짚단을 태운 후에 누그러졌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신의 가호

로 사마르칸트를 향해 방향을 돌렸고, 상서롭고 행복하게 통치와 영광의 왕좌가 자리한

곳에 안착하였다.

그 분의 영광스러운 천성의 根幹은, 공정함과 백성 보호를 당연하게 여겼고, 훌륭

하신 마음은 항상 도시의 번영과 가신들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종종 하늘

같은 군대에게 반포되었던 파괴와 무력의 조치는 모두 세계 정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었는데, 그 세계 정복을 위한 방책들은 처벌이나 두려움을 통한 학습 없이는 불가능하

였다. 그리하여 3년이란 기간 동안 호라즘을 파괴의 상태로 둔 후, (그의 왕다운 자비

는)1499) 792AH 말 킵착 초원의 공격에서 귀환하였을 때, 장기 카우친(Janghī Qauchīn)

의 아들 무사가(Mūsaga)1500)을 파견하여 호라즘을 건축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였다.

그는 칭기스 칸이 자녀들에게 왕국을 분봉하였을 때, 카트, 히바와 더불어 차가타이 울

루스에 포함시켰던 카안(Qā'an)이라는 마할레에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건축하였으며,

현재 호라즘의 거주지는 바로 그곳이다.

120. 축복받은 공격 도중에 호라즘 측에서 발생하였던 상

황에 대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상서로움으로 귀결되는 출발의 고삐를 호라즘 방면으로 돌렸고, [602]

하늘의 도움을 동반하여 나아갔을 때, 무함마드 미르카의 아우인 아부 알 파트흐(Abū

al-Fath)가 행운의 둥지인 어전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달아났고, 야음을 틈타 스스로를

풀숲에 던졌다. 라람 바하두르 카우친(Lālam Bahādur Qauchīn)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

을 때 그를 추격하여, 길에서 군사들의 말을 잡았고 서둘러 달려가서 히사락(Ḥiṣāra

k)1501)라는 장소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는 아치 모양의 나무 밑둥에서 잠을 자고 있었

는데, 배은망덕의 이유와 부당한 행동의 원인을 묻자,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인 미르카

1499) 이 부분은 이란본Ⅰ에는 없다.
1500) 이란본Ⅰ(YZN/Abbas, p.324)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408)에는 무시카(Mūsīka)로
되어 있다.

1501) 작은 성채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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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란을 일으켰고, 어떤 자를 파견하여 나를 소환하였다. 나는 그러한 이유로 도망을

선택하여 그에게로 가고 있었다.” 라람 바하두르는 그를 잡아 묶고 말을 태웠으며 그곳

에 귀환하여 부하라에서 그곳에 도달한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 파견하였고 상

황을 설명하였다. 샤자데는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소식을 호라즘의 사힙키란

의 어전에 파견한 후, 사마르칸트로 급히 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였다. (즉) 무함마드 미르카는 비록 훌륭한 부인이신 술탄 바크트 베이굼

(Sulṭān Bakht Baygum)을 아내로 두어 사힙키란과 혼인계약의 행운과 인척관계의 영

광을 지니고 있었고, 그 분의 돌보심의 도움을 받아 쿠틀란 영역과 그 주변 무리들이

모두 그의 명령 下에 있었지만, <인간은 오만하여 주제넘게 스스로 충분하다 생각한

다.>1502)는 말씀에 따라, 강력하고 거대한 자만심이 상서로움과 올바름이란 측면을 그

의 통찰력 있는 시야에서 가리었으므로, 지배와 독립이라는 불가능한 생각에 마음을 빼

앗겼다. 그리하여 아무리 지혜가 천 개의 혀로 이와 같은 뜻,

[시Bayt] 그리 하지마라, 결코 그리 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리로 안내하는 사람
은 악마이다. 끝!

을 충고하였으나, 그의 불운한 운명이 그의 발목을 잡았으므로 저항을 결정하였고 사

마르칸트에 도달하였던 군대와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 그곳에서 되돌아갔다. 그리고 카

할카를 통과하였을 때, 쿠틀란의 군대는 티르미드 영역에서 약탈을 위해 대담한 손을

쳐들었다. 그때 도시의 무리들은, 그곳의 다루가였던 아미르 아크부카의 형제 아바지 수

피(Abājī1503) Ṣūfī)의 아들 티무르타시가 [603] 수비하며 골목들을 닫고 있었고,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 그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마르칸트로부터

이동하여 얄구지가즈(Yalghuzīghāj)1504)에 안착하였으며, 군대를 모아 미르카의 뒤를 좇

아갔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모았고 사힙키란의 대리인이었던 말릭 바룰라스와 아크 티

무르 바하두르의 집을 부당하게 약탈하여 그들의 재물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

었던 특수한 무기고(Zarrādkhāna)를 열어 모든 무기들과 전투의 도구들을 악한들에게

사여하였고 말과 의복들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쓸모없는 무리들이 의미 없는 생각에

가담하였으며 저항의 허리띠를 적의의 허리에 묶고, 반역과 전투를 준비하였다.

1502) Qur'ān, Sūra al-‘Alaq : 6-7.
1503) 캘커타본에는 아파치(Apāchī)로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사본과 출판본은 본문과 같다.
1504) 카르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마르칸트 외곽 마을, 후라산에 동명의 지형이 또 있다
(THTB/Darby, p.309).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은 얄가리거즈(Yalgharīghāj)로 되어 있다.
Doerfer에 의하면 이 단어는 ‘얄구즈(Yalghuz, 외로운, 홀로,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108) 와 아가지(Āghājī, 나무, 전게서 4, p.261) 라는 단어의 합성어
로, ‘외로운 나무’라는 뜻을 갖게 된다.



- 429 -

[시Bayt] 강력한 도구 때문에, 태양이 그의 눈에 사소해 보이는 그믐달과 같았다.

그러나 外形적인 도구들은 옛 왕들이 받은 도움의 場에서 바로 이러한 운명, 즉 파

라오의 마술사의 지팡이가 모세(Kalīm)1505)의 지팡이에 맞선 것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

라는 점을 망각하였다. 그리하여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그들이 꾸며낸 허위를 삼키더라.>1506)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고 <실로 네가

위에 있노라1507)>는 호의의 비밀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

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의 약속이 깨어졌으므로, 하늘의 흔적인 군대가 도달하였

다는 소문만으로도 궤멸되고 흩어져 달아났다. 미르카는 자만과 공상의 바람 때문에 수

면 위로 떠올랐던 자존심과 자긍심의 불꽃이 꺼지게 되자, 부서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바크시 강의 타시캅루(Tāsh Kabruk)1508)를 건너 쿠탈란으로 달아났다. 샤자데는

급히 그를 뒤쫓았고, 히사르로부터 티르카니 캅차가이(Tīrkanī-Qabchghāy)1509) 길로 서

둘러 나아갔으며 바크시 강변에 이르렀을 때 헤엄으로 강을 건넜다. 행운을 외면하였던

미르카는 샤 잘랄 앗 딘에게 합류하고자 다르바즈(Darvāz)1510) 계곡으로 갔다. 그러나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을

[시Bayt] 그의 문에서 머리를 돌린 자는, 어느 문으로 가던 어떤 영광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1511) [604]

지고하고 거룩하신 신께서는 끝없는 호의를 베풀고 아꼈으므로, 누구든 배은망덕하게

그에 대한 지지를 외면할 때마다, 비천함과 쇠퇴 이외에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샤 잘랄 앗 딘은 미르카의 희망의 가슴 위에 거부의 손을 두었고, 그에게 요

새로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지와 고려라는 묘목이 불운으로 향하여, 당대

에 재앙이나 역경 외에는 어떠한 과실도 맺을 수 없음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1505) 'Kalīm‘은 모세를 지칭하는 칭호이다.
1506) Qur'ān, Sūra al-‘A’rāf : 117.
1507) Qur'ān, Sūra al-Ṭih : 68.
1508) THTB에 의하면 이 지명은 투르크 어로, 페르시아어 지명은 돌다리라는 뜻의 폴 상긴이다.
Tāsh가 돌, Köprü가 다리라는 뜻이다(THTB/Darby, p.311).

1509) 이란본Ⅰ에는 키즈가이(Qījghāy), 타슈켄트본은 카즈가이(Qajghāy) 등으로 조금씩 다르다.
본문은 이란본Ⅱ 및 캘커타본을 따랐다. 캅차가이는 투르크어로 ‘산길, 고개’를 뜻하는 단어이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386).

1510) 쿠틀란에서 티벳으로 통하는 고개 이름(THTB/Darby, p.311). 타지키스탄 중부와 아프가니스
탄 북단의 교계지역에 위치한 파미르 고원의 입구(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364). 두샨베에서 동쪽으로 약 164km 정도 떨어져 있다.

1511) Sa'd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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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시Nazm] 1512) 나로 인해 그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찰 부친은, 나에게 지혜롭게 이
름난 충고를 내려주셨다.
불운으로부터 마치 화살처럼 달아나라, 몸은 행운의 주인이 가진 구역의 문을 붙잡
아라.

미르카가 절망하고 상처를 입은 채로 다르바즈 계곡에서 되돌아왔을 때, 동행하고

있었던 그의 많은 누케르들이 그에게서 손을 거두고 자신의 머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승전군이 사방의 산과 초원에서 그를 붙잡기 위해 서둘렀으나 그에 대해 어떤 소식도

얻지 못하였을 때, 아미르 우마르 셰이흐는 쿠틀란의 캅차가크(Qabchghāq)1513)라는 장

소에 있던 미르카의 城, 아크 사라이에 안착하였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운명이 그 우려

라는 가시를 단번에 행운이라는 大路에서 뽑아내는 단계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Bayt] 많은 일이 온전히 바라는 대로, 그 사힙키란의 행운으로 인해 현실이 되
었다.

공교롭게도 우룩 우마르(Ūrūgh Umar)의 아들 우스만이 여러 누케르와 함께 사마

르칸트로 가고 있었다. 부타투(būtātū) 산맥을 통과하여 어떤 水原地에 이르러 말들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길을 벗어나 가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사힙키란의 동료들의 상황까

지 포괄하고 있었던 성스러운 호의는, (그로 하여금) 말들의 발자국을 뒤따라가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발자국이) 향하고 있던 방향으로 누케르들과 함께 이동하여

여러 언덕을 지나쳤을 때, 무함마드 미르카를 보았는데 네 명의 누케르와 앉아 있었고

말들을 건초에 풀어두고 있었다. 즉시 그의 주변과 사방을 에워쌌으며, 우스만 (이븐)

우마르(Uthmān Umar)는 질주하여 [605] 풀어져 있었던 첫 번째 말을 획득하고, 그 후

에 그들을 모두 붙잡아 묶었다. 그리고 소식을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 파견하였

고 그를 데리고 되돌아가 전술한 샤자데에게 향하였다. 월요일, 길을 가던 도중 그 샤

자데에게서 이르렀던 지시에 따라 그를 야사에 처하였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아부 알

파트흐 또한 사마르칸트에서 바로 그 (죽음의)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이 사건은) 세계

의 보는 여러 눈을 가르침으로 밝혀주었다, 속임수의 결과는 혹독하고, 배은망덕의 應報

는 뼈아픈 고통이라고.

1512) Nizāmī, Khamsa, Khosrow wa shīrīn.
1513) 이란본Ⅰ에는 ‘킵착’으로 되어 있으나 위치상 어울리지 않는다. 타슈켄트본에서는
‘Qabjaghāq’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411). ‘캅차가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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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그러나 저주받을 불신자들은 은총을 저주한다.

그 우려를 제거한 후에,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사마르칸트 쪽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사힙키란의 땅 바닥에 입을 맞추는 상서로움으로 행복하게 되었다. 무함마드

미르카가 반란을 일으켜 사마르칸트로부터 되돌아갔던 때에, 아미르 자한샤는 명령에

따라 모든 부룰다이와 탈리칸과 아파르디 군대와 함께 쿤두즈로부터 축복받은 병영으

로 향하였었고, 발흐에 이르자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가 발흐와 그 주변의 모든 군

대와 함께 그들에게 합류하여 함께 나아갔다. 그러나 길 중간에서, 부룰다이의 아일이

반란을 일으켜 되돌아갔다.

아미르 자한샤는 이 사건에 관해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보고하였고, 호자 유수프

이븐 울제이투와 부룰다이의 조카인 자니드(Janīd)와 발흐의 군대 중에 피르 알리 타즈

(Pīr 'Alī Tāz)를 데리고 방향을 돌렸고, 부룰다이들의 뒤를 따라 급히 밤을 새서 나아

갔다. 바클란에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 반역자들의 집과 가문을 약탈하였다. 이 상황에

서 아미르 자한샤에게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미르카가 반란을 일으켰고 군사를 모아, 히

사르 지역에 자리해 있다고 하였다. 아미르 자한샤는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를 구축하여

그에게 향하였고, 호자 유수프는 자신의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아르항으로 갔으며 피르

알리 타즈는 발흐로 나아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군사들을 데려와 제이훈 강변에서

모두 모이기로 하였다. 자한샤가 강변에 이르렀을 때, 양익을 정하고 모든 군대와 함께

[606] 헤엄으로 강을 건넜으며 바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밤이 돌아왔을 때, 자니드

부룰다이와 그의 형제인 바야지드(Bāyazīd)와 알리 아크바르('Alī Akbar)가 자신들의

모든 군대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야습을 감행하였는데, 그들은 3000명이었으며 아미르

자한샤의 군대는 6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승리의 사힙키란의 희귀한 행운의 가호

로 어떠한 흔들림과 혼란도 그의 마음속에 남지 않았고, 승리를 사여하시는 신에게 의

존하였으므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배수진을 치고 방패와 장막과 말뚝을 앞에 두르고

적들을 막아 대항하였다. 화살이 양측을 오고 감으로 인해, 전장의 창공은 그 어두운

밤에도 혜성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도검과 창촉의 외침으로 인해 전투에 능한 바하두르

들의 목숨이 혼돈에 빠지게 되었으며 문제에 봉착하였다.

[시Bayt] 칼이 마치 애정의 유혹처럼 마음속에 빠졌다. 화살이 마치 빛나는 유리처
럼 시야에 박혔다.
만일 망치(Khāyisk)로 인해 모루(Sandān)의 머리 끝이 움직이게 된다면, 전투
의1514) 황야가 대장장이의 작업소가 될 것이다.

1514) 여기서는 이란본Ⅰ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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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 호자 유수프가 한 누케르를 바스나즈(Basnāj)강 상류에서 강으로 던져

파견하여 소식을 전하였다. “용기의 자리에서 굳건히 발을 짓누르도록 하라, 현재 우리

가 전투를 준비하여 너를 돕기 위해 도달하였다.”

적의 맞은편에서 마치 이스칸다르의 방벽처럼 발을 견고히 두고 최대한 훌륭히 싸

우고 있었던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는 이 소식의 도달로 인해, 후원의 등과 힘을 지닌

팔이 더욱 강해졌다. 호자 유수프와 피르 알리 타즈는 100명의 보충병과 함께 바로 그

날 밤에 헤엄으로 강을 건너 도달하였고, 함께 공격을 하며 훌륭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진실의 아침이 하늘의 수평선으로부터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승리의 아침이

사힙키란의 행운의 日出地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적의 군대는 각 1사람당 20명이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패주에 두고 달아나, 강을 건너 바클란

측으로 향하였다. 이것은 실로 <너희 가운데 이십 명이 인내한다면 이백 명을 물리칠

것이다.>1515)라는 말씀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승전군은 추격을

행하여 그들 중에 다수를 살해하였고, 아미르 자한샤는 [607]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와

함께 쿤두즈에 안착하였으며 부룰다이의 무리와 부족들은 힌두쿠시 산맥을 건너 카불

로 갔다.

아부 사이드 베수트(Abū S'aīd Bīsūd)1516)는 그들의 반란에 대해 들었을 때, 그의

사악한 천성은 사힙키란에게서 과거에 호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반란

을 일으켰다. 공교롭게 아부 사이드의 적이었던 아크부카 베수트(Āq Bughāy Bīsūd)를

사힙키란이 묶어서 모굴리스탄과 알타이(Alṭāy) 방향으로 파견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곳으로부터 달아나 오고 있었던 것을 길에서 붙잡아 다시 묶어서 고귀한 왕

좌의 발치였던 호라즘으로 데려갔었다. 그러나 아부 사이드의 반란이 사힙키란의 고귀

한 귀에 이르렀었을 때,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명령을 내렸다. “(그를) 구속에서 풀어주

고 베수트의 무리와 울루스를 그에게 사여하라.” 그리고 아미르 자한샤의 어전으로 파

견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이 호라즘으로부터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상서로이 귀환하

였을 때, 라마단 호자와 다른 바하두르들을 하늘처럼 강력하신 군대의 몇몇 코슌과 함

께 아미르 자한샤를 돕기 위해 파견하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적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의 뒤를 쫓아가도록 하라.” 명령에 따라 아미르 자한샤와 호자 유수프는 쿤

두즈와 바클란에서 적들의 뒤를 쫓아 진격하였으며 힌두쿠시와 카불을 통과하여 라크

만(Laghmān)1517)이라는 장소에서 자니드와 아부 사이드에게 이르렀다. 그들의 무리와

1515) Qur'ān, Sūra al-Anfāl : 65.
1516)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베수트 세력은 카불을 장악하고 있었다(ZT/Jawādī 2, p.680).
1517)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州 중 하나이며 미트람(Mihtarlam)이라는 도시가 주도이다. 카
불에서 동쪽으로 9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란본Ⅰ에는 Laqmān으로 되어 있으나 몇몇 옛 사
본, 특히 타슈켄트본은 본문과 같다.



- 433 -

울루스를 약탈하고 누구든 그들의 무력의 타격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한 자는 신드

(Sind)1518)로 달아났다. 아미르 아크부카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헤라트에서

그들에게로 향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사이풀 칸다하리가 그곳의 군사를 모아, 길에서 아

미르 이크 부카에게 합류하였다. 둘은 함께 산맥과 초원을 통과하여, 낮이 사라져 유랑

하는 자들에게 이르렀고, 그들 앞에서 길을 막았다.

[시Bayt] 말하길, 사힙키란의 적을 노리고 재앙이 땅에서 일어났으며, 비가 창공에
서 내렸다.

그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전투를 행하였다. 수많은 이들이

살해되고,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아주 작은 것까지 약탈된 후, 자니드와 바야지드와 아부

사이드는 천신만고 끝에 달아나 힌두스탄의 델리로 갔다. [608] 그리고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는 무사히, 수 없이 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시Bayt] 가신들을 위무하는 사힙키란의 왕의 군대가, 갔었던 모든 곳에서 전리품
과 함께 되돌아왔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호라즘으로 향하였던 그 때에, 소유르가트미시 칸이 부하

라에서 병들게 되었고 며칠 후에 매가 되어,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합류하였다. 그의

시신을 그곳으로부터 옮겨, 키시 평원의 쿠비칸 야가즈(Qūbiqān Yaghaj)1519) 근처, 그

의 건물군 중에 어떤 돔에 매장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해주신다.> 사힙키란은 호라

즘의 점령을 완료하였을 때, 가을에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귀환하였으며 그 천국의 형태

를 지닌 지역은 그의 축복받은 발걸음이 지닌 영예로 인해 지고한 하늘의 질투를 샀다.

소유르가트미시 칸의 아들 술탄 마흐무드를 부친의 자리에 앉혔고, 세계를 장식하는 판

단이 애정과 친절의 광선을 후손들의 상황에 드리워, 예언자들의 피난처이신 그 분의

명령, <그들은 떼 지어 번성하였다.>1520)를 훌륭한 마음의 방책으로 삼았다. 대리인들은

대대적인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의 발을 들어 올렸고 왕국의 주민들은 도시의 장

식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의 손을 펼쳤으며, 준비를 행하고 대열을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아름다운 특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본래의 보이는 바가 이름 및 불리어지는

바와 부응하였던 베헤슈티 정원(Bagh-i Bihisht)에, 수많은 大帳殿과 텐트들이 지상의

1518) Minorsky에 의하면 신드는 앞서 설명한 이란-파키스탄의 남쪽 해안지역인 마크란을 위시하
여 (발루치스탄) 인더스의 하류 부근을 포괄한다고 한다( 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p.371-2).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드는 카불과 델리 사이의 인더스 강을
의미한다.

1519) 키시 부근 작은 마을 중에 하나. 캘커타본에는 쿠이컨(Qūyqān)으로 되어 있다.
1520)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에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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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와 하늘의 높이만큼 세워졌다. 그리고 그것을 색색가지의 카펫들과 깔개들, 그리고

새하얀 진주와 금으로 장식된 보석 등 갖가지 종류의 호화품으로 채웠다.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그의 형제인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자데 샤

루흐로 하여금, 검은 눈을 지닌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과 함께 성스러운 샤리아에 의거

하여 혼약을 맺게 하여, 베헤슈티 정원에서 790AH에 혼인하였다.1521)

[시Bayt] 1522) 아아! 왕의 계약에 질서를 부여하는 조약이여. 아아! 그로부터 모든
세계가 발전하는 조약이여! [609]
그 축복받은 연회에서 보석을 흩뿌렸고, 하늘은 처음으로 보석으로 가득한 술잔을
주었다.

이 중요한 일들이 끝난 후에 하늘의 굴람이신 사힙키란은, 보복의 바흐람인 군대에

게 귀환을 허락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후라산으로 갔으며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

이흐는 안디잔으로, 그리고 사힙키란은 그 겨울을 사마르칸트에서 행운으로 보냈다.

[611]

121. 사힙키란의 축복의 움직임이 툭타미시 칸과의 전투로

향함과 신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둔 이야기

<말라붙은 운명의 펜>이 툭타미시 칸의 미천하고 불운한 이마 위에 날인하였던

불운한 운명은, (그로 하여금) 사힙키란의 돌보심과 고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

덕하게 행동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 분의 안내와 인도라는 가호를 통해 그에게 주

어졌던 조치 울루스 전역에서 많은 군대들을 모았는데

[시Bayt] 러시아(Rūs)와 체르케스(Chirkis)1523)와 불가르(Bulghār)와 킵착에서, 흑
해(Qirim)의 카파(Kafa)1524)와 알란(Ālān)1525)과 아조프(Āzāq)1526)와 함께,

1521) 790AH말 사마르칸트에서 행해졌던 이 연회는,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술탄 마흐무드 칸
의 즉위를 위한 대 쿠릴타이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언급이 야즈디의 『勝戰記』에는 생략되어
있다(ZT/Jawādī 2, p.671-2).

1522) Mu'ayn al-Dīn Yazdī의 시.
1523) 북카프카스와 흑해 북동 연안에 걸쳐있는 러시아 남단 지역.
1524) 크림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 페오도시아의 옛 이름. 제노아. 베니스 상인들이 러시아 측
과 무역을 행하는 거점지역이었다.

1525) 아르메니아 부근의 왕국이자 부족 명.
1526) 흑해 북부의 해역으로,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어 있는 아조프 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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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바시키르드(Bāshqird)1527), 무크스(Muks)1528) 또한 다수의 군대를 제공하
였다.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고, 나무의 이파리와 빗방울보다도 많았던 군대와 함께, 용의

해에 해당하는 790AH말(1388년 말), 초겨울에1529) 사힙키란의 측으로 향하였다. 그 분

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사마르칸트 및 키시의 군대와 함께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에서 이동하였고, 사가르즈를 축복받은 주둔의 병영으로 세웠다. 그리고 타바

치들을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징집과 출석을 위해 왕국의 주변과 사방으로 파견하였

다. [612]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창공의 혹독한 차가움으로, 하늘이 다람쥐

(Sanjāb)의 등과 더불어 수평선의 어깨 위에 늘어뜨렸고, 땅이 어민(Qāqam)의 배를 덮

었을 정도(였다.)

[시Nazm] 눈으로 인해 땅이 마치 장뇌가 펼쳐진 표면처럼, 구름으로 인해 세계
가1530) 마치 빛이 없는 돔처럼 되었다.
하늘은 극도의 추위로 인해, 뜨거움을 지닌 사람들의 본성으로부터 특수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그 상황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툭타미시 칸의 전위, 일리가미시 오글란이 수많은

군사와 함께 후잔트 강을 건너, 아추크 지르누크(Achūk-zirnūq)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

다고 하였다. 사힙키란은 즉시 서둘러 그들을 향해 가기로 결정하였다. 아미르들과 노

얀들은 무릎을 꿇고 강경하게 말하였다. “며칠 동안 머무르시며 군대를 사방에서 모아

야 합니다.” 이 이야기라는 金貨는 그 분의 的中을 상징하는 판단의 試金石에서 완전한

純度를 가지지 않았으며, <지체하면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다

고 여겨, 아래와 같은 말씀에 따라,

[시Bayt] 오늘 어떤 일을 내일까지 남겨 두지 말라, 내일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아는

가?1531)

출발을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신에 대한) 의존의 손을 영원한 가호라는

1527) 우랄 산맥 산자락에 위치한 지역.
1528) 과거에는 아르메니스탄에 속한 지역으로, 반 호수 근처 산지에 위치한 도시 명.
1529) 790AH은 서력 1388년 1월 11일∼1388년 12월 30일이며, 이 해는 토끼해-용의 해에 걸쳐 있
지만 연말은 루이 해에 해당한다. 또한 계절상으로 790년 말은 초겨울에 해당한다.

1530) 이란본Ⅰ에서는 세계 대신 ‘창공(Havā)'으로 되어 있으나 캘커타본은 이란본Ⅱ와 동일하게
‘세계’이다.

1531) 이란본Ⅱ 미주 187에 의하면 이 문구는 Shāh nāma에서 비롯된 유명한 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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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줄에 견고히 매달았다. 그리하여 비록 모든 路上이 말의 가슴까지 눈이 쌓여 있

었으나, 군사의 징집을 위해 멈추지 않고 일부 가신과 함께 눈을 치우고 나아갔으며 야

음을 틈타 달려갔다.

[시Bayt] 승리와1532) 행운으로 나아갔다, 상서로움이 그에게 승리를 안내하였다.
하늘의 행운이 그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왕국의 군대를 보호의 어전에서 접대하였
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안디잔에서 그곳의 군대를 정렬하여 후잔트 강변으로

부터 서둘러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으며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쿤자 오글란과

티무르 쿠틀룩 오글란과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일부 병사들과 함께 파견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613] 다음날 태양의 떠오르는 때에 승리의 깃발의 초승달이 언덕

위에서 내려와 반역자들에게 이르렀으며 함성을 지르고 전투를 행하였다.

[시Nazm] 1533) 안개의 가운데가 북의 탄식소리로 가득 찼다, 칼이라는 생명이 朱砂
(Shanjarf)1534)의 물로 가득하였다.
말의 외침과 기병의 포효로 인해, 기병들의 손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파괴의 불꽃이 용사들의 공격의 바람으로 인해 불타오르게 되었고 승리의 미풍이

사힙키란의 행운의 장소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적들은 등을 패주에 두고 얼굴

을 달아남에 두었으며 그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손발 아래에서 혼란에 빠져 소

멸되었다. 그리고 일부는 불꽃을 튀기는 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후잔트 강

에 던져, 그들의 존재의 먼지가 소멸의 바람에 사라졌다. 또한 살해의 위협을 벗어나

서둘러 달아났던 이들에게도, 먼저 가서 반란군의 길을 막아서고 있던 승전군이 앞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 (또한) 후방에서 진격하여 그들을 사냥감처럼

주변과 사방에서 포위하였고, 화살과 창촉과 도검과 무거운 철퇴의 加擊으로 파괴가 그

들에게 발생하였으며, 그들의 생명의 고삐를 죽음의 천사 아즈라일(‘Azrāyil)의 武力의

손에 맡겼다. 이디 비르디 박시(Iydī-Bīrdī Bakhshī)1535)를 붙잡아 머리를 베고자 하였는

데, 그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이름을 밝혔고 그는 살아서 세계 정복자

인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보내졌다. 그 분은 툭타미시 칸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얻고 그

1532) 이란본Ⅰ에는 ‘승리(Fatḥ)’와 '행운(Iqbāl)‘ 사이에 동위 접속사 wa가 없지만 이란본Ⅱ에는 존
재한다. 맥락을 매끄럽게 하고자 이란본Ⅱ를 따랐다(YZN/Ṣādiq, p.332).

1533) Ferdowsī, Shāhnama.
1534) 황화수은으로 이루어진 광물로, 우리에게는 주사, 경면주사로 알려진 적색 광물이다.
1535) 당시에 박시는 書記를 칭하는 몽골 칭호이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스스로의
지위가 높음을 보여 목숨을 보전하고 티무르의 어전으로 송환되기 위함이다.



- 437 -

에게 용서의 예복을 입히고 옷을 주어, (그는) 왕다운 호의로 특별함을 얻었고 축복의

대오에서 동행하는 영광을 얻어 고귀하게 되었다.

[반구M iṣrā’] 1536) 샤의 등자에 있는 것이 가신의 자유이다.

그곳에서 이동하여 상서로이 귀환하였고, 791AH 사파르 월(Ṣafar, 1389년 1∼2월)

에 아키야르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봄이라는 전위의 발걸음으로 인해 추위

라는 사악한 병사들이 패주를 향해 등을 돌렸고, 초지와 정원의 천국과 같은 군대가 주

변과 사방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때에, [614]

[시Bayt] 꽃의 왕이 도달하였고 초지의 영역을 차지하였다, 개울 주변을 자스민
(Saman)의 병사들이 차지하였다.

승전군이 온 사방에서 도달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군대와 함께 후라산에서

승리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고, 발흐와 쿤두즈와 바클란과 바닥샨과 쿠틀란과 히사르

및 다른 크고 작은 도시들의 군대가 축복받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시Nazm] 말들의 소리와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태양과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하였
다.
기병의 먼지로 인해 세계가, 태양이 안에 숨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명하였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 핫지 사

이프 앗 딘과 이쿠 티무르는 가서 후잔트 강 위에 배와 기둥으로 다리를 만들도록 하

라.”

그들은 명에 따라 서둘러 가서 여러 곳에 다리를 세웠고 사힙키란에게 소식을 전

하였다. 그 분은 일란 해 초에 해당하는 791AH, 라비 알 아왈 월 (1389년 2∼3월)에 그

곳을 출발하여 신의 돌보심과 더불어 나아갔으며, 河岸에 도달하였을 때 승리의 자녀들

및 이름난 全 군대와 함께 다리로 강을 건넜다. 그리고 티무르 쿠틀룩 오글란과 순자크

바하두르와 우스만 바하두르를 전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에 따라 나아가

정찰병을 먼저 파견하였는데, 파견된 자들이 적의 정찰병을 보고 되돌아와 소식을 아미

르들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아미르들은 군대와 함께 매복하였고 스스로를 적들에게

내보이지 않았다. 적들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밤이 다가왔을 때, 마치 자신의 운

1536) S'adī, Dīwān-i Ashi'ār, 그러나 사디의 시는 실제 왕(Shāh) 대신 너(Tū)인데, 이란본Ⅰ과 타
슈켄트본은 온전하게 사디의 싯구대로 되어 있다. 다만 이란본Ⅱ과 캘커타본은 왕으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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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도 같은 휴식을 위해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시의 의미를 망각하였

다.

[시Bayt] 1537) 이처럼 소식을 모르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별안간 머리로 타격이
날라 올 것이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覺醒의 행운으로 말을 몰고 그들에게 야습을 감행하였다.

[615]

[시Nazm] 어두운 밤이 되어 나쁜 냄새가 발생하였다, 마치 용감한 사자가 적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1538)

철퇴와 창촉, 도검과 화살로 인해, 적들의 생명에 비명이 발생하였다.
그 밤에 승리를 상징하는 용사들은, 그들 중에 수많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반란군이 살해되었을 때, 나머지들은 지치고 다친 상태로 천신만고

끝에 그 위험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달아났다. 그리고 아르즈(Arj) 강1539)을 건너 툭타미

시 칸에게 이르렀다. 그의 군대는 과거 사브란을 포위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찬가

르차(Changharcha)와 왈라두(Walādū)1540)와 쿠슈치(Qūshchī)1541)는 저지와 방어를 행하

고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툭타미시 칸은 사브란의 점령이 불가능하게 되

자 야시(Yassī)1542)를 약탈하고 그 황야에 안착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에게 승전군의 도

달의 소식이 전해졌으므로, 이 소식을 듣게 된 왕과 병사들은 누구든, 사힙키란의 행운

의 힘으로 발을 디디고 있던 그 곳에서 미끄러졌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잠식하였

고, 그 군대는 수많은 장점과 여러 가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소식만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급한 손으로 달아남의 치맛자락에 매달렸고, 쉬지

않고 퇴각하여 <메뚜기가 흩어져 나오는 것과 같이>1543) 뿔뿔이 흩어졌다.

1537) Nizāmī, Panj-ghanj : kheradnāma.
1538) 이란본Ⅱ에 의하면 이와 같이 번역될 수 있지만, 이란본Ⅰ에 의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 “어두운 밤이 되었다,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적의 머리 위에 이르고 있다.” 이다.

1539) 양기 켄트에서 시르다리아에 합류하는 강. 지금은 Arys라 불린다(THTB/Darby, p.321).
1540) 이 이름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란본Ⅰ은 라두(Lādū), 캘커타본과 타슈켄트
본 등은 아두(Adū) 등이다.

1541) 매잡이를 의미하는 직능명인데, 여기에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1542) THTB에서는 사브란에서 6파르상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호자 아흐마드 야샤비의 영묘가 있는 투르키스탄이다. 실제 사브란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
다.

1543) Qur'ān, Sūra al-Qamar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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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왕이신 사힙키란의 소문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각기 흩어졌다.
사람들은 멀리서 기병들의 먼지를 보지도 않고, 단번에 달아남을 선택하였다.
이들 중엔 현자에 가까운 이가 없었다, 사힙키란의 天幸을 생소하게 여겼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적들의 패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미르 핫지 사이

프 앗 딘을 유수진과 함께 사마르칸트에 파견하였고, 친히 공격을 감행하여 적들의 뒤

를 따라 나아갔다. 그리고 호자 셰이흐 카우친(Khwāja Shaykh Qauchīn)과 투플라크

카우친(Tūplāq Qauchīn)과 카라칸 바하두르(Qarāqān Bahādur)와 아만 샤(Amān Shāh)

와 다울라트 샤 자바치(Dawlatshāh Jabāchī)1544)를 40명과 함께 발탁하여 급히 정탐을

위해 먼저 파견하였다. 그들은 사룩 우잔(Sāruq-Ūzan)1545)이란 장소에서 후방에 서 있

었던 적들의 정탐병에게 도달하여 [616]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그들 중에 다수를

살해하였고 나머지들은 달아났다. 그리고 승리를 동반하는 바하두르들이 승리자가 되어

방향을 돌렸을 때, 황야에서 100 戶와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카트바 디라한(Qatba-

Dirakhan)과 마주치게 되어 그들과도 전투를 행하였는데, 샹쿨(Shankūl)이1546) 강력한

행운의 팔로 그 부족의 대인이었던 카트바 디라한을 붙잡았고 그를 부족과 가축, 군대

와 함께 무력과 우세함으로 몰아내었으며 아크 수마라는 곳에서 축복받은 병영에 도달

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곳을 출발하여 우룽 추쿨(Ūrung Chuqul)1547)의 길을 통해 황야

를 건너, 빌란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으로부터 나아가, 사룩 우잔과 쿠르준(Kūrjūn)

을 통과하여 알 쿠슌(Āl-Qūshūn)1548)에 안착하였다.

122.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후라산 방향으로 파

견한 이야기

알 쿠슌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사르바다르의 왕들과 핫지 벡 자운 쿠르바니 및 칼

라트와 투스의 모든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미

1544) 이란본Ⅰ에는 Jajī로 되어 있다. 그러나 ‘Chī’가 붙은 이상 직종을 의미하는 칭호일 수 있는
데, ‘Jabā’는 지세나 기타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이로 볼 수 있다.

1545) THTB에 의하면 아르즈 강변의 도시, 킵착 초원의 조치 울루스로 향하는 길목의 도시이다.
투르크어로 우잔은 ‘노래하는 방랑시인, 청지기, 광대, 가수’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147).

1546) 이란본Ⅰ에는 샹쿨의 이름이 없다.
1547) 추쿨(혹은 추굴‘Chughul’)은 ‘좁은, 짜증나는, 슬픈, 박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좁은 통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74).

1548) 쿠슌은 본문에서 종종 보이고 있듯이 하나의 군대 단위를 의미하며, 알은 투르크어로 ‘붉은
색’을 의미한다. 곧 붉은 군대라는 뜻이 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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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샤를 파견하여 그 혼돈의 지옥불을 진화하도록 하였다. 샤자데는 명에 따라 승리를

상징하는 자신의 군사와 함께 방향을 돌려 급히 밤낮 없이 달려 사마르칸트에 이르렀

다. 그리고 후라산 왕국들의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부여받은 임무였으므로, 말릭

기야스 앗 딘의 아들 말릭 피르 무함마드와 두 아들, 그곳에 있었던 자인 올 아비딘과

무함마드에게 죽음의 셔빗을 마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케르트 왕의 후예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 고귀하신 샤자데는 그곳에서 급히 후라산으로 갔다. 바흐르

아바드(Baḥr-Ābād)1549) 황야에서, 사르바다르의 왕들이 군대의 일부와 함께 희생을 각

오하고 앞으로 나왔고, 생명의 경계를 건너 샤자데의 군대에게 공격을 감행하여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좌익과 우익의 병사들이 앞으로 나와 그들을 사냥감처럼 가운데에

포위하였고, 가시를 지닌 화살촉의 타격으로 수많은 적들을 죽음의 땅에 던졌다. 부서지

고 먼지를 뒤집어 쓴 왕들은 [617] 커다란 고통으로 인해 반쯤 얼이 빠진 채로 뒤쳐졌

으며, 대부분 상처를 입은 병사들 일부와 함께 이라크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헤라

트에서 그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 왔던 아미르 아크부카 또한 투스를 포위 후에 점령하

자, 알리 벡 자운 쿠르바니의 동생인 핫지 벡(Ḥājjī Bīk)이 그곳에서 이라크로 향하였는

데, 심난(Simnān)에 이르렀을 때, 히자르가리(Hizār-gharī)1550) 사이드들이 그를 붙잡아

다시 파견하여 처벌의 칼에 맡겼다. 그리고 전술한 샤자데는 소란을 일으킨 적들을 진

압하고 좌절케 하였으며, 그 군대로 인한 오염 및 사악한 존재로부터 그 왕국의 공간을

정화하고는 자신의 영광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돌아갔다.

[시Bayt] 사힙키란에 대한 적의는 나무인데, 그 과실은 괴로움과 고통의 죽음이다.
어떤 자가 그 불운이란 과실을 맺는 나뭇가지를 심었다, 나쁜 얼굴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친히 툭타미시 칸을 쫓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노얀들과

아미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충심과 지지의 혀로 고하였다. “만일 고귀한 판단이 적절

하다 여겨지신다면, 우선 투글룩 티무르 칸의 아들 히즈르 호자 오글란(Khizr Khwāja

Ūghlan)1551)과 엔케투라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행하여 다시는 (그들이)

뻔뻔하게 참견할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도록 만들고, 그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툭타미시 칸의 방향으로 출발합시다.” 사힙키란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1549) 현재 이란 호라산에라자비 주 사브자와르 북서쪽, 주베인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져 있
다.

1550) 마잔다란과 후라산 경계에 위치한 도시, 이란본Ⅰ에는 히즈르-자리브(Hezārah-i Jarīb)로 되
어 있어 마치 천호의 이름과도 같다.

1551) 모굴 칸국의 역사를 담은 라시드 사에서는 히즈르 호자 오글란이 투글룩 티무르 칸의 아들
이자 후계자인 일야스 호자의 아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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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힙키란이 모굴리스탄의 히즈르 호자 오글란과 엔케

투라 측으로 5번째1552) 향한 이야기

바로 그 791AH(1389년)1553)에,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모굴리스탄 으로의 출발

을 결정하였고, 알 쿠슌에서 귀환하여 [618] 군대와 가신들과 近臣들과 함께 부리바시

(Būrībāshī)1554)의 길로 나아갔다. 투파리크 코릭(Tūpālīk-quriq)1555)을 통과하여 우르탁

(Ūrtāq)1556) 산맥으로 올라갔는데, 군대의 말들이 극히 쇠약해졌다. 매 10명의 기병 중

에 셋을 사마르칸트로 돌려보냈고 그들의 말을 7명의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였으며 군

대를 재촉하여 상서로이 행운으로 진격하였다.

아이키르 수리(Aikir Sūrī)1557)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고 병사들은 갈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었다. 2-3일 동안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나아갔는데 갑자기 신의 은총의

물방울로부터 이 황야의 타무즈(Tammuz)1558) 계절에, 초지 위에서 많은 눈과 얼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全軍은 말들과 가축들 모두 물이 넉넉하게 되었으므로 지고하신 신께

감사를 드리며 진격하였다. 토그라 오탁(Tūghra-Ūtāgh)1559)이란 장소에 이르렀을 때

1552) 앞서 777AH에 카마르 앗 딘을 공격하였을 때 ‘다섯 번째’ 자타 공격이었는데, 이 부분도 5번
째라 되어 있다.

1553) 1388년 12월 31일 ∼ 1389년 12월 19일이다.
1554) 부리는 늑대(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333), 바시는 머리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246)를 의미하여, 늑대의 머리라
는 뜻을 지닌 지명이라 볼 수 있다.

1555) 코릭(Quriq), 혹은 코룩(Quruq)은 금지구역, 禁區를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444).

1556) 이 지명에 대해 이란본Ⅰ에는 Uznāq,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420)에는
‘Uztāq’, THTB에는 ‘Ournac'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THTB의 역자는 이 지역을
노아의 손자 오구즈의 거주지로 비정하였다. 그런데 『集史』의 여러 사본에서 오구즈, 즉 아불
제 칸의 거주지는 ’우르탁(Ūrtāq)'으로 되어 있다. 우르탁과 우르낙, 우즈탁과 우즈낙 모두 점의
위치 및 개수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tāq’이라는 단어가 산을 의미하기 때
문에 우르탁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우르탁을 이곳을 탈라스 강 유역 혹은 발하시
호 이남의 세미레치에 등지로 비정하는 것이 『集史』를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의 가장 우세한
의견이다.

1557) 이란본Ⅰ에는 Atqīn Sūrī로 되어 있다(YZN/Abbas, p.338). THTB에는 Aiker Souri로 되어
있고(THTB/Darby. p.326). 타슈켄트본에는 Yāqan Sūrī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420).
840AH본에는 ABHN Sūrī로 되어 있다. 만일 THTB의 형태를 따른다면 투르크어로 ‘훌륭한
말’이라는 뜻이 된다.

1558) 타무즈(Tammuz)는 이스칸다르 력의 열 번째 달의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이 가장
건조하고 더운 7월달 경에 해당한다.

1559) 이란본Ⅰ,Ⅱ 및 타슈켄트본에는 토그라 우툴룩(Tūghra Ūtlugh)으로 되어 있으나 우틀룩이라
는 단어의 뜻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문은 840AH의 형태 및 모음 표기에 따랐다. 토그라, 토그
리는 ‘오른쪽의, 곧은’이란 뜻이며(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623), 오탁은 ‘왕자의 큰 천막, 사무실, 방’이라는 뜻이다(전게서 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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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따라 사냥을 행하였고, 아이기르얄리(Aīghiryālī)1560) 황야를 달리며 많은 얼룩말

을 사냥하였는데, 무엇이든 살이 쪘으면 취하였고 마른 것은 놓아두었다. 울란 야를릭

(Ūlan-Yarlīgh)1561) 황야에서 차파르 아이기르(Chapār-Ayīghir)1562)라는 장소에 도달하

여 자리하였는데, 엔케투라의 군대 중에 울란 부카(Ūlan-Būghā)와 엔케 차크

(Iīnka-Chak)1563)가 1000명의 기병과 함께 와서, 그 황야에서 바아린 부족을 징집하고

있었다. 미라크 (이븐) 일치와 피르 알리 타즈가 승전군의 우군 정탐병이였는데, 그들과

마주치게 되자 전투를 향해 용기와 무력의 손을 펼쳤다. 적들은 지체 없이 패주하여 달

아났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는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잡아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보내어 (적진의) 상태를 그에게 물었는데, 엔케투라가 우룽 야르(Urūng-Yār)1564)에 안

착해 있음이 명백해졌다. 사힙키란은 즉시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이쿠 티무르를 일부

아미르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진격하도록 파견하였으며, 명하였다. “급히 진격하여, 우

룽 야르에서 엔케투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또한 명하였다. “도중에

절대 불을 피우지 않아, 적들이 (너희가) 향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분은 당대의 하늘인 군대와 함께 밤을 틈타 신의 도움으로 속도를 높여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낮이 되었을 때 길 안내자(Ghajarchī)가 잘못된 길을 가

서 다른 곳에 이르렀음이 밝혀졌다. 바로 그 날 키얀 카지(Qiyān-Qājī)1565)의 길로 급히

[619] 달려갔고 밤에 쾩 살리(Kūk-Sālī)1566)에 안착하였다. 다음날 길을 나서 아야구즈

(Ayāghūz)1567)에 이르렀고 그곳에 안착하였을 때,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왕자들과

1560)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는 ‘아이게르발리’로 되어 있다. 역시 점 하나의 차이이다. 바르톨드
에 의하면 이 지명은 ‘종마의 갈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아이기르Ayg'ir = 종마, 얄리Yoli =
갈기).

1561) 이란본Ⅱ에는 Ūlan-Charlanag, 타슈켄트본은 이란본Ⅰ 및 본문과 동일하며, THTB에서는
Oulan-yarlic으로 되어 있다. Covens 지도에 의하면 Oulā-Yarlic 평원이라 되어 있다. 840AH본
에는 Jazlīgh으로 되어 있다. 몽골어로 울란은 ‘붉다’라는 뜻이며, 만일 야를릭으로 비정한다면
‘붉은 칙령’이라는 뜻이 된다.

1562) 이 지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본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바르톨드에 의하면 이 지명은
‘질주하는 종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만 Covens의 지도에는 Chipar-Ouglar라 되어 있다(그
런데 Chipor는 질주하는, 이라는 뜻보다는 우즈벡 어로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1563) 앞서 엔케투라의 삼촌인 올쿠누트 핫지 벡의 아들 이름은 ‘엔케르 차크’였다.
1564) 이란본Ⅰ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Ⅱ에는 Urūnang-Yār로 되어 있다. 이 우룽 야르는 우마르
셰이흐 미르자가 엔케투라와 마주친 코박 동북부 울룽구르 호 및 그 일대로 보인다. 몽골제국
시기 및 그 이전에 나이만의 영토로 일컬어지는 ‘카라 이르티시와 우룽구’라는 지명을 생각해보
면, 우룽구 + 야르(토지, 대지)의 조합으로 이와 같은 이름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1565) 이란본Ⅱ과 THTB(THTB/Darby, p.327), 840AH본을 따랐다. 키얀은 산줄기를(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46), 카지는 ‘거위’를 뜻한다. 산에 사는
거위라는 뜻이 있다.

1566) 이란본Ⅱ과 THTB에는 Ghūgh-Sālī, 이란본Ⅰ에는 Kūl-Sālī로 되어 있다.
1567) 이 지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본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바르톨드에 의하면 발하시 호
로 유입되는 7개의 江중에 하나이다(김호동, 「華夷譯語의 納門駙馬書에 대한 再解釋」, 『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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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얀들 및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였다. “우리가 3일 동안 잘못된 길로 나아갔으니, 아

마도 적들이 소식을 얻어 달아났을 수 있다. 두 방향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향하는 것

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하여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를 군대의 일부와 함께 파견하

였고 아미르 하미드의 아들 아미르 잘랄(Amīr Jalāl)을 그들의 길안내자로 세웠다. 그리

고 친히 나머지 군대와 함께 싸라(Tharā)1568)와 시바르투(Shibādtū)1569)와 꾸이무라그

(Qūymurāgh)1570)와 쿠라간 부유르 라구(Qūrāghan Būyūr lāghū) 길을 거쳐 카라구추르

(Qarāghūchūr)1571)라는 장소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과 함께 산과 황야를 거쳐 나아갔고, 어디서든 적들의 부족과 마주치면

전투를 행하여 모두를 제압하면서 코박(Qūbāq)1572)에서 엔케투라에게 도달하였다. 양측

에서 함성을 지르며

[시Bayt] 적을 사냥하는 용사들과 사자들이, 전투의 불꽃을 피웠다.
피로 하늘의 치맛자락이 가득하게 되었다, 두려움으로 인해 당대가 (붉은) 술이 되
었다.
사람들이 입을 닫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주변의 臟器들이 일을 하지 못했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신의 가호로 그 불신자 중에 상당수를 살해

하고 그들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엔케투라를 추격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고, 카크마

부르지(Qāqma-burjī)1573)를 지나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손에 얻었으며 달과 같은 얼굴

을 지닌 많은 여인들과 튤립 같은 얼굴을 지닌 미녀들을 포로로 잡았다. 승리의 샤자데

는 나쁜 행동을 하는 적들을 제압하고 몰아낸 후에 승리자가 되어 수없이 많은 전리품

들과 함께 행운으로 귀환하였고1574), 아흐타디크투(Akhtādīktū)1575)라는 곳에서 사힙키

란의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다.

이학보』 1, (1989), p.23에서 재인용). 현재 발하쉬 호 동단에서 서북쪽으로 뻗어있는 물줄기가
Ayaköz 강이며 동명의 도시가 존재한다. 탈디코르간에서 동북쪽으로 370km 떨어져 있다.

1568) 이 지명은 타슈켄트본을 따른 것이며 이란본Ⅱ과 이란본Ⅰ에서는 ‘Sharā’라 되어 있다.
1569) 이란본Ⅱ과 THTB을 따른 것이며,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는 Sheyādtū로 되어 있다. 이 지
명은 중국 청대 사료 欽定皇輿西域圖, 皇朝文獻通考, 大清一統志 등에 什巴爾圖로 나와 있다.

1570) 840AH사본에는 하라그(Ḥarāgh)로 되어 있으나 역시 의미는 없다.
1571) 혹은 카라구주르(Qarāghūjūr)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YZN/Urunbayeb, p.421; YZN/Abbas,
p.339) 바르톨드는 Renat의 지도를 근거로 하여 이곳을 타르바가타이의 서쪽, 발하쉬의 동쪽이
라 비정하였다(Bartold, Four Studies on Central Asia 1, p.142).

1572) 이곳은 신강성 서북부 타청지구(타르바가타이) 동쪽, 우루무치 서북쪽에 위치한 코박사르(和
布克賽爾)에 해당한다. 몽골제국에서는 우구데이 울루스, 특히 구육 칸의 목지였다.

1573) 979AH출판본에는 카마카(Qamāqa)라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 840AH본은 본문과 같다. 카
크마는 ‘아름다운 카펫, 예술적으로 잘 짜여진 카펫’을 의미한다.

1574) 840AH사본에는 ‘행운으로 귀환하였다’ 부분이 詩句로 되어 있다.
1575) 모음은 840AH를 따랐다. 아흐타는 ‘거세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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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이크 티무르가 원정을 위해 가 있었는데 한동안 그들에게

서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일부의 군사와 함께 그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나아가도록 하라.” 샤자데

는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며칠 후에, [620] 아미르들이 다른 길을 통해 축복받은 병

영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가 이트 이즈마스 알라 쿨(Iīt

Iījumas Ālakūl)1576) 황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적들 중에 800명1577)의 기병 및 그들의

대인 카라바얀 티무르(Qarābayān Timūr)와 마주쳤다. 그 상황에서 샤자데와 함께 있는

이들은 50명을 넘지 않았으나, 대부분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이었다. 예를 들면 후다이

다드 후세이니,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와 핫지 마흐무드 샤 야사우리와 피르 핫

지 아룰라트(Pīr Ḥājjī Arulāt)와 그 외에 (그들에) 버금가는 이들이었다. 승리를 동반한

군대는

[반구M iṣrā’] 사힙키란의 행운이 가지고 있던,

승리를 베푸시는 신께 의존하는 강력한 의지로, 염려나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공격

을 가하였다.

[시Bayt] 성채가 없는 황야에서 적으로부터 피난할 때, 각각 한명 당 16명의 원한
을 지닌 사람과 맞서게 (되었다.)
사힙키란의 군대는 용기의 손을 펼치고 신의 가호와 왕의 행운에 마음을 두었다.
원한의 칼을 보복의 칼집에서 뽑아들었고, 나쁜 생각을 하는 자들의 검은 눈 위로
낮이 밝아졌다.

샤자데는 진실한 의도와 훌륭한 믿음으로 그 반란과 선동의 무리를 겨냥한 聖戰에

서 용감히 행동하고 공격하여, 천사가 하늘 위에서 찬사의 혀를 열어 그의 용기에 대해

찬양(의 노래)을 읊었을 정도였다. 당대의 용사이자 전사 중에 있었던 틸란지 아룰라트

의 아들 피르 핫지는 용기라는 현금으로 훌륭함이란 세케를 주조하였고, 마치 덤불의

사자처럼 그 원한의 황야에서 종교가 없는 수많은 적들이 죽음의 열기를 삶의 이마 앞

에 두도록 하여, 몸을 땅에 던지고 생명을 <가장 낮은>1578) 곳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가 위치한 곳의 높은 장소에 있던 운명의 매복 장소에서 화살 하나가 그의 살해를

1576) 알라 쿨은 타청지구와 발하쉬 호 사이에 존재하는 호수명이다. 지금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
다.

1577) 이란본Ⅰ에는 800 뒤에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 800,000명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타슈켄트본
과 이란본Ⅱ에 따랐다.

1578) Qur'ān, Sūra al-Tī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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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고 날아들어 순교의 행운을 얻었으니, <聖戰하였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신께서) 속

죄하여 줄 것이라>1579)는 말씀에 따라 이득을 얻게 되었다.

[반구M iṣrā’] 아아! 훌륭한 이름을 지닌 삶과 순교를 통한 사망이라. [621]

결국에 <그리고 신의 군대는 정복할 것>1580)이라는 좋은 소식이 생겨난 곳에서 승

리를 확산시키는 행운의 별들이 떠올랐고, 승리를 동반하는 성전사들이 혼란을 야기하

는 적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어, 그들을 흩어내고 수많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물자

나 가축,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든 약탈하고 말이나 양 떼들을 몰아 건강하게, 전리품들

과 함께 축복받은 병영으로 귀환하였다.

[시Nazm]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 및 신의 가호로,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와
그 선택된 병사들은,
노력의 팔을 펼치고 성전의 칼을 뽑아들었으며, 잘못된 신앙을 지닌(Badkīsh) 적들
을 쳐부수고 혼란의 뿌리를 뽑았다.
고귀한 오르두와 드높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승리자가 되어 돌아왔다, 수많은 전리
품과 함께.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카라구추르에 이르러 안착하였을 때, 하늘같은 군대가

주변과 사방에서 모아들였던 물자들과 전리품들을 군대에 배분하였고, 며칠 동안 그곳

에 머물러 그들의 말을 살찌웠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아미르 자한샤와 우치 카라

바하두르와 다른 아미르들은 3000명의 기병과 함께 진격하여, 적들을 잡기 위해 이르티

시(Irtīsh)1581) 방면으로 서둘러 진격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을 받은 대로 나아갔고 밤낮을 달려서 이르티시 강에 이르렀으며, 군대의

반은 강의 次岸에서, 반은 彼岸에서 적들을 찾아 강가를 따라 나아갔다. 섬이나 그 외

에 적들이 달아나 피난처로 삼았던 모든 장소에 이르게 될 때마다, 약탈과 살해로 그들

의 삶에 파괴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수많은 포로와 셀 수 없이 많은 전리품

들을 모았고 승리자가 되어 귀환하여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지배와

소유의 범주에 들어왔던 모굴리스탄 집단과 울루스로 무리를 만들었고, 부가이 바룰라

스의 형제인 아미르 라알 타가이와 티무르 부카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에게 맡겨 사

마르칸트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그 무리들을 몰아 물자와 전리품과 함께 사마르칸트에

1579) Qur'ān, Sūra al-Imrān : 195.
1580) Qur'ān, Sūra al-Sāffāt : 173.
1581) 현재 러시아 남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동북부에 위치한 이르티시 강 및 그 유역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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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황야를 통과하고 여러 지역과 장소들을 거쳐 이밀 구추르

(Iīmil ghūchūr)1582)에 이르렀으며, 사라이 우르담(Sarāy Ūrdam)1583)에 장엄하고 훌륭히

안착하였다. [622]

124. 사힙키란이 쿠릴타이를 명함과, 자타 울루스를 없애

기 위해 모굴리스탄의 주변과 사방에 군대를 파견하

였던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시Shi'r] 1584) 이것은 대인들에게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작은 관심은 영원한 것
입니다.

훌륭한 마음의 방책으로 삼고 호의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모든 목표가, 가장 완벽한

방식과 가장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마음에서 성에 차지 않았고

그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 축복받은 공격에서 비록 그의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앞서 자세히 보고된 바와 같이 줄곧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을 진압하여 패배

시켰지만, 다시 자타의 울루스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에 관해 샤자데들과 노얀들과 함께

상의하여 명하였다. “하늘과 같은 군대들은 무리지어 각기 다른 길로 진격하고, 자타 부

족이 움직이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그 강역의 모든 황야와 땅을 포위하여, 어디든 그들

이 나타나면 흔적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라.” 복종해야 할 명령에 따라 모든 길잡이들을

모으고 길을 조사하여 기록한 다음,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에게 분배하고 이와 같이 결정

하였다. 즉, 각 무리마다 특정 길잡이와 함께 적들의 절멸을 위해 진격하며, 그들의 생

명을 빼앗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 지역 바깥으로 달아났던 적의 무리들 모두를 잡아들

인 후에 모두 율두즈(Yūldūz)1585)에 모이기로 하였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안디잔 군대 및 그들의 길잡이 부르한 오글란(Burhān

Ūghlān)과 자타 벡직의 아들인 바얀 티무르와 함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길로 나아갔고,

길의 주변과 사방으로 내달렸으며 어디에서든 적들을 잡게 되면 살해와 약탈을 행하였

1582) 타청지구의 동쪽에 위치한 이밀(額敏)에 해당한다. 역시 우구데이 울루스의 영지였다.
1583)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424)에는 우즈담, 이란본Ⅰ 및 840AH사본에는 우
르담으로 되어 있다. 모음기호는 840AH본을 따랐다.

1584) 이 문구의 출처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하나피 학자 바크르 이븐 니타
흐(Bakr ibn Niṭāḥ)나, 하산 싸비트 안사리(Ḥasān thābit Anṣārī) 등이 거론된다.

1585) 현재 중국 신강 오아시스 도시 중에 하나인 악수 북부에 위치한 천산 내의 초원.



- 447 -

다. 그리고 율두즈의 두브신 운두르(Dūbshīn Undūr)1586) 산맥을 통과하여 카라호자라는

거대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마르칸트와 카라 호자 사이의 거리는 상인들의 걸음으로

3달의 거리였다. 다른 무리들인 아미르 자한샤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3000명의 정

렬된 기병과 함께 누케르 송쿠르(Sunqūr)를 길잡이로 세워 [623] 정해진 길로 나아갔

고, 카라라트(Qarārāt)1587)와 슈루글룩(Sūrūghulūq)1588)을 통과하여, 어디에서든 적에게

도달하면 살해하고 약탈하였다. 다른 무리인 울루스 압바스는 20000명의 칼을 쥔 자들

과 함께 아미르 잘랄 (이븐) 하미드를 길잡이로 세워, 사기즈간(Saghīzghān)과 수굴간

(Sūghūlghān)1589) 리크(Līq)와 쾩 야르(Kūkyār)1590) 길로 서둘러 갔다.

[반구M iṣrā’] 눈으로 무엇을 보았든 그것을 취하였다.

다른 무리인 후다이다드 후세이니와 무바샤르 바하두르는 용기를 발휘하는 공격적

인 2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카마라트쿠(Qamāratqū)를 길잡이로 세워 오르치쿠

(Orchikū)1591)의 길로 나아가 야브쿠트(Yabqūt)1592)에 이르렀는데, 불가지(Būlghājī)와

율카르(Yulkar)1593) 부족과 마주치게 되어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칼로 인해 창공이 마치 불꽃을 튀기는 구름과 같았고, 창으로 인해 땅
이 마치 철로 가득한 정원처럼 되었다.
먼지로 인해 하늘의 주변이 땅과 같이 되었고, 말의 편자로 인해 평원이 달의 형태
가 되었다.
창으로 나쁜 생각을 지닌 적장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함성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
용사들의 귀를 멀게 하였다.

그 전투의 불꽃은 승리의 바람이 사힙키란의 행운의 초지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할

때까지 하루 종일 불타올랐다. 용기를 상징하는 바하두르들은 예리한 도검의 타격으로,

1586) 이부분이 이란본Ⅰ(YZN/Abbas, p.342)에는 두브신 산맥으로만 되어 있고, 타슈켄트본
(YZN/Urunbayeb, p.424)에서는 ‘Yuldūz’로 되어 있다. 모음은 840AH 사본을 따랐다.

1587) 이 지명은 타슈켄트본 및 840AH 사본에는 카라 아르트(Qarā-art)로 되어 있다.
1588) 이 지명은 타슈켄트본에는 슈르글룩(Sūrghulūq)으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425).
1589) 몇몇 사료에는 이 중간에 등위접속사 Wa가 있지만 몇몇 사료에는 없다.
1590) 쾩(푸른) + 야르(대지, 토양) = 푸른 대지라는 뜻이 된다.
1591) 모음은 840AH 사본을 따랐다.
1592) 이란본Ⅰ에서는 옛 사본에서 이곳을 비쿠트(Bīqūt)라고 기록하였음을 언급하였다
(YZN/Abbas, p.434). THTB에서도 마찬가지이다(THTB/Darby, p.336). 그러나 타슈켄트본은
이란본Ⅱ와 마찬가지로 야브쿠트이다(YZN/Urunbayeb, p.425).

1593) 타슈켄트본에는 ‘Yulk’로 뒤의 R가 없다(YZN/Urunbayeb, p.425). 모음은 840AH 사본을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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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로 얼룩진 적들을 진압하여 흩어져 달아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여 수많

은 전리품들과 함께 승리와 성취를 거두며 되돌아왔다. 사힙키란은 친히 중군의 군대와

함께 움직였고, 킬른두치(Kilndūchī)가 승리와 더불어 길잡이가 되었으며, 울룩 쿨

(Ulugh-qūl)1594)의 길을 통해 축복받은 병영으로부터 진격하여 시즈칸 다반(Sījqān

dabān)1595)으로 들어가 불가지의 울루스에게 다시 한 번 고통과 불운을, 하늘과 같은

군대의 무력을 통한 타격의 무대에 드리웠으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신앙 없이 분열된

자들의 인생에 파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리품과 끝이 없는 물자들이

승전군의 힘과 권력의 손에 떨어졌다. [624] 그리고 사힙키란이 툭타미시 칸의 방면으로

향하였던 시기에,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샴스 앗 딘 (이

븐) 압바스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을 투르키스탄에 두었던 적이 있는데, 툭타미시의 군

대를 쳐부수고 몰아내었을 때, 움직임의 고삐를 그 곳에서 되돌려 자타의 방향으로 향

하면서 그들에게도 사람을 파견하였다. “너희들 또한 모굴리스탄으로 들어와 적들의 제

거를 행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받은 대로 모굴리스탄으로 들어와 투이 부카 셰이흐(Tūybūghā Shaykh)

를 사힙키란의 명대로 그 영역에 두어 농경을 행하게 하고, 스스로는 적들을 잡기 위해

진격하여 여러 장소와 지역을 통과한 후 루르다반(Lūrdabān)1596)을 건너 일리(Iīly) 강

을 통과하여 수트쿨(Sūtkūl)1597)과 치치클릭(Chichiklīk)1598)에서 그 지역의 무리와 울루

스를 약탈하였고 다수의 물자와 전리품들이 그 용기의 흔적인 군대의 손에 들어왔다.

그곳으로부터 카즈(Qāz)1599)의 상류로 나아가, 어느 곳에서건 적들과 마주치게 되면, 그

들을 살해하거나 포로로 삼았다.

[시Bayt] 그 국가를 차지하는 병사들은 어디에 도달하던지, 만일 포로를 잡게 되면
적을 죽음의 칼로 (베었다).1600)

1594) 이 단어는 ‘큰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옌치 부근의 보스텅 호로 보인다.
1595) 쥐의 고개라는 뜻이다.
1596) 이란본Ⅰ(YZN/Abbas, p.344)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426)에는 위와 같으나, 이란본
Ⅱ과 THTB(THTB/Darby, p.334)에는 Ūrdabān으로 되어 있다.

1597) 바르톨드는 이 호수를 에비 노르 서남부에 위치한 사이람 호(賽里木湖)에 비정하고 있다.
1598) 타슈켄트본에는 제제칼릴(Jejekalīl, 혹은 체체칼릴)로, THTB에서는 체체켈릭으로 되어 있다.
바르톨드는 이 지역을 치체클릭이라 부르고 지명의 사전적 의미를 ‘꽃의 정원’이라 하였다
(Bartold, Four Studies on Central Asia 1, p.142).

1599) 이것을 강으로 본다면 유력한 강은 일리강의 지류인 카흐(Kax) 강이다. 일리 강 북부를 흐
르다가 현재 이닝 시의 동남부 50km 부근에서 일리 강에 합류한다.

1600) 이 부분은 출판본과 사본마다 조금씩 서술이 다른데, 타슈켄트본을 따라 문맥에 가장 어울리
도록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각 사본을 보면 이란본Ⅱ과 이란본Ⅰ에서는 ‘포로가 해방된다면’이
고, 캘커타본은 그 두 문맥을 섞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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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지와 살루지(Sālūjī) 무리들을 찾기 위해 그 지역의 주변을 조사하면서 진격하

였고, 물주드(Mūlzūd)1601)를 통과하였을 때 모굴리스탄의 하킴이었던 히즈르 호자 오글

란과 마주쳤으며 그에게 대대적으로 승리하였다. 노얀들과 아미르들은 그들과 말을 달

리며 서로 싸우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는 않았으나, 한편으로 달아나는 것은 그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의 습관과 본성이 아니었으므로, 급히 보병이 되어 말의 고삐(Chulba

r)1602)를 허리띠에 고정하고, 적들에게 화살비를 내렸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화살촉

의 타격으로 그들 앞에서 점령과 우세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양측이 이틀 밤낮에 걸쳐

행하였던 수많은 노력 끝에, [625]

[시Bayt] 1603)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고, 보유하고 있던 장소에 머무
르지 않았다.

비록 쿠발락(Kūbalak)1604)과 다른 자타의 아미르들 및 바하두르들이, 마치 나비처

럼 스스로를 전투의 불꽃에 던졌지만 승리를 얻지 못하고 전투가 끝났다. 모두에게 고

귀한 소망은 그 전투와 분쟁의 무대가 평화로 흐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명한 아미

르들은 히즈르 호자 오글란과 함께 타협의 계약을 조건과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강

화하였으며, 하늘같은 군대의 집결이 약속된 율두즈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샤 말

릭 타르칸은 전투에서 달아남을 선택하였고 스스로 황야에 투신하였다가 카이투

(Kaytū)1605)라는 장소에서 사힙키란의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상서롭게 되었으

며, 보았던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사건의 상태가 그 분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급히 진격하여, 술탄 마흐무드 칸의 투만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쿤케즈(Kūnkez)1606)를

거쳐 율두즈에 이르렀을 때, 히즈르 호자 오글란과의 전투와 타협을 마치고 귀환하였던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에게 도달하였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

광스럽게 되었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군대 중에서 경험이 많은 자들을 선택하여

유수진을 두고 빠르게 진격하였으며, 울라키야나우르(Ulāqiyānāwur)1607) 통로를 통해

1601) 979AH사본에는 Mūlzūd로, 840AH 사본에는 Mūlzūdū로 되어 있다. THTB에서는 이란본Ⅱ
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강이 시르다리아로 흘러든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곳은 투르판
에 가까운 곳이므로 시르다리아로 흘러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즈강 상류의 여러 물줄기
들이 북쪽으로 뻗어 이르티시와 통하게 되므로 그 강중에 하나라 볼 수 있다.

1602) Doerfer에 의하면 이 단어는 고삐, 끈이라는 뜻을 가진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p.309).

1603) Ferdoūsī, Shāhnāma,
1604) 이란본Ⅰ에는 Kūpalak이라 되어 있다.
1605) 보스텅 호수에서 뻗어나가는 강 중에 카이투 강이 있다.
1606) 에비노르 호와 율두즈 사이에 위치한 일리강의 지류 쿤게즈 강을 의미한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의 부록인 edward Stanford Ltd., London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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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건너, 히즈르 호자 오글란을 추격하여 빠르게 달렸지만 그 끝없는 평야에서

[시Bayt] 1608) 어떤 사람도 그의 上端을 보지 못하였다, 밝은 눈이 아니라면. 어떤
자도 그 下端에 이르지 못하였다, 추측의 발이 아니면.
호머 새를 즐거움의 골짜기에서 그 정점 위로 데려갔다. 여행자의 뼈에서 값비싼
저장물품들을 (가져갔다.)
어떤 자가 하얀 낮이든 검은 밤이든, 그에게서 검은 하늘 외에는 어떤 흔적도 보지
못하였다.

산맥과 협곡의 높고 낮은 곳을 거쳐 카라불락(Qarābūlāq)1609)이라는 곳에 이르렀으

며 그곳에서 티르타시(Tīrtāsh)를 통과하여 쿠슌카이(Qūshūnqāy)에서 적의 군대를 찾았

다. 밤에 [626] 그 지역에 머물렀다. 적들은 승전군이 도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두

려움에 잠식되어, 바로 그 밤에 달아나기로 하였고 각각 자신의 머리를 붙들었다.

[시Bayt] 그들 중에 하나가 발에서 머리를 알지 못하고, 황야와 긴 길을 장악하였
다.
검은 깃발을 거꾸로 하였고, 길이 있건 없건 동요하며 나아갔다.

자타의 군대가 흩어졌을 때, 극한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

졌다). 여러 무리가 승전군이 왔었던 바로 그 방향으로 달아나다가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와 다시 마주쳤다. 그리하여 샤자데의 병사들은 그들을 약탈하여 파괴가 (그들

의) 생애에 발생하였고, 달아난 자들 중에 다수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미르 자한샤와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그들과 마주쳤고 모두를 바로 그 방식으

로 처리하였다.

[시Shi'r] 운명에 의해 낮이 사라졌던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도 재앙으로부터 해방
을 얻지 못한다.
만일 바람이 달아남의 장소에 불어온다면, 하늘이 그들의 머리 위에 혼란을 흩뿌릴
것이다.

사힙키란은 쿠탈나린(Kūtal-nāyrīn)1610)을 건너서, 적들을 카라타시(Qarātāsh)까지

1607) 울라크는 아이들, 어린 양을 의미하며, 나우르는 바다, 호수를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265; vol. 1, p.515).

1608) Anwārī, Dīwān Ashi'ār.
1609) 불락이라는 단어는 ‘근원, 통로, 통로’ 등을 의미하는데, 지명에 매우 많이 쓰인다(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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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였다. 히즈르 호자 오글란은 왕국과 물자에서 마음을 거두었고 천신만고 끝에 목

숨을 구출해내었다.

[시Bayt] 자타에서 칸이었던 히즈르 호자 칸이, 사힙키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났을 때
자신의 장소에서 갑자기 떠돌게 되어, 몸은 공포로 인해 흔들렸고 마음은 슬픔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왕국도, 물자도, 군대도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머리가 발에 (붙
어있음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의 병사들은 모두 살해되거나 붙잡혔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비천한 포로가 되
었다.
울루스는1611) 갑자기 전복되었고 이 부족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
다.
그 왕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 사힙키란이 그에게 원한을 가졌을 때. [627]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가 그 산과 황야에 있었던 나머지 적들을 쿨란쿠탈

(Qūlānkūtal)1612)까지 완전히 약탈하였고 말과 낙타와 양과 그 이외의 수많은 전리품들

을 획득하였으며, 포로와 노예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취하였다.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닌

사힙키란은 승리와 성취를 거두며 그곳에서 되돌아 찰라쉬(Jalīsh)1613)로 왔고, 회계원이

회계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계산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 할 정도로 많았던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모두 군대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서로이 이동하

여 키차르투(Qichartū)와 발라차르(Balāchar)1614)를 통과하였고, 율두즈 지역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주변과 사방으로 적들의 제거를 위해 갔었

던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수많은 전리품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노예들과 함께 이 장소에

서 정해진 약속에 따라 승리자가 되어, 발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획득하였다. 그 곳

은 극히 깨끗하고 신선하며 매력적인 수많은 샘과, 이롭고 풍부한 건초가 있는 장소였

1610) 이는 타슈켄트본 및 840AH본에 따른 것이며(YZN/Urunbayeb, p.427), 이란본Ⅰ에는
Kūtal-tāry, 이란본Ⅱ에는 Kūtal-nāry이다. ‘훌륭한/고귀한 고개’라는 뜻이다(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513).

1611) 이란본Ⅰ이나 이란본Ⅱ은 Als로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에는 ‘울루스Ulūs’로 되어 있다
(YZN/Urunbayeb, p.428).

1612) 쿨란은 ‘야생당나귀’라는 뜻으로, 야생당나귀가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56).

1613) 타슈켄트본은 잘리스(Jalīs; YZN/Urunbayeb, p.429), 이란본Ⅰ은 군대(Jīsh)이다. 그리고 이란
본Ⅱ은 ‘Jalīsh’인데 이곳은 현재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카라샤르, 즉 焉耆를 의미한다.

1614) 이란본Ⅰ에서는 ‘Palāchar’로 되어 있다. 타슈켄트본 및 840AH사본은 ‘Balājar’로 되어 있다.
모두 점 하나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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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Bayt] 빛나는 수많은 깨끗한 샘물 때문에, 그 곳을 율두즈라 불렀다.
율두즈의 뜻은 별이었다, 바로 그 샘물이 빛났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건초의 강력함은, 정의로운 힘의 극치에 있었다.
왜냐하면 비록 약하고 마른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초원에 1주 동안 머무르게 하
였을 때,
마치 산과 같이 영혼에 상처가 사라졌고, 신체가 강해지고 살이 오르고 힘이 넘치
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상인들의 (걸음)으로 2달 거리였는데, 사힙키란은 아미르

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어전에 사람을 파견하여 명하였다. “카할카1615)의 길로 나아가,

그 지역과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제거하고 없애도록 하라.” 샤자데는 명을 받은 대

로 서둘러 카할카를 통과하였는데, 길에서 자타의 대 아미르들 중에 있었던 쿠발락과

다시 마주쳤으며 대대적인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함성이 일어났고 큰 피리의 탄식소리가, 샤자데의 군대를 자리에서 일
으켰다. [628]
전투에 능한 전사들이 양측에서, 함성을 지르고 들썩이며 원한을 품었다.
모든 황야가 다치고 살해된 자로 가득하였고, 온 땅은 모두 마치 꽃처럼 물들었다.

결국에 훌륭한 샤자데가 영원한 행운의 영예로 승리하게 되었고, 쿠발락을 붙잡아

보복의 칼로 베었다. 그리고 그의 온 울루스를 약탈하고 수많은 말과 양을 거두었으며

그곳으로부터 나아가 쿠잔(Kūzan)1616)과 우치 파르만(Ūch-Farmān)1617)을 통과하여 카

쉬가르(Kāshghar)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와 함께

행운과 영광으로, 그의 私的 이크타였던 안디잔에 도달하였다.

125. 세계정복자 사힙키란이 모든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영광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귀환한 이야기

1615) 이 카할카는 마와라안나흐르에 위치한 카할카와는 다른, 옌치 부근의 鐵門關에 해당한다.
1616) 이란본Ⅱ 및 840AH본에 따른 것이며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에는 쿠란(Kūran)이라 되어 있
다.

1617)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 840AH본에 따른 것이며 이란본Ⅱ은 우치 카르만(Ūch-Qarmān)이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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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마음이 자타의 업무를 마무리 지었을 때,

[시Shi'r] 적에 대한 승리자가 되어 행운을 얻었고, 병사들은 전리품으로 인해 힘
을 얻었다.
모든 적들이 살해되거나 내쫓겼고, 그들의 감옥에 포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나쁜 우려를 일으켰던 지역 모두, 위아래가 뒤집혔다.
이런 식으로 1000파르상1618) 이상에 달하는 적의 영역에 파괴를 일으켰다.

통치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고귀한 마음의 목표로 삼아, 하늘처럼 훌륭한 全軍과

함께 小 율두즈를 출발하여 大 율두즈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연회를 베

풀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고, 모든 노얀들과 아미르들과 귀족들에게 예복과 허리띠와

왕다운 사여로 이득을 얻게 하였다.

[시Bayt] 모든 황야의 텐트와 왕궁의 장막이, 금으로 짠 비단천을 늘어뜨렸다.
천막 내부에 금으로 된 용상을 두었는데, 모든 용상의 형태가 금과 보석이었다.
병사들은 투란의 왕을 그 위에 앉혔다. 손 안에 철퇴, 머리 위에 모자를 (두었다)
[629]
그 승리로 왕다운 연회를 열었고, 군대의 수장들을 훌륭하게 위무하였다.
국가를 개창하는 여러 저명한 이들이, 가신과 같은 봉사를 바치며 그 주변에 서
(있었다)
아름다운 이들의 손을 거쳐 마노와 같은 술을 금으로 된 술잔으로 즐겁게 마셨다.
기쁘고 즐겁게 여러 날을 보냈을 때, 기쁨을 일으키는 그 장소를 떠났다.

아미르 자한샤를 유수진에 두고, 일란 해에 해당하는 791AH 샤반 월 15일 일요일

(1389년 8월 9일)에,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급히 달려, 라마단이라는 영광스러운

달의 7일 일요일(1389년 8월 30일)에, 천국을 닮아 행복이 가득한 장소인 사마르칸트가

그의 축복받은 발걸음의 영예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를 얻었다. 세상 사람들은 사

힙키란께서 승리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행운과 더불어 귀환하시자, 소망과 바램이라

는 묘목이 즐거움과 기쁨의 꽃봉오리들 및 과실들로 신선하게 되어 결실을 맺었다. 아

가들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금화를 머리 위에 던지고 적절한 연회를 열어

합당한 선물을 바치며 즐거이 술잔을 돌렸고, 정원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푸르름

과 신선함을 얻었다. 그리하여 가을을 봄이 질투하였고, 수많은 창조물들이 안전과 믿음

1618) 캘커타본에서는 ‘수없이 많은’이었으나, 그 외의 출판본과 사본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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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람 및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의 그늘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휴식을 취하였으며 인생

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부하라로 이동하였을 때, 굴 파르카

티(Ghūl-Farkatī)1619)에서 동영하였고, 그 장소에서 쿠리여(Qūrīyā)1620)들을 조성하여 여

러 왕궁을 세우고 집을 지었다. 그 장소에는 수많은 호수가 있었고, 모든 종류의 새들,

특히 파르스에서 아르즈(Arj)라 부르는 백조(Qū)가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새의 사냥

(Qūshlāmishī)1621)에 극히 적절하였으므로, 그 호수 한 가운데에 운명의 칼리프권이 자

리한 왕좌가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위대함으로 장식되었고, 모든 가신들이 불사조

를 사냥하는 영광스러운 호머처럼 배를 마련하여 호수로 들어왔다. 북이 둥둥대는 소리

와 함성으로 새들을 놀라게 하여 날아올라 다른 호수에 이르면, 코슈치들이 동물들을

투척하였다. 빠른 매가 예리한 부리의 공격과 兩星(Nasrīn)1622)을 사냥하는 빠른 하늘의

회전처럼 새들에게 달려들어, 강한 신체를 지닌 새들인 백조나 왜가리같은 새들을 창공

의 정점으로부터 무력과 우세함으로 [630] 떨어뜨렸다. 그리고 윤기가 도는 가슴을 지닌

자스라(Jasra)1623)와 높이 나는 매가 매복 장소로부터 거위(Kulangh)와 기러기(Qāz) 위

로 날개를 폈고, 운명을 야기하는 발톱을 그들의 피로 붉게 만들었다. 코슈치들의 함성

이 백조에게 <너 자신을 구하라>1624)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사냥새(Tughril)의 생명

을 갈라놓는 공격의 상처로 인해 안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북의 소리가 다시 새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였으나, 바다에 사는 새(baḥrī)와 하얀 매(Shahin)와 다른 사냥새들의

용기가 그들을 무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시Nazm] 단 시간 안에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많은 새가 붙잡혔다.

그 곳에서 (포획한) 새의 수는 매우 많아서, 『세계정복자사』(Tārīkh-i

Jahāngushāy)의 주인1625)이 기록하기를 “차가타이와 우구데이의 왕자들이 어느 겨울에

그곳에서 동영하였는데, 매 주마다 15마리 낙타에 실을만한 백조를 Sharlaghe의 관습으

1619) 이 지명 중에서 ‘굴’은 호수를 가리키는 단어이며, 파르카티와 유사한 ‘Farqad’라는 지명이 부
하라에 보인다(W. Barthold,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111).

1620) 이란본Ⅰ에는 Ghūriyā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은 위와 같다
(YZN/Urunbayeb, p.430). Doerfer에 의하면 보호를 위한 방벽으로 둘러싸인 장소를 의미한다.
뒤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듯이 갈대 등으로 일정한 장소를 둘러싸서 울타리처럼 만드는 구조
물을 의미한다.

1621) 이 단어는 투르크어 새(Qush)의 동사형인 ‘Qushla’에 어미인 ‘mish’를 붙인 것으로, ‘새 사냥’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硏究』 p.441).

1622) 거문고 자리의 알파성인 베가와 독수리 자리의 알파성 알타이르 두 별을 일컫는 단어.
1623) 낙타와 같은 외형을 지닌 새, 이란에서는 ‘Shutur-murgh’라는 단어가 타조를 가리킨다.
1624) Qur'ān, Sūra al-Taḥrim : 6.
1625) 아타 말릭 주베이니가 몽골제국 역사의 초반에 대해 기록한 페르시아어 역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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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626), 사마르칸트 외곽에 자리하였던 대 오르두에 파견하곤 하였다.”라 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와의 계약(에 따라)>, 바로 그 겨울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행운의 별이 완

벽의 정점에 높이 두어져, 사힙키란과의 혼인계약을 맺는 영광으로 특권을 얻었다. 이에

왕다운 연회를 마련하였으며, 수많은 조공을 보고 장소에 가져갔다. 드높은 장막 뒤의

여인인 술탄 바흐트 베이굼을 성취를 거두는 그 노얀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전술한 대로 후라산의 사건들과 중요한 일들을 원하는 대로 해결한 후1627) 고

귀한 왕좌의 발치로 향하였다. 아미르들과 노얀들이 그를 마중하였고 그 동영지에서 세

계의 왕의 발밑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을 얻었다.

[시Bayt] 이름 있는 왕자들이 부친의 왕좌 앞에서 알현을 행하였을 때,
세계 정복자는 그들을 친절하게 끌어안았고, 얼굴에 입을 맞추었으며 대화를 시작
하였다.
그에게 물었다, 크고 작은 모든 방식에 대해, 왕자들 역시 그 모두에 대해 대답하
였다.
그 후에 많은 선물을 바쳤고, 땅에 입을 맞추었으며 찬사를 행하였다. [631]
왕 중의 왕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세계는 그 선택된 무리들로 인해 기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왕국과 신앙의 발전이
새롭게 되었다.

그 겨울에 사힙키란의 판단에 따라, 샤자데 미란샤의 아들인 아미르자데 아부바크

르는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의 딸과 약혼하였고, 드높은 장막 뒤의 여인이신 한자데

가 연회의 의례를 주재하였다. 그러나 또한 그 와중에 모든 기쁨에는 슬픔이, 모든 축

제에는 애도가 뒤따른다는 당대의 관습에 따라, <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신다.>1628) 사힙키란의 부친의 부인이었던 훌륭하신 여인, 카다크 카툰(Qadāq

Khātūn)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

다.>1629) 그 분의 영광스러운 마음은 이 재앙의 발생에 대해 극히 마음아파 하였고, 종

1626) 이 ‘Sharlaghe의 관습으로’라는 부분은 주베이니의 원본에는 보이지 않는다(TJ/Qazvīnī,
p.111).

1627) 앞서 핫지 벡 자운 쿠르바니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그는 티무르가 육성하여 투스의
하킴으로 세웠던 인물이다. 그러나 티무르가 이란에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었으며, 툭타미시도
마와라안나흐르의 업무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투스를 완전히 스스로 장악하였다.
특히 이 일에는 당시 투스에 수감되어 있었던 카마르 앗 딘의 아들 유수프 호자가 간여하고 있
기도 하였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란샤와 시스탄에 주둔하고 있었던 아크부카의 협공으
로 그들을 진압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歷史의 精髓』의 기록이 보다 더 자세하다(ZT/Jawādī
2, pp.700-711).

1628) Qur'ān, Sūra al-Nazm : 43.
1629) Qur'ān, Sūra al-Baqra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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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행운의 눈을 밝혔던 (그분의) 축복받은 얼굴은, 괴로움과 고통이 범람하는 삼각주

가 되었다. <(이는) 놀라울 것이 없다.>

<마음이 매우 슬프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1630)

기적을 주재하시는 펜의 날인과 죽과 (음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먹이는 관습 및

훌륭한 업무와 자선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노약자들에게 행하였으며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용서받으실 고인의 시신을 키시로 옮겨 매장하였다. 사라지지 않는 친애

로.

[반구M iṣrā’] 드높으신 천국으로의 나아감이 기쁘게 되기를!

그리고 겨울이 끝에 이르렀을 때,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왕국의 수도로 갈 것

을 명하였다. 나아가는 길마다 신의 보호와 가호에 피신하고 행운으로 사냥을 하며, 상

서롭고 행복하게 여러 장소들을 거쳐 나아갔다.

[시Nazm] 어떤 사냥터에도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았고, 사냥감들을 쓰러뜨리며 나
아갔다.

상서로이 카르시를 지나, 아키야르의 하시카(Khashkā) 강변1631) 위에 있는 키시의

훌륭한 평원에 안착하였다. [632]

[시Nazm] 하늘처럼 강력한 왕의 大帳殿이, 땅 위에 비단 천으로 성채를 세웠다.
모든 황야가 끝부터 끝까지, 텐트와 천막과 차양으로 가득하였다. [633]

126. 사힙키란이 쿠릴타이를 명령한 이야기

승리의 사힙키란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 투르크라는 행운의 태양, 그 중에서도 특

별히 차가타이 울루스가 위대함과 영광의 정점으로 떠올라 지고함과 독립을 완성하였

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배와 장악의 광선을 드리웠다. 그리하여 연이은 공격에서 계속

되는 승리로 인해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병사들의 용감한 손에 떨어졌던 끝없이 풍부

한 전리품이나,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의 조공품(Yāsāqīyān)1632) 등은 재력이나 도구 등

1630) 아들인 이브라힘의 사망에 관한 예언자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36),
1631) 현재 샤흐리샵스의 북동쪽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카시카다리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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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당대의 다른 아미르들보다 더욱 강력하였다. 그리하여 통치와 국가 개창을

위한 규율과 같은 중요한 업무에 필수적 요소였던, 왕국을 정비하는 판단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즉, 군대를 증원하도록 하고, 792AH, 윤트 해1633) 봄에(1390년 봄)1634)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로 인해 영광과 위대함의 빛이 내려앉는 곳이었던 아키야르에서

대 쿠릴타이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만호장과 천호장과 백호장과 나머지 수장

들로 된 아미르들과 노얀들 및 여러 지역의 하킴들이 모인 후에, 연회와 쿠릴타이의 관

습 및 예절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행해져, 세계는 파리둔과 아프라시압1635)은 보았어도,

이와 같은 것은 보거나 듣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병사들의 확충에 관한 지시가 반

포되었으므로, [634]

[시Bayt] 모든 병사의 수장이 각자 봉사를 위해 허리띠를 매고 명령을 들었다.

복종할 필요가 있는 명령이 반포되는 대로 결정되었고 모두 (그것에) 복종하였으므

로, 정해진 바에 따라 병사들을 보고장소에 데려가 대열을 다시 구축하였다. 대열을 다

시 구축하였던 대 타바치는, 아미르 핫지 사이프와 아미르 자한샤 (이븐) 자쿠와 아미

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였다. 또한 그 때에, 왕다운 연회를 준비하였고 잔치가 화

려하고 장엄하게 마련되었으며, 보석이 가득한 높은 모자(Bughtāq)1636)가 발키스를 닮

은 카툰들의 정수리에서,

[반구M iṣrā’] 말하기를, 마치 플레이야데스 성단이 달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유리로 된 컵들이 금성과 같은 이마를 가진 巡杯者의 손에서,

[반구M iṣrā’] 모든 오염으로부터의 깨끗함은, 마치 현자의 내면과 같다.

1632) 본래 이 단어는 ‘칭기스 칸의 야사’에서 파생된 복수형 단어이나, 문맥에 따르면 조공품이라
는 단어가 더욱 적절하다. Doerfer에 의하면 이 단어는 조공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71).

1633) 이 해는 본래 윤트 해(Yūnt)여야 한다. 그러나 검토한 사본과 출판본에는 모두 아트(‘At)해
로 되어 있다. 이는 아야트 해와 철자가 유사하지만, 사실 이제까지 아야트 해는 'Ayat' 해였으
므로 철자가 다소 다르다.

1634) 792AH은 1389년 12월 20일부터 1390년 12월 8일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때는 일란 해와 윤
트 해 사이에 걸쳐 있는데, 792년이 시작한 지 1달 정도 만에 윤트 해가 시작하므로 봄 계절은
윤트 해에 걸쳐 있다.

1635) 이란 고대 전설 및 Shāh nāma 등에 등장하는 투란의 왕. 본래는 파리둔의 손자이지만 아흐
리만의 대리인으로 그에게서 이란 문명 파괴를 위해 신비스런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란의 왕
카이 후스로우에 의해 살해된다.

1636) 금으로 장식된 모자, 몽골의 전통 모자이다. 몽골여인들을 묘사한 세밀화 및 유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위로 길게 솟아있는 모양의 모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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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세상은 즐거움으로 장식되었고 全 영역이 장식품과 소유물로 가득하였
다.
세상이 주름진 비단 천 아래에 숨겨졌다. 넓은 땅이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하였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훌륭한 나무의 묘목이시며,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사힙키란께

서 뛰어나다 하셨던 훌륭한 부인, 시린 벡 아가의 딸 세빈치 쿠틀룩 아가를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 주었다. 그 일이 마무리 된 후에 사힙키란의 허락에 따라 아미르자

데 미란샤는 후라산으로 돌아갔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안디잔으로, 그리고 아

미르와 노얀들 또한 각자의 유르트로 돌아갔다. 사힙키란은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

로 향하였고 며칠 후에 사마르칸트 외곽의 얄구지가즈 평원은 승리의 상징이자, 승리에

영향을 끼치는 깃발이 세워지는 거점이 되었다.

[시Bayt] 세계의 일의 근본이 되는 당대의 질서가, 세계 군주의 天幸으로 완성되었
다.1637) [635]

127. 사힙키란이 자타의 방향으로 군사를 파견한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또한 前述한 해의 초반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후다이

다드 후세이니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그의 형제인 아미르 우스만과 코

슌의 아미르들, 그리고 奴隸軍(Khāna-i Bachigān)1638) 중에서 사디크 타반(Sadīq

Tābān)과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의 아들 술탄 산자르(Sulṭān Sanzar)와 하산 잔다

르(Ḥasan Jāndār)와 탈라크 카우친(Talak Qauchīn)과 에이드 호자와 타바콜 바우르치

와 누스라트 카마리(Nuṣrat Qamārī)를 20000명의 기병과 함께 자타 방향으로 파견하였

다.

(그들이) 세이훈을 건너 타슈켄트를 지나 이식쿨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우마

르 셰이흐의 어전으로부터 아미르 말라시 아파르디(Amīr Malash Apardī)와 그의 아들

인 빅시(Bīksh)와 바드르(Badr)와 사드르 투르크멘(Ṣadr Turkmān)이 5000명의 용사들

과 함께 안디잔으로부터 도달하여 그들에게 합류하였고, 쾩 테페(Kūk-Tūpe)1639)에 이

1637) Rashīd al-Dīn Waṭwāṭ, Qaṣāyid : 162. 찬양시(Madḥ)의 일종이다.
1638) 『歷史의 精髓』에는 ’Khāna-Zādagān'이라 하였는데 유사한 의미로 보인다(ZT/Jawādī 2,
p.828). THTB의 번역에 의하면 ‘그의 조정에서 길러져 자라온’ 이라 되어있다(THTB/Darby 2,
p.13). 이것은 몽골어로 ‘Ger-ün Köbegün’, 즉 몽골-투르크 지배층 개인에게 속해있는 匠人들을
일컫는다고 한다. 그러나 『勝戰記』에서는 이 용어가 티무르의 사적 예속군을 가리킨다. 그러
므로 이들을 奴隸軍이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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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을 때 여러 날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적들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곳으로부터 적

들의 뒤를 따라 아르자투(Arjatū)1640) 산맥의 길로 나아가, 적들 중에 누구든 잡으면

[시Bayt] 젊은이와 노인들은 죽이거나, 살려서 포로로 삼았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
들은 포로가 (되었다).
약탈하여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져갔다, 진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것에
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주변과 사방을 용감한 대오로 통과하여, 알말릭을 통과하고

일리 강을 헤엄으로 건너서, 엔케투라의 유르트가 있는 카라탈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

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400명의 기병과 함께 먼저 정탐을 위해 갔었던 카우친 인

들 중에 울제이 부카 무찰카치(Ūljay Būghā Muchalkāchī)1641)가 어떤 사냥터에서 카마

르 앗 딘과 마주쳐 대대적인 전투를 행하였으며 양측에서 수많은 이들이 살해되었다고

하였다. 아미르들은 이 사건의 상태를 조사하고자 하산 잔다르와 말라시와 벡시를 파견

하였다.

그들은 용감하고 신중하게 길을 나섰고 전쟁이 발생하였던 장소에 이르렀는데, 살

해된 수많은 이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군사 중에 몽골루

(Munghulū)1642) 부족의 [636] 부상당한 자를 하나 찾았는데, 그의 삶에 마지막 숨이 남

아있었으며, 40일을 초원에서 보냈던 자였다. 그를 구완하여 아미르들의 어전에 데려갔

다. 그가 말하였다. “그 곳에서 카마르 앗 딘과 전투를 하였고 양측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 살해되었는데, 우리 병사가 패배하여 바깥으로 달아났고, 카마르 앗 딘은 아이즈나

부즈나(Aījna-Būjna)1643) 황야로 갔습니다.” 아미르들은 쉼 없이 그를 좇아 서둘러 달려

갔고, 아이즈나 부즈나를 통과하여 우카르칸지(Ūkarkanjī)1644)에 이르렀을 때, 유수진을

그 장소에 두고 재빠르게 진격하였다. 그리고 이르티시 강변에 이르렀을 때, 카마르 앗

딘은 그 전에 이미 강을 건너, 검은 담비와 어민이 그 덤불에 있다고 알려진 툴라스

(Tūlas)1645) 방향으로 간 상태였다. 그리하여 묶여있던 배로 강을 건넜다. 아미르들은

1639) 이란본Ⅱ에는 Ghūl-Tūpe로 되어있지만, 840AH 사본 및 타슈켄트본에는 이 지역명이
Kūk-Tūpe로 되어 있다(YZN/Ṣādiq, p.434).

1640) 쾩 투페가 속한 이식쿨 북부의 천산줄기를 지칭한다. 모음은 840AH 사본을 따랐다.
1641) 무찰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약서를 의미하나, 그 중에서도 항복한 자들에게 주는 계약
서이다. 그러므로 무찰카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642) 이란본Ⅰ 및 이란본Ⅱ은 Matalqū이고, 캘커타본은 Munghulū, 타슈켄트본에는 Matakfū이다
(YZN/Urunbayeb, p.434).

1643)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은 본문과 같으나(YZN/Urunbayeb, p.434), 이란본Ⅰ에서는 두 번째의
부즈니 대신 유즈니(Yūznī)로 되어 있고 840AH 사본에는 아이츠나 부츠나(Aīchna-Būchna)로
되어 있다. 모음은 840AH 사본을 따랐다.

1644) 캘커타본은 Kiytjī, 840AH 사본 및 이란본Ⅱ의 사본 중에 하나는 ‘Kipatjī’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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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그 장소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을 건너게 하였는데, 그들

의 흔적과 낙인이 그 덤불에 있던 훌륭한 피스타치오 나무들 위에 새겨지게 되었다.

[시Bayt] 사힙키란의 군대인 사자들로 인해, 적들이 자리한 덤불 나무 위에 (흔적
이) 남겨졌다.
적들의 영토는 손톱만한 작은 땅 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아군 병사들이 점령을 위
해 그 위에서 말도 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 황야에서 그들의 공격 기간이 약 6달 동안 이어졌고 군대에게 군량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그 때에는 대체로 사냥한 고기와 황야의 양파로 연명하였다. 그러나 날씨마

저 추워졌으므로, 그곳에서 상서로이 방향을 틀어 알툰 게우르카(Alṭūn Kūrka)1646) 길

로 되돌아왔다. 그곳은 두 방향에서 거대한 강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아트라크 콜

(Atrāk- Ghūl)1647)이라 불렀다. 여러 역참과 장소를 거쳐, 사마르칸트에서 훌륭한 왕좌

의 발치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637]

128. 세계의 군주가 킵착 초원으로 향한 이야기

바로 그 792AH 가을(1390년)1648),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은 킵

착 초원1649)으로 향하였으며, 군사들의 상태를 위무하고 및 군대를 정렬하는 데에 호의

1645) 조치 울루스의 영역과 관련하여 『무인 選史』의 유명한 기사가 있다. “(13세기 말-14세기
초의 금장칸국 칸 톡타) 이후로, 조치 울루스는 두 개로 나뉘어졌다, 좌측에 있는 일부는 즉, 울
룩 탁과 센키즈 야가즈와 카라탈에서 툴라스, 잔드와 바르차칸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가
이의 아들에게 배정되었다. 그리고 ‘아크 호르데(Aq Horde) 군주들’의 이름을 받았다. 다른 우
익은 이비르와 시비르, 러시아, 리브카, 우케크, .... 사라이 베르케... (MTM/Istakharī, p.68). 이
것으로 볼 때 조치 울루스의 영역 중에도 서쪽인 청장칸국(Blue Horde)와 大別되는 동쪽에 백
장칸국(Aq Horde)가 있는데, 서쪽 청장칸국은 시비르, 즉 현재의 투볼스크(Tobolsk) 근처에서
시작하여 베르케의 사라이까지고, 동쪽 백장칸국은 비교적 동쪽에 치우쳐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지역 명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데, 울룩 탁은 ’큰 산‘이라는 뜻으로 티무르가 킵착 초원으로 원정
을 나섰을 때 그 곳에 있던 산이다. 그리고 센키즈 야가즈는 『勝戰記』에서 ’산카즈 야가즈‘라
불렸던, 사이람과 양기를 출발한 티무르 군이 종종 마주쳤던 지명이며, 카라탈은 앞서 언급한
세미레치에의 카라탈, 그리고 툴라스이다. 순서상으로 볼 때 툴라스는 카라탈 동-북부에 위치하
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카마르 앗딘을 쫓아가던 티무르 군이 알말릭과 일
리 강, (엔케투라의 거점인) 카라탈, 아이즈나 부즈나, 우카르칸지를 건너 툴라스까지 쫓아갔다
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볼 때 툴라스는 카라탈보다도 동쪽에 위치한, 현재 중국-러시아-타지
키스탄-몽골의 교계지역인 산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646) 금으로 된 게우르카(큰 냄비형 북)이라는 뜻이다.
1647) 의미상으로 보자면 투르크인들의 호수라는 뜻이 된다.
1648) 1389년 12월 19일 ∼ 1390년 12월 7일이며, 가을은 1390년 가을을 의미한다.
1649) 『歷史의 精髓』에는 킵착 초원으로의 원정을 ‘토크막(Tughmāq)’ 방향으로의 원정이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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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Nazm] 그들이 황야에 풀어놓았던 말을, 황야에서 가축을 치는 목동이 데려왔
다.
그 저명한 군대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자가 보병이라면, 왕은 그를 말에 태웠다.
그 병사들이 말과 무기와 금과 재물을 갖추고 달렸다.

사마르칸트로부터 신의 보호와 함께 상서롭고 행복하게 나아갔고, 후잔트 강 위에

다리를 연결하여 건넜다. 그리고 겨울을 타슈켄트의 파르신과 제나스(Jinās) 사이에서

동영하였다. 그 사이에 옳은 방법을 보여주는 그의 판단은, 셰이흐 마슬라하트(Shaykh

Maṣlaḥat)1650) <그의 비밀이 거룩해지기를!>의 빛나는 페르카트(Firqat) (星과 같

은)1651) 성묘를 순례하는 것이 聖俗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 여겼으므로, 이를

이루기 위해 후잔트 거주지 방향으로 고삐를 돌려, 진실한 의도와 순결한 생각으로 성

지순례의 의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자선의 목적으로 10000케베키 디나르를 적절한 주인

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슈켄트로 상서로이 귀환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638] 그 분의

축복받은 건강상태가 건강함이라는 명백한 길에서 벗어나 예기치 못한 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혹독함이 극도로 심하여 40일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은, 모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근심하게 되었다.

[시Nazm] 패배에 대한 공포로 인해 세계가 흔들렸다, 그의 지친 말로 인해 혀가
흔들렸다.
그는 세상의 생명이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200000개의
생명이 두려움에 떨었다.

성스러운 숨결의 은총이 세계와 세상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훌륭한 업무로

의 초대를 고려하였는데, 말하는 사람이던 하지 못하는 사람이던 간에 당대의 호사가들

은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하고 있다(ZT/Jawādī 2, p.729).
1650) 현재에도 후잔트 도시 내에 성묘가 남아있는 셰이흐 마슬라하트 앗 딘(Shaykh Maṣlaḥat
al-Dīn) 이다. 데빈 드위스에 의하면 그는 칭기스 칸의 서방원정 시에 있었던 후잔트 출신 성자
이며 나즘 앗 딘 쿠브라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한다(Devin Deweese, "Stock in the Throat of
Chingiz Khan," H istory and H istoriography of Post-Mongol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Studies in Honor of John E . Woods, ed. John E. Woods & Ernest Tucker,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6, p.35).

1651) 작은곰자리 감마성, 그와 한 쌍을 이루는 코카브(작은곰자리 베타성)가 기원 전 1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즉 점성술이 정립되었을 무렵 북극성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북극성과 한
쌍을 이루는 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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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만일 너의 칼이 가운데에서 일어선다면, 온갖 순결함이 일상생활에 세
워질 것이다.
너의 나쁜 의도를 지닌 장소인 슬픔의 침상으로부터 가벼이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
면 세상이 기립할 것이다.

그리하여 통치와 행운이라는 태양이, 괴로움과 병이라는 日蝕으로부터 (벗어나) 밝

아지게 되었고, 그의 비길 데 없는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藥局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는 치료와 은혜가 되는>1652) 모든 치료의 약물이 사여되자, 당대 사람들은 축하의 혀를

열어 이와 같이 말하였다.

[시Shi'r] <내가 회복되고 존경을 받을 때,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너는 고
통스러워하였다.
네가 전문으로 하는 것은 창조물에게 행운을 비는 것이다, 만일 내가 모든 사람에
게 안전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1653)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모든 이들이 축하하였다. 며칠 후에 영

광스러운 (그분의) 몸 상태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군대와 함께

후라산에서 도달하였고, 발밑에 입을 맞추는 상서로움으로 행복을 얻게 되었다. 사힙키

란의 훌륭한 판단은 군대 열병이라는 호의를 베풀었고, 아미르들과 노얀들을 왕다운 위

무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일반 군사들에게 사여를 내렸다.1654)

[시Nazm] 金銀 창고의 문을 열어 병사들에게 디르함과 디나르를 주었다.
말과 무기, 갖가지 종류를 모든 사람들에게 사여하였고 위무하였다. [639]

군대를 열병한 후에 길잡이들을 아미르들에게 분배하였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중심이었던 중군에 티무르 말릭 칸(Timūr Malik Khān)의 아들 티무르 쿠틀룩 오글란

과 쿤자 오글란과 이드쿠 우즈벡(Iīdkū Ūzbik)을 길 안내자의 관례로 동행케 하였다. 그

리하여 793AH 사파르 월 12일 목요일 낮(1391년 1월 19일), 태양이 물병자리(Dilū)의 8

번째 단계에 있었을 때1655) 축복받은 대오가 신의 가호 및 정결함을 갖추고 출발하였

1652) Qur'ān, Sūra al-Isrā : 82.
1653) Abū al-Ṭīb Mutanabī의 시.
1654) 티무르의 병에 관한 이야기는 『歷史의 精髓』에는 없고, 다만 겨울에 타슈켄트에서 동영하
였다는 기록만 남아있다(ZT/Jawādī 2, p.729).

1655) 이 날은 서력으로 1391년 1월 19일, 잘랄리력으로 바흐만 월 13일이다. 바흐만 월은 잘랄리
력으로 11번째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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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와 아미르자데 샤루흐를 왕국의

지배를 위해 머무르게 하였으며 아미르 라알과 아미르 말리카트(Amīr Malikat)로 하여

금 그들과 동행하게 하였다. 아가들은 모두 되돌려 보냈으나 대 부인(Bānū-yi Kibarī)

인 자타의 핫지 벡의 딸 출판 말릭 아가(Chulpān Malik Āghā)는 행운을 닮은 그 여행

에서 그 분과 함께 하고 그와 마주하는 행운을 얻어 상서롭게 되었다. 그리하여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이 명백한 승리와 친애의 도움으로 이동하였을 때, 투만과 천호의 아미

르들과 코슌의 아미르들은 모두 정해진 장소로 향하였다. 카라수만이란 장소가 상서로

운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툭타미시 칸의 사신들이 도달하였다.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그들을 적절한 장소로 데려가 보살폈는데, 눈과 비 때문에 며칠 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

다. 그리고 툭타미시 칸의 사신들의 도달이란 소식이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

다.

[시Bayt] 명령하였다, 길을 열어라, 그들을 왕궁의 문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왕에게서 명령을 얻었을 때. 가신들은 봉사를 위해 서둘렀다.
머리를 땅 위에 영광으로 두었고, 혀가 겸손과 축하로 가득하였다.

땅에 입을 맞추는 의례를 행한 후에 조공을 위해 가져왔었던 한 마리의 매와 9 마

리의 빠른 말을 영예로이 바쳤다. 행운을 동반하는 사힙키란은 통치의 관습을 준수하여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자비로운 영향을 끼치시는 그 손으로 매를 잡았으나, 왕다운

마음으로 더 이상의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사신들은 겸손의 혀를 여러 가지 변명과 사

과의 방식으로 열었으며, 대 아미르들의 중재로 무릎을 꿇고 툭타미시 칸의 서신을 보

고하였는데, [640] 그 자세한 내용은 이와 같다. “당신께서는 나를 어린이의 훌륭한 부

친이자 스승의 위치에서 기르셨고, 과거에 나에게 사여하였던 다양한 도구와 물자의 가

치는 천 개 중에 하나, 다수 중에 조금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저의) 그

나쁜 행동과 근본 없는 반항은, 불운한 나날들에서 발생한 혼란이자 무지하고 사악한

이들이 일으킨 혼돈으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온전한

애정과 왕다운 자비로 용서해주시고, 남은 호의와 애정을 계속 내려 주신다면 저는 스

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향후 한 터럭의 머리칼조차 복종과 복속의 길 바깥에 두지 않을

것이며, 예의와 복종의 조건을 준수함에 있어서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Bayt] 제가 한번 왕의 명령으로 신하가 되었으니, 다시는 왕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명하였다. “그가 초기에 적에게서 달아나 상처를 입고 지쳐 우리 앞으

로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를 자녀의 반열에 두고 얼마나 배려하였는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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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그를 위해 군대를 우루스 칸에게 이끌고 가기도 하였다. 그러한 이유

로 여러 군대의 말과 물자들과 수많은 도구들을 그 겨울에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를 도와 (군대를) 파견하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무리들을 우루스 칸의 무리들로부

터 분리하여 그에게 주었다. 또한 그의 손을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하여 조치 울루스

의 王座에서 칸으로 입지를 다지게 하였다. 행운은 지고하신 신의 은혜이지만, 그 원인

은 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를 애정과 연민의 혀로 아들이라 불러왔고, 그는 나를

부친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행운이 그에게 두어졌고 힘과 권력이 스스로의 상황에 주어

지자 아름답고 훌륭한 의무에 대해 잊어버리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

고 내가 이란 땅으로 이동하여 파르스와 이라크를 공격하였을 때, 반란의 길을 나서 군

대를 파견하였고 나의 왕국의 영토를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가)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 할 때 까지 그에게 호의의 그늘을 드리우지 않을 것이며,

보호와 돌봄에서 손을 뗄 셈이었다. [641] 그런데 그는 자만의 술로 인해 정신을 잃어

전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고, 다시 한 번 군대를 이끌고 많은 무

리들을 전위로 파견하여 우리 영역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게 주의를 기울

였던 바로 그 때, (그들은) 우리 병사들의 그림자를 보지도 않고 달아남을 선택하였으

며, 현재 우리의 출발에 대해 알게 되자 무력함의 문으로 들어와 용서를 청하고 있다.

여러 번 계약과 조약의 파괴가 그에게서 나타났으니 그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중

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진격의 군대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모이게 된 것이니, 하늘

의 가호와 신성한 은혜로 확실하게 될 것이다.

[반구M iṣrā’] 그 사이에 신이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1656)

<돌아가라, 우리는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곳으로부터 그들

을 추방하리니 그들은 불명예스러운 굴욕을 맛보리라>16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대

로 말하자면, “평화의 요청이 있으니, 알리 벡으로 하여금 우리를 맞이하도록 파견하여

(그의)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게 하고, 무엇이든 방책이 세워지면 행하도록 하자.” 연

회의 관습을 수행한 후에 사신들에게 금으로 지어진 예복을 입혔고, 거주지를 지정하고

명하였다. “관례에 따라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주어라.” 그리고 라비 알 아왈 월 16

일 수요일(1391년 2월 20일)에 쿠릴타이를 행하여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

였다. 그리고 툭타미시 칸의 사신을 붙잡은 후, 상서로운 상승점과 행운의 별(이 있을

때) 하늘처럼 강력한 모든 군대와 더불어 세계를 열어 길을 나섰으며, 야시와 카라주크

1656) Ḥāfiz, Dīwān-i Ḥāfiz.
1657) Qur'ān, Sūra al-Naml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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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브란1658)을 거쳐 3주1659) 동안 황야에서 여러 지역들을 통과하며 나아갔다. 그런데

다수의 말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주마다 알 아왈 월 초 목요일(1391년 4월

5일)에 사룩 우잔이라는 곳에 이르러 동물들에게 물을 먹였고, 지고하신 신에 대한 감

사를 행하였다. 거대한 범람이 일어났으므로 며칠을 그곳에 머무른 후 통로를 다시 통

과하여 게우르카를 두드리면서 이동하였으며 헤엄으로 강을 건넜다. 그 밤에 이드쿠 우

즈벡의 누케르 두 사람이 달아나 황야의 툭타미시 칸에게 갔다. 사힙키란은 그들의 뒤

를 좇아 사람을 파견하였지만 [642]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였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황야의 구덩이에서 물을 얻으며 나아갔

다. 21일 수요일에 어떤 산에 이르렀는데 쿠축 타크(Kuchuk-Ṭāq)로 유명하였다. 그리

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두 밤을 지새워, 금요일 낮에 울룩 타크1660)란 곳이 축복받은 안

착의 병영이 되었다. 사힙키란과 세계정복자라는 하늘의 태양은 그 황야를 관찰하는 즐

거움을 위해 산 위로 올라갔는데, 모든 황야가 푸르렀다. 그 날에 그곳에 머물렀으며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군대들은 돌을 가지고 와서 마치 미나렛 같이 높은 기념물

을 세우도록 하라.” 재빠른 손을 가진 조각가들이 날짜를 그곳에 기록하여, 당대에 관한

기념비를 남겼다.1661)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사냥을 하며 나아갔으며 빌란주크(Bīlānjūq)1662) 강변에 안

착하였다. 그리고 강을 건너 8일 후에 아나 카르구이(Ānāqarghūy)1663)에 이르렀다. 이

때엔 영광스러운 출발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약 4개월이 경과되어 군사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 황야의 주변에는 5달, 7달의 거리 동안 어떤 마을도 없었다.

수많은 가능성과 커다란 용기를 지닌, 극히 훌륭하고 많은 기병들이 있는 축복받은 오

르두는 흥분에 휩싸인 바다와 같았다. 세계는 함성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듯 (물자

의)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1마리의 양이 100케벡 디나르가 되었고, 16샤리아-만

(Man-i Shari'a)을 담을 수 있는 큰 돌그릇(Sang-i Kalān)1664)로 1 만(Mann)의 곡식이

1658) 이란본Ⅰ에서는 사이란(Ṣayrān)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사본들은 본문과 같다.
1659) 이란본Ⅰ에서는 두 주 동안이라고 되어 있다.
1660) 쿠축 타크와 울룩 타크는 모두 ‘작은 산’, ‘큰 산’이라는 뜻의 투르크어이다. 미노르스키
(Minorsky)는 이 두 지명을 쿠축타우, 울룩타우라고 불렀다.

1661) 본 논문 주석 209번 참고.
1662) 이는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 840AH 사본에 따른 것이다(YZN/Urunbayeb, p.439). 이란본Ⅱ
과 캘커타본은 ‘Bīlāqjūq’, 또 다른 사료에는 ‘Nīlānjūq’로 되어 있다. THTB에는 ‘Ilanjouc’로 되
어 있다(THTB/Darby, p.354). 앞에서 등장한 빌란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1663)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이 카라쿠툰(Qaraqūtūn)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731).
1664) 본문을 보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3가지 존재한다. 즉 16Man-i Shar'ī를 포함할 수 있는
Sang-i Kalān을 1 만(Mann)으로 삼아 곡식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 8Man-i Shar'ī를 포함할
수 있는 Sang-i Anbār를 1 만으로 삼아 밀가루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 그리고 160,000
Man-i Shar'ī를 포함할 수 있는 Sang-i buzurg를 1 만으로 삼아 밀 더미의 양을 측정하는 단
위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Man-i Shar'ī까지 네 개의 ‘만’ 단위가 존재하는 셈이다. 즉 Man-i
Shar'ī를 1로 놓았을 때 순서대로 1:16:8:160,000이란 비율로 네 개의 무게 단위가 존재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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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케베키 디나르에 이르렀으나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힙키란은 지시를 내려 만호와 천호와 백호와 십호의 아미르들에게 선언하였고,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다. 즉, 어떠한 피조물도 오르두에서 난과 쿠마즈(Kumā

j)1665)와 바그라(Baghrā)1666)와 투트마즈(Tutmāj)1667)와 리시타(Rishta)1668)와 우마츠

(Umāch)1669)와 그와 같은 것들을 조리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음식은 불마크(Bulmā

q)1670)로 충분하다. 그리고 아미르들은 신중히 시험을 거쳐 8 Man-i Shar'ī을 담을 수

있는 돌그릇(Sang-i Anbār)으로 1 만의 밀가루에, 마트르(Matr)라 부르는 야채를 더하

여 60그릇의 불마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군사들은 모두 그 한 그릇으로 만족하기로 하

였다. 그러나 많은 병사들이 그조차 얻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그 황야를 돌아다녔고 그

황야에서 얻었던 새의 알과, 다양한 [643] 동물들과 먹을 수 있는 건초들로 나날을 보내

자가 기준이 되는 이상적 무게단위라면, 후자 3개는 현실세계에서 여러 품목의 무게를 측정할
때 쓰이는 分銅의 규격이라 볼 수 있다. Sang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권에서 예부터 무게를 측정
하기 위해 돌로 추를 만든 것에서 유래하는 分銅의 명칭이다.
그렇다면 각 도량형의 실제 무게는 현재로 환산해보았을 때 얼마가 될까? 『勝戰記』에서는
무게를 나타낼 때 만, 길이를 표현할 때 파르상(Farsang)과 쿠루흐(Kuruh)와 가즈(Ghaz)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두 동부 페르시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량형 단위로 아랍-이슬람권과는
사뭇 다른 편이다. 힌츠(Hinz)의 연구에 따르면 페르시아 권에서 10세기 경 1 만의 무게는 시대
와 지역에 따라 260dir (816.5g)에서 2080dir(6656g)까지 다양하였으나, 이것이 이슬람 중간시기
의 중후반부에는 3 가지 종류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만이자 법적으
로 정해진 만, 즉 Man-i Shar'ī (‘법적으로 정해진 만’이라는 뜻)는 대략 833g에 해당하며 이것
은 일 칸국 가잔 칸의 도량형 개혁을 통해 설정된 ‘타브리즈의 만’이다. 가잔 칸은 이를 기준으
로 금은화와 화물, 액체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무게를 측정하였는데, 금은화의 경우 ‘타
브리즈의 만’을 단위로 측정하였고, 화물의 경우 ‘타브리즈의 만’을 기준으로 하되 10Mann,
5/2/1/0.5/0.25/ 0.125/10dir/5dir/2dir/1dir에 해당하는 다양한 分銅(Sang-i bār)이 있어 무게를 측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곡식의 경우 1만의 기준은 ‘타브리즈의 만’이지만, 그것의 10배를 킬라
(Kila), 그 10배를 타가르(Taghār)라 하여 상위 단계를 정한 다음 1만을 260디르(dir)로 정하여
하위 단위를 정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10배 단위로 상위 무게를 정하지 않고 8, 16배 차이
나는 분동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분동은, 죽 60분을 끓여내기 위해 소모한 밀가
루의 양에 해당하는 Sang-i Anbār이 6.664kg, 100 케베키 디나르로도 사기 어려웠던 1 Sang-i
Kalān의 곡식은 약 13.328kg, 거대한 곡식단의 무게인 Sang-i buzurg는 133,280kg로 약 133 톤
이 된다(Helaine Selin, "Weights and measures in Islam Originalbeitrag." Encyclopaedia of
the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non-Western cultures. Berlin: Springer,
2008, p.2259; 本田實信, 「ガザンハンの度量衡統一」, 『モンゴル時代史硏究』,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1991, pp.333-341; M. Ismail Marcinkowski, Measures and Weights in the Islamic
World: an English translation of Walther H inz’s handbook Islamische Mase und Gewichte,
Kuala Lumpur: International Istitute of Islamic Thought and Civilization, 2003, pp.24-5).

1665) 두껍고 속이 비어 있는 난의 일종.
1666) 어쉬(수프)의 일종으로 밀가루 반죽으로 만드는 것, 면이 든 어쉬를 의미한다.
1667) 이 역시 어쉬의 일종으로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다. 옻나무 죽(Āsh-i Sumāq)이다.
1668) 이 역시 밀가루 반죽으로 면발처럼 만든 후 건조하여 어쉬에 폴로(쌀밥)을 넣고 끓이는 요리
를 말한다.

1669) 역시 어쉬의 일종으로 곡식 가루로 만드는 것이다.
1670) 이 역시 어쉬인데 카치(Kāchī)와 같이 묽은 죽으로 가난한 이들이 주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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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진격하였다.

사힙키란은 주마다 알 싸니 월 첫 번째 토요일(1391년 5월 5일)에 사냥을 선택하였

다. 타바치들이 좌익과 우익의 아미르들에게 명을 내렸고 병사들은 포위망으로 나아가

그 끝없는 황야를 모두 포위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들과 새들을 몰았다. 그리고

2일 후에 경기(Qamārmishī)를 시작하여,

[시Bayt] 현재 말들을 몰고 있는 사방의 왕들이, 땅에서 얼룩말과 사슴을 비워내었
다.
(땅이) 마치 발가벗게 되도록 아침까지 사냥감을 사냥하였다, 그곳에서 집으로 되
돌아왔다.
그 사냥터에서 왕좌로 돌아왔다, 행운과 운명을 동반한 승리로.

그리고 병사들은 세계의 피난처인 왕의 행운이라는 영광으로, 사슴과 가젤과 바칸

(Bakan)과 다른 여러 가지 사냥감들을 다수 사냥하였는데 그 수가 워낙 많아, 비록 매

우 어렵게 잡았더라도 살찐 것만 선택하여 거두어들이고 마른 것은 그대로 두었을 정

도였다.

[시Nazm]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양을 잡아들여, 붙잡는 자들의 손이 일이 없게
될 정도였다.

예를 들면 가젤 중에 한 종류를 그 황야에서 얻었는데 버팔로보다 더욱 커서, 그와

같은 것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몽골인들은 그것을 칸드가이(Qandghāy)1671)라 불렀고 황

야인들은 바칸이라 불렀는데, 그것 역시 많은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한동안 군사들의

힘이 사냥한 고기들로 인해 충만해졌다.

129. 사힙키란이 보고를 받은 이야기

사냥이 완료된 후에,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的中을 상징하는 판단이,

철갑옷을 살피고 하늘같은 군대를 열병하는 데에 호의의 광선을 드리웠다. 좌익과 우익

과 중군과 양익의 군대는 [644] 마치 칼이란 보석이 철 위에 둘러진 것과 같고, 재빠른

말들은 마치 성전사들의 불꽃이 철과 같은 심장을 피해 투구(Bargushtavān)에 숨는 것

과 같았다.

1671) Doerfer에 의하면 이것은 순록, 혹은 말코손바닥사슴이라 하는 사슴 종중에 가장 큰 사슴을
일컫는다고 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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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수없이 많은 병사들은, 장악을 상징하는 승리의 베테랑들.
전투에서 마치 취한 코끼리들처럼 혼란스럽게, 모두 창과 철퇴와 단도를 손에 (들
었다.)
고래와 같은 가죽 방패를 집어 들었고, 표범과 같은 투구를 깨뜨렸다.
그들은 죽음이나 날카로운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을 두려워하거나 불꽃을 피
하지 않았다.
무리들이 독보적으로 훌륭하게 노력하였다. 창의 타격에 대해, 산의 공격에 대해.

이러한 식으로 별처럼 비할 수 없이 많으며 하늘과 같이 강력한 군대가 모두 정렬

하고 보강하여, 무리 별로 투만 별로 자신에게 정해진 장소로 나아가, 보고 장소로 향하

였다.

[시Nazm] 세계정복자는 군대가 준비되었을 때, 말 위에 올라 황야에 들어섰다.
루비와 금으로 된 왕관을 머리 위에 (얹고), 손에는 소머리를 지닌 큰 뱀을 쥐고.
고삐를 좌익으로 돌렸다, 온 세계가 산의 정점에서 강철을 얻었다.
첫 번째 대열의 첫머리로 나아갔다, 비르디 벡(Bīrdī-Bīg)이 빠른 말에서 뛰어내렸
다.
그의 투만이 대열의 첫 번째였기 때문이다, 모든 무리들이 칼과 단도를 손에 (두었
다).
적을 죽이려는 의도로 허리띠를 묶고, 원한의 다이아로 창촉을 예리하게 하였다.
수장들은 무릎을 꿇고 말을 끌고, 땅에 입을 맞추고 찬사를 행하였다.
바라건대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힙키란의 명령 하에 영원하기를!
우리의 머리와 생명이 종교와 정의의 길에서, 왕의 말의 편자 아래에 희생하기를!
그들에게 세계정복자가 칭찬하였다, 땅위의 움직임에 번영이 있기를!

사힙키란이 비르디 벡의 투만을 코슌 별로 호의의 눈길로 [645] 살핀 후, 상서롭고

행복하게 앞을 향해 나아갔다. 후다이다드 후세이니의 투만이 정렬하고 보강하여 대열

을 펼쳤다.

[마스나비(Mathnavī)] 1672) 모든 대열을 지닌, 전쟁을 행하는 병사들, 영광스러운 용

1672) 마스나비는 페르시아 고전 시의 형식 중에 하나로, 가잘(Ghazal)과 비슷하지만 각운
(Qāfiyya)의 규칙이 보다 독립적이고 다르다. 각 네 번째 구마다 다른 각운을 쓸 수 있다는 점
에서 가잘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란본Ⅰ에서는 이것이 ‘Bayt’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
기에 기록된 시가 4구체이기 때문에 마스나비이던 가잘이던 각운 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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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
전투의 기병들과 베테랑들이, 밧줄을 던지고 단도를 쥔 채로.

후다이다드는 알현과 조공의 관례를 수행한 후에, 기도와 찬사를 담은 보고를 위해

충심의 혀를 열었다.

[시Bayt] 왕에게 수없이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영원히 승리를 거두시기를!
세상이 당신께서 원하신 대로 되기를! 당신은 小臣의 하늘이며 노예의 별1673)입니
다.
우리 가신들의 몸과 영혼은 모두, 왕관을 쓴 왕의 길에서 희생할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은 그를 위무하였고, 크게 칭찬하였으며 존중을 더하였다.

후다이다드의 투만 다음에, 아크 티무르 바하두르의 아들 셰이흐 티무르가 술두스

의 천호와 함께 대열을 갖추고 서 있었다.

[시Nazm] (적을) 가볍게 함락하는, 첨예한 전투를 벌이는 병사들이, 원한을 안고
적을 찾아 손을 펼쳤다.
마치 포효하는 코끼리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손바닥에 칼과 철퇴와 밧줄과 활을
(쥐었다).

셰이흐 티무르 바하두르는 훌륭한 봉사의 의식을 행하였고, 무릎을 꿇고 말을 끌었

다.

[시Shi'r] 그 이후, 왕에 관해 기도하였다. 바라건대 복종의 하늘이 당신에게 복속
하기를!
당신의 바람에 따라, 시공간 속에서 세계의 신이 당신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기를!
우리 가신들은 매 시간, 매 장소마다 수천 명이, 당신이 (가시는) 길에 생명을 바쳤
다.
세계를 수호하는 이들은 그 이야기로 인해 기쁘게 되었고, 그에게 찬사를 보냈으며
그곳을 지나쳤다. [646]

그 거대한 무리들 뒤에, 샤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승리의 군대가 대열들을 갖추고

승리의 깃발을 세웠으며, 그 기회로 가득 찬 황야에서 미풍과 산들바람의 통과까지도

1673) 이것은 이란본Ⅱ 및 840AH 사본을 따른 해석이다. 타슈켄트본에 의하면 해석이 전혀 달라진
다. “小臣의 하늘은 별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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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였다.

[시Nazm] 수많은 군대로 인해 이 넓은 초원에서, 바람이 힘겹게 창공을 통과하였
다.
세계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군대, 원한을 가지고 전투를 일으키는 기병들.
모두 사자의 마음과, 호랑이의 힘을 지니고, 그들의 창끝으로 구름을 할퀴었다.

승리의 깃발이며 왕위의 形狀인 태양께서 신성한 가호로 둘러싸여 도달의 그림자

가 그들에게 드리워졌을 때, 샤자데는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는)

샤자데에게 적합한, 예절에 맞는 의식을 행한 후에 무릎을 꿇고, 향기로운 찬사로 축복

받은 대답을 장식하였다.

[시Nazm] 아아! 승리의 왕국과 종교의 문이 당신으로 말미암으며, 세계의 상서로
운 상승점이 당신으로 말미암으니.
중국과의 경계로부터 다르반드 변경까지 당신의 칼이라는 열쇠가, 적을 가둔 승리
를 열었다.
당신께서 가치 있는 운명을 지니셨음을 말해 무엇 하랴! 당신 스스로 영광스러운
운명을 가졌으니.
사향이 길에 흩날리는 모든 장소에서, 마치 태양과 달처럼 빛나게 되시길!
(당신께서) 운명적으로 향하는 모든 곳에, 마치 메아리처럼 세계 정복자의 등자가
있기를!
당신의 어전에서 생명을 다해 봉사하겠다, (당신은) 우리보다 매우 훌륭한 굴람이
다.
세계정복자는 그에게 수많은 칭찬을 행하였고, 그의 기도가 자비의 혀 위를 달렸
다.
드높은 운명이 너의 벗이 되기를! 너의 적보다 항상 훌륭하게 되길!
그리고 그곳에서 대오가 기뻐하며 나아갔다, 그 먼지가 바람에 용연향을 뿌렸다.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군대를 살피면서 통과하였을 때, 술탄 마

흐무드 칸의 군대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투만이, 그 끝없는 초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지하고, 대열을 갖추어 서 있었다. [647]

[시Bayt] 황야의 모래보다 많은 병사들이, 피 바다의 고래들과 같은 원한의 장소에
서.
모두가 빠르게, 원한을 펼치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거대하게 세계를 불태우며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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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녹여버린다.

그들 또한 약속된 방식에 따라 모두 예의를 준수하고 관례를 따랐다.

[시Nazm] 왕에게 찬사를 읊었다. 당신 없이는 결코 왕관과 印章이 있을 수 없습
니다.
모든 일에 도움을 내려 주시길! 눈길로 그것에 해방을 주시길!
당신의 세계가 臣의 소망과 하늘이 되기를! 숙명의 증거이자 상서로운 운명이 되기
를!
당신(이 가시는) 길에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화살과 철퇴, 칼이 내린다 하
더라도.
세계 수호자는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였다, 세계가 칭찬의 기도를 시작하였다.
모든 자에게 각기 수많은 칭찬을 행하였다, 계속하여 정의와 신앙과 함께하라.
그곳을 기쁨의 행운으로 통과하였다, 그 길의 먼지로부터 바람이 향기를 분사하였
다.

그 후에 그의 태양처럼 높고 하늘을 닮은 차양 위의 반달이, 고귀한 샤자데 무함마

드 술탄 바하두르의 군대 위에 행운의 광선을 드리웠다. 그들의 분노의 앞이마에 진 주

름은 마치 아름다운 이의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처럼 당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들의 무력의 함성 소리로 인해 하늘의 태양은 마치 사랑하는 자의 괴로움을 겪는 눈

처럼 어두워진 채로, 그 끝없는 황야의 공간을 수많은 군대로 비좁게 하였고 대열들을

정렬하여 세워두었다.

[시Nazm] 수많은 병사들이, 모두가 루스탐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공격적인 기병 용사들이, 용감하고 강한 신체와 민첩함을 지니며.
마치 분노한 사자처럼, 그리고 취한 코끼리처럼, 생명을 다해 따라가 그들 위에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사힙키란이 보살핌의 눈으로, 세계를 불태우고 피를 갈구하는 자들을 바라보

았을 때, 샤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알현의 관례와 조공 진상으로 예의를 갖추었고, 훌륭

한 對面을 기도와 찬사의 기술로 장식하였다. [648]

[시Nazm] 창조의 왕좌의 왕이시어, 당신의 기도는 눈이 있는 자들의 생명의 가호
이시옵니다.
당신의 모자가 별들을 넘어 섰고, 당신의 군사들은 동쪽과 서쪽을 장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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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장으로부터 루비처럼 빛나는 햇빛이, 당신의 앞이마로부터 행운의 아침의
浮上이.
때를 가리지 않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태양과 달이 모자를 떨어뜨렸습니
다,
당신께서 행운의 상징을 통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한 순간도 당신 없이는
(불가합니다.)
항상 당신의 위대함은 방법을 궁구함에 있어, 강한 자를 불태우고 약한 자를 돌보
시니.
당신의 하늘은 통치의 재갈이고, 당신의 神은 국가 개창의 벗이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에게서는 노력이, 당신의 행운으로부터
는 가호가 (있습니다).
아아! 그 상서로운 노복에게 은총이 (있기를!) 당신에 대한 봉사로 길을 나섰기 때
문입니다.
왕 중 왕과의 대면으로 인해 샤자데는, 기쁨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에게 기쁨으로 찬사를 행하였다. 아아, 친애하는, 훌륭한 자녀여!
너와 같은 등불이 나의 가문에 (있으니), 어찌 나의 생명의 눈이 밝아지지 않겠는
가.
어떤 일이든 신께서 너를 도와주시길! 인생과 왕국이 너의 소유가 되기를!

그런 식으로 바다와 같이 거대한 규모를 지닌, 승리를 동반하는 중군에서 용기의

형상인 바하두르들의 무리라는 파도가, 무리별로 각기 축복받은 보살핌의 영예를 얻었

을 때,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약속된 의식을 행하였다. 한편 승리의 샤자데인 미란샤는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우익에서, 파괴와 살해가 발생하는 전장의 먼지 외에는 행운을

밝히는 눈의 코흘을 알지 못했고, 용감한 전장의 용사들의 피를 제외하고는 행운으로

달아오른 얼굴의 홍조를 알지 못했던 전사들과 바하두르들을 데리고 대열을 정비하였

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하늘의 정점에 세웠으며, 넓은 평원을 끝에서 끝까지 차지하

고 있었다.

[시Nazm] 모래보다 많은 병사들은, 때로는 용기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
겼다. [649]
어느 누구도 전투에서 그들의 등을 보지 못하였다. 빠르기는 마치 바람 같았고, 참
을성은 마치 산과 같았다.
전투의 불길을 피우는 자이며, 왕의 깃발을 세우는 자이다.

승리가 등자에 있으며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통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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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라는 戰場의 기사였던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 자

리의 관습과 예의였던 바를 모두

[반구M iṣrā’] 그와 같은 (관습이) 그러한 명성에 걸맞았다.

행하였고 무릎을 꿇어, (마치) 말하는 앵무새처럼 설탕 같이 달콤한 찬양과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시] 아아, 바다 같은 마음과 신실한 신앙을 지니신 왕이시어, 왕관과 왕좌와 인장
을 밝히는 분이시여!
세계의 창조주가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같은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결하신 신은 세상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부터 어두운 먼지까
지.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은 당신의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어디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기억합니다.
세계에 깨어있는 운명의 왕은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왕좌에 적절한 행운의 눈이
있습니다.
적을 불태우는 당신의 칼이 반짝이길 빕니다, 깃발과 창촉이 당신으로 인해 승리하
길 빕니다.
臣은 목숨을 다해, 병사 중에 누가 있든, 왕의 발걸음을 뒤쫓아 허리띠를 동여매겠
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 당신의 판단력이 도우시길 빕니다, 적의 왕좌의 꼭대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길 빕니다.
세계의 군주이시며 왕이신 사힙키란은, 샤자데의 말씀으로 인해 기쁘게 되었다.
그에게 칭찬하셨고, 그의 군대 각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각성하고 있어라, 그리고 신중하여라, 신에게 피난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희망을 찾
아라.
우울의 왕궁에서 안전을 찾지 말라, (그것이) 밝아졌을 때 세상이 어두워진다.
너에게는 명성이 필요하다. 멀리 보라, 슬픔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너로 인해 기뻐하시길 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머리
가 연기로 가득하길 빈다. [650]

마찬가지로 우익에서도 저명한 아미르들과 높은 지위의 노얀들, 예를 들어 무함마

드 (이븐) 술탄 샤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자한샤 (이븐) 자쿠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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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들과 수장들이 [이 모두를 서술하는 것은 글이 장황해질 수 있지만] 모두 자신의

투만을 천호와 천호, 코슌과 코슌별로 배치하고, 보충병들을 정렬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

키고 있었다. 그리고 사힙키란이 각 무리들에게 도달할 때마다, 아미르들은 무릎을 꿇고

말을 바쳤으며 충심과 지지의 혀로 기도와 찬사의 의무를 행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모

두를 위무하였고 칭찬으로 지위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하여 태양이라는 잠

시드가 푸른 말로 하늘을 내달렸던 아침부터 하늘의 영웅, 별이라는 병사가 나타났던

밤까지 꼬박 이틀 동안, 군사들이 키시 평원의 아키야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행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미르들이 대열을 이루어 열병을 행하였으며 그 후에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며 자리하였다.

당대 사람들은 승리의 사힙키란의 강력함과, 그 호전적인 군대의 거대한 대열에 대

해 놀라게 되었고 실로

[시Bayt] 아아, 군을 이끌고 전위에게 승리를 거두는 당신 군대의 승리여! 당신 군
대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확신도 의심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

130. 국가를 개창하는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

탄을 전위로 파견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아미르들과 병사의 수장들을 사여와 위무로 돌보았으며, 전위를 파견하

고자 하였는데, 그 때에 고귀한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바하두르가 무릎을 꿇고 자

신을 전위로 삼아달라고 청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용기가 극히 옳다고 여겼으므로,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군대의 선두로 세웠고, 그를 위무하고 보살피기 위해 애정과 보살핌의

혀가 열렸다. [651]

[시Nazm] 1674) 병사들과 기사들의 희망이 너에게 있다, 정신을 밝게 하고 건강하여
라.

주마다 알 싸니 월 7일 금요일(1391년 5월 11일)에 점성술을 아는 이들의 선택으

로,1675) 상서로운 상승점과 상서로운 별(의 때에 아미르자데를) 먼저 파견하였고 유명한

1674) Ferdowsī, Shāhname.
1675) 『歷史의 精髓』에 따르면 ‘점성술을 아는 이’는 이후 수차례 언급될 티무르 조의 유명 천문
학자이자 점성가인 마울라나 사합 앗 딘 압둘라 리산이다(ZT/Jawādī 2, 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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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아미르들로 하여금 그의 축복받은 등자에 동행하도록 명하였다. 이때까지는 적들에

게서 전혀 소식이 없었다. 샤자데와 아미르들은 2일 동안 진격하여 어떤 장소에 이르렀

는데, (이곳에는) 5-6곳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즉시

이 소식을 사힙키란에게 전하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사정에 밝은 길

잡이들로 하여금 뒤를 밟게 하여 그 불을 피운 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조사하도

록 하라.” 그리고 명하였다. “군대의 상황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도록 하라, 그리고 항

상 신중히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이며, 태만은 허락하지 않는다.”

[시Bayt] 왕은 훌륭한 자녀에게 명하였다. 군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라.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몸을 편히 하는 것은,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현명하게 모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고 있도록
하라.

고귀한 지시가 승리의 샤자데와 저명한 아미르들에게 이르렀을 때, 명령에 따라 서

둘러 밤낮으로 멀리까지 나아가, 조사하며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투불 강(Tūbul)1676)에

이르러 건넜을 때, 정탐병이 소식을 전하였다. “70곳에서 불길을 보았는데 아무리 그것

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해 보아도,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사힙키란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즉시 출발하여 급히 달

려갔고 투불 강에 이르렀는데, 전위군의 통과로 인해 건널목이 파괴되어 있었다. 명령을

내려 병사들로 하여금 막대기와 짚을 모아 건널목을 세우도록 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이 승리를 상징하는 모든 군대와 함께 강을 건너 전위에 합류하였

다.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는 그 황야와 평원을, 세계를 횡단하는 말들의 말발굽 아래

에 [652] 두었으나, 적들에게서는 어떠한 흔적이나 소식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탐을 위

해 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끝없는 황야에서 떠돌아다녔으나, 어떤 흔적도 얻지 못하

였다.

사힙키란은 견고한 행운의 계시로, 셰이흐의 기둥, 다우드 투르크멘(Shaykh

Dāwud Turkmān)을 소환하여 다른 몇몇 바하두르들과 함께 정탐병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사막과 황야에서 자란 경험이 많고 용감한 자로, 굵직한 업무를 수행함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왔으며 당대의 춥고 더움을 맛보았던 인물이었다. 명령을 받고 나아가 이틀

밤낮을 재빠르게 달렸다. 두 번째 날 밤에 몇몇 알라축(Ālāchūq)1677)을 찾았고, (그는)

1676) 이 역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흐르는 강이다. 이르티시 강으로 통하게 되며, 이심강 서부
에 위치한다.

1677) ‘알라축’은 ‘알라칙’이라고도 하며 천막의 한 종류, 정원이나 황야에 임시로 세운 나무 및 털
로 만든 집이나 차양을 일컫는다. 천막이던 임시 집이던 정주민의 고정된 집이 아니라 유목민
들의 집을 떠올릴 수 있다. 현재 이란령 쿠르디스탄이나 유목민 거주지에는 여전히 양을 키우
며 이와 같은 임시 집에 거주하는 유목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형태는 네모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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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덕 뒤에 다른 바하두르들과 함께 숨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어떤 기병이

알라축으로부터 다급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가 통과할 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뒤를 밟아 붙잡았고 사힙키란에게 보냈다. 그 분은 그를 보살피셨고 셰이흐 다우드를

왕다운 친절한 사여로 특별케 하였으며 금으로 장식된 箭筒의 허리띠와 특별한 예복을

하사하였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툭타미시 칸의 소식을 물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하

였다. “우리가 무리로부터 바깥으로 나온 지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렀으나

칸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10명의 갑옷을 입은 기

병이 왔는데, 우리 가까이에 어떤 풀숲이 있어 그곳에 있곤 하였습니다. 누구인지는 명

확치 않습니다.”

사힙키란은, 에이드 호자를 30명의 기병과 함께 임명하여 그 알라축 인들을 데려오

도록 하였다. 에이드 호자는 명령에 따라 알라축 인들을 데려왔으며, 카마리 야사울에게

명하였다. “20명의 기병과 함께 가서 그 덤불속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을 힘껏 붙잡아

데려오라.” 카마리 야사울은 명령에 따라 나아갔고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전투가 발생

하였다. 일부는 살해되었고 일부를 붙잡아 고귀한 왕좌의 기초로 데리고 왔다. 툭타미

시 칸의 소식을 그들에게 물었고, 출발하여 수많은 장소를 지나고 많은 강과 호수들을

건너, 주마다 알 싸니 월 24일 월요일(1391년 5월 28일)에 야이크(Yayīq) 강변1678)에 이

르렀다. 길잡이가 [653]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를 누렸다. “이 강에는 세 통로가 있는데,

하나를 아이게르얄리1679)라 하고 두 번째를 부르쿠추트(Būrkucht), 다른 것들보다 작은

세 번째를 차파마쿠추트(Chapamakucht)1680)라 합니다."

그의 밝은 마음이 진실과 올바름이라는 빛이 내리쬐는 곳이었던 사힙키란은 말하

기를, “그 통로들을 건너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어쩌면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강의 상류로 나아가, 영광스럽고 드높으신 신에 의존하여 강에 뛰어

들어 건너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즉시 출발하여 강의 상류로 나아갔고 보병과 기병

이 각각의 장소에서 스스로를 강에 던져 헤엄으로 건넜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온전히,

그 수없이 많은 군사들은 그 넓은 강을 건강하게 건넜고 6일 후에 여러 장소들을 거쳐

몽골-투르크인들의 둥근, 혹은 세모 모양의 천막과는 다르고, 대신 베두인들의 천막에 가깝다.
현재 이란어로는 이 단어를 Ālāchīq, 혹은 ĀlāJuq이라 부르며, 정자와 같은 모양을 띤다.

1678) 979년 사본과 THTB에는　Tiq라　되어　있고， 이란본Ⅱ에는 Bīq, 타슈켄트본에는 Yaiq 등
으로 되어 있다. 미노르스키에 따르면　Yayiq라는　이름을　가진　강이　별도로　존재한다. 우
랄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THTB/Darby, p.309; 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313).

1679) 앞서 킵착 초원 원정 중에 ‘아이게르얄리’라는 지명이 있었다. 이란본Ⅱ에는 ‘아이게르발리’라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에는 ‘아이게르얄리’라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YZN/Urunbayeb, p.447).

1680) 타슈켄트본과 또 다른 사본에서는 ‘Khayma-Kujīt’라 되어 있다. kucht라는　어미는　앞에서
도　여러　차례　등장하였는데，　도시의　이름　뒤에　붙어　있었다．　지금도　이르쿠츠크나　
야쿠츠크　등의　러시아　지명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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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라(Samwar) 강1681)에 이르렀다. 승전군의 정탐병이 앞으로 나아가 있었는데, 적들

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를 고귀한 그 분에게 고하였다. 그 때에 아미르자데 무함마

드 술탄이 적들 중에 하나를 붙잡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데려왔는데, 상황을 그

에게서 묻자 말하였다. “강력한 무리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나

서, 복종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천호나 코슌에서 이

탈하지 말고, 군대들은 밤에 불을 피우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그 후에 군대를 정렬하

여 무리별로 나아갔다.

[시Nazm] 왕이 적들에 대한 소식을 얻었을 때, 그의 판단은 병사들의 보호로 향
하였다.
군대를 도구와 기능별로 정렬하였다, 모든 적을 녹여버리는 전사들을.
병사들이 무리별로 줄지어 나아갔다, 마치 끓어오르는 바다가 파도 속으로 들어가
는 것처럼.

그 이파크(Īpak)1682) 강 주변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사힙키란은 라

잡 월 초(1391년 6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상서로이 말을 몰았고 다리 입구에 서서 명

을 내렸다. “전위가 먼저 다리를 건너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중군의 군대가 다리를 건

널 때 까지 한동안 머물렀고, 좌익과 우익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맞은편을 향해 강으로

뛰어들어 건넜다. [654] 그 후에 승리의 동반자들이 다리를 건너 나아갔다.

이 가운데에 정탐병들이 세 명의 적을 붙잡아 데려왔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그들에게 (적군의) 소식을 묻자,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툭타미시 칸은 당신의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드쿠의 두 누케르가 당신의 오르두에서 달아나 왔고,

그들이 당신의 진격에 대해 소식을 전하였는데 황야의 모래보다, 나무들의 잎사귀보다

많은 수의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툭타미시 칸은 이 소식을 듣고 불꽃이

본성으로부터 피어나고 연기가 머리 위로 피어올랐으며, ‘나 또한 두 배의 군대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즉시 소식을 주변과 사방으로 파견하여, 좌익과 우익의 군대를

모아 현재 코릭 콜(Quriq-ghūl)1683)에 자리하고, 다시금 군대를 징집하고 있습니다.”

1681) 미노르스키의　 ‘Kimāk－Ghuz’에　관한　지도를　보면　우랄　강을　넘어　볼가강　중부에　
위치한　사마라로부터　지류인　사마라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307).

1682) 이란본Ⅱ은 위와 같으나, 이란본Ⅰ은 Abīk, 또 다른 사본과 타슈켄트본에는 Ībak로 되어 있
다(YZN/Urunbayeb, p.448). 미노르스키가 언급한　 ‘Irghiz’에　 해당한다(Unknown, Ḥudūd
al-'Ālam - 'The Resions of the World', p.309).

1683) 지명의 뜻은 ‘禁區 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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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머릿속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그릇된 시각(을 가진 이는), 승리가 군대
의 수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
수많은 고통으로 노력하여, 끝없이 많은 군대를 모았다.
전투가 발생할 때, 신으로부터 승리가 오지, 군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몰랐
다.
원한의 나날을 붙잡는 것은 행운이었다, 다수의 군대와 칼과 화살이 아니라.

툭타미시 칸은, 사힙키란이 야이크 강에 이르면, 통로를 건널 것이니 기회의 매복

장소인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 분은 신성한 가호의 계시로

그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강의 상류를 건너 그곳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약을 여

는 판단이 툭타미시 칸의 상황을 파악하였으므로, 승전군이 모두 도달할 때 까지 그 장

소에 머무르고, 좌익과 우익을 정렬하여 명하였다. “장막과 목책들을 준비하고, 축복받

은 병영의 둘레에 줄을 설치하여 구획을 나눈 다음, 군사들이 스스로의 주변에 해자를

파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에 따라 일을 행하였으며 신중하게 경계를 행하며 그 밤을

그 장소에서 보냈다.

[시Bayt] 다음 날 동쪽의 왕이 이 연꽃 같은 성1684) 위로 떠올랐을 때 [655]

그곳에서 출발하여 진격하였고 매 장소마다 이런 식으로 신중을 기하며 나아갔다. 사

힙키란은 모든 아미르들을 만호장부터 백호장까지 호출하여 모두에게 다시금 보살핌과

위무를 행하였고 값비싼 예복들을 사여하였으며 그들과 군사들에게 적절한 갑옷을 주

었다.

[시Shi'r] 돌보심의 바다가 끓어오르자, 병사들은 사여의 술잔을 마셨다.
모든 우두머리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주었고, 함께한 자들의 마음을 사여로 기쁘게
하였다.
철퇴와 투구의 보물창고에서 바로 그 갑옷과 칼과 화살과 활을
열어 병사들에게 뿌렸으며, 그곳에서 전투를 결정하여 진격하였다.

그 길 가운데에서 거대한 늪에 이르렀는데, 천신만고 끝에 그 늪을 건너 안착하였

다. 그 날에 정탐을 위해 사람을 파견하였는데, 적의 병사 중에 세 코슌이 발견되었으

며, 다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의 후방에서 또 다른 여러 군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말을 몰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군대에게 명하였다. “대열을 바르게

1684)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Ⅰ은 본문과 같으나, 캘커타본이나 이란본Ⅱ에는 아치(Ṭāq)으로 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하늘을 아치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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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좌익과 우익을 정렬하여 진격하도록 하라.” 이 상황에서 정탐병이 적들 중에 한

명을 붙잡아 데려왔다. 그에게 상황을 심문한 후에 야사에 처하였다. 그리고 순자크 바

하두르와 아르군 샤를 파견하여 적군의 소식을 알아오도록 하였다. 명령에 따라 나아갔

을 때 스스로를 드러내었던 그들이 되돌아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이 아무리 조사하고 효

과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적들에 대한 어떤 흔적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사힙키란은 무바샤르를 동일한 업무에 임명하였고 명령을

내렸다. “적들에게서 어떤 소식이라도 알아오지 못한다면 되돌아오지 말라.” 무바샤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용감하게 서둘러 나아갔고, 길 가운데에서 어떤 숲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서 멀리 어떤 연기가 보였다. 그리고 가까이 향하였을 때, 소리 또한 들렸다. 사람

을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적의 군대 중에 어떤 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사람을 정렬하여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656]

[시Nazm] 적들이 군대의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안장에 올라 원한을 지닌
칼을 뽑아들었다.
전쟁의 길에 전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대열을 정렬하였으며 목숨에 대
한 두려움으로 발을 디뎠다.
원한의 바람으로 인해 전투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혼돈의 운명이 잠자는 이들을 일
으켜 세웠다.

줄곧 사힙키란의 나날들의 벗이었던 하늘의 가호가 도와주시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적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40명을 붙잡아 운명의 통치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데려갔다. 사힙키란은, 무바샤르를 왕다운 보호와 여러 가지 보살핌

으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도 갖가지 애정으로 영광스럽게

하여, 사여(Ughulghā)1685)를 내리고 위무하였다. 그리고 포로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들에

게 툭타미시 칸의 상태를 물었다. 고하기를, “툭타미시 칸은 군대에게 선포하여 코릭 골

이란 장소에 모이라 하였는데, 우리 예속민들이 명령에 따라 그곳으로 갔으나 그를 만

나지 못했으며,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을 어긴 이유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황야와 숲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재앙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보고되었을 때, 무력의 용사들에게 그들의 살해를 명하였다. 이 가운데에 마마크(마마

이)의 아들이 타격으로 부상을 입은 채로 그 분에게로 운반되었고, 무릎을 꿇고 보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신은 사라이1686) 방면의 칸의 어전에 갔었는데, 그는 약속된 장

1685) Doerfer에 의하면 이 단어는 ‘선물’이란 뜻인데, 윗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사여로 번역하였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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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였던 곳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아미르 하미드의 아들 잘랄을 나디라 타르칸(Nadīla Tarkān)과 물라와 사

인 티무르와 일부의 바하두르와 함께 정탐병으로 임명하였고 명령을 내렸다. “적의 병

사들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만일 다수라면 스스로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달아나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속임수에 빠져 진격하게 하라. 그리고 매 번 얼굴을 내어 보

일 때 마다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라.” 아미르 잘랄과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은 명령에

따라 진격하였고 늪과 강을 통과하였을 때, 적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들 중에 15

명이 분리되어 앞으로 다가왔다. 아군에서는 사인 티무르가 앞으로 달려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되돌아왔으며, [657] 물라를 고귀한 그 분에게 파견하여 사건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는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왔으며 상태를 보고하였다.

131. 정탐병들의 전투와 아미르 이쿠 티무르가 살해된 이

야기

전술한 소식이 사힙키란에게 이르렀을 때,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아미르 이쿠

티무르는 바하두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적들이 어디에 있으며 다수가 진군하고 있

는지, 아니면 소수인지 등의 소식을 조사하라.” 그리하여 상황을 수집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저명한 아미르는 명령에 따라 서둘러 출발하여 급히 나

아갔고, 거대한 늪과 두 개의 강을 건너, 아미르 잘랄 (이븐) 하미드와 다른 정탐병들에

게 합류하였다. 그리고 더 앞으로 진격하였을 때, 적군 중에 어떤 무리를 보았는데 언

덕 위에 서서 감시하고 있었다. 즉시 일부 전투에 능한 자들과 칼을 지닌 용사들을 그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적들은 그들이 다가옴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 언덕을 내려갔고 그

들은 위로 올라가 적들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때 그 언덕의 반대편에서 30 코슌의

갑옷을 입은 보조 기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어떤 움푹 패인 곳에서 대열을 펼치고

전투를 준비하면서 매복 장소에서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 멈추어 아미르 이쿠 티무르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며 그는 즉시 나아가

언덕의 위로 올라가 적의 군대를 살폈다. 그리고 (적의 수가) 더 많았으므로 전투를 하

는 것을 옳은 방책이라 여기지 않았고, 천천히 방향을 돌려 그들을 통과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병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자신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군대의 뒤에 서 있었다.

적들은 그들에 대한 도움이 멀리 있고, 길에 수많은 강과 늪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으

1686) 여기에서의 사라이는 조치 울루스의 오르두가 있었던 볼가강 유역의 사라이를 의미한다. 다
만 바투의 것인지 베르케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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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아미르 이쿠 티무르를 향해 달려왔다. 그는 온전한 용기로 발을 단단히 짓눌렀으

며, 철로 주조된 화살의 타격으로 여러 코슌을 막아내어 승전군 모두가 건강히 강과 늪

을 건널 때 까지 노력하였다. 이 와중에 예기치 못하게 어떤 화살이 그의 말에 닿아 그

또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58] 바로 그 화살 맞은 말로

강을 건넜으며, 말에게 힘이 남지 않게 되자 쓰러졌다. 다른 말을 앞으로 끌어와 올라

탔으나 아직 말을 몰지 않았을 때, 다른 화살이 <신의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던> 엄지

로부터 쏘아져 나와 그 말의 죽음의 장소로 왔으며, (말이) 사망하게 되었다. 적들은 승

기를 잡고 많은 수가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훌륭하고 저명한 그 용사는 말에서

내려 발을 단단히 짓눌렀고, 극도의 훌륭함과 열정으로 용기의 손을 전투에서 거두지

않았으나, 적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순교하게 하였다.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

로 돌아가나이다.>1687)

[시Nazm] 세계의 속임수로 인해 어떤 사람도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누구
도 이 칙령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였다.
세계는 어느 누구와도 우정을 지니지 않았다, (너는) 그에게서 많은 친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관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때가 되면 길을 떠났고, 돌아보지 않았다.

적들의 행운의 등불이 꺼지고 집을 밝혔던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야드가르 바룰라스

의 아들 하리 말릭과 라마단 호자와 무함마드 아룰라트(Muḥammad Arulāt) 또한 순교

의 상태에 이르렀다.

[시Bayt] 그것을 끄고자 하였던 등불이, 죽음의 때에 집을 밝혔다.

사힙키란은 친히 일부 병사들과 함께 이 때에 강변에 도달하였으며,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자한샤가 축복받은 등자에 동반하고 있었다. 고귀한 지시가 반

포되었으며 병사들은 보병이 되어 강을 건넜다. 그리고 가시를 지닌 화살과 번개 같은

도검의 타격으로 적을 몰아내었다.

[시Nazm] 화살이 수장들의 활에서 발사되었다, 그 투구를 파괴하는 전사들에게.
적들을 도검과 화살로 몰아내었고, 그들의 생명에 탄식을 일으켰다.
적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자기)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우는
사자 위에 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659]

1687) Qur'ān, Sūra al-Baqra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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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전투에서 잘랄 (이븐) 하미드는 복종의 의무를 훌륭히 이행하여, 30명과

함께 그의 맞은편에 있던 적군 세 코슌에게 공격을 행하고 용기를 발휘하였으며 때때

로 북을 다시 두드려, (마치) 천둥같이 어둡고 번개같이 소리 지르는 고래가 공포와 두

려움이라는 야생 야크와 더불어 사방으로 질주하는 것과 같았다. 활을 당기는 소리와

화살의 비명소리를 통해 죽음의 소리가 적들의 삶의 귀에 내려앉았다.

[시Nazm] 포효하며, 날뛰며 거대한 활과 긴 화살을 손에 쥐었다,
자그 새(Zāgh)의 탑에서 활을 쏘았다. 죽음의 매를 적에게 (파견하였다).

나디라 또한 훌륭하게 전투를 행하였고, 타가이 미르칸(Taghāy Mirkan)의 아들 샤

말릭(Shāh Malik)은 바하두르 다운 노력을 행하였다.

[시Bayt] 화살 하나에 적의 군대 중에 한명의 용사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바야지드 시쉬 안구시티(Bāyazīd Shish Angushtī) 또한 훌륭히 행동하여 적들 중

에 세 사람을 붙잡아 데려왔다. 사힙키란은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승리를 동반하는 병

영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장소에서 발을 단단히 짓누르고 조심스레 군사 업

무를 행하고 있었던 무리들을, 다양한 보살핌과 고귀한 위무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타

르칸의 칭호를 사여하며 말씀하셨다. “前衛들이 거부의 손을 그들 앞에 내밀지 않을 것

이며 그들이 그 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행

한 9번의 죄는 묻지 않을 것이다.”

[시Nazm] 이처럼 대답하였다,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9대손까지.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이 이후로 우리의 자리에 (함께) 앉
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교의 영예를 얻었던 아미르 이쿠 티무르의 친족들을 큰 보살핌과 자비로 [660]

돌보았다. 그 중에 칼자가이(Qaljaghāy)의 아들 샤 말릭에게 왕다운 큰 애정으로 특별

함을 사여하여, 아미르 이쿠 티무르가 맡았던 임무를 그에게 주어, 대 인장

(Muhr-Kalān)과 명령을 위한 인장(Muhr- parvāna)를 그에게 맡겼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북쪽을 향하여 나아간 지 약 6달이 되어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밤의 일몰 전

에 아침의 일출의 흔적인 노을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태양이 북쪽 성좌에 있을 때에

는, 그곳에서 밤 기도(Namāz-i Khuftan)를 하는 것은 위대한 샤리아의 파트와에 따르

면 필요 없는 일이었다.1688)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한 후에, 승리의 도검을 빼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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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과 행복의 깃발을 세워 높은 곳에 안착하였다.

[시Nazm] 그 타인을 돕는 술탄의 등 위에서, 침까지 숨을 쉬며 휴식을 취하였다.
세상은 장례식의 옷을 내던지고, 가치 있는 왕관인 태양을 세웠다.

그곳으로부터 상서로이 진격하였다. 툭타미시 칸은 승전군이 도달하였을 때 멈추지

않았고, 적군의 정탐병은 매일 자신을 내보이다가 되돌아가 그 끝없는 황야를 나아가며

멈추지 않았다. 사힙키란은 샤자데들과 노얀들과 함께 상의하였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 명을 내렸다. “20000명의 기병과 함께 앞서 진군하라. 최대한 급히 달려 그

에게 도달하되, 서두르고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아미르들 중에 아미르 순자크와 술탄

산자르와 아미르 우스만과 하산 잔다르와 나머지들을 그와 함께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들이 명에 따라 서둘렀을 때, 다음날 소식이 전해졌는데 양측 전위가 서로 만났다고 하

였다. 고귀한 판단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군대의 정렬을 명하였고, 상서로

운 운명과 승리의 행운으로

[시Bayt] 원한을 지닌 적에게로 나아갔다, 행운의 힘과 신의 가호로,

그러나 그 날에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해 [661]

[시Shi'r] 창공이 어두워졌다. 눈물을 흘리는 구름은 갑자기 혼돈이라는 단도를 날
카롭게 하였다.

132. 군사의 준비와 거대한 군대의 정렬과 큰 전투의 발생

에 대한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양의 해에 해당하는 793AH 라잡 월 15일 월요일(1391년

6월 18일), 창공이 6일 후에 열리게 되었던 때에, 쿤두즈자(Qunduzja)1689)라는 장소에서

친히 군대의 배열을 살피고 질서를 부여하고 정렬시켜 7개의 중군을 세웠는데, 어떠한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것은 신성하신 신의 계시

와 하늘의 가호를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의 특징에는 많은

비밀이 있는데, 쿠란의 첫 번째 장(Sab al-Mathānī)1690)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 길에

1688) 백야가 존재하는 지역에 사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규정.
1689) 이란본Ⅰ 및 840AH 사본에서는 쿤두르자(Qundurja)로 되어 있으나 캘커타본, 타슈켄트본,
이란본Ⅱ 등에서는 본문과 같이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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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반구M iṣrā’] 그 정원의 나이팅게일에게는 다른 노랫소리가 있다.

중군 하나는 술탄 마흐무드 칸의 이름으로 정렬하였는데, 경험이 많은 무리들과 칼

을 지닌 많은 바하두르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Nazm] 모든 전사들과 저명한 자들이 마치 사자들처럼 전투에서 뒤섞였다.
병사들은 마치 끓어오르는 바다처럼, 모두 전투에서 발톱을 날카롭게 세웠다.

그 선두(Bāshlāmishī)1691)를 아미르 술레이만 샤에게 맡겼으며 대 중군을 정렬하여

샤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주변과 사방을 사자를 던지는 용사들과,

대열을 쳐부수는 전투의 용사들로

[시Bayt] 모두 전투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었고, 무거운 철퇴를 목에 둘렀다.
모든 칼에 피로 물을 주었다, 창촉은 간에 안개를 기웠다. [662]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군대의 바하두르들과 대오에 선 용사들 중에 스무 코슌의 용

감한 자들을

[시Nazm] 칼을 지닌, 전투에 숙련된, 군대를 부수는 영광스러운 용사들
전투의 기병들과 용감한 자들이, 불길로 단도에 먼지를 일으켰다.
모든 그들의 일은 노력과 공격이었고, 그들의 모든 길에 깃발을 들어올렸다.

선택하여 축복받은 등자에 동행케 하고 각기 대 중군의 후방에 서있도록 하였다.

양측의 바하두르들이 서로 매달려 살해와 싸움의 불꽃의 불타올랐을 때, 승리의 피난처

인 병사들 중에 어떤 무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그들이) 도움을 제공하여 일이

행운으로 귀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우측에서는 다른 중군을

[시Nazm] 모두가 사자처럼 용감하고 일에 숙련된 이들, 용감하고 적을 잡아들이
고 국가를 개창하는 이들.
전투의 때에 모두가 대열을 (이루었다), 그들에게서는 몸으로, 적으로부터 군대로.

1690) 쿠란의 첫 번째 장을 일컫는 것으로, 이 장은 7개의 시구로 되어 있다.
1691) 머리를 의미하는 몽골어 Bash의 동사형 Bashla에 어미 mishī가 붙은 것으로 출발하다, 시작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硏究』,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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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하여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샤자데

의 앞에 무함마드 술탄 샤가 울타리와 장막들을 준비하여 전투를 행하였다. 우익의 수

장에는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이 정렬된 군대 및 용감한 무리들과 함께 생명을 포

기한 채로

[시Nazm] 기술을 안내하는, 전투에 숙련된, 사람들을 내던지는 (이들), 승리를 발
생시키고 국가를 개창하고 심장을 부수는 (이들),
모두가 방패처럼 가슴을 칼로 열었다, 마치 도검이라는 보석이 철에 잠식된 것처
럼.

서 있었다. 좌익에서는, 다른 중군을

[시Nazm] 모두가 용감하고, 적들을 사냥하고, 왕국을 취하는 무리.
능력 있는 몸은 힘세고 용감하며, 신체는 마치 코끼리 같고, 힘은 마치 사자와 같
았다.

정렬케 하여,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축복받은 등자에 동반하도록 하였다. 좌익

의 수장으로는 비르디 벡 (이븐) 사르부카와 후다이다드 후세이니가 용사들 중에 일부

무리와 함께 [663]

[시Bayt] 만일 분노로 칼을 뽑아든다면, 마음과 눈에서 구름이 피의 강을 이룰 것
이다.
만일 날아다니는 새를 화살로 쏜다면, 화성과 화살이 공포에 떨 것이다.

용감하게 적들과의 전투로 향하였다. 만호와 천호와 코슌 중에 우익과 좌익의 아미

르들 모두가 각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대열을 정렬하였으며, 기병과 보병은 장막을

앞에 두고 전투를 준비하였다.

[시Nazm] 수없이 많은 군대가 정렬하였다, 그들의 먼지가 태양의 얼굴을 덮었다.
그들 각각에게 루스탐이 나타났다, 그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적들 중에 온 세계가.
병사들의 수많은 갑옷과 칼, 모자(Khūd) 및 왕관으로, 해와 달이 어둡게 되었다.
칼과 철퇴와 북과 용사들로 인해, 땅이 검게 되었고 하늘이 노랗게 되었다.

그곳에서 적들의 정탐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툭타미시 칸은, 자신의 군대의 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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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익에 조치 가문의 샤자데들, 예를 들면 타시 티무르 오글란과 벡 야룩 오글란과

일리가미시 오글란과 벡 풀라드 오글란과 알리 오글란('Alī Ūghlān)과 진타 오글란

(Jīnta Ūghlān)과 그 외의 사람들, 그리고 아미르들과 노얀들 중에서는 알리와 술레이만

수피 콩기라트와 노루즈 콩기라트(Naurūz Qunqirāt)와 아크타드(Aqtād)와 아크부카와

우루스 주크 키야트(Urūs Jūq Qiyāt)와 이드쿠의 손윗 형제인 이사 벡과 하산 벡

(Ḥasan Bīk)과 사라이(Sarāy)와 쾩 부카(Gug Būghā)와 야글리 비이 바아린과 쿤구르

비이(Oūnghūr Bī)와 다른 울루스 조치의 아미르들 및 사령관들을 배치하고 양익을 설

정하여 도달하였다.

[시Nazm] 병사들이 무리지어 자리하였다, 마치 끓어오르는 바다가 파도로 들어가
는 것처럼.
말의 편자로 인해 땅이 돌 색1692)이 되었고, 창으로 인해 창공이 마치 표범의 등처
럼 되었다.
모든 황야와 산 전체가, 군대의 가축들의 편자에 싫증내었다.

적진에서 그 원한의 황야로 수많은 군대가 이르렀는데, 공상이라는 회계원이 비교

와 추측의 손가락으로 [664]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세계정복자인 사

힙키란은 높은 지위와 고귀한 권위로

[시Bayt] 하늘이 그 발치로 내려왔고, 세상이 그 그림자로 피신하였다.

용감하게 명하였다. “모든 군대들은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쳐라.”

툭타미시 칸은 승전군의 완벽한 힘과 극도의 용기, 그리고 적의 병사에 대한 그들

의 평정심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계산을 포기한 채 크게 두려워하며 군대의 대열들을

정렬하고 도구를 갖추었다.

[시Bayt] 끝없이 많은 군대를 정렬하였다, 많은 칼과 도검과 철퇴와 함께
많은 갑옷과 전통과 화살과 도끼로, 철갑옷과 왕관과 창촉과 방패로.
너는 말하였지, 모든 세계가 철이었다고. 혹은 엘부르즈의 산이 갑옷의 문이었다고.

양측의 군대가 서로의 맞은편에서 대열을 늘어뜨렸을 때, 적군의 좌익과 우익 양측

모두 몇 코슌 정도 아군보다 많았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신의 은총에 의존하고, 신의

간여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호전적인 군대의 숫자나 준비된 많은 도구에 의존

1692) 이란본Ⅱ을 따른 것이다, 다른 사본에서는 ‘알록달록하게 되었다.’ 로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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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성취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매 전투마다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었다.

자리를 잡은 후 두 번, 충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땅 위에

탄원과 간청의 얼굴을 두어, 지고하고 성스러우며 승리를 사여하는 왕의 어전에 승리를

청하는 것이었다.

[시Nazm] 만일 신께서 너의 생각이라는 아스트롤라베를 밝게 비추시지 않는다면
눈썹으로 새로운 서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손톱의 흔적으로 새로운 펜을 찾지 못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개울은 그의 사랑이라는 태양을 얻곤 하였다. 비록 그로 인해 개울이 달
에서 빛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665]

비밀스런 숨겨진 세계에 대한 기도를 마친 후에, 신의 끝없는 은총을 믿고 상서로

이 말을 몰아 나아갔다. 군대의 용사들과 대열을 부수는 바하두르들은 기도 소리와 기

도문을 외우는 함성 소리를 토성의 돔과 하늘의 궤도에 닿게 하였으며, 행운의 깃발과

이슬람의 깃발이 카펠라 星의 정점에 세워졌다. 그리고 양측으로부터 게우르카와 북과

나까라(Naqāra)1693)를 두드려 당대의 귀를 함성소리로 멀게 하였다.

[시Nazm] 피리의 울부짖음이 발생하였고 시공간이 그 자리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병사들의 함성소리가 양측에서 발생하였고, 세상은 용사들로 가득 찼다.
너는 말하였지, 세상을 비추는 태양을 밤에는 찾을 수 없으며, 낮에는 숨을 수 없
다고.

이 상황에서 예언자라는 순결한 큰 나무의 과실이자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큰 나무

의 가지이며, 사힙키란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전령사 중에 하나였던 사이드 베르케

에게 <그의 비밀을 거룩히 하시오소서>, 이와 같이 지시하셨다. “충심의 손을 기도로

들어 올리고 영광스러운 정수리를 겸손과 울부짖음으로 열어, 신에게 승리를 청하시오.”

훌륭한 전통에 따라 (그의) 위대하고 훌륭한 조상은<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믿는 자들이여 신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들이 무력으로 너희

를 공격했을 때 신께서는 그 공격을 저지하여 주시었으니. 신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

은 모든 것을 신께 의탁하라>1694)는 훌륭한 쿠란 구절을 충심의 혀로 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을 보며 흙을 적진으로 뿌려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을 보호하였고, 영

광스러운 혀로 말하였다. <승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와 동시에 양쪽의 용사

들이 재빠른 공격으로 전투의 불꽃을 피웠고 전투와 살해의 불꽃이 불타오르기 시작하

1693) 일종의 북, 두 개의 가느다란 막대기로 두드리며 연주한다.
1694) Qur'ān, Sūra al-Māyada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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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Nazm] 두 군대 아니, 두 개의 피의 바다가, 황야를 넓히는 수많은 모래를 향해
피를 흘리며 공격하였고, 서로 칼과 깃발을 들어올렸다.
양쪽에서 용사들이 나쁜 냄새를 풍기며 원한의 도검을 허리에서 뽑아들었다. [666]
철퇴와 작은 창을 손에 들고, 전장에서 마음을 죽음에 두었다.
땅은 먼지가 되어 정점으로 떠올랐으며, 세계는 바다가 되어 파도로 들어갔다.
가축들의 먼지로 인해 분노와 열기로 가득 찼고, 샘물에 태양빛이 쌓였다
하늘의 왕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인해 노랗게 되었고, 달빛이라는 우물이 먼지로 인
해 흙으로 가득 찼다.
하늘이 먼지를 일으켰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이 안전한 세계에 발생하였다.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은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제일 먼

저 앞에서 도검을 빼어들고 공격을 하였으며, 그의 맞은편에 있었던 적의 좌익을 완전

히 부수고 몰아내었다.

[시Bayt] 머리를 발에게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군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어,

적군 중에 (아군보다) 많았던 몇몇 코슌이 진격하여,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 군

대의 후방에 다다랐다. 자한샤 바하두르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예리한 도검의 타격으로, 불꽃을 튀기는 창촉의 加擊으로 그

들을 저지하였다. 칼란작 바하두르 또한 공격하여 적의 코슌 하나를 되돌려 보냈으며,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산의 형상을 한 말로 평원을 누비고, 페리도트 색 도검을 용감한

자들의 피, 붉은 루비의 색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에메랄드와 같은 칼로 하여금 행운의

카노푸스(Sahīl)1695)성의 광선의 영향으로 인해, 예멘의 마노석이 되도록 하였다.

[시Bayt]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저명한 샤자데는, 그 많은 적의 기병들을 넘어뜨렸
다.

적들 중에 누구든 그의 중군 맞은편에 있으면 패주하여 되돌아갔다. 우스만 바하두

르는 킵착 코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적의 세 코슌과 전쟁을 행하였는데 일진일퇴 도

중에 말에서 실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힙키란의 행운의 도움으로, 즉시 말

을 타고 다시 적의 전위에 공격을 가하여 흩어지게 하였다. 전투의 바다의 고래였던 셰

1695) 용골자리 알파성, 남극노인성이라 부르기도 하며 지구에서 육안으로는,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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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훌륭히 공격을 행하였고,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667] 대

중군 앞으로 나아가 적의 심장을 완전히 부수었다. 용기라는 풀숲에 있는 사자였던 아

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좌익에서,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으로 번개처럼 움직이는 도

검을 (휘둘러) 적들의 삶이라는 짚더미를 태워 빛나게 하였고, 훌륭히 전투에 임하여

자신의 맞은편을 제압하고 흩어지게 하였다.

[시Nazm] 바다가 파도를 타고 자리에 들어올 때, 재빠른 불꽃은 틈새가 없었다.
그 깃발은 멀리서 적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슬픔의 때를 위한 애도를 행하였
다.

비르디 벡과 후다이다드 또한 용감한 종마를 용기의 광장에서 뛰놀게 하여, 적의

우익 수장의 굳건한 발을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몰아내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아미르들과 사령관들 모두 자신의 맞은편 군대와 서로 매달렸으며, 황야의 전장의 먼지

가 적들의 피와 함께 뒤섞였다. 방패와 갑옷들은 적들의 가슴과 몸 위에서 화살의 타격

과 창촉과 도검의 가격으로 인해 찢어졌으며, 반란군의 머리와 수령들의 목은 무거운

철퇴와 포승줄의 주름1696)으로 인해 부서지고 묶이게 되었다.

[시Nazm] 수많은 예리한 창과 철퇴와 도검, 너는 말하였지,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다.
죽음이 사방에서 매복을 풀었는데, 마치 모든 땅이 피바다가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살해된 수많은 자들 때문에 땅이 사라지게
되었다.

툭타미시 칸은 자신의 군대에서 쇠퇴의 흔적을 목도하였고, 스스로에게서 사힙키란

에게 맞설 힘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얼굴을 돌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게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의 군대 (또한) 잘 정렬되어 있었으므로 그에게서 또한 방향을 돌

려, 셰이흐 티무르 바하두르와 술두스의 천호들에게 향하였고 자기 군대의 수많은 아미

르들 및 바하두르들과 함께 전투를 행하였다. 비록 셰이흐 티무르 바하두르와 그의 투

만이 맞은편에서 화살비를 내려도, 그들은 생명을 희생하듯 손을 머리에 대해 씻어 내

고 마음속에서 목숨을 내려놓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668] 그리하여 칼과 살릭

(Sālīq)과 함께 공격을 이어나갔으며, 결과적으로 우세하게 되어 술두스 사람들 중에 많

은 수를 무력의 칼로 베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를 통과하여 승전군의 후방에 대열

을 펼치고 섰다.

1696) 이란본Ⅰ에는 ‘타격’, 이란본Ⅱ에는 ‘주름’, 캘커타본 및 타슈켄트본은 ‘구부러짐’으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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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라는 하늘의 태양이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의

병사 몇몇과 함께 지체 없이 방향을 돌려 툭타미시 칸의 맞은편으로 가서, 울타리로 앞

을 가로막고 전장의 불꽃을 피웠다. 이 상황에서 사힙키란은 흩어져 있었던 툭타미시

칸 군대의 후방으로 갔는데, 차카 타바치(Chaka Tavāchī)가 영광스러운 귀에 전하였다.

“툭타미시 칸이 자신의 군사 중에 여러 무리와 함께 승전군을 통과하였으며,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등 뒤에 대열을 펼치고 서 있습니다.” 그 분은 여전히 고심 중이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어전에서도 같은 소식이 도달하였다. 승리

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은 용감한 바하두르들의 무리와 함께 그들에게로 고삐를 돌렸고,

툭타미시 칸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보았을 때 그곳에 고정되어 있던 발이 자리에

서 떨어져나갔다.

[시Bayt] 달빛이 칼로 손을 내리칠 때, 그 타격은 갈대 전투복을 베어내는 정도가
아님을 理性은 알고 있다.1697)

지체 없이 절박한 손은 우려의 물로 왕관과 왕좌를 씻었고, 왕위와 왕국으로부터

마음을 급히 거두었으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놀라고 흩어져,

[시Bayt] 민첩한 말의 고삐를 하나 맡겼고, 수많은 속임수로 그 전장에서 생명을
도려내었다.

자신을 후원한 군주에 대한 툭타미시의 배은망덕함과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불

운이 행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으므로, 달아남을 선택하여

[시Bayt] 후원자를 외면하고 네가 바깥으로 나올 때, 아마도 하늘이 뒤집혀질 것이
다.

물러나 달아났다.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실로 나의 벌이 무서우리

라>1698)는 말씀의 의미가 뚜렷해졌으며, 모든 조치 울루스가 점령되고 파괴되어 [669]

[시Nazm]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마음을 거두고 가련하게 뒤로 돌았다.
샤와 모든 병사들이 등을 돌렸고, 그 상황에서 바람이 타격을 가하였다.
왕관도, 왕좌도, 행운도 제자리에 남아 있지 않았다. 말도, 전장의 용사도 그 위치
에 있지 않았다.

1697) Anwarī.
1698) Qur'ān, Sūra al-Ibrāhīm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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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깃발과 창촉이 뒤집어졌고, 고삐에서 어떤 등자도 찾을 수 없었다.
전투의 도구도, 짐과 건축물도 없었고 모두가 좌우로 날뛰었다.
모든 황야가 죽은 자로 가득하였고 모든 황야에 살해된 자가 쌓여 있었다.
40파르상 정도 되는 곳 全域이, 진흙 아래에 (있었고) 땅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이것은 곧 신이 그들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뿐이

다>1699) 라는 자만과 저항의 결과라는 펜이1700) <그러나 그들이 연합한 군대도 거기에

서 멸망하였노라>1701) 는 문장(Ṭughrā)1702)을 그 거만한 자들의 불운한 命令書 위에 기

록하였고, 경솔함과 나쁜 행동에 의한 잘못된 결과가 <그들 모두는 패배하여 뒤돌아서

게 되리라>1703)는 취지를 그들의 불운이란 장부 위에 기록하였다.

[시Nazm] 만일 산에게 묻는다면 대답을 얻을 것이다, 죄악의 가지는 올바른 과실
을 주지 않는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것 외에는 보지 않으며, 넘어진 것은 자신보다 더
욱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하게 된다.
혼란의 발생 또한 혼란의 머리로부터 생겨난다, 마치 전갈처럼 집보다 작게 될 것
이다.

툭타미시 칸과 그의 예속민들에게 <그들은 그들 행위의 사악한 결과를 맛보았으며

그들 행위의 결과는 멸망이었노라>1704) 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사힙키란은 승

리와 더불어 안착하였으며 지고하고 성스러운 왕 중 왕에 대한 감사라는 결과를

[시Nazm] 하늘이 이런 식으로, 밤과 낮과 세상을 장식하였다.
하나를 왕좌에 적절하게 창조하였고, 하나는 그와 같이 불운하게 만들었다. [670]

이루어냈다. 승리의 샤자데들과 고귀한 힘을 지닌 아미르들이 승리의 피리소리가 있

는 왕좌의 발치로 모여들어 무릎을 꿇고, 그 저명한 승리에 대한 축하와 축복을 빌기

위해 즐거움과 기쁨의 혀를 열었으며 수많은 돈과 보석을 뿌렸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

신 사힙키란은 그들을 끌어안았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을

1699) Qur'ān, Sūra al-Ankabūt : 40.
1700) 이란본Ⅱ에는 예복(Khal’at)이라 되어 있었으나 이란본Ⅰ과 문맥에 따라 펜(Khāmat)이라 번
역하였다.

1701) Qur'ān, Sūra al-Sad : 11.
1702) 왕의 서명을 지니고 서신이나 명령, 칙령 윗부분에 구부러진 형태로 쓰는 문구.
1703) Qur'ān, Sūra al-Qamar : 45.
1704) Qur'ān, Sūra al-Ṭalāq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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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살핌과 애정으로 위무하였으며 왕다운 선물들을 사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군

대들에서 10명 중에 7명을 선택하여, 달아나는 자들의 뒤를 따라 추격하여 살해하도록

파견하였다. 용감한 바하두르들은 원한의 칼에 무력의 毒으로 물을 주고, 주름진 올가미

에 강한 손바닥으로 열을 가하였으며, 날카로운 도검을 분노의 숫돌로 예리하게 하였다.

불꽃을 지닌 창으로 마치 연인의 눈짓과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가 피를 흘리듯, 팔로 용

기의 활을 쏘았고 단단한 주름을 눈썹에 드리웠으며 산의 형상을 한 재빠른 말들을

달리게 하였다. 또한 동물들의 발굽에 의한 황야의 먼지로 짙은 푸른색 眼料(Tūtiyā)를

만들어 별들의 눈에 부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적의 뒤를 좇아, 마치 번개처럼 뛰고

운명에 도달한 자들처럼 서둘러 향하였다. 그 날 되돌아간 이들의 앞에는 아틸(Ātil)

강1705)이 있었고 뒤에는 살해자의 도검이 (있어), 맞은편으로는 달아날 자리도 없었고,

이쪽에서는 전혀 뒤로 물러서거나 신중을 기할 수 없었다.

[시Nazm] 길의 앞에서도 뒤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다. 화살과 도검 외에 사람은 그
사이에 없었다.
전투를 행할 힘도 없었고, 달아날 길을 찾을 기회도 없었다.

앞쪽에서 아틸 강은 매우 깊었는데 강을 비밀스레 건넜다. 그러나 강 맞은편에서

(적이) 칼을 위로 들어 올려 목에 겨누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구렁텅이 속에서 그들

대다수의 삶의 강은 죽음의 땅 위를 흘렀고, 죽음의 바람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의 불꽃

이 꺼졌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달아나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과 물자 및 도구들이 모두 승전군의 손에 떨어졌다.

[시Bayt] 그 훌륭한 군대를 차지하였다, 전리품은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
가 아니었다. [671]

울루스 조치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 중에서 쿤자 오글란과 티무르 쿠틀룩 오글란

과 이드쿠는 예부터 줄곧 툭타미시 칸과 더불어 반목과 적의를 키우고 있었으므로. 그

에게서 달아나 세계 정복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늘을 닮은 사힙키란의 어전에 피

난하였고 여행을 떠날 때나 집에서나, 행운과 연결된 등자에서 동행하였다. 그 분은 그

들에게 많은 보살핌과 애정으로 특별함을 부여하였고 수없이 많은 사여물품들을 새로

이 제공하였으며 계속하여 왕다운 선물들, 예를 들면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들과 고귀

한 물건들, 재빠르고 값비싼 말들로 영광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신의 가호라는 매복 장

1705) 볼가 강을 의미한다. Idil, Atel 등이라는 이름은 투르크 어로 강이라는 의미이다(E.
Bretschneider, Mediæ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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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부터 승리의 미풍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위에 불어왔을 때, 툭타미시 칸은 <머리

를 보존하고 살아남은 자는 누구든 승리한다>는 말씀을 최선책으로 여겨, 천신만고 끝

에 죽음의 구덩이로부터 반쯤 죽은 생명을 바깥으로 구출하였으며, 조치 울루스는 완전

히 흩어지고 분산되었다. 그 두 고귀한 조치 가문의 후예들과 이드쿠는 훌륭한 왕좌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하였다. “만일 지시를 내리신다면 우리 가신들은 가서 각기 자신

의 무리들을 회유하여, 모아서 데려 오겠습니다.” 왕다운 애정은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

여 명하였다. “모든 이는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이 반포된 바에 따라, 어느 누구도 그

들의 집과 무리들을 공격하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서

는 안 된다.” 그들은 명령을 받들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무리들을 찾아 나

섰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적들의 추격을 위해 나아갔었던 하늘같은 군대의 뒤를

따라 상서로이 번영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아틸 강변에 이르렀을 때 (그) 깨끗함과

고요함이, 마치 (어전에) 출석한 주민들의 마음처럼 빛과 녹음으로 가득 찬 황야였고,

천국의 에람 정원의 질투를 일으킬 만큼 극히 생기 있고 맑은 초원이었던 우라테페

(Ūratūpe)1706) 황야가

[시Bayt] 1707) 초지의 넓음은 마치 현자들의 목숨과 같았고, 적당한 공기는 마치 현
자들의 애정과도 같았다.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 장전을 초원 주변에 세웠

고, 그 내부에 승리의 피난처인 왕궁의 돔이 하늘의 정점에 올라섰다. [672]

[시Nazm] 금으로 직조된 비단천의 大帳殿과, 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텐트와 천
막.
넓은 땅이 大帳殿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었다, 그 안에 9번째 하늘의 질투를 일으키
는 왕궁(이 있었다).
사방에 천막과 차양을 쳤다, 세 파르상의 거리에 끝부터 끝까지.
왕자들이 연회를 위해 왕궁을 사방에 세웠다. 머리를 달에 두고.
아미르들은 사방의 자기 자리에 (있었는데), 각각이 세계보다 더욱 소란스러웠다.

자신의 무리를 찾아 갔었던 티무르 쿠틀룩은 자신의 부족을 모아들였을 때, 편안함

의 향기를 맡게 되고, 조치 울루스의 창공이 그의 착각의 머리 위에 드리워지자, 사힙키

란에 대한 의무라는 펜이 망각을 기록하여, 약속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의 예속민들과

1706)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707) Nizām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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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황야로 향하였다. 이드쿠 또한 자신의 사람들을 다시 취하여 많은 수가 그에게 모

여들게 되자, 약속이라는 얼굴을 불충이라는 손톱으로 할퀴었고 다른 방향에서 바깥으

로 나갔다.

[시Nazm] 적들은 진정으로 친구가 되지 않았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덤불 외에는
자라지 않는다.
적들에게 진정한 충심을 바라지 말라, 이스판드의 씨앗에서는 바질(Rīḥān)이 나지
않는다.
누구도 갈대 골풀(Būriyā)에서 설탕을 볼 수 없다, 보석은 노력해도 다른 것이 되
지 않는다.
나쁜 사람은 사기와 은폐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다.

쿤자 오글란은 자신의 부족 중에 일부를 얻었을 때, (이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특

별한 모임에서 애정과 친절을 얻어 특별하게 되었으므로, 약속에 따라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돌보심과 도움의 눈길로 보살핌을 얻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주변과 사방으로 갔었던 모든 아미르들과 군대들은 승리자가 되어 말과 낙타, 소와 양

으로 이루어진 셀 수 없는 전리품들, 여인들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노예들과 함

께 마차를 타고,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다.

그리고 적들 중에, 아틸 강의 여러 섬에 피난처를 두었던 이들 모두를 붙잡아 포로

로 삼아 데려왔다. 그리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은 그 유명한 승리에서 엄청난 전

리품을 손에 얻었는데. 기록이나 언급이라는 발이 절대 그 설명의 한계에 닿을 수 없을

정도였다. [673]

[시Bayt] 전리품을 얻은 자들이 왕의 문 위에, 셀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전리품들
을 펼쳤다.

필요한 것을 노력으로 얻어왔던 축복받은 오르두의 사람들은 각기 수많은 말과 양

을 모으게 되었는데, 귀환의 때에 돌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모두) 몰고 가는 것이 불

가능해지자 일부는 몰고 가고 일부는 남겨두었다. 포로 중에 상서로운 대오에 동반하는

실질적인 승리자였던 아름다운 노예 하나가 그 자리에서 희망의 혀로 詩를 읊었다.

[시Bayt] 만일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 투르크는 토크막(Tuqmā
q)1708)을 손바닥에 올려두도록 하자.

1708) 토크막은 본래 투르크 어로 못을 박는 나무망치를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459). 현재에는 크리미아 타타르를 일컫는 단어이다. 중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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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아름다운 여성 노예들과 매력적이고 민첩한 굴람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모였는데, 사힙키란 개인을 위해 선발된 이들만 5000명 이상이었다.

달과 같은 얼굴의 여인들과 큰 키에 튤립 같은 얼굴을 지닌 젊은이들은 동쪽 태양

이 그들의 세계를 불태우듯 얼굴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얼굴에 <태양이 밤의 베일 속으

로 숨는>1709) 장막을 쳤는데, 만일 생명을 지닌 밤의 은둔자가 그들을 꿈에서 보았다면,

(세속을) 멀리하는 수피 의복(Khirqa)의 주머니가 마치, 아침에 그 아름다운 태양으로

인해 열리는 것과 같았다.

[시Nazm] 요정과 같은 훌륭함으로, 보석과 같은 순결함으로, 수루시와 같은 형태
로, 달과 같은 얼굴로.
영혼이라는 회양목(Samshād)으로 괴로움을 가렸고, 현명함의 이끼로 보석을 으깼
다1710).
(머리) 위는 사이프러스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얼굴은 마치 봄에 꿩이 걸어가듯이.
그의 입은 쓰라린 마음으로 비참해졌고, 머리칼 끝이 생명의 구멍에서 밧줄이 (되
었다.)

드높은 천국의 순결함과 관계된, 천국 같은 그 싱그러운 장소에서 하늘의 굴람이신

왕의 기쁨의 내면이 즐거워하였다.

[시Nazm] 왕은 왕다운 연회를 준비하였다, 에람 정원이 그 연회 장소로 꾸며졌다.
하늘처럼 위대한 왕의 행운으로, 즐거움과 소망의 도구들이 준비되었다. [674]
모든 황야의 무대가 술로 가득 찼다, 하늘의 눈이 넋을 놓고 볼 정도로.
금으로 장식된 그릇들이 1000개 이상이었고, 맛있는 와인의 붉은 색으로 가득하였
다.
쿠미즈와 꿀주(Bāl1711))과 포도주(Nabīz)와 아락('Araq)이 있었고, 즐거운 카드놀이
와 그림으로 세계를 가득 채웠다.
巡杯者가 술잔과 더불어 오고 갔고, 하늘은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
가수들의 노래와 악기의 연주로, 심금을 울리는 금성이 하늘에 나타났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본래 조치 울루스 전체를 언급하는 용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 강과 탈
라스 부근의 조치 울루스 동부세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고착화되었다(Nurlan Kenzheakhmet,
"The Tuqmaq and the Ming China : The Tuqmaq and the Chinese relations during the
Ming Period," Golden Horde Review 5-4, 2017).

1709) Qur'ān, Sūra al-Sad : 32.
1710)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Ⅱ을 따랐는데, 이란본Ⅰ에서는 ‘이야기하였다.’라는 단어였다.
1711) 본래 ‘Bāl’은 꿀을 의미하는 투르크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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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신성한 도움으로, 조치 칸과 그의 자녀들의 통치권과 왕좌가 위치한 그

곳에서 왕위와 세계 수호자의 왕좌에 올랐고, 기쁨과 행운에 몰두하였다.

[시Nazm] 왕궁의 왕좌의 주변으로 아름다운 이들이, 얼굴로 세계에 빛을 발했다.
고고한 몸짓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들의 요정과 같은 얼굴은, 구불거리는 머리칼로
마음에 덫을 놓았다.
우아하고 고고한 신부들은, 눈동자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은 둥글
었다.
비단은 연인의 나쁜 길을 끊었다. 기쁨의 살라(Ṣalā')1712)를 세계를 향해 소리쳤다.
술에 취한 巡杯者가 고고하게 악기를 연주하였다, 작은 화살을 던지는 것 같은 고
고함으로 엄지를 퉁겼다.
세계가 손바닥 위에서, 마치 꿩처럼 고아하게 걸었고, 사르브(Sarv)1713) 가지 위에
튤립이 피었다.

축복받은 거주지의 녹음은 극히 깨끗하고 신선하였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영광과

통치의 정원이 승리의 물방울로 인해 푸르러지고 신선해졌다.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이

라는 강물은, 순정함과 신선함이 나날이 늘어갔고, 신의 보호라는 水源으로부터 행운과

행복의 투명함이 당대의 개울 위에 상서로운 영향을 펼쳤다. 승리의 피난처인 넓은 병

영은 마치 끝없는 희망의 場과 같아, 힘과 권위의 드넓은 광장의 폭과 너비는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었으며>1714), 물이 된 루비로 가득한 유리컵들은 미모의 주인인 巡杯

者들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바람과 소망의 컵에 (있었다), 다양한 은총과 기적의 영

광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도구들을 배치하여 고통의 전투가 사라졌고 슬픔의 병사

들이 달아났다. 그리고 승전군의 보복의 공격으로 인해 [675] 적의 군대가 패배하여, 적

들의 강력함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졌다. 훌륭한 음악가의 노래 소리가 기쁘고 즐거운

멜로디를 금성이라는 연회 장소에 드리웠고, 심금을 울리는 가수의 즐거운 연회를 위한

노래 공간이 행운의 장막에 세워졌다.

[시Nazm] 영원히 사힙키란께서 기쁘시기를 빕니다. 그의 정의로 세상이 모두 번
영하기를 빕니다.

1712) 사람들을 초대하여 기도를 행하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다. 다만 979AH사본에
서는 ‘소리(Ṣidā)’로 되어 있다.

1713)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며, 사이프러스라고도 한다. 특히 이란에서 자라는 사이프러스는
페르시아 정원을 장식할 때 제일 먼저 선택되는 나무이다.

1714) Qur'ān, Sūra al-'Imrān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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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세상을 창조한 이가 칭찬(하다). 그의 영예로 시공간이 매력을 뽐내게 되
었기 때문이다.
꽃이 만발한 땅은 그의 왕좌의 발치에 있었고, 밝은 나날들은 그의 운명의 광선 때
문이었다.
적의 수장들이 그 길에서 먼지가 되기를! 터키석 색 왕좌의 정점은 그의 연회 장
소1715)였다.
小臣의 하늘과 그 별들이 도움이 되기를! 신께서 그 세계를 돌보시기를!

이런 식으로 26일 동안 그 마음을 밝히는 장소에서 기쁨과 행운으로 지냈다. 신께

찬사를!

133. 세계의 사힙키란의 고귀한 태양의 깃발이 킵착 초원

으로부터, 영광과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귀환

한 이야기

신의 도움으로 그 훌륭한 승리가 가능해졌고, 그 영역 및 주변에서 적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황야나 섬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승리

를 상징하는 깃발은 신의 보호를 받아 정의로운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 사마르칸트

로 방향을 돌렸다.

[시Nazm] 그의 대오에서 달과 같은 얼굴들이 나아갔고, 도도하게 길을 걸으며 그
의 등자에 감사로 대답하였다.
금으로 허리띠를 장식한 투르크인 군주가, 銀山 위에서 금으로 된 허리띠를 매고.

승전군은 편안히 준비된 채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원과 황야의 끝부터 끝

까지 차지하고 상서로이 나아갔다. [676] 그리고 기쁨과 행운으로 여러 지역을 거쳐 즐

겁고 기쁘게 나아갔다. 모두가 값비싼 전리품들과 소유물들, 아름다움의 주인이자 사랑

스러운 남녀 노예들을 취하였다. 그 끝없는 황야에서 황야 인들의 거주지는 ‘쿠타르마

(Kūtarma)’ 라는 거대한 천막이었는데, 그것을 서로 얽히지 않도록 세워두었으며, 줄곧

설치된 상태로 두거나 접어둔 대로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에 그것을 하늘에 맡기고 이

동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 모두를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의 지배와 소유의 손으로

1715)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과거 화살이 통과한 곳’이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는 이란본Ⅱ 및 타
슈켄트본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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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고, 어느 사람이건, 달과 같은 마음의 희망으로 거주지에 함께 하고자 하였다.

[시Nazm] 왕궁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물자를 약탈하여 집에 두는 것이 관습이었
다.
세계를 평정한 왕의 행운을 통한 승리로, 집과 그 구성원과 물자를 약탈하게 되었
다.

축복받은 오르두의 거대한 규모는, 만일 어떤 자가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면 한두

달 안에 다시 찾지 못할 정도였다. 티크 강1716)에 이르렀을 때, 본래의 거주지가 초원이

었던 쿤자 오글란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올바른 길을 현명한 눈으로부터 가렸으며, <맹

인과 맹인은 서로를 좋아한다>1717)는 말씀처럼 충성의 길을 벗어나,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달아나 갔다.

[시Nazm]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말라, 마지막에 소망을 거역할 것이다.
단언컨대, 자신의 근원으로 향하고자 하는 소망은 작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1718)

야이크 강을 건너 여러 장소를 (통과한) 후에, 사힙키란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다른 아미르들을 유수진에 두고 자기 자신은 급히 나아가, 신의 가호 및 행운으로

위험으로 가득 찬 황야와 고통으로 가득 찬 사막의 여러 장소들을 거쳐, 793AH 둘 카

다 월(1391년 9∼10월)에 사브란을 지나 상서롭고 건강하게 오트라르에 이르렀다. [677]

[시Bayt] 나쁜 눈이 이 승리의 깃발의 행운에서 멀리 달아나자, 승리의 깃발이 다
시 다가왔다.

그곳에서 상서로이 움직여 세이훈 강을 건넜고, 도달의 그림자가 천국과 같은 사마

르칸트의 영역에 드리워졌을 때, (그) 왕국 주민들의 눈은 그 축복받은 대오가 일으키

는 먼지로 인해 밝아졌으며, 그 지역의 크고 작은이들의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태양의 불꽃이 불타올랐다. 샤자데들과 아가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1716) 이 부분은 ‘티크’라고 되어 있으나 앞에 나오는 야이크(즉 우랄)강과 같다. 동일한 사건에 대
해 『歷史의 精髓』에는 야이크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742).

1717) 이란본Ⅱ 미주 193에 따르면 이 문구는 예언자의 하디스에서 나온 표현으로, 속담으로도 쓰
이고 있다.

1718) 이란본Ⅱ 미주 194에 의하면 이 시는 루미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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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모두 금화를 뿌리고 함께 찬사를 읊고, 기뻐하며 왕에게 나아갔다.
많은 금과 보석을 뿌리고, 그에게 찬사와 칭찬을 읊었다.

금화를 뿌리고 축하의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상서로운 대오의 우두머리들은 적절

하고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보고 장소에 바쳤으며, 거대한 연회를 준비하여 기쁘고 즐겁

게 행하였다.

[시Nazm]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행운으로, 마치 천국의 정원과 같은 연회를 준비
하였다.
왕좌는 왕관을 쓴 왕의 착석으로 인해, 영예와 관례가 하늘을 넘어섰다.
사방에서 하늘과 같이 강력한 아미르들이, 봉사의 허리띠를 복속의 허리에 (매고)
기쁨의 도구들을 준비하여 상서로운 개울에 즐거움의 물을 흘렸다.
은과 같은 얼굴을 지닌 巡杯者가 금으로 된 술잔에 맛좋은 술을 따랐다.
노래하는 자가 악기를 들여와 연주하였다, 바로 그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이 행운과 강력함은 전쟁 시기에는 고통으로 인해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 날 동안 기쁘고 즐겁게, 최대한 행복과 행운을 누린 후,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고귀한 허가와 지시에 따라 헤라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태양과 같이 고귀한 깃

발은 동영을 위해 타슈켄트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후잔트의 강을 건너 파르신(Pārsīn)

황야1719)가 축복받은 거주의 병영이 되었다. [678] 그리고 794AH 무하람 월(1391년 11

∼12월)에, 아미르자데 핫지 사이프 앗 딘은 지난 해 여행에서 타슈켄트로부터 나아갔

었던 유수진 및 모든 군대와 함께 바로 그 곳에 이르렀다. 그 영광스러운 공격 기간은

11개월이었고, 그 왕국의 모든 황야와 초원은 약탈의 결과로 얻은 많은 무리들과 가축

들로 인해 가득 차게 되었다. 바다처럼 넓으신 왕다운 애정은 샤자데들과 부인들과 귀

족들과 왕국의 아얀들에게 그 축복의 원정에서 얻은 것들 중에, 노예들과 달 같은 얼굴

의 여인들, 수많은 말들과 양들을 선물(Aramghānī)의 관습으로 사여하였고 그 겨울에

그곳에서 기쁨과 행운으로 머물렀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일곱 기후대의 왕이 호의의

그림자를 자신의 고귀한 장소(Maḥal-i Sharaf, 양자리)에 드리웠던 어느 초봄에, 세계의

군주가 그곳을 출발하여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향하였다. 후잔트 강을 건넜을

때 즐거운 승리를 거둔 영광스러운 마음이 사냥을 명하였으며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명

에 따라 그 관습을 수행하여, [지자크에서 포위망이 만났으며, 세계는 너른 황야에 있는

사냥감과 새들과 야생동물로 인해 흥분하여, 실제로 <야생동물이 떼 지어 모이고>1720)

1719) 이란본Ⅱ에는 야르신(Yārsīn)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등장한 지명인 파르신과 동 지명으로
보인다. 『歷史의 精髓』에는 어항가란, 지나스(치나스) 지역에서 동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치
나스는 앞서 파르신과 병렬로 제시된 지역이었다(ZT/Jawādī 2, 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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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구가 실현되었다. 거대한 사냥감들과 끝없이 많은 사냥감들이 <사냥하라>1721)의

지시에 따라 화살에 스러졌다.]1722) 수많은 사냥감들이 넘어졌다. [679]

134. 하늘의 왕좌이신 사힙키란이 사여를 베풀어, 자불리

스탄 영역(과 카불리스탄)1723)의 통치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에게 (사여한) 이야기

아키야르1724) 황야가 승리의 사힙키란의 안착과 도달의 영예로 인해 터키석 색 하

늘의 질투에 둘러싸이게 되었을 때, 왕다운 애정은, 성전사 마흐무드1725) <신께서 그에

게 증거를 일깨우시다> 의 왕국을 가즈나와 카불부터 힌두와 칸다하르, 그 지역과 주변

을 신드 강까지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에게 맡겼다. 그리고 아미르

들과 노얀들, 예를 들면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사촌 쿠툽 앗 딘(Qutb al-Dīn)과 아미르

무사의 아들 알리 카나치('Alī Ghānajī), (아미르)1726) 무함마드 다르비시 바룰라스

(Muḥammad Darvīsh Barlās)의 아들 바흐룰(Bahlūl)과 일치 호자 바룰라스(Iīlchī

Khwāja Barlās)의 아들 이슬람(Islām)과 아크부카의 아들 티무르 호자와 바라트 호자

쿠쿨타시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의 아들 후세인 수피, 아미르 압바스의 친족인 하비야

호자(Ḥabbiyya Khwāja)와 이크발 샤 (이븐) 야르구치1727)와 샴스 앗 딘 (이븐) 우치 카

라와 순즈 티무르 틸바(Sunj Timūr Tīlba)1728)와 다른 아미르들의 자녀들과 형제들로

하여금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샤자데의 등자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문 전체와 함께 그 지역의 지배를 위해 나아갔다. 그리고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

은 신의 도움과 함께 출발하였고, 794AH(1392년) 즉 비친 해1729)에, 사마르칸트라는 천

국의 형상을 지닌 지역이 [680]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를 얻

1720) Qur'ān, Sūra al-Takvīr : 5.
1721) Qur'ān, Sūra al-Māyede : 2.
1722)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에는 [ ]안의 내용이 있으나, 이란본Ⅰ에는 없는 내용이다.
1723) 카불리스탄이라는 단어는 이란본Ⅰ에만 있는 내용이다.
1724) 이 부분에 적절한 지명은 앞에서 등장한 아키야르일 것이나, 이 대목에서는 모든 사본에서
아카르(Āqār)로 되어 있다.

1725) 가즈나 조의 정복군주 마흐무드 가즈나비를 의미한다.
1726) 이 단어도 이란본Ⅰ에만 있다.
1727) 이란본Ⅰ에는 바르구지(Barghūjī), 타슈켄트본에는 바르구히(Barghūḥī)로 되어 있다. 이란본
Ⅱ에는 야르구치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이란본Ⅱ에 따랐으나, 어쩌면 부르구치, 즉 부르구
를 부는 자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

1728) 이란본Ⅱ에는 중간의 이(ī) 모음이 없으나, 이란본Ⅰ의 몇몇 사본 및 타슈켄트 사본에 따랐
다.

1729) 서력으로 1391년 11월 29일에 시작하여 1392년 11월 16일에 끝나며 쿠이 해와 비친 해에 걸
쳐 있다.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은 이 동물력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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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시Bayt] 행운을 동반한 이들과 당대의 굴람들은, 모든 행운의 업무를 희망으로 준
비하였다.

며칠 후에 사힙키란의 완전한 애정과 친절은, 그 당시에 통치의 하늘에 빛나는 별

이자 통치와 성취라는 바다의 진주였던 위대한 손주들 중에 일부에게, <그들은 떼 지어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 훌륭한 여인들과 혼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상서롭고

행복하게 사마르칸트 도시 바깥으로 나갔고, 캉굴 초원은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

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은, 연회를 준비하고 연회 도구를 마련할 것을 명하였다.

[시Bayt] 경험 많고 훌륭한 굴람들이, 봉사의 관습을 위해 허리띠를 묶었다.
왕다운 연회를 준비하였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던 준비하였다.

너른 땅이 수많은 大帳殿과 왕궁과 천막과 텐트로 인해, 마치 비밀이 사실을 숨기

는 이들의 가슴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았고, 초원의 뜰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치품과

장식품 및 값비싸고 정교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로 인해, 지식의 주인들의 理性이라는

공간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시Nazm] 관례에 따라 연회 장소를 설치하였고, 그로써 천국이 문을 열었다.
왕 중 왕이 왕좌 위에 고고히 기대었다, 고통을 태우고 보물을 찾는 기쁨으로
왕의 영예는 그의 앞이마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신성한 빛을 밝혔다.
세상은 그 병사들의 대인들로 인해, 그 세상의 피난처가 자리한 곳으로 (향하였다),
복종의 관습으로 다리를 곧게 하고 서 있었다, 모두의 머리가 하늘처럼 드높았다.
기쁨의 하늘의 태양은 모두가 아프라시압의 위대함으로,
모두 행운의 기쁨으로,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로, [681]
당대는 기쁨의 章을 만들었고 하늘은 행운의 문을 열었다.
술과 와인과 모임의 도구가, 기술자들이 생각한 정도보다 많았다.
사방으로부터 금성이란 음악가가 노래를 (불렀고) 기쁨의 손이 악기의 자락에서 연
주하였다.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다, 신선한 노래를 시작하였다.
달과 같이 아름다운 巡杯者들의 손으로, 루비와 같은 술이 금으로 된 술 부대에 흘
렀다.
수많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이 새로운 관습에 의해 새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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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기쁨 및 행운과 더불어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

흐와 그의 형제인 아미르자데 루스탐(Amīrzāda Rustam)을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의 두

딸과 함께, 그리고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 이븐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아미르 핫지 사이

프 앗 딘의 딸과 함께, 고귀한 샤리아의 관행에 따라 (혼인) 계약을 맺게 하였으며 모

두를 남편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때에 축하의 노래와 축복을 비는 함성이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돔에 드리워졌다.

[시Nazm] 보석을 뿌리는 자들이 보석을 뿌렸다, 별들은 달과 하늘 위에 내리고
있었다.
진주를 흘리는, 보석을 뿌리는 손 위에 떨어지고 흩뿌려지게 되었다.
그 약탈에서 땅에 입을 맞추었던 진주들은, 하릴없는 입술로 偵探꾼의 나무도막이
되었다.

135. 사힙키란이 5년의 공격을 위해 출발한 이야기

영광의 기반이자 왕좌가 자리한 왕궁의 그 분으로부터, <신께서 그대를 보내는 것

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1730) 그리고 예언자들의 피난처인 왕궁의 군주<나를 따를 것이

라. 그리하면 신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1731)이자 비밀을 지닌 고독한 자, (즉) <나는

칼의 예언자>라는 전장의 기사는, <나를 통해 신과 시간을 가졌다.>1732) <칼의 시대이

다.> <그에게 더욱 완전한 기도와 자카트가, 보다 보편적인 인사가 그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천국은 칼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1733) 이 영광스러운 하디스를 그대로 번

역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천국은 도검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 [682] 그리하여 상서로운

전조를 지닌, 세계를 비추는 태양의 자리로 인한1734) 그림자에서, 마치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빛이 내리쬐는데, 행운과 행복의 정원은 승리의 귀환처인 도검의 물기 없이는

신선함과 푸르름을 얻을 수 없으며, 바람과 소망의 묘목은 빛나는 도검의 예리함 없이

는 승리의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또한 外見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천국은 세계를 지키는

왕들의 칼로써 세워진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드높은 천국은 정의로움을 형상화한 왕들

의 칼에 빚을 진 셈이었다.

그의 훌륭한 자아가, 움직이거나 발걸음을 내딛는 고통을 두렵다고 여기지 않는다

면, 영광과 성취의 지위라는 강력한 행운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자는 통치의 왕좌 및

1730) Qur'ān, Sūra al-Sabā : 28.
1731) Qur'ān, Sūra al-'Imrān : 31.
1732) 이란본Ⅱ 미주 195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이다.
1733) 이란본Ⅱ 미주 197에 따른 번역이다.
1734) 이란본Ⅱ은 ‘이야기(Maqāl)’이라 되어있지만, 이란본Ⅰ은 ‘자리, 지위(Maqām)’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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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복에 적합하였는데, 그의 훌륭한 마음이 전투의 파괴와 가혹한 고통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 정복에 대한 희망의 눈이 소망의 아름다움을 목도함

으로써 밝아진 것은, 행운의 눈이라는 코흘이 전장의 먼지를 씻어내었기 때문이며, 세계

지배를 꿈꾸는 손이 과녁이라는 신부의 목에 칼의 띠를 매단 것은, 방패의 얼굴이 기다

란 창촉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Bayt] 어떤 이가 과녁의 목에 손을 매달았다, 재앙의 화살 앞을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운명이라는 높고 견고한 나무는 영광스럽게 창을 뽑아들었고 손을 위로 올렸다.

[시] 승리의 정원에 묘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개울에서 물을 마셨다.
마치 원한의 시대에 봄이 온 것처럼, 왕국의 적의 머리가 과실을 맺었다.

행운의 얼굴은 눈이라는 활이 눈썹 같이 구부러짐을 통해 열리게 되며, 활줄이라는

혀와 화살대라는 입으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시Bayt] 나의 등은 이슬람에 대한 봉사를 위해 휘어졌다. 승리의 언덕은 나의 굽
어짐으로 인해 곧아졌다.
너의 몫이 나의 행운으로 인해 이득을 얻었고 적절하게 되었다, 그는 하늘의 영광
인 목성이었고,1735) 사수자리에 있었다.

화살의 울부짖는 소리로, 올바르고 현명한 영혼이라는 귀에 은총의 길을 전해주었다.

[683]

[四句詩(Rubā'y)] 나는 스스로 굽어졌고, 곧게 선 이들은 나로 인해 곧게 서게 되
었다, 나의 승리의 낫(Dās)1736)은 마치 행운의 작물처럼 꺾어졌다.
등이 계속된 봉사로 인해 크고 작게 굽어졌을 때, 사방에서 활줄의 노래가 들렸다.

지고하시고 영광스러운 그의 왕좌1737)에 약속된 바는, 계속되는 이동과 지속적인

1735) 이 부분은 이란본Ⅰ을 참고한 것이다. 만일 이란본Ⅱ에 따른다면 ‘행운의 하늘인’이 될 것이
다(YZN/Abbas, p.404).

1736) 철로 된 도구의 일종인데, 그 날이 굽어진 형태를 말한다.
1737) ‘Chahār-Bālesh’는 왕이나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 자신의 주변(뒤에
2, 좌우에 각 하나씩) 두는 베개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변하여 왕좌라는 뜻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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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을 통해 가능하다. 지위와 업적이 위대한 정점에 오르게 되는 것은, 계속되는 철저

한 업무의 수행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의 봉착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달은 그믐이라는

무명과 은폐를 통해 하루 종일 비추는 보름달이 되어 세계의 높고 낮은 곳을 빛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고, 태양은 (물병자리)의 주둥이 끝이라는 불운함을 지나 곧바로 양

자리의 고귀한 주거지에서, 영광과 권력의 깃발을 세웠다.

[사구시Rubāy] 그 생기 있는 마음은 슬픔과 벗을 맺고, 업무와 알맞은 이들은 누
구든 희망과 함께 자리하였다.
빛나는 달이 그곳에서 시작하였는데,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꽃이 그로
부터 향기를 얻었는데, 가시와 어울렸기 때문이다.

명령이라는 빛이 그 취지를 분명하고 확실히 하였던, 이 소망의 진정한 증거는 이

와 같다. 즉,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필연적으로 행해야만 하였던 킵착 초원에 대한

공격에서 승리와 성취를 거두며 귀환하였을 때, 그의 훌륭한 갈망을 지닌 마음은, 과거

에 정복하였던 이란의 왕국을 관통하였다. 즉, 승리의 형상인 깃발의 부재로 인해 마치,

[시Bayt] 숫사자가 부재한 덤불에 하이에나가 용감하게 풀숲으로 들어온 것과 같
은,

용기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뻔뻔한 목을 쳐들었던 일부 경솔한 자들이 일으킨 혼

란으로부터, 마법처럼 (그곳을) 깨끗이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 1738) 달빛은, 태양이 비추면 사라지는 정도였다.

타바치들에게 명하였다. “주변과 사방으로 가서 군사들에게 선언하라, 5년의 전쟁을

돕도록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오도록 하라.” [684] 그리하여 794AH 라

잡 월 15일 금요일(1392년 6월 7일), 비친 해당하는 때에 축복받은 이동이 행운과 행복

과 더불어 발생하였다. 공기는 타무즈 월의 열기로 인해 불타올랐고, 깃발의 용은 승리

의 미풍으로 생명을 얻었으며, 축복받은 대오가 일으키는 먼지로 인해 부하라의 창공이

사향을 뿌린 것처럼 향기롭게 되었다.

[시Nazm] 도시의 대인들은 소식을 듣고, 왕의 깃발을 향해 서둘렀다.
목숨에 대해 감사해하며 앞으로 나섰다, 자신의 주군의 얼굴을 보기 위해.

1738)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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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과 황야들로 이루어진 그 지역 전체를 승전군이 장악하였다.

[시Nazm] 투란의 왕 중 왕이 병사를 이끌었다, 하늘의 눈이 그 폭과 너비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1739)

먼지로 인해 세상의 기병들은, 태양이 하늘에게 무언가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곳에서 샤반 월 초 일요일(1392년 6월 23일)에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건강상태

에 예기치 못한 병세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동하였

다. 그러나 부하라의 영역 중에 있던 자르(Zar) 강1740)에 들어서자 고통이 증대되었고

병세의 형태가 혹독해졌다. 카툰들과 자녀들을 소환하였고 고귀한 부인이신 사라이 말

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드높은 장막 뒤의 여인인 술탄 바크트 베이굼이 나머지 자녀들

과 카툰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부터 급히 달려와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출석하였으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전위의 관습으로 먼저 진격하여 제이훈 강을 건넜

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으로 하여금, 도달하였던 그 장소에 군대를 그대로 두고

홀로 되돌아오게 하라.”

당혹스러움을 자아내는 상황에 대한 놀라움과, 걱정을 증폭시키는 사건의 문제(로

인해), 세계의 安寧이 달려있었던 (그의) 건강의 본성은 회복의 의복을 벗은 채로 있었

고, 존재의 쇠사슬이 그의 정의로운 도움을 통해 질서 유지의 방법을 얻게 되었던 (그

분)에게, 균형이란 장식은 쓸모없었다. 능숙한 의사를 투르크와 타직에서 모아들었고 아

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이 그들 위에서 [685] 약과 약물의 처리 및 치료에 필수적인 것

은 무엇이든 수행하였다. 부인들과 자녀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사힙키란의 신앙의

깨끗한 빛으로 인해, 치료의 법칙은 <신께서 쿠란을 계시함은 이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는 치료와 은혜가 된다.>1741)라는 治療局 외에는 주목할 필요가 없었으며, <신은 그분

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신>1742) 정교한 의사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신

다.>1743)는 치료 장소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은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마음이라는

의사와 신의 애정을 받은 (그분의) 명령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을!> 매 아침-저녁에 <병든 이는 자선과 함께 치료하라>1744)라는 말씀을 스스로에

1739) 이란본Ⅰ에서는 앞 뒤의 두 반구(Miṣrā’) 위치가 바뀌어있다.
1740) 이것은 부하라 근교를 흐르는 두 수로 중에 작은 것을 의미한다(P. B. Lurje, "Shapur's
Will," Bukhara, 2003; http://www.transoxiana.org/Eran/Articles /lurje.html에서 재인용.

1741) Qur'ān, Sūra al-Isrā' : 82.
1742) Qur'ān, Sūra al-Shūra'a : 19.
1743) Qur'ān, Sūra al-Sh'urā : 80.
1744) 이란본Ⅱ 미주 199에 의하면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 중에 일부이다. 여기까지 4개의
쿠란 글귀들은 『歷史의 精髓』에도 고스란히 인용되어 있어 두 저서의 공통 底本에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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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안하여, 자선이라는 손을 성실히 펼쳤으며 고귀한 성묘와 상서로운 여러 장소에

수많은 선물과 기도를 파견하였다. 고행자들과 (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가

난한 자들에게 금과 귀중한 물건들과 저장물품들을 충분히 사여하였고 이름난 말들과

私的 운송용 동물을 희생하여 적절히 분배하였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은둔자들이 세계와 세계인들에게 평화가 있도록 보살

피곤 하였던, 신앙인들의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재앙을 차단하는 자선을

일생동안 늘려나갔다.>1745)는 자선의 효과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바라트(Barāt, 14일)

의 밤이라고 불렸던 샤반 월 중순 일요일 밤(1392년 7월 6일)1746)에, 그 관대함이 상징

인 그 분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상태의 회복되었다는 서신(Barāt)이 <나의 종들이 그

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

노라.>1747)는 디반으로 통지되었고, 샤반 월 15일 일요일에 축복받은 건강상태가 회복으

로 향하였다.

[시Bayt] 그의 건강상태가 균형을 찾았으니, 세계가 소멸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정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 무엇하랴!

소망의 공원과 바람의 정원은 기쁨의 양귀비와 즐거움의 바질로 장식되었고, 감사

를 행하는 소리로 인해 하늘의 귀가 감사로 가득하였으며, 당대의 치맛자락이 염원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시Bayt] 신에게 감사하라! 세계의 피난처인 왕의 건강상태가, 신의 은혜로 새로이
회복의 의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태가 건강함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의 지시가 반포되었다.

[686]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전위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먼저 나아가도록 하

라.” 그리하여 그 달 25일 수요일(1392년 7월 17일)에 영광스럽고 상서롭게 이동하였으

며 성지순례를 위해 말을 몰았다. 당대 사람들의 눈이 그의 위대한 심신의 건강을 보고

는 밝아졌고, 대인과 소인의 마음은 하늘처럼 강력하신 왕의 회복된 건강상태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우주의 주님이신 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1748)

용임을 알 수 있다.
1745) 이란본Ⅱ 미주 198의 번역이다.
1746) 혹은 Niṣf-i Sha'bān이라고도 하며, 샤반 월의 14-15일 사이에 위치한 밤을 의미한다. 무슬
림들에게는 이 날이 각 개인의 다음 해 운명이 결정되고, 알리가 죄인들을 용서하는 날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조상들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한편 12대 이맘파에게 이 날은 이맘 마흐디의 탄
생일이기도 하다(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Mid-Sha%27ban).

1747) Qur'ān, Sūra al-Baqrah: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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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파리둔의 영예로움을 지닌 사힙키란이 자르 강에서의

회복 이후에 이동한 이야기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초(1392년 7월 22일) 월요일에, 훌륭한 열의로 새로이 여행

도구를 갖춤에 몰두하였고, 바로 그 달 6일 토요일에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상서로움과

안전의 前兆에 따라 이동하여 상서롭고 행복하게 진격하였다. 승전군은 좌우에서 승리

를 상징하는 깃발의 성스러움을 동반하는 상서로운 가호와, 복속해야 할 명령에 따라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사마르칸트로 보냈으며 그 달 10일 수요일에 아무야가 축

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를 모든

아가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되돌려 보냈고,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는 제이훈 강을 건너

아무야 요새의 근교에 들어섰다. 금요일에 고귀한 샤자데인 샤루흐에게 명하여 사마르

칸트로 귀환하도록 하였다.

[시Nazm] 술탄 사힙키란은 진격하고 있을 때, 자신에 대한 환대를 요구하였다.
위로 다가가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애정으로 인해 슬픔의 때가 기쁘게
되었다.
그의 다양한 친절로 즐겁게 되었을 때, 그를 신에게 맡기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샤자데가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향하였던 바로 그 금요일에

[시Bayt] 세계 정복자는 황야로 들어가, 신의 가호로 진격하였다. [687]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자애로우신 신의 가호 및 보호로 파괴를 일으키며 마한의

황야로 들어가 진격하였다. 그리고 라마단 월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 메르브를 통과하

여 마한에 안착하였다. 수요일, 샤왈 월 초(1392년 8월 21일)1749)에 이드 기도를 행한

후 영광스럽게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훌륭한 요람이신 한자데가 헤라트로부터 왔다.]1750)

여러 장소들을 거친 후에 마한과 아비바르드를 통과하여 라마단 월의 마지막 날 화요

일에 야시 다반을 통과하였고, 샤왈 월 초 수요일에 오롯이 상서로운 月初를 축하하며

그 유르트에서 이드 기도의 수행 및 지고하신 신에게 바라는 바를 보고하였으며, 그 상

1748) Qur'ān, Sūra al-Fātihah: 2.
1749) 이 날은 라마단 월이 끝나는 날 단식을 끝내는 페트흐 날이므로 이에 대한 기도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50) 여기까지 일부 사료에만 등장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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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운 날을 위한 나머지 관례와 관습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이동하

여 얄구지가즈 하부샨이란 장소에서, 전위의 관습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

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합류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

븐) 자항기르는 세계를 장악하는 군대와 함께, 아미르 자한샤는 병사들과 함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달하기 전에 명령에 따라 쿤두즈와 바클란으로부터 전위에 합류한

상태였으며, 높으신 장막 뒤의 여인이신 한자데 또한 헤라트로부터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기둥을 방문하고자 도달해 있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사힙키란에게 연회

를 제공하고 적절한 선물을 바쳤다.

바다같이 너그러우신 사힙키란은 상서롭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이동하였고, 샤왈 월

20일 월요일에 아스타라바드 근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주르잔 강변이 상서로운 안착

의 병영이 되었다.1751) 바로 그 날 사이드 기야스 앗 딘 이븐 사이드 카말 앗 딘을 뿌

리는 금화 및 선물과 함께 데려왔던. 영광과 예언자라는 나무의 가지인 사이드 베르케

가 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예에 도달하였고 사이드 카말 앗 딘의 이야기를 고귀한 왕좌

의 발치에서 고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와 같다. “사이드 카말 앗 딘은 복종과 복

속의 자리에 있으며, 복종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묶고 地稅를 수용하여, 지지와

봉사를 위한 의례를 행할 것입니다.” 왕다운 애정은 사이드 기야스 앗 딘에게 위무와

경의를 베풀기로 하였다.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가 아스타라바드에 이르렀을 때, 부친이

사망한 후 사힙키란이 그를 부친의 자리에 임명하였던 라크만 파디샤의 아들 피르 파

디샤(Pīr pādishāh)가 [688] 봉사의 의무를 택하여 연회와 조공 및 복속을 위한 훌륭한

의식 중에 가능한 바는 무엇이든 행하였다.

[시Shi'r] 왕에게 복종하면 가신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개
미로써 술레이만을 만족시키겠느냐.1752)

137. 아몰과 사리와 마하나사르 요새의 점령의 이야기

1751) 동일한 샤왈 월 20일의 움직임에 대해 『歷史의 精髓』에는 쿠르드(Kūrd) 강가에 이르렀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샤미의 『勝戰記』와 야즈디의 『勝戰記』는 원문과 같다(ZT/Jawādī 2,
p.745).

1752) 이 시구는 술레이만의 즉위식에 바친 개미의 선물에 관한 이슬람권의 유명한 이야기를 이용
하였다. 개미들은 술레이만의 즉위식에 좋은 선물을 바치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가진 역량이 여
의치 않았다. 이에 개미 중에 가장 현명한 자가 ‘술레이만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
력하며, 개미는 지구상의 어느 피조물 보다도 약한 존재이므로, 개미가 다른 이들보다 훌륭한
선물을 바치는 것은 역부족이며, 한편 술레이만은 현명한 자이므로 개미가 바치는 선물도 받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실로 술레이만은 개미의 선물을 기쁘게 받았다고 한다(Sayyīd Murtazī
Mūsūy, Kitāb-i Tārīkh Anbiyā', Tehran: Intishārāt-i Partū-yi Khūrshīd, 1389Sh./2010,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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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상징인 깃발이 아스타라바드로부터 세 차례1753)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 거

대한 정글이 앞에 나타났는데, 나무들에 가로막혀 바람조차 그곳을 통과하기 어려웠으

므로, 밤에 그 사이를 걷는 자들의 생각은, 마치 물고기가 포획자들의 덫에 붙잡히는 것

과 같았다. 그리하여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전투라는 덤불의 사자들,

즉 사자를 사냥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덤불의 나무들을 베어내어 그 정글에 길을 열도

록 하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세 개의 길을 열었는데 각각의 너비가 1 화살사정거

리(Tīr-Partāb)1754)였다.

견고한 판단은 중간 길을 중군의 통과를 위해 배정하였고 다른 두 길은 좌익과 우

익의 통로로 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정글을 통과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사리에 이르렀

을 때, 사이드 카말 앗 딘이 그의 세력과 힘으로 불가능하였던 배반을 행하고 달아나,

사이드 라지 앗 딘의 어전인 마하나사르(Māhāna-sar)로 옮겨감이 확인되었다. 마하나

사르는 아몰에서 바다 방향으로 네 파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 그 주변의 높은 정

점에 견고한 성채가 세워져 있었다. 한 방향은 바다와 접해 있었고 다른 방향에는 해협

이 있었으며 뒤쪽 또한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그 곳에 흘러들어 약 1마일 가깝게 바

다가 차지하게 될 정도였다. 이처럼 요새를 물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성채의 주변과 사

방에서 높은 나무들이 서로 가까이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서로 얽혀 있던

나무 가지들로 인해 견고하였고, 이러한 식으로 다른 성채도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 아

몰과 사리의 하킴은 모든 친족들과 예속민들과 匠人들, 저장품들과 가지고 있던 중요한

물자들 모두를 그 요새로 가져갔고 그 지역의 나머지 소유주들, [689] 심지어 주변에서

그 지역에 와 있던 상인들까지도 모두 성채의 강력한 보호를 얻고자 자신의 물자들을

그 요새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현금과 귀중한 물품들, 특히 수많은 금과 은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추측의 회계원들이 비교와 추론의 손가락으로 그 수를 셀 수 없

을 정도였다.

사힙키란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상서롭고 행복하게 진격하였고, 하늘과

같은 군대는 그 늪에서 정글을 베어내고 나아가 세 번째 날에 아몰에 이르렀다.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부터 효과적인 명령이 반포되었다. “사이드 기야스 앗 딘은 가서 그의 부

친에게 충고하여 데려오라.” 이것은 그 무리들의 잘못된 믿음과 부끄럽고 옳지 못한 행

1753) 여기에서 ‘세 차례(Se-kūch)’의 Kūch는 이주하다, 이동하다, 혹은 가족, 가문 등의 뜻을 가지
고 있어서 횟수를 나타내는 의미로는 쓰인 전례가 없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앞에 서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세 번의 + 이동’ 정도로 볼 수 있다. 혹은 『勝戰記』에서 종종 등장하는 세 역참
(Manzel) 거리의 이동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

1754) 화살의 사정거리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는 데다, 지역마다, 그리고 활의 종류와 궁수의 역
량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G.Vernadsky은 몽골활에 대한 여러 기록 등을 수렴하여 약 180∼
270m 정도로 보았다(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민속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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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슬람에 대한 열정과 신앙을

우선시하는 (티무르는) 이같이 행하였다. “그의 아들의 혀로 비난과 질책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한다, 네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마스지드 하

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금요일과 금요 기도의 관습에 대해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의무적인 기도와 순나를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어떤 자가 정기

적인 기도를 위한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 너에

게 있는 고귀한 이름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리고 사이드자데를 파견하고, 복종의 필요

가 있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모든 군대는 아몰에 토기화약(Taghār)를 쏟아 붓도록 하

라.” 그리고 명령에 따라 행하였을 때 그곳으로부터 진격하였고, 모든 군대들은 發煙彈

(Nūra)1755)을 던지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풀숲과 정글을 베어내었으며, 짚과 작은

나무도막을 뭉쳐 만든 뗏목을 물과 늪 위에 던져서 건넜다. 그리하여 그 바닥이, 마치

맹인의 눈동자가 낮에도 햇빛의 덕을 보지 못하고 밤에도 달과 별빛의 덕을 보지 못하

는 것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던 그 덤불 모두를 황야로 만들었고, 매일 1파르상 만큼

이동하였으며, 나무도막과 잔가지를 진흙과 흙탕물 위에 두어 가라앉혔다. 둘 카다 월

26일( 1392년 10월 14일) 토요일에1756), 양측의 정탐병이 서로 만나 거대한 전투가 발생

하였다.

[시Nazm] 피리의 함성과 탄식이 발생하였고, 산의 중심이 자리에서 이탈하였다.
[690]
병사들이 양측에서 전투로 들어섰고, 사방에서 긴 화살을 쏘았다.
양 측에서 많은 이들이 살해되었다, 바다가 땅이 되었고, 초원이 산이 될 만큼.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의 아들 하비야 호자는 그 전투를 최대한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반구M iṣrā’] 1757) 나의 명성을 위해서는 몸의 죽음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에 따라, 두 번째 인생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 덧없는 삶을 희생

하였다.

1755) 이것은 이란본Ⅰ을 따른 것이다. 이 단어는 비소와 석회를 섞어 유독가스를 내도록 만든 일
종의 폭탄인데, 이것을 토기(Taghār)에 채워 넣어 수류탄처럼 투척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이용
하였다. 비슷한 용례를 당나라군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어 매우 오래 된 전통을 지닌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기라는 단어는 앞에서는 군량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지만 여기에서
는 토기 형태의 화약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756) 『歷史의 精髓』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25일에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ZT/Jawādī 2,
p, 797).

1757) Ferdowsī, Shāhnāma. 그리고 또한 이란의 속담이기도 하다(YZN/Ṣādiq, p.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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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1758) 그의 이름이 훌륭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3일 후에 사이드 카말 앗 딘 다라지1759)와 마울라나 이마드 앗 딘(Mawlānā I'mād

al-Dīn)이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와서 겸손의 혀를 탄원으로 열었고,

안전을 청하였다. 사힙키란이 명하였다. “너의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

다, 이 지역의 수장인 사이드들로 하여금 각기 자신의 자녀들 중에 하나를 이 지역의

세금과 함께 우리 앞에 파견하여 동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부친들의 생

각의 누그러지고 평화를 찾으면, (그들을) 신뢰하고 가리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그 근시안적인 무리들의 행운의 눈에서 어두움이

그들의 통찰력 있는 시야를 가렸으며, 현자들이 자조적인 껄껄거림으로 비웃었던 불가

능한 생각을 갖고 즉시 북을 두드려 저항을 선언하였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피르

파디샤와 아르군 샤 부르달리기와 나디르 샤 카라쿨리(Nāir Shāh Qarākūlī)와 셰이흐

알리 아무야이(Shaykh 'alī Āmūyaī)를 제이훈의 노를 젓는 자들과 火砲兵

(R'ad-andāzān)1760)들 및 기름병 던지는 자(Nafṭ-andāzān)1761)들과 함께 콜좀(Qulzu

m)1762) 바닷가 길로 파견하여, 적들의 배를 취하고 용감하게 마하나사르 성채의 점령을

위해 진격하였다.

1758) 이란본Ⅱ 미주 202에 따르면 이 역시 이란의 속담과 유사하다.
1759) 사이드 카말 앗 딘이라는 사리의 하킴은 아몰의 하킴인 사이드 라지 앗 딘과 더불어 이 시
기 타바리스탄을 통치하였던 마라시(Mar'ashī) 수피 종단의 교조이자 군주였다. 이 왕조는 그들
의 부친인 미르 보조르그가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스칸다르 샤이히의 부친 키야 아프라
시아프의 아프라시아프 왕조를 멸망시키고 사리와 아몰 등에 자리 잡은 왕조로, 12대 이맘파에
속하였다. 이 왕조는 티무르의 침략으로 곤경을 겪었으나 이후 명맥을 유지하여 1596년 사파비
에 의해 병합된다.

1760) 현대에는 이 단어가 ‘박격포를 쏘는 자’. 혹은 ‘포수’ 등의 의미를 지닌다. 학자들에 의하면
티무르 조 시기에는 화약 무기가 쓰였을 뿐 아니라 제작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예시는 샤루
흐 시기인 15세기 상반기의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티무르 재위 시기인 14세기 후반에도 화
약무기는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Gábor Ágoston, Guns for the Sultan: Military
Power and the Weapons Industry in the Ottoman Emp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5).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火砲兵이라 번역하였다.

1761) 이 단어는 투척기에 기름을 발라 불을 붙인 돌을 적의 방향을 향해 날리는 공성 방식을 행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는 화약무기가 도입되기 한참 전부터 있었던 방식으로, Dikhhudā에
의하면 시인 루다키의 시에도 ‘Nafāṭ’가 등장한다고 한다. 다만 후대로 갈수록 火砲兵을 의미하
는 단어가 되었다. 이 시기에 이 단어나 어떤 형태의 도구였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우나, 책 뒷부
분에 ‘기름이 든 유리병(Qārūri-yi Nafṭ)’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기름이
든 유리병을 적에게 던져 불을 일으키는 공성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기구가 12세
기 시리아에서 이미 보이고 있다(David Nicolle. Medieval Warfare Source Book: Warfare in
Western Christendom. Brockhampton Press, 1995, p.178).

1762) 본래 이 단어는 바다, 대양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이며 지명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
반적으로 카스피 해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



- 512 -

그들은 명령에 따라 나아갔고, 강력한 행운의 팔로 적들의 배를 손에 넣었으며 지

체 없이 코슌들을 정렬하고 전문가들을 툭과 깃발과 [691] 북과 피리와 함께 배에 태웠

다. 콜좀 바다의 표면은 갑옷과 도검의 반짝임으로 인해 마치 태양처럼 빛났으며, 게우

르카와 북의 울부짖는 소리와 철로 무장한 용사들의 주고받는 함성소리가 당대의 귀를

찢어놓았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그 성채에 드리웠을 때, 명령에

따라 마하나사르 요새를 포위하고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혀라는 손이 그 기록의 자락에

이를 수 없었으며, 펜이라는 혀가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손을 대지 못할 정도였다.

[시Bayt] 그 전투의 발생 양상은 말하고 듣는 것으로 설명될 정도가 아니었다.
불길이 바닷물로부터 피어올랐다, 너는 말하였지, 마지막 날이 서둘러 발생하였다
고.

결과적으로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전사들은, 샤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영예

로 바깥 성채를 점령하였고, 적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안으로 달아났다. 둘

히자 월 초(1392년 10월 19일) 토요일에 승리의 사힙키란은 신의 도움으로 말을 몰아

행운으로 성채를 향해 진격하였다. 적들이 품은 毒은 그 분의 위대함에 겁을 먹고 물이

되었으며, 적들의 목숨과 심장은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과 절박함에 떨었다. 다급

히 성채 바깥으로 나왔고, 무리별로 하늘과 같이 넓은 그 분에게 겸손의 얼굴을 두었

다.

[시Nazm] 그들의 얼굴은 희망의 하늘로부터 소망의 별이 (되었다). 소망의 정원에
서 승리의 꽃이 피었다.
이슬람은 생기롭게 되었고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하였으며, 질투의 눈은 멀었고 적
의 귀가 멀었다.

신앙을 육성하는 사힙키란은, 만남의 초반에는 그들과 관계되어 있던 나쁜 신앙에

관해 그들을 위협하고 강압이 섞인 이야기들을 말하였으나, 마지막에는 훌륭한 방식으

로 그들에게 훌륭한 경의와 물자의 사여를 통해 완전한 위무를 베풀었다. 그리고 <인내

하는 자들은 제외한다.>1763)라는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여 잘못된 믿

음을 전체적으로 제거한 후, 순나와 움마의 주민들(이 행하는) 적절한 방식이 우선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울라마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자녀들에게 [692] 샤리

아 지식의 가르침을 고취시키는 것, 이슬람의 주민들 중에 특별히 예언자의 가문 <그에

게 평화가 있기를!> 과 관련된 자들을 (그 일에) 임명하고 그 외에는 선택하지 않는 것

1763) Qur'ān, Sūra al-Aṣr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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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하였다. 그와 같은 위무와 충고 후에, 그들을 사리 요새로 파견하여 명하였다.

“잘 수호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 요새는 셈의 범위를 초

월할 정도로 많은 물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묘사되었는데, 바다처럼 너그러우신 왕의 자

비의 바다가 물결치면서 배들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 배 별로 아미르들과 군사들에게

사여하였다.

[시Bayt] 1764) 만일 마음과 손이 바다와 육지라면, 神들의 마음과 손일 것이다.

명백한 판단의 지시로 그 굳건한 요새를 약탈의 빗자루로 깨끗이 한 후에 흙더미

를 쌓았으나 여전히 같은 상황에 있었다. 그리하여 수차례 여러 사람들이 고귀한 귀에

전하기를 “그 지역에서 나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암살(Fidā)을 행하였습니다

.”1765) 이에 복속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반포되었다. “누구든

영광의 이름으로 사악함을 저지르면 병사들과 일반인들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데려가

살해할 할 것이다.” 그리고는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복의

칼로 정해진 운명의 음료를 맛보게 하였다. 고귀한 업무가 효력을 발휘하였고, 그 주변

이 길잃은 무리의 사악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났다. (과거에는) 만일 한 문서가 어떤 이

방인의 손에 떨어지면, 승리의 학자(Faqīh)와 배우는 자(Tālib)일 수 있다는 잘못된 착

각으로 그를 살해할 정도(였고), 특별히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자신의 아들 하비야

호자의 살해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이스칸다르 샤이히는 사이드 카밤 앗 딘(Sayyīd

Qavām al-Dīn)의 다르비시들이 살해하고 아몰을 차지하였던 자신의 부친 아프라시

압1766)과 다른 친족들에 대한 보복을 위해 수많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명하였

다. “사이드 카말 앗 딘을 주민들과 그 처자와 함께 함께 배에 앉혀서 호라즘으로 보내

고 그의 자녀인 사이드 무르타지(Sayyīd Murtazī)와 사이드 압둘라(Sayyīd 'Abd allah)

를 아들들 및 일부 사람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를 거쳐 타슈켄트로 향하게 하라.” 명받은

대로 행하였다. [693]

1764) Anwarī, Dīwān-i Anwarī.
1765) 이 부분에 대해 THTB에서는 유럽에서 유명한 어쎄신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어쎄신은 순니 왕조인 압바스 왕조 치하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고 험준한 요새에 의
지하여 주변 도시의 관료들과 멀리 중앙의 관료까지 암살하며 수 세기 동안 잔존하였던 5대 이
맘파 이스마일리를 일컫는다. 이들의 주력 세력은 1258년 훌레구의 공격으로 인해 사라졌고 마
잔다란의 사이드들을 이들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란 전역에는 시아파 사이드
들이 잔존해있었고, 특히 수백년에 걸쳐 지방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마잔다란의 사이드들은 알
라위 계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THTB/Darby, p.396).

1766) 이란본Ⅱ 미주 206에 의하면 이스칸다르 샤이히의 부친 아프라시압은 750∼760AH사이에 아
몰을 다스렸던 인물이며, 카밤 앗 딘 마라시를 붙잡기 위해 다부(Dābū) 지역으로 갔다가 그곳
에서 살해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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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승리의 서를 수도로 보냄과 정숙의 피난처인 자녀들

과 카툰들을 소환한 이야기

마잔다란의 왕국들이 완전히 점령되었을 때, 승리의 사힙키란은 아몰과 사리와 마

하나사르 및 그 부속 지역에 대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훌륭한 칙령(Bīilāq)들과 함께 사

마르칸트로 파견하여, 승리의 자녀인 아미르자데 샤루흐(Amīrzāda Shāhrukh)와 고귀한

손자들인 아미르자데 할릴과 아미르자데 루스탐, 그리고 사힙키란의 외손자이자 아미르

무사의 손자인 술탄 후세인과 훌륭한 장막 속 여인이신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딸 빅시

술탄(Bīksī Sulṭān), 그리고 부인들 중에 대 부인인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다

른 아가들을 소환하였다. 그리고 795AH 무하람 월(1392년 11∼12월)에 명하였다. “주르

잔 주변, 샤스만이란 장소에 고귀한 왕궁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리의 다루가 職

을 쿠히스탄의 카인(Qāyin)1767) 출신이었던 잠시드 카른(Jamshīd Qārn)에게 사여하였

다. 그리고 그곳의 사이드들이 (과거) 이스칸다르 샤이히의 부친과 형제를 속임수로 살

해하고 아몰을 그들로부터 빼앗았으므로, 그가 달아나 한동안 축복받은 대오에 동행하

여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이때에 왕다운 애정으로 아몰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상

서롭고 행복하게 귀환하여, 그 달 20일에 샤스만에서 그 왕궁에 안착하였고 타바치들을

주변으로 파견하여 [694] 각 방향으로 갔었던 승전군 모두를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모

았다.

[시Bayt] 흩어졌던 병사들을 모았다. 철로 된 땅이 페리도트 색 하늘처럼 되었다.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파견되었던 승리의 소식은, 794AH 둘 히자 월 18일

(1392년 11월 5일) 화요일에, 선물들과 함께 수도인 사마르칸트에 이르렀다.

[시Nazm] 하늘이라는 귀가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찼다 - 신의 도움으로 승리의 아
침이 평화와 안전의 日出地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의로 서쪽의 안전을 이루었던 동쪽의 왕이, 다시금 단번에 마잔다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미풍으로 인해 왕국의 행운의 꽃밭이 향기롭게 되었고, 승리의 별빛으로 세계가 빛
나게 되었다.

모든 희망의 꽃봉오리가 소망이라는 꽃병에서 슬픔을 없애는 웃음을 지으며 입을

1767) 후라산 남부의 도시로, 비르잔드에서 북쪽으로 약 ９５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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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봄이 소망과 바람의 나뭇가지에서 피어났다. 승리의 소식

을 가져온 이에게 많은 물자의 恩賜1768)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의 승리에 관해 어

떤 군사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또한 감사를 위해 수많은 기도와 자선 물품

이 적절이 제공되었는데, 가난한 자들과 고행자가 집결과 행운의 도구를 갖춤에 있어

부유한 자들과 맞먹게 될 정도였다.

훌륭한 부인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는 사힙키란의 고귀한 지시로 소환

을 명하였던 다른 카툰들 및 왕자들과 함께, 둘 히자 월 24일 월요일1769)에 영광스러운

사마르칸트 밖으로 나왔고 그 밤에 투타크(Tūtak)1770)라는 곳에 안착하였다. 화요일에

비와 눈이 많이 내렸으며 큰 추위가 발생하였다.

[시Nazm] 구름이 깊은 바다로부터 일어나, 비를 내리고 눈을 떨어뜨렸다.
그 눈으로 인해 세상이 은폐되었고, 계곡에서 언덕까지 쌓이게 되었다.
장뇌와 같은 하얀 구름이 내려, 자스민의 열매가 버즘나무(Chanār)에서 자랐
다.[695]

그 날에 아가들과 샤자데들이 샤드만에 들어섰고 집에 자리하였다. 수요일에 그곳

에서 이동하여 다미시크(Damishq)1771)로 유명하였던 한 마을에서, 사힙키란의 건물군

중에 있었던 어떤 하니가에 안착하여 2-3일을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날씨가 풀리

게 되자 상서롭고 행복하게 출발하여 다시 나아갔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카르시에 이

르렀을 때 한 사람이 사힙키란의 어전으로부터 왔는데, 자녀들과 아가들은 유수진을 두

고 급히 오라고 하였다. 그 때에 견고한 기둥인 이 가문의 행운으로 반짝이는 눈이었던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예기치 못한 눈병이 발생하였고, 서둘러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

으므로, 여러 장소들을 천천히 거쳐 나아갔다. 795AH 무하람 월 16일(1392년 12월 2일)

월요일에 아무야 강을 건너 안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저녁과 밤에 쉬지 않고 나아가 [메

르브를 통과하여], 토요일에 마한에 이르렀다. 그리고 고귀한 샤자데에게 나타났던 눈병

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훌륭한 부인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은 보고를 위해 사힙키란에게 서신을 작성하였

는데, (이는) 모든 자녀들의 건강에 관한 소식과, 상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1768) 이란본Ⅰ에서는 이 부분을 ‘Seyvanchī’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란본Ⅱ이나 이란본Ⅰ에서 살펴
본 몇몇 사본에서는 ‘Sevanjī’로 되어 있다. 전자의 단어를 Doerfer를 통해 찾아보면 Seyvan이
라는 단어의 뜻은 ‘(왕의) 은사, (왕이 베푸시는) 사랑’이며, 이를 통해 이 단어를 恩賜로 번역하
였다.

1769)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같은 월요일이나 ‘25일’로 되어 있다. 이 이후로도 『歷史의 精
髓』와 종종 날짜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ZT/Jawādī 2, p.752).

1770) 이란본Ⅰ에는 ‘Tūlak’로 되어 있다.
1771) 위치상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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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할 필요가 있는 명령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출발하여 카

르시에 이르렀는데, 최대한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도달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통치의 빛나는 눈인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나타났었던 눈병으로 인해, 서

두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지고하신 신께서 그의 고통에 완전한 치료를 사여하시었으니,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고 파견하였을 때,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힌다완 마을에 안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아가들과 샤자데들은 유수진을 두고 급히 출발하였고 밤낮 없이 달려, 13일

만에 질라운(Jīlāwun)1772)에 이르렀다. 사힙키란은 애정과 친절의 방식으로 그들을 맞이

하였고, 그곳에서 서로 만났다. 사힙키란은 자녀들을 품에 끌어안았고, [696] 저항의 주

민들에 대한 분쇄와 도시의 획득으로 인해 밝아졌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눈이 자

녀들과 손자들의 얼굴을 보고는 더욱 밝아졌다. 아가들과 자녀들은 금화를 뿌리고 적절

한 조공을 바쳤다. 기쁨과 즐거움에 몰두하며 그곳을 출발하여 샤스만으로 들어가 상서

롭고 행복하게 안착하였고, 기쁨과 행운을 위한 도구들이 통치와 세계 정복 업무의 강

화 및 준비에 쓰일 수 있도록 힘과 권위의 반열에서 질서를 갖추었다. 王位라는 정원은

승리라는 샘물로 인해 푸르고 신선해졌으며, 드높은 세계의 왕궁에 있는 정부의 중진들

과 가신들은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그들의 것>1773) 이며 <그 중 좋은 보상은 신에

게로부터 있다.>1774)

139. 사힙키란이 파르스와 이라크로 두 번째 향한 이야기

드높은 지위를 지닌 사힙키란의 훌륭한 마음은, 어떤 축복받은 상황에서건 단지 행

운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양이 아

직 염소자리1775) 끝 단계에 있었던 겨울의 초입에, 명백히 도시와 영역에 대한 조약의

중재자였던 파르스와 이라크 왕국으로 출발하였다.

[시Nazm] 다른 길로 투란의 무리들이 사힙키란의 명령을 받들었다.
철퇴를 든 기병 용사들이 도검을 뽑아들고 화살을 겨누었다.

1772) 이란본Ⅰ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Ⅱ에는 ‘Chīlān’이라 되어있다. 『歷史의 精髓』에도
‘Jalāwūn’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타라바드 부근의 지명으로 보인다.

1773) Qur'ān, Sūra al-R'ad : 29.
1774) Qur'ān, Sūra al-'Imrān : 195.
1775) 페르시아력의 10번째 달인 데이 월에 해당하는 천궁 12성좌의 10번째 성좌. 페르시아력에서
는 10-12월이 겨울을 의미하므로, 겨울의 첫 달 마지막 날에 해당한다. 서력 1393년 1월 5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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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그의 형제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를 전위로 파견

하였으며,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순자크 바하두르와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와

무바샤르와 다른 아미르들은 그들의 등자에 동행하였다. 하늘처럼 강력하신 모든 군사

들 10명당 3사람을 선택하여 795AH 사파르 월 24일(1393년 1월 9일) 목요일에, 마잔다

란에서 지고하고 거룩하신 신의 도움과 함께 나아갔다.

[시Bayt] 설령 하늘이 왕의 대오였더라도, 한순간도 자신의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
았을 것이다. [697]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자한샤 바하두르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

와 핫지 마흐무드 샤와 우치 카라를 유수진의 보호 및 군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남겨

두어 후방에서 천천히 오도록 하였으며,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장막의 여인들 중에, 사라

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를 유수진과 함께 두었다. 출판 말릭 아가와 두르 술탄 아가

(Durr Sulṭān Āghā) [와 니가르 아가(Nighār Āghā)]1776)는 축복받은 대오에 동행케 하

였으며 아미르자데 샤루흐 또한 전위로 세웠다. 왈리의 하영지(Yailāq-i Walī)를 통과하

여 담간과 심난과 라이와 샤흐리야르(Shahrīyār)1777)에서 모든 군대에게 토기 화약을 제

공하여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갔었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데 피

르 무함마드가 카즈빈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하킴이었던 호자 셰이흐 샤흐사바르

(Khwāja Shaykh Shahsavār)를 전투에서 붙잡아 샤자데의 어전에 데려왔다. 그를 사힙

키란에게 파견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술타니야로 향하였다. 이때 술타니야의 왈리였던

아크차키(Āqchakī)가 사망하였으므로, 오르탁 샤(Urtaq Shāh)1778)는 자신의 누케르를

대행으로 삼았고 승전군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요새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시Bayt] 개미는 누구에게 죽는가, 코끼리의 발이다. 모기는 누구에게 죽는가, 가브
리엘이다.1779)

샤자데들은 1주일을 그곳에서 머물렀고, 병사들에게 토기 화약을 지급하여 요새를

차지하였으며, 용감하고 상서로이 바그다드 방향으로 향하였다. 쿠르디스탄에 이르렀을

때, 물라(Mūla)가 사힙키란으로부터 와서 명령을 전하였다. “너희는 함께 참차말

1776) 이란본Ⅰ에는 있는데,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에는 없다. 티무르의 초기 계보를 기록한
Mu'izz-l-Ansāb에는 이 부인의 이름이 등장한다.

1777) 현재　테헤란　외곽도시로　중심부에서　약 33km　서쪽에　위치한다．
1778) 이란본Ⅰ은 ‘_ZNQ’로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에는 ‘Az’외에는 생략되어 있다. 본문은 캘커타
본과 이란본Ⅱ에 따랐다.

1779) 이란본Ⅱ 미주 209에 의하면 이 싯구는 니자미의 싯구이나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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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chamāl)1780)의 길로 나아가라.” 명에 따라 그곳으로부터 귀환하여 송쿠르

(Sunqur)1781) 성채에 이르렀으며 그곳의 곡식들을 먹이고 약탈하였다.

[시Shi'r] 나쁜 의도를 지닌 정의롭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무력의 타격으로 인해
뒤집어졌다.
가축의 먹이가 모두 살해되었고, 영역 내에 어떤 것도 제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동의 시기였던 아침에, 다른 이가 사힙키란에게서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그 지

역의 무리들을 복종의 굴레로 데리고 들어와 복종과 순응케 하고, [698] 누구든 저항을

행하고 불복종을 표명하는 자는 (그의) 영역을 약탈하며, 그 쪽의 모든 산과 황야를 적

들과 노상강도의 사악한 존재로부터 정화하도록 하라.” 순응해야 할 명령에 따라 나아

갔으며, 참차말과 비소툰 산에 이르렀을 때, 순자크 바하두르와 티무르 호자 (이븐) 아

크부카와 무바샤르 바하두르는 군대와 함께 쿠르디스탄의 다른 길로 진격하였다. 그리

고 샤자데들은 타시 카툰(Tāshī Khātūn)1782) 고개로 향하였으며 그곳에 이르렀는데, 반

대 측의 사령관들 중 하나가 그 영역을 손에 넣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달아나 샤자데들

의 어전에 와서 설명하였다. “이 지역의 길에 관해서는 어떤 자도 저보다 나은 이를 보

지 못했습니다. 만일 명령을 내리신다면 길잡이가 되어 복종의 의무를 행하겠습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그에게 위무를 베풀고 예복과 허리띠와 칼잡이와1783) 금으

로 된 짐을 사여하였으며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전위로 세워, 길잡이를 그와 함께 파

견하였다.

그곳의 하킴이었던 이브라힘 샤(Ibrāhīm Shāh)1784)는 복종과 복속의 자리에 들어

1780) 현재 이라크 술레이마니야와 키르쿠크 사이에 동일한　이름이　존재하지만, 진격방향으로　
볼　때　이 분견대는 현재　이란령 쿠르디스탄에　위치한　비소툰　부근으로　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지명이 현재 이란 키르만샤 주 내, 비소툰 북부의 비소툰 산 동쪽 지역
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의 다른 곳에 등장하는 참차말은 키르쿠크 지역에 위치한 현
참차말 도시이다(온라인 출처 : https://fa.wikipedia.org/wiki/دهستان_چمچمال).

1781) 현재 쿠르디스탄 키르만 샤에서 동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1782) 이란본Ⅰ에는 바시 카툰(Bāsh Khātūn)으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에는 타시
하툰으로 되어 있다.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을 주로 ‘다르반드’, 혹은 ‘다르반드-쿠르디스
탄’이라 부르고 있다. 다르반드는 중국의 철문관이나 아제르바이잔의 데르벤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경계의 카할카 및 일리의 티무르 카할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보이는 ‘철문’에 해당
하는 지명으로, 쿠르디스탄에도 이와 유사한 철문(카할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라크의
술레이마니에 동남 54km에 다르반드-칸(Darbadnikhan)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키르만샤에서 술
레이마니에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므로. 이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순자크 바하두르 등이
샤자데와 다른 루트로 진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쿠르디스탄의 오랜 교통로인 사
르폴-자합을 거쳐 바그다드로 향하는 길로 갔을 것이라 추측된다.

1783) 이란본Ⅰ에는 칼‘잡이’ 부분이 없다. 그러나 본문은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1784) 『歷史의 精髓』에는 그가 쿠르디스탄의 대 아미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ZT/Jawādī 2,
p.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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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신의 아들 술탄 샤(Sulṭān Shāh)를 아랍産 말과 적절한 선물 및 조공품들과 함께

샤자데들에게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을 때 선물을 전하

였으며, 또한 적절한 선물들로 바하두르들을 기쁘게 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은 사람을 파견하여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소환하였다. 세계의 영웅은 명령에 따라

귀환하였다. 도중에 안착하였던 어떤 장소에서 죽을 먹고 있었는데, 동행하였던 길잡이

가 자신의 목표에 희망이 없게 되자, 나쁜 생각을 지닌 자아의 속임수로 인해 예고 없

이 칼을 그에게 휘둘렀고, 이 용감한 덤불의 사자는 사악한 개의 여우 짓에 의해 죽음

의 땅 위에 떨어졌다. 아아,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가벼운 공격을 위한 도검과 창촉,

무거운 철퇴들 사이에서 용감하게 (전쟁을) 수행해왔고 공격을 행해왔으며 [699] 머리를

안전히 바깥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시간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노

라>1785)는 약속 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칼의 타격으로 인해 생명을 (신께) 의탁하게

되었다.

[시Bayt]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장소, 이곳에서는 어떤 자도 영원히 머무르지 못
한다.

즉시 처벌을 위해 나쁜 행동을 취한 길잡이를 최대한 빨리 살해하여 불에 태웠다.

[반구M iṣrā’] 1786) 자연적인 應報으로 인한 결과이다.

140. 사힙키란이 루리스탄과 후지스탄(Khūzistān)으로 원

정을 행한 이야기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샤흐리야르 지역에 (이르러) 다시 일부의 군대를 선

택하였고,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나머지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 두어 유수진이 아스타라

바드로부터 올 때 까지 머무르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친히 선택된 그 무리들과 함께 보

루제르드 방향으로 출발하여 최대한 빨리 달렸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좌익의

군대와 함께 아베(Āvih)1787)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 쿠시크 추판(Kūshk Chūpān)1788) 지

역을 통과하여 아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을 통과하여 기브(Ghīv) 요새1789)의 주변을

1785) Qur'ān, Sūra al-A'arāf : 34.
1786)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앞에서도 이 반구(Miṣrā’)를 포함한 한 구 전체가
인용된 적이 있다(YZN/Ṣādiq, p.311).

1787) 현재 이란 마르카지 주의 서베 남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근교마을．　
1788) 아미르 추판의 궁성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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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즉시 점령하였으며, 그 요새의 수장이었던 무함마드 쿠미(Muhammad Qumī)

를 붙잡았다.

[시Bayt] 샤자데가 저명한 군대와 함께, 그 성벽의 주변에 들어섰을 때,
그 요새의 길 주변에 탄식소리가 가득하였고, 그 성벽을 지키는 이들이 포로가 되
었다.

밤새 달려 다음 날에 마르완(Marwan)1790) 지역으로 나아갔으며, 무함마드 쿠미의

대리인이었던 무자파르 파라하니(Muzaffar Parāhānī)가 마중 나와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었다. 그곳에서 이동하여 [700] 카라흐루드(Karahrūd)1791)에 이르렀다. 이스판

디야르가 무기력하고 절박한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샤자데는 무함마드 쿠미와 이스판

디야르를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파견하였고 그 분은 라비 알 싸니 월 초(1393년 2월 14

일) 금요일에 영광과 상서로운 전조와 더불어 보루지르드에 안착하였다. 아미르자데 우

마르 셰이흐는 타룬(Tarūn)을 건너 그곳에서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이르렀고 좌익에

있는 자기 자리로 가기 위해 허락을 청하였다. 사힙키란은 사이프 앗 딘 칼다시(Saīf

al-Dīn Qaldāsh)를 보루지르드 요새의 수장으로 임명하였고, 셰이흐 미카엘(Shaykh

Mīkāil)을 니하반드의 보호를 위해 두었으며 그곳으로부터 상서롭고 행복하게 나아가,

세 번째 날에 승리와 싱그러움을 갖고 호람아바드에 이르렀다.

말릭 아즈 앗 딘은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다급하게 달아났으며, 승리의 사

힙키란은 하룻밤을 상서로이 그곳에서 지냈다. 다음 날 요새의 포위를 위해 병사들 중

에 일부를 선발하였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를 소환하여, 말릭 아즈 앗 딘의 추격

을 위해 파견하였다. 또한 반란세력의 격퇴와 그들의 절멸을 위해 군대를 주변과 사방

으로 파견하였으며 자신은 친히 호람아바드에서 이동하여 슈시타르로 향하였다. 축복받

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던 매 장소마다 용감한 자들을 매복시키고 이동하여, 루르의 도

적과 노상강도 무리들이 산으로부터 내려와 유르트로 다가올 때 그들의 사악한 존재를

칼의 물기로, 존재의 판에서 침몰시켰다.

[시Bayt] 칼의 물기로 죄악의 주민들의 사악하고 혼란스러운 본성으로 그려진. 세
계의 판을 씻을 수 있었다.

1789) 아베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1790)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 대신 차라(Charā)와 파라완(Parawān)이라는 마을이라 하였다.
실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이의 니스바가 ‘무자파르 파라하니’이기 때문에 이곳의 지명을 파라완
이라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ZT/Jawādī 2, p.754).

1791) 현재 이란 마르카지 주의 도시 아라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６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근교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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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역참을 거쳐 잘 강(Āb-i Zāl)1792)의 다리에 이르렀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

이흐는 말릭 아즈 앗 딘을 추격하며 만카라(Mankara) 성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를

찾아 그 산지에서 온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에 대해 전혀 어떠한 흔적도 얻지 못하

자 모든 요새와 산과 황야 사람들을 복속시키고는 잘 강에서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

였다.

그리고 유수진에 있었던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병사 중에 일부와 함께 진격하여 카

샨(Kāshān)의 문으로 [701] 달려갔다. 그 곳에는 샤자데의 군대의 타격에 대한 두려움

으로 후라산에서 달아나 이라크로 와 있었던 말룩 사르바다르가 샤 만수르의 허락으로

카샨의 다루가가 되어 있었는데, 샤자데의 깃발의 도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

을 밖으로 파견하였고 無力하고 다급한 혀로 안전을 청하였다.

샤자데는 그에게 평화의 예복을 사여하였고, 그는 복종의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와

승리의 등자의 수행원이 되었다. 그리고 샤자데는 상서로이 유수진으로 귀환하였다. 세

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를 군대와 함께 우측으로 파견하였으

며 어디에서든 적들과 마주칠 때 마다 모두를 예리한 칼로 즉시 살해하도록 하였다. 호

바이자(Ḥubayja)1793)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맞서거나 방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샤

만수르의 허락 하에 그곳에 있었던 이슬람이라는 이름의 한 다루가는 목숨을 잃을 것

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호바이자의 장악과 질서 구축을

행하였으며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 달 15일 토요일 밤에 상서로이 말을 몰아, 아침에 다

리를 건너 데즈풀(Dizfūl)1794) 내부에 안착하였다.

그 놀랍고 특별한 다리(Qanṭara)가 건설되어 세워져 있음은 구전과 전설을 통해 분

명히 나타났는데, <어깨에 구멍을 뚫은(Zūl-Aktāf)>1795) 사푸르 (대왕)의 충만한 열의

에 의한 건축물이었다. 그 기초 설계는 거대한 28개의 아치였는데, 28이라는 숫자는 십

단위에서의 완전한 수였다. (즉) 지상의 네 원소와 하늘의 별들과 관계된 숫자를 곱셈

의 방식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즉 4를 7로 곱셈하면 28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달을 두어 그 궤도를 운행케 하니>1796)라는 말씀이 비롯되었던 달의 맨션

(Manāzil-i Qamar)1797)의 개수가 바로 이 숫자로 정해졌다. 또한 예언자를 통해 神에게

복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영광스러운 선물과 사여물 중에 하나였던 쿠란, 그

단어의 기초(철자)는 언어 중에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아랍어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1792) 후지스탄 주 슈시타르 동쪽에 위치한 카룬 강의 지류이다.
1793) 후지스탄 주　아흐와즈에서　서쪽으로　５８km　떨어진　곳에　위치.
1794) 캘커타본의 철자는 Dezpul이나 현재의 지명은 본문이 더 적절하다.
1795) 사산조 사푸르 2세의 칭호이다.
1796) Qur'ān, Sūra al-Yas : 39.
1797) 이는 동양의 28宿과 동일한 개념으로, 황도와 천구의 적도 주변에 있는 28개의 별자리를 가
리키는데, 달이 한 달에 한번 돌면서 하루씩 머무르는 집이란 의미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페르
시아어에서도 집, 거주지를 가리키는 ‘Manjil’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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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28개)였다. 그리하여 쿠란의 문구 <신께서는 그대에게 자주 낭송하는 일곱 구절

을 주었노라>1798)가 지닌 넘치는 열기의 의미를 통해, 그 정직함이라는 보석 위에 이

판단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여행하거나 머무를 때나 기도의 모든 동작의 횟수 또한

동일한데,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이유는 명백하였다. 이 가치 있고 특수한 숫자의 특징

중에, 사실상 그것의 특수함이란, ‘이와 같은 것은 기억할만하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으로, [702] 모종의 것이 외적으로 발현하여 통찰력의 주인인 현자들, (즉) 그 건축물의

기초를 다리로 설계하였던 기술자들이 ‘숫자의 상징학(Arthamātiq)1799)’이라 부르는 그

숫자의 특별함에 대해 이해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커다란 두 아치 사이

에 작은 아치를 두어, 그 기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모두를 (합하면) 55개의 아치가

되었는데, (이는) 55(Mujīb)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닌 숫자였으며 그것은 10까지 1자

리 숫자들의 합이었다. 그리고 한편 28은 1부터 8까지 1자리 숫자의 합이었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것들에는 다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노라>1800) 한편 그 아치들 모두는 돌로 조각

되었고 벽돌을 구워 극히 단단하였으므로, 시대가 이어지고 밤낮이 계속되어도 <우리를

기념물로 돌보도록 하라>1801)는 뜻을, 통찰력의 주인인 이들의 현명한 귀에 전하였다.

요약하자면, 하늘의 힘을 지닌 사힙키란이 축복받은 발걸음의 영광으로 데즈풀을

완전한 행운의 영역으로 삼았으며, 샴스 앗 딘 디흐다르(Shams al-Dīn Dihdār)는 20마

리의 당나귀 봇짐에 해당하는 은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리고 강력한 행운의 대리인들은

도시에 있었던 모든 말과 노새를 가지고 바로 그 날 도시 바깥으로 나아가 아침에 슈

시타르로 향하였으며, 사리 톨리(Sar-i Tollī)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말들을 초지에 풀어

두었으며 그곳에서 밤새 달려가, 아침에 슈시타르에 이르렀고, 차하르단가

(Chahārdāngha) 강변에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을 세웠다. 샤 만수르의 허가로 슈시타르

의 수호와 보호의 책임자였던 알리 쿠투왈('Alī Kūtūwāl)과 이스판디야르라는 이름을

지닌 이들은, 하늘과 같은 군대가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아나 시라즈로 향하였

다. 그곳의 대인들과 귀족들은 복종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묶고, 복종의 발걸음으

로 바깥을 향해 나아가 강을 건너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군대의 아미르들은

그 지역의 모든 부족세력과 유목민들을 주변과 사방에서 약탈하여 수많은 말과 노새를

데리고 왔다. 바다와 같이 관대하신 사힙키란은 그 전리품들을 모두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703]

1798) Qur'ān, Sūra al-Ḥijr : 87.
1799) 현재의 숫자학, 산수 등을 가리키는 arithmetic의 어원이다.
1800) Qur'ān, Sūra al-'Imrān : 7.
1801) 이란본Ⅱ 미주 210에 의하면 이 문구는 작자 미상인 시의 반구(Miṣrā’)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예멘 출신 시인의 시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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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세계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승리의 왕은 무력으로 적에게서 획득
하였고, 벗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 달의 20일 목요일 낮에 차하르단가 강을 건너, 도시 외곽의 나할리스탄

(Nakhalistan)1802) 사이에 안착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데 피르 무

함마드는 다르반드 타시 카툰에서 이동하여 지정된 만남의 장소로 나아갔으며 강과 산

맥을 통과하여, 쿠르디스탄과 루리스탄의 산과 황야 전역을 길목마다 점령하였고, 적들

을 제거한 후 이 장소에서 발아래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시Shi'r] 정의로운 샤한 샤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승리의 휴식처로 되돌아왔다.

141. 파르스와 이라크의 하킴의 이야기들의 일부, 이곳에

서 모든 글을 이 정도로 멈추다. (끝)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3년 전쟁으로부터 귀환하였다’는 단락에서 이야기되었듯

이, 그 분은 사마르칸트로 귀환을 결정하였을 때 시라즈를 떠났는데, 이는 무자파르 가

문이 언제나 그 분에 대한 지지와 봉사의 숨을 쉬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대

부분이 복속의 허리띠를 매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으며 동행의 행운을 얻었던

그 때에, 왕다운 애정은 시라즈의 지배를 그 당시 그 가문의 수장이었던 샤 야흐야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그에게 속해 있었던 야즈드 또한 사여하여 주었고, 이스파한

을 그의 큰 아들인 술탄 무함마드에게 주었으며 키르만을 샤 슈자의 형제인 술탄 아흐

마드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지역으로의 귀환의 허가를 사여하였다. 한편

샤 슈자의 아들 우와이스의 아들 술탄 아부 이스학에게는 시르잔의 통치를 요새 및 예

속민과 더불어 사여하였다. 샤 슈자의 아미르들 중에 있었던 파흘라반 무흐자브 후라사

니는 [704] 한동안 그의 허락으로,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의 허락으로 아바르쿠흐를 지배하였다가, 그 훌륭한 업무의 책임을 벗어난 후

에도 계속 그곳의 수호와 지배를 위해 머물러 있었다. 이 때에 샤 야흐야의 손아래 형

제인 샤 만수르가 슈시타르의 하킴이었고, 샤 슈자의 아들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은 하늘

같은 군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라즈로부터 달아나 슈시타르로 갔

는데, 샤 만수르는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사힙키란이 신의 보호와 함께

이란으로부터 투란으로 귀환하였던 790AH (1388년)부터 승리의 사힙키란이 마잔다란으

1802) 『歷史의 精髓』에는 후르마스탄(Khurmāstān)이라는 지명이다. 나할이나 후르마나 둘 다 야
자과의 식물들을 의미하므로, 야자과 식물이 번성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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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파르스와 이라크로 다시 향하였던 795AH(1392-3년)까지, 무자파르 가문 사이에

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Nazm] 황야의 괴물들이 정수리를 모았다, 사자가 그 게우르카로부터 멀어지기
만 하면.
사슴들이 공격자인 야생사자들의 장난으로 흩어졌다, 자고 있지만 않으면.

(이와 같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슈시타르에서 네 파르상 거리에 위치하였던 카리

카르드(Karīkard)1803) 요새에 갇혀 있던 자인 올 아비딘은, [아흐마드 샤 타름타시

(Aḥmad Shāh Tarmtāshī)1804)와 그의 친척 마흐무드 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해방되

어, 보루지르드의 말릭 아즈 앗 딘 케레이트 어전으로 갔고, 함께]1805) 이스파한으로 갔

다. 이스파한의 사령관들이 그에게 의도(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술탄 무함마드는

버틸 수 없어 요새로 들어갔고, 한 달 후에 요새를 보유하고 있었던 무함마드 코르치

(Muḥammad Qūrchī)와 함께 야즈드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스파한 왕국은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의 점령과 지배하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샤 만수르가 슈시타르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시라즈의 문으로 왔으며, 도시 내부에 있었던 시라즈의 사이드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예속민들과 함께 살람(Salam) 대문을 열어 그를 도시로 들여보냈다. 샤

아흐야는 그가 가까이에 이를 때 까지 샤 슈자의 테라스(Iwān)에 앉아있다가, 그 후에

말을 몰고 사아다트(Sa'ādat) 대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서 야즈드로 향하였다. 샤 만수

르는 들어와 [705] 테라스에 앉았으며 전혀 형제를 공격하거나 그를 추격하기 위해 사

람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샤 만수르가 시라즈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군사를 이

끌고 디흐비드(Dīh-i Bīd)1806) 요새와 사르막(Sarmaq)1807) 요새와 마르바스트(Marvas

t)1808) 성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아바르쿠흐의 문으로 갔는데, 그 때 그곳의 왈

리가 파흘라반 무흐자브였다. 샤 만수르는 도시를 포위하지 않고 시라즈로 귀환하였다.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은 이스파한에서 군대를 정렬하였다. 샤 만수르의 아미르들 다

수가 그의 부친인 샤 슈자에 의해 육성되었으므로, 아마도 (군주에 대한) 필수적 의무

를 고려할 것이며 그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라즈로 향하였다.

1803) 이란본Ⅰ에는 KRTKRD로 되어 있으나 캘커타본 및 이란본Ⅱ에 따랐다.
1804) 이란본Ⅰ에는 그의 이름이 TRMTĀY로 되어 있다.
1805) 타슈켄트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1806) 요새명의 의미는 ‘버드나무 마을’이다. 같은 지명을 가진 곳은 없지만 아래의 마르브다슈트에
서 서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807) 이란 파르스 주 시라즈 근교의 고대 도시 이스타흐르에 속한 역사적인 마을.
1808) 이란 파르스 주 시라즈 북동부에 위치한 근교 도시인 마르브다슈트에 비정할 수 있다. 시라
즈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시라즈 근교의 유적지 페르세폴리스
로 가는 길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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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만수르는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시라즈에서 그들에 대한 방어와 저항을 결정하였고,

이스타흐르 요새 아래의 新 다리(Pūl-nū)에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인 올 아비딘이 구부러진 펜으로 착각이라는 판 위에 그렸던 형태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샤 만수르의 군대는 스스로를 강에 던져 渡河하였고 전투가 일

어나 그의 병사를 패배시켰다. 그는 패주하여 이스파한으로 되돌아갔다.

파흘라반 무흐자브는 샤 만수르의 강력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샤 야흐야와 더불

어 친애와 우정의 기반을 닦았다. 그리하여 샤 야흐야가 아바르쿠흐까지 1일 거리였던

야즈드의 산지로 갔을 때, 파흘라반 무흐자브는 복속의 발걸음으로 그의 어전에 갔으며,

계약과 약속 후에 그를 아바르쿠흐로 초대하여 도시로 데려와 요새 내부에 스스로를

위해 세웠던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나 샤 야흐야는 도시와 요새에서 세력을 점

한 후에 선동자인 가신 무리들의 유혹으로 계약의 파기를 저질러, 파흘라반 무흐자브를

붙잡아 묶어 야즈드 영역의 요새들 중에 있었던 말루스(Malūs) 요새로 파견하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샤 야흐야의 명령에 따라 살해되었다. 그리고 샤 야흐야는 아바르쿠흐를

장악하여 그의 아미르 중에 하나였던 아미르 무함마드 코르치에게 맡겼고 야즈드로 귀

환하였다.

샤 만수르는 시라즈로부터 아바르쿠흐의 문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시를 장악

하였으며 샤 야흐야의 대리인은 요새로 피난하여 守城을 행하였다. 그리고 샤 만수르는

자신의 사람들 중에 일부를 아바르쿠흐에 두고, 다수의 병사들과 함께 원한의 얼굴을

야즈드 방향에 두었다. 샤 야흐야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을 자신의 대

리인인 무함마드 코르치에게 파견하여 요새를 맡겼는데, [706] 조건은 샤 만수르의 사람

들이 야즈드 측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샤 만수르는 길에서 되돌아왔고 요새

는 그에게 투항하였다. 도시와 요새를 장악한 후에 (그는) 이스파한으로 향하여 그곳의

곡식을 (군대에게) 먹이고 여러 곳을 파괴하고는, 시라즈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해

에 이스파한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같은 방식을 행하였고 되돌아갔다. 그렇게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이 적의 불의에 압도되어 궁지에 몰렸으므로 모든 친척들과 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래와 같은) 지시를

[시Shi'r] 신 외에는 도움을 청하지 말라.

무시하였다. 술탄 아흐마드와 [그의 형제인 술탄 바야지드는]1809) 키르만에서, 그리고

술탄 아부 이스학은 시르잔에서 정비된 군대와 함께 그를 돕기 위해 진군하였다. 샤 야

흐야 또한 속임수의 말로 약속하여 야즈드 바깥에 안착하였으나,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

았다. 그리고 다른 무자파르 인들이 모여서, 겨울에 함께 시라즈로 보복을 위해 나아갔

1809) 이란본Ⅰ에 이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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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지역들, 특히 쿠르발(Kurbāl)1810)에서 커다란 파괴가 발생하였다. 샤 만수르는

자신의 병사들을 정렬하여 도시 바깥으로 나왔고 상대는 쿠르발에서 갸름시르1811) 방향

으로 향하였다. 샤 만수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방향으로 향하였고, 파사(Pas

ā)1812)의 평원에 있는 주르바즈(Jurvaz)라는 장소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샤 만

수르는 자신의 이름에 따라 승리하여, 호머 새가 승리의 그림자를 그의 위에 드리워 우

세를 점하였으며, 그들은 패주하여 흩어져 각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샤 만수르는 다시 이스파한의 문으로 군대를 이끌고 갔으며 도시 외곽에 안

착하였을 때, 루리스탄 아미르의 소유였던 호자 아주드 앗 딘 사아디(Khwāja 'Azud

al-Dīn Ṣā'dī)를 소환하였고 그가 샤 만수르의 오르두에 이르렀던 바로 그 때 이스파한

인들이 도시를 (그에게) 맡겼다. 그리고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은 달아나 바라민

(Varāmīn)1813)과 샤흐리야르 사이의 라이로 갔는데, 무사 주카르(Mūsa Jūkār)가 그를

붙잡아 샤 만수르의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무자비함과 몰인정한 의도로, 불운에 도

달한 그 자의 눈동자를 멀게 만들었으며 <누구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1814) 와 같은 말씀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 군대를 야즈드의 문으로 이끌고 갔다. 두 번째에 [707] 그의 모친이기도 하였던 샤

야흐야의 모친이 자녀들의 화해를 위해 야즈드의 성채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아들에게

충고하였다. “너의 큰 형이 두 아들과 함께 단지 야즈드만 차지하였을 뿐이고 파르스와

이라크를 너에게 주었으니, 만일 그를 지금보다 더 곤궁에 빠뜨리면, (너에 대한) 질책

과 비난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야즈드의 문을 벗어나 시라즈

로 귀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4-5년 동안, 끊임없이 서로를 노리는 것이 천

성이었던 무자파르 인들 사이에 여러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시] 서로서로에게 도검을 겨누었다, 그 왕국이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에게서 통치의 중심이 궁지에 몰렸다. 왜냐하면 한 왕국에 10명의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자세한 이

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힙키란이 슈시타르의 외곽에서 군주의 피난처인 왕궁의 돔을 태양과

1810) 이란 파르스 주의 도시명, 쌀로 유명하며　시라즈와　그　동부에　위치한　태식호　사이에　
있다．

1811) 지명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그 주변에 여름을 보내기에 보다 적합하여 하
영지로 설정된 곳을 의미한다.

1812) 이란 파르스 주 시라즈에서 동남부로　132km에 위치한 도시이자 평원의 이름.
1813) 테헤란　동남쪽으로　약　４５km 떨어진　곳에　위치．
1814) 이란본Ⅱ 미주 211에 의하면 이 역시 일종의 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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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정점에 세웠었을 때, 시라즈와 이스파한과 아바르쿠흐는 샤 만수르가 가지고 있었

고 스스로는 시라즈에 있었으며 야즈드는 그 샤 야흐야의 소유였는데, 그는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술탄 아흐마드는 키르만을 통치하였고 술탄 아부 이스학은

시르잔에 있었다.

142. 영광스러운 사힙키란이 시라즈 방향으로 움직인 이야

기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그의 형제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가 다르반드 타

시 카툰 방향에서 승리자가 되어 귀환하였을 때, 슈시타르 외곽에서 축복받은 병영에

안착하였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순자크 바하두르를 호바이자로 파견하여 아미르

자데 우마르 셰이흐를 소환하였고, 알리 무바야드 사르바다르의 외조카였던 호자 마스

우드 사브자와리를 슈시타르의 통치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브자와

르 군대를 그의 어전에 두었다. 다시 군대에서 진격하여, 795AH 라비 알 싸니 25일

(1393년 3월 10일) 월요일, [708] 타하쿠 해에 상서로이 시라즈 방향으로 향하였고, 호바

이자와 그 주변을 장악하고 선물들을 갖춘 후 오고 있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에

게 사람을 파견하였다. “우리는 시라즈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유수진을 분리하여

뒤에서 따라 오게 하고, (너는) 시라즈에서 합류하라.” 그리고 사힙키란은 27일 수요일

에 두단가 강을 건넜고 29일 금요일 슈르 강(Āb-i Shūr)과 한칸다(Khānkanda)1815)에

이르러 안착하였다. 주마다 알 아왈 초 토요일(1393년 3월 15일)에 람-호르무즈(Rām-i

Hurmuz)1816)에 안착하였고, 대 루르의 하킴이었던 아타벡 피르 아흐마드(Atābik Pīr

Aḥmad)가 선물 및 조공과 함께 이 지역에서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으며 아미르

들을 중재자로 삼아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었다. 무릎을 꿇어, 선물을 바쳤으며

승리의 방식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대오에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바로 그 날 일찍 행운으로 말을 몰아 람-호르무즈 강을 건너 안착하였

고, 일요일에는 강1817)에 이르러 자리하였다. 그리고 월요일에 자이잔(Jāyizān)으로부터

1815) C. A. baron de Bode는 자신의 여행에 기반한 연구서에서 이 두 지명을 ‘Shurukhan-Kende’
라는 한 지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이 람-호르무즈와 근접해 있으므로 람 호르무즈 북쪽
에 흐르는 자르드(Zard, 혹은 Zerd)강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 강은 Major Rawlinson의 1836년
지도에도 등장한다. 현재 지도상으로 동일한 위치에 루드 자르드(Rūd-Zard)라는 지역과 도시가
보이는데, 루드 자르드 도시는 호르무즈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리고 그
도시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작은 강이 있다(C. A. baron de Bode, Travels in
Luristan and Arabistan 2, p.336).

1816) 후지스탄 주 슈시타르에서　동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위치, 사산조의 유적이
남아있다.

1817) 이 강의 이름이 야즈디의『勝戰記』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歷史의 精髓』에는 ‘망쿠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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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무렵 진군하여 자흐라(Zahra) 황야에 안착의 천막을 세웠다. 화요일에 쿠르디스탄

과 아르가반 강(Āb-i Arghavān)을 건너 비바한(Bihbahān)이 승리의 둥지인 병영이 되

었다. 수요일에는 시린 강(Āb-i Shīrīn)을 건너, 아슈투르(Ashutur) 황야에 안착하였고

목요일에 쿠지하바스(Kujihavas)를 통과하여 한 비닥(Khān-bīdak) 강으로 들어서는 입

구에 자리하였다. 금요일에 주라하 마을은 그들의 안착의 은총으로 세계 도시들의 질투

를 얻었다. 토요일에는 바쉬트(Bāsht)와 샤아브(Sha'ab) 강을 건너 슐 아미르(Amīr-i

Shūl)1818)의 영역에 안착하였고 일요일에 하바란(Khāvarān)의 강을 건너, 사피드 성채

(Qa'la-i Safīd)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나반잔(Navbanzān) 황야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10일 월요일에 군대를 정비하여 나반잔을 출발하여 성채의 아래에 이르렀는데, 불운으

로 종말을 맞을 ‘사아다트’라는 자가, 샤 만수르의 허가로 그 독보적인 성채의 수장이었

다.

[시] 1819) 그것은 ‘사피드’라 부르는 마을이었다.1820) 그 마을에 이란인들이 희망을
가졌다.
이상한 형태의 산을 신이 창조하였는데, 그와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
었다.
[ 709] 그 길은 바닥부터 위까지 험하고 미끄러웠으며, 마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
리카락처럼 꼬여 있고 길었다.
구름보다 높았던 그 꼭대기 위로, 넓은 황야가 펼쳐져 있었다.
너비와 폭이 1 파르상 이상이었다, 너는 생각해보라, 하늘 위에 다른 땅을.
사방에서 달콤한 샘물이 흐르고, 나무들은 과일과 농산물로 가득하다.
끝없는 사냥감들이 그 너른 황야에 (있고), 염소자리와 양자리가 벗이 되었다.
수장들은 그 머리 위에 집을 세워, 수많은 새로운 집을 완성하였다.
물에 잠기거나 불에 타는 고통을 얻지 않았다, 굴과 노포와 투척기가 없었다.
세계를 차지한 왕들은, 그 점령에 관해서 전혀 희망을 갖지 않았다.

(Rūd-i Manqūt)’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756). 한편 THTB에는 페이(Fei) 강이라 되어
있으며, 동인도 회사의 런던 본사인 East India House에 소장된 MSS no. 851 본에는 ‘Mei’ 강
이라 되어 있다.

1818) 슐은 본래 루르 지역의 유목 부족 중의 하나로, 슐 부족을 다스리는 아미르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시라즈　북부에는　이　슐(Shūl)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지명이　여럿　보인다.
THTB에는 슐(Shul) 대신 칼(Khal)로 되어 있다.

1819) Ferdowsī, Shāh nāma.
1820) Diz-i Sapīd는 Shāh nāma에서 이란과 투란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를 가리킨다. 사실상 티무
르가 현재 진격하는 파르스와는 다른 곳이지만, 아마도 파르스의 사피드 지역을 진격 중에 있
었으므로 이와 같은 인용구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사피드 지역은 나반잔의 동부, 시라즈의 북
부에 해당하는 영역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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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그 요새의 점령은 생각과 유추에 따르면 가능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

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산에 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산들보다 높았고, 성채들을

점령하고 성벽을 열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즉 굴을 파는 것과 임시 망루

(Maljūr)1821)를 세우는 것과 투척기를 세우는 것 등이, 그 성채의 파괴에 있어서는 모두

무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서든 세 사람이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강화하

기 위해, 여러 곳을 돌과 모르타르(Ghach)와 석회로 굳건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평원

의 수확물은 보호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사냥감과 양의 무리들이 그

황야에 어슬렁거리고 있었으므로, 그 포위의 기간이 길어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

다.

[시Shi'r]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리 방법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
하였다.
땅에서는 고통 없는 편안함이 있었다, 하늘로부터 죽음의 칼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그리하여 만일 2일 만에 상서로이 이러한 요새를 무력과 전투로 열었다면,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그 도움의 주인이 지닌 행운은 신성한 비밀을 지니고 있음’이 확실해졌을

것이다. 즉, 그들의 세력과 왕위, 그리고 이름난 승리의 영향력만으로 신의 힘이 완벽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칼을 지닌 바하두르들의 노력과, 벗들의 강력한 동요

만으로 (신의 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시Bayt] 통치의 길보다 더욱 위대한, 이러한 일은 神외에는 불가하다. [ 710]

그 사건의 형태는 이와 같으니, 사힙키란이 성채 사피드의 발밑에 이르렀을 때, 가

신들 중에 일부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문에 가까워졌을 때, 하늘처럼 훌

륭하신 군대가 좌익과 우익에서 함성을 질렀고, 용사들의 나팔과 게우르카와 큰 북이

일으키는 울부짖는 소리로 인해,

[반구M iṣrā’] 산은 마지막 날의 피리소리가 아닐까 걱정하였다.

바람에 <그것들을 조각으로 부수어 먼지로 흩어지게 하시리라>1822)는 말씀처럼 날

아가고, 너른 땅이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평지로 남겨둘 것이라. 그대는 그 안에서 낮

1821) 여기에서 임시망루는 곧 공성전을 행하는 바깥 군사가 상대방의 성 내부를 지켜보고 공격을
행하기 위해 임시로 세우는 망루라 볼 수 있다.

1822) Qur'ān, Sūra al-Ṭaha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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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도 높은 곳도 보지 못하리라.>1823)는 말씀처럼 될까 두려워하였다. 하늘을 닮은

왕궁과 차양은 요새와 연결되어 있는 산 위 하늘의 정점에 세워졌다. 승리의 사힙키란

은 상서로이 안착하여 명하였다. “하늘같은 군대는 지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요새 점

령을 위해 그 산으로 올라가라.” 명령에 따라 마치 개미와 메뚜기가 개울에 온 것처럼,

주변과 사방에서 기병과 보병이 성채로 향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우익에

서 전투를 행하였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또한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여 전투와

살해의 깃발을 세웠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좌익에서 정비된 병사들과 함께 요

새의 발밑으로 서둘러 갔고 자신의 사람들을 보병으로 세웠다. 그리하여 전투의 불길이

불타올랐는데, 푸른 성채의 다섯 번째 층1824)에 있는 화성의 칼이 마치 대장장이의 가

마에서 철을 구부러뜨리는 것과 같았다. 나머지 아미르들과 병사들도 각기 자신의 자리

에서 이동하여, 사자와 같은 맹독과 표범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함께 전투를 준비하였

다.

[시Bayt] 그 병사들의 동요와 노력으로 인해, 태양이 뒤흔들렸고 달이 숨었다.
용감한 매가 깃털을 떨어뜨렸다, 숫 사자의 마음과 발톱을 쪼개었다.

대열을 부수고 사자를 사냥하는, 코끼리를 던지는 용사들은 바로 그 날 높은 중턱

에 올라 요새를 점령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밤이 다가왔을 때, 각각 자신의 장소에

[711] 자리를 잡고 있었다. 행성의 왕이 지평선 아래에서 하늘이란 터키석 색 성채 위로

떠올랐고, 하늘이라는 비소툰 산의 정점에 專制의 깃발을 세웠던 별들의 무리가 그 장

엄한 힘으로 인해 아래로 떨어졌던 다음날.

[시Bayt] 다시 하늘의 정수리 위로 머리를 뻗었고, 금으로 된 모자를 들어 올렸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 및 전쟁 경험이 많은 바하두르

들이 전투를 준비하였고 원한의 허리띠를 묶었다. 게우르카 소리와 시끄러운 함성 소리

로 산의 중심부를 가르며 전투를 행하였다. 성채의 적들의 엄지와 손으로부터 화살과

돌이, 마치 아자르(Āzār) 월1825)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고, 행운의 동조자들

은 달콤한(시린, Shīrīn의) 생명을 군주(후스로우, Khosraw)의 업무를 위해 희생하여,

파르하드(Farhād)처럼 산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였다.1826) 갑자기 셰이흐 아흐마드1827)

1823) Qur'ān, Sūra al-Ṭaha : 106-7.
1824) 이는 당대의 우주 구조에 관한 관념 중에서 5번째 궤도에 위치한 화성에 관한 묘사이다.
1825) 히브리력에서 3번째, 현 그레고리력의 3번째 달(March)에 해당하는 달이다.
1826) 여기에 등장하는 시린, 후스로우, 파르하드는 모두 이란의 유명 문학작품 ‘함자(Khamza)’의
다섯 이야기 중에 하나인 애정 서사시, ‘후스로우와 시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후스로우는
아내인 시린과 그의 연인 파르하드를 떼어놓기 위해 파르하드를 하마단 근처 간즈 계곡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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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븐) 이쿠 티무르의 누케르 중에 아크부카라는 자가 단지 사힙키란의 행운만으로, 어

떤 피조물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장소로 올라가 기도문을

외쳤다.

[시Nazm] 위로 올라갔다, 매의 날개들처럼. 함성이 마치 구름 위의 번개와 같았
다.
사힙키란께서는 승리자가 되시오소서! 그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肝膽이 절규하고,
피로 가득하였다.

그렇게 용감히 소리를 지르며 전투를 행하였다.1828) 요새의 주민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고는 마음의 의지처가 무너졌고, 용감한 팔에서 힘이 빠져나

갔으며 극히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전투에서 손을 뗐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군대들은 대문의 길을 통해 위로 올라갔고 승리의 정점에 툭을 세웠다. 그리고 적들을

제압하고 요새를 점령하였으며 군대와 병사들은,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산에서 내

려 보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아자드(Muhammad Āzād)는, 커다란 행운으로 성채의 수장

을 붙잡아 사힙키란의 어전에 데려갔으며 원한의 칼을 그의 피로 물들였다.

[시Nazm] 그에 대한 봉사를 외면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칼만이 그에 대한 보상이
었다.
왜냐하면, 신께서 선택하신 그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 712]

샤 만수르가 눈을 멀게 하였던 술탄 자인 올 아비딘이 그곳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

를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데려갔다. 왕다운 애정이 그를 위무하였고

특별한 예복을 할당하였으며, 그의 부서진 마음을 위무하였다. “신의 도움으로 나는 너

를 패배로부터(Nā-manṣūr)1829) 최선을 다해 구하고, 그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가가 그

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들은 요새에서 포로로 잡았던 여성

을 모두 해방하였고 구원을 제공하였으며 말릭 무함마드 우브히(Malik Muḥammad

Ūbhī)를 요새의 수장으로 두었다. 그리고 행운으로 귀환하여 11일 화요일의 마지막에

나반잔에 들어갔고, 가장 먼저 요새 위로 올라갔던 아크부카에게 호의를 베풀어, 현금과

내어 명문을 새기게 하였고, 시린의 죽음을 날조하여 파르하드에게 그 소문을 흘렸다. 이 문장
은 아마 이 대목에서 나왔을 것이라 보인다.

1827) 이란본Ⅰ에는 ‘아흐마드’가 없으나,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1828) 이 부분이 이란본Ⅱ에는 ‘방패로 막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은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
본을 따랐다.

1829) 여기에서의 패배는 샤 만수르의 이름에 착안한 일종의 언어유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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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과 텐트와 천막과 여인과 말과 낙타와 당나귀와 수많은 화려한 물자들을 사여하였

다. 이에 과거에는 한 마리의 말을 모는 자였다가, 다음 날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놀

라게 되었으니, 그 시대의 호사가들은 (이처럼)

[반구M iṣrā’] 내가 보는 이것은 깨어있는 것인가, 신비인가, 혹은 꿈에서인가!1830)

노래를 지어 불렀다. 태양이 수요일 아침에 떠올랐을 때,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

은 영광스럽고 상서로운 운명으로 출발하여 바완(Bavān)1831) 계곡에서 나와 티르마르단

(Tīrmardān)1832)에 안착하였으며, 목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하르잔(Kharjan)1833)에 안

착하였다. 주마다 알 아왈 14일(1393년 3월 28일) 금요일 아침, 투크 해1834)에 해당하는

때에 주빔(Jūvīm)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에서 아무리 샤 만수르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

아도 고귀한 귀에, “가벼운 발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달아났다”는 하나의 소식만이 꾸준

히 들려왔다.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될 만도 한 것이, 물방울 하나가 (물로) 가득

찬 바다와 맞서는 것과, 작은 새가 큰 새에 맞서 하늘을 나는 것은, 의심의 끈을 푸는

자이며 명확한 길을 안내하는 자들, 즉 理性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시Nazm] 자신의 피를 흘리며 빠른 공격을 행하였다. 마치 참새가 매와 장난을
치듯.1835) [ 713]

143. 사힙키란이 샤 만수르와 전투를 행함과 샤 만수르를

살해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샤 만수르의 이야기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그 날 (어

전에) 출석해 있던 사람 정도로 두 중군을 정비하여, 하나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자리한 곳에 있게 하고, 그 나머지 군대에는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임명하였다.

1830) Anvārī, Dīwān-i Anvārī.
1831) 이란본Ⅰ에는 Tavān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 파르스 주의 사피드 계곡 지역에 있는 지명이다.　
카제룬에서　북쪽으로　약　４８km에　위치．

1832) 티르마르던은 나반잔　북부에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이다．
1833) 여러 판본마다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이란본Ⅱ을 따르면 하르잔이고, 이란본Ⅰ에서는 주
르잔Jorjan 이 될 수 있다.

1834) 1393년 3월 28일 금요일, 캘커타본에는 타하쿠(Takhāqū) 해로 되어 있다.
1835)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서는 두 반구의 위치가 바뀌어있다. 타슈켄트본은 이란본Ⅱ과 동일하다
(YZN/Urunbayeb, p.492).



- 533 -

그리고 우익의 수장에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를 임명하였고 티무

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가 그의 전위가 되게 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군

대는 좌익에 서있도록 하고, 그 수장은 셰이흐 티무르 바하두르로 정하였다. 그리고 아

미르자데 샤루흐를 승리와 연관된 등자의 수행원으로 삼아 승리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

였다. 한편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를 정탐병으로 먼저 파견하였으며 하늘처럼 훌

륭하신 군대의 나머지와 더불어 준비하고 정렬하여 행운으로 시라즈를 향해 나아갔다.

아미르 우스만은 적의 정탐병을 정원의 초입에서 보았을 때, 구덩이에 숨어서 그들이

지나가도록 하고는, 사인 티무르와 울루스와 타무크(Tamūk)와 물라와 카라 무함마드와

바흐람 야사우리(Bahrām Yasawrī)와 함께 매복장소에서 바깥으로 나와 적의 정탐병의

뒤를 쫓아 달려갔으며, 바흐람 바하두르는 피를 마시는 칼과 함께 그들의 뒤를 따라 도

달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넓적다리를 베어서 붙잡아 사힙키란에게 데려갔다. 그 분

은 그에게서 샤 만수르의 상황과 그의 군대의 숫자에 대해 조사하였고, 신의 도움과 함

께 달려갔다. 그리하여 약 1파르상의 거리를 갔을 때, 적의 군대가 도시의 정원에서 약

3-4천 기병 정도 발견되었는데, 모두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모든 말들이 보호장비

(Kajīm)1836)를 얹었으며 깃발을 세우고 있었다.

[시Bayt] 모든 활잡이와 경험 많은 전사들과 궁수들, 모든 용사들과 대장장이들과
갑옷 만드는 자
모두 몸을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졌고, 모두 마음을 위험의 과녁에 두었다.

샤 만수르는 분노의 도검을 뻗었고, 마치 분노에 찬 사자처럼 대담하게 다가왔다. 비

록 옳은 생각을 가진 현자들이 수천 개의 혀로 이르기를

[시Nazm] 비록 네가 사자라 하더라도 사자를 내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가 용
사라 하더라도, 용사를 쓰러뜨리는 자들에게는 만용을 부리지 마라. [ 714]
젊은 사슴이 비록 용감하더라도, 숫 사자에 대해서는 참으며 고삐를 잡아당겨라.
너의 철과 같은 발톱의 끝을 뽐내지 마라, 세계에는 철을 녹이는 힘이 있다.
만일 너의 팔에 힘이 있어도 매듭을 묶지 말라, 손 위에 많은 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 재판관이 시력을 상실하였다면> 우선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기록하였다>는 말씀에 따라 자만의 장막과 깊은 가마솥 같은 문이 그의 통찰력이

란 눈眼 위에 늘어뜨려지게 되었으므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세계를 정복하는 공격적인

30000명의 투르크 기병의 심장을 향해 공격을 행하였고, 코슌들을 파괴하고 병사들의

1836) 이것은 전투에 임할 때 몸의 위에 얹거나 말 위에 얹는 일종의 덮개로 그 내부를 천이나 비
단으로 가득 채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 534 -

대열을 흩어내었으며 군대의 후방에 있던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다.

[시Bayt] 그곳에서 전투를 향해 고삐를 돌렸고, 전투를 향해 얼굴을 두었다.
마치 수컷 뱀과 같고, 마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악마와 같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생명에 대한 걱정 없이, 머리에 대한 생각 없이. 너는 말하였지,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사힙키란은 일부의 가신들과 함께 서서 그 용사들의 용감함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샤 만수르가 그 분을 향해 공격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모루를 지닌 창의 타격으로

그의 생애에 파괴를 초래하고자 하였으나, 그 분의 창을 가지고 있었던 풀라드 추라

(Pūlād Chūra)가 전투의 충격으로 인해 패주하여 창을 가지고 갔다. 행운의 벗인 그 분

께서는 비록 그의 옆에 10-15명 이상이 남아있지 않았었으나, 신의 도움과 보호를 믿고

굳건한 발을 단단하게 두어, 샤 만수르가 도달할 때 까지 전혀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

지 않았다. 그리고 두 차례 상서로우신 그 분 본인에게 도검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후원자 샤힙 키란을 돌보아주셨던 신성한 보호로 인해,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견고한 산과 같이 자신의 자리에 굳

건히 서 있었고, 그 분의 축복받은 상황에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

딜 아흐타지('Ādil Akhtājī)는 그 분의 머리 위에 방패를 뻗었고, 카마리 야사울은 앞으

로 나서 용감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의 손은 도검의 타격으로 인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715]

[시Bayt] 1837)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하늘이 구름에 잠겼다. 모든 철퇴와 강철과 칼
이 (비처럼) 내렸다.

마흐무드 샤와 타바콜 바우르치와 아만 샤와 무함마드 아자드는 敵兵 가운데로 들

어가, 용기의 흔적을 겉으로 드러냈다. 샤 만수르가 그곳에서 중군 방향으로 공격하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적의 우익을 몰아내었다.

[시Bayt] 1838) 모든 우익이 마치 피의 바다와 같았다, 이란 기병들의 깃발이 뒤엎어
졌었다.

무바샤르 바하두르와 그를 수행하였던 다른 아미르들이 적의 뒤를 쫓아 나아갔고,

1837) Ferdowsī, Shāhnāma.
1838)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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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는 적의 좌익을 패퇴시켰다.

[시Nazm] 그 좌익에서 어느 베테랑 전사들도, 이란 무리에게 밟히지 않았다.
단번에 패배하여 흩어졌고, 살해되지 않았던 이들 모두는 달아났다.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행운의 힘과 상서로운 판단으로 버티고 서서, 마치 울부짖는

사자와 공포스러운 맹수처럼 전투를 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늘처럼 강력한 병사들

중에 달아났던 일부가 되돌아와 그의 가까이에 모였다. 잘랄 (이븐) 하미드와 유수프

수피의 아들 바이람 수피(Bayram Ṣūfī)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의 아들들과 호자 라스

틴(Khwāja Rāstīn)은 그의 앞에서 용기의 의무를 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맞은

편에서 공격을 행하고 있었던 적의 군사 모두에게 화살의 타격이 다시금 발생하였다.

그리고 압달 호자 비러우('Abdal Khwāja Bīrāw)와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이쿠 티무

르 또한 그들과 함께 적들을 몰아내었다. ‘충성스러움’으로 유명하였던 알라다드

(Allahdād)의 코슌과 ‘아이말릭(Āy-Malik)’으로 유명한 사르부카의 아들 셰이흐 누르 앗

딘(Shaykh Nūr al-Dīn)의 코슌, 그리고 그들을 ‘카우친(Qaujīn)’이라 부르곤 하였고 군

대의 심장이었던 (티무르의) 私的 (군대인) 부이 하자라(Būy-Hazāra) 코슌도 다시 한

번 모여, 깃발을 세우고 중군을 정렬하였다. 셰이흐 알리와 라람 카우진의 코슌과 바흐

람의 코슌은, 극한의 용기를 내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적들과 뒤섞여 용감한 공격을 행

하였다.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비록 17세의 나이였으나1839) 신의 도움으로 적들을 몰아

내어 샤 만수르의 머리를 [716] 사힙키란에게 가지고 왔고, 무릎을 꿇고 적의 머리를 땅

에 던지며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기쁨의 혀가 기도로 열렸다.

[시Shi'r] 너의 적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의 적의 머리에 대해 신께 용
서를 청한다.
당신의 말의 편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선물도 이보다 귀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만한 만수르가 패배하여 죽었을 때,

[시Bayt] 그 전장에서 그에게 어떤 기병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유명한 전사들 중
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란인들 중에 누구든 살아있는 자는 떠나갔다. 그 삶을 위해 울어야만 했다.

1839) 위의 몇몇 기록에서는 티무르 조 일원의 나이를 태양력으로 계산하였으나, 이 대목에서는 다
시 샤루흐의 나이를 히즈라력으로 계산하였다. 779AH 라비 알 싸니 월생인 샤루흐는 795AH
주마다 알 아왈 월에는 17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377년 8월에 태어난
샤루흐는 1393년 4월경인 이 시점에는 아직 1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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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동반자이며 승리를 등자에 둔, 희망의 사힙키란은 언덕 위에 올라가 샤자데들

과 노얀들을 끌어안았으며, 지고하신 신에 대한 감사를 행하였다.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

진들은 축하를 위해 알현을 행하여 말하였다.

[시Nazm] 세세 대대로, 높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승리를 얻게 되기를.1840)

당신의 높은 별이 세계를 밝혔고, 전투는 당신의 적들의 별을 태워 없앴다.1841)

모굴의 규율과 관습에 따라 노래를 읊으며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바쳤다. 이 와중에

적들 중에 다른 정렬된 코슌이 후방으로부터 발견되었는데, 마치 물과 불처럼 전투로

향하였다. 사힙키란과 아미르자데 샤루흐가 그들을 향해 얼굴을 두고 함성을 질렀다.

[시Nazm] 주변의 함성으로 인해 산이 뒤흔들렸다, 말들의 편자로 인해 땅이 싫증
내게 되었다.

적들은 공포와 경외로 인해 달아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색깔이 두려움으로 인해

노래졌으며 얼굴이 불운의 검은색이 되어 스스로를 붉은 칼라트(Qalāt)1842)산 방향으로

내던졌다.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은 [717] 아미르들과 군사들 중에 일부를, 추격을

위해 그들의 뒤로 파견하였으며 적들은 완전히 좌절하고 붕괴되어, 그들에게서 다시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시Bayt] 길과 황야 위에 있는 두 산 사이를, 피와 살해된 이들로 인해 통과할 수
없었다.
세상은 먼지와 피로 인해 혼란으로 가득하였는데, 누군가는 머리가 없었으며 다른
것은 머리가 뒤집어져 있었다.
많은 이란인들이 살해되었고, 많은 반역자들이 전투로 인해 혼돈을 겪었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승리와 행운으로 다니칸(Danīkān)1843)에 안착하였으며

다음 날 마치 태양의 얼굴처럼 빛나는 마누체흐르가 천공이란 나라를 획득하기 위해,

빛을 상징하는 금으로 그린 깃발을 수평선 대문에 세운 것 같이,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

1840)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1841) Sa'adī, Būstān.
1842) 시라즈 북서부로 4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근교 마을.
1843) 이는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p.496)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Ⅰ에서는 이곳을 ‘Dīnūkān’이라 부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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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키란은 상서로이 (이) 왕국의 중심으로 나아갔고, 살람 대문을 승리의 상징인 깃발의

중심으로 삼았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도시의 주변과 사방에 안착하였고, 복속의

필요성이 있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살람 대문을 제외한 8개의 다른 문1844)을 닫고, 정

부의 중진 중에 일부를 도시로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각 구역의 수장(Kulū) 및 칼란

타르들 모두와 함께 계약서를 갱신하였고 모든 샤 만수르의 저장품과 물자들과 천들과

물건들과 말들과 당나귀들과 예속민들과 예속물들을 모아 도시 바깥으로 운반하여, 축

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이르도록 하였다. 왕다운 사여는 그 모두를 아미르들에게 분할하

였고, 안전을 보장하는 물자를 할당하여 수취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을 이스파한 방향으로 파견하여, 그 왕국을 수호하고 질서를 부여하였으며 안전을 보장

하는 물자를 얻도록 하였다. 한편 달변의 상징인 서기들은 축복받은 나날 가운데에 영

향을 미치고 근원에 닿으며 지속되었던, 신의 친절이라는 은총의 양상에 대해 능란한

표현과 더욱 새로운 은유로 기록하여, 승리의 書를 사마르칸트와 다른 왕국에 파견하였

다.

[시Bayt] 이야기를 펼치는 전문적인 서기들이, 앉아서 승리의 서를 기록하였다.
각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새로운 승리의 소문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 718]

후방에 남아있었던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유수

진을 이끌고, 루르와 슐과 쿠르드의 타락한 자들과 반역자들에게 닿을 때마다 약탈하여

지배하에 두었다. 나반잔을 건너 카제룬에 이르렀을 때 사힙키란으로부터 명령이 도달

하였다.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지역을 장악하도록 하라.” 훌륭한 명령에 따라 그

지역의 질서 유지와 整頓(Yāsāmishī)1845)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복속의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훌륭한 왕좌의 발치로 오라.” 명받은 대로 출발하

여, 시라즈에서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다. 그리고 무자파르 가문은 다

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시Bayt] 세상을 빼앗겼던 자가, 그 왕국에서 어디로 달아나겠는가.

1844) 시라즈의 대문명은 다음과 같다. 즉, Istakhr, Ghasān, Salam, Kavār, Band-i Āstānih,
Fahandiz, Shushtar, Munzir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시라즈에는 9개의 대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대문명은 잔드 朝 시대의 대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한 개의 대문이 더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앞서 ‘사아다트 대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문까지 9개로 볼 수 있
다.

1845) 이 단어는 질서, 정돈, 장식 등을 의미하는 ‘Yāsā’에 투르크어 어미(mIsh)를 붙인 것으로, ‘정
돈하다, 질서를 세우다, 통치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硏究』,
pp.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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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복종의 얼굴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을 향해 두었다. 샤 야흐야와 자녀들은

야즈드로부터, 술탄 아흐마드는 키르만으로부터 통치의 둥지인 어전으로 서둘러 갔고,

각각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보석과 귀중품들과 말과 노새와 텐트와 천막 등의 수많은

조공을 보고의 장소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샤 슈자의 아들 술탄 마흐디(Sulṭān Mahdī)

와 샤 만수르의 아들 술탄 가잔파르(Sulṭān Ghazanfar) 본인들은 시라즈에 있었다. 세

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파리둔처럼 훌륭하고 잠시드의 높은 지위(를 지닌) 샤자데들과

함께, 그리고 성취와 행운의 여러 아미르들과 노얀들과 함께 광장 정원(Bāgh-i

Maydān)에서 1달가량 행복한 연회를 마련하여 기쁘고 즐겁게 보냈다.

[시Abīyāt] 아르가눈(Arghanūn)1846)의 포효와 손바닥의 노래 소리가, 금성의 귀에
노래를 전했다.1847)

붉은 색 술이 금으로 된 술잔에, 달과 같이 어여쁜 巡杯者의 손으로.

샤 슈자의 손자인 술탄 아부 이스학 또한 시르잔에서 왔고,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

예를 얻었으며 선물을 바쳤다. 사힙키란은 호의의 그림자를 왕국의 업무 수행, 백성들의

물자 관리 및 백성들의 복지 위에 드리웠다. 그리고 폭정 및 압제의 관습들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평의 깃발을 세움에 있어, 정의를 펼치는 왕의 자비로움에 부합하는 것은 무

엇이든 수행하였다. [719]

[사구시(Rubā'y)] 그의 관대한 친절은 가련한 자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정의는 폭정을 당대에서 제거하였다.
그의 정의의 시기에 산들바람은 꽃의 셔츠를 찢을만한 武力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왕국들의 계약의 중재자였으며, 크고 작은 도시의 회계에 결산을 내는 위치에 있었

던 파르스 왕국에는 훌륭한 자녀 우마르 셰이흐를 임명하였다. 샤자데는 연회 도구를

마련하였으며 그 분에게 연회를 베풀고 무릎을 꿇어 선물들을 바치고 다양하고 적절한

봉사를 행하였다.

144. 무자파르의 가문을 붙잡음과, 그들의 왕국을 행운의

상징인 대리인들에게 사여한 이야기

1846) 일종의 오르간과 비슷한 악기. 여러 파이프로 소리를 낸다.
1847)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그러나 본래의 싯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반구에서의 ‘노래소리’가 아닌 ‘한숨소리’이며, 금성의 ‘귀’가 아닌 금성의 ‘궤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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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무자파르의 자녀들과 무리들이 한동안 그 왕국에서 다시 세력을 얻어 각

기 도시와 마을에서 통치의 깃발을 독립적으로 세웠을 때, 세케와 후트바를 자신의 이

름으로 하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가까운 이는 마치 전갈과도 같다’는

말처럼, 비록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의 독으로 얼룩진 날카로운 촉수를 예리

하게 하여, 계속하여 서로의 생명과 물자를 노렸으며 서로의 영역의 파괴에 대해 한 순

간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든 친족 중에 하나를 제압하게 되

면, 설령 그의 목숨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기어코 눈을 멀게 만들었는데, 아들은 아버지

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시대에 불쌍

한 백성들은 항상 재앙과 불운으로 인해 다양한 괴로움과 고통과 짓밟힘의 굴레 하에

있었다.

이때, 사힙키란의 자비가 그 왕국의 질서 부여에 위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울라

마들과 셰이흐들과 파르스와 이라크의 주민들이 그 무리의 상태와 그 못된 행동을 보

고하였을 때, 관료들(Muḥassal)은 ‘성취를 거두는 대리인(Naib)들이 다시금 지역의 조약

과 해결을 위한 열쇠를 그 (무자파르)들의 힘과 권위의 손에 되돌려주지 않아, 무슬림

들이 두려움과 좌절에 떨어지고 왕국이 파괴와 황폐로 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그

리하여 주마다 알 싸니 23일 월요일에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720] 그들의 포획을 명

하여, 모두를 구속하고 그들의 개인 오르두를 약탈케 하였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아미

르 우스만은 사람을 파견하여 키르만에 있던 술탄 아흐마드의 물자들과 저장물품들을

운반하였다. 사힙키란은 파르스 왕국의 장악과 그 지역 주민들의 자산을 위해 아미르자

데 우마르 셰이흐를 시라즈에 두었으며, 아미르 비르디 벡 (이븐) 사르부카와 아미르자

데 우마르 무바야드(Amīrzāda 'Umar Muvayad)와 아미르 지라크(Amīr Zīrak) (이븐)

자쿠와 순자크 바하두르를 그와 함께 있는 일부 군대와 함께 年番護衛(Tūsqāl-i

Sālīyāna)1848)로 두었다. 그리고 샤자데의 私的 아미르들 중에 자타 벡직의 아들 바얀

티무르와 타바콜 이븐 힌두 카르카라와 말라시 아파르디와 다울라트 호자와 나머지들

이 동반하였고, 기야스 앗 딘 바룰라스의 아들 이드쿠를 키르만의 지배를 위해 파견하

였다. (그리고 전술한 기야스 앗 딘은 아미르 자쿠의 큰 형제이다.) 야즈드의 지배는 케

벡치 유르트치의 형제였던 타무크 카우친에게 맡겼으며, 라람 카우친은 아바르쿠흐의

지배자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일부 무리들을 시르잔 성의 포위에 파견하였는데, 왜냐하

면 그 요새는 샤 슈자의 손자인 술탄 아부 이스학의 대리인 중에, 구다르즈(Ghūdarz)라

는 이름의 어떤 굴람이 성채를 수호하고 있었고, 또한 그 요새는

[시Nazm] 하늘과 함께 노니는 마을이었다, 어떤 자도 그의 이름을 전장에서 제거

1848) 투스칼(Tūsqāl)은 본래 보호, 에스코트, 호위 등의 의미를 가진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69). 그리고 Sālīyāna는 매년의, 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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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다.
너는 알고 있다, 태양과 구름의 정점에 창과 화살과 칼이 내리치는 높은 소리를.

(위와 같았으므로) 자만이라는 펜으로 불가능이라는 상상의 판 위에 착각이라는 그

림을 그려, 그 위에서 반란을 행하고 반항의 깃발을 들어 올렸던 것이다. (사힙키란은)

샤 슈자의 후손들, 즉 그의 아버지의 눈이 멀었던 술탄 시블리(Sulṭān Shiblī)와, 샤 만

수르의 폭정의 술잔으로 인해 동일한 고통을 맛보았었던 자인 올 아비딘 두 사람을 모

두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으며 각각에게 이크타를 할당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분의 관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냈다.

[반구M iṣrā’] 절망과 동시에 있었던 많은 친절.1849)

그리고 파르스와 이라크 왕국의 전문가들 중에 훌륭한 이들의 가문 전체를 [721]

사마르칸트로 옮기도록 하였다. 한편 왕다운 자비는 아타벡 피르 아흐마드1850)를 호의

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루리스탄 지역의 통치를 그에게 사여하였으며,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축복받은 알 탐가로 반포하였다. 그리하여 피르 아흐마드는 사힙키란의 자비

의 도움으로, 샤 만수르가 약탈하고 徙民하여 시라즈에 두었던 2000戶에 가까운 자신의

예속민과 복속민들과 함께 본래의 장소로 돌아갔으며 자신의 조상들의 본거지에서 아

미르가 되어 통치에 전념하였다.

145. 고귀한 승리의 깃발이 이라크 방향으로 향한 이야기

주마다 알 싸니 27일 금요일1851)에 사힙키란은 시라즈를 출발하여 상서로이 이스파

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기쁘고 즐겁게 행운으로 사냥을 행하면서 여러 장소들을 거쳐

나아갔다.

[시Bayt] 왕의 승리의 종마가 달렸다, 그 길에 사냥감을 쓰러뜨리며.
세계는 초식동물의 사냥으로 인해 텅 비어 있었다, 창공에는 어떤 새도 남아 있지

1849) 이란본Ⅱ에 따르면 이 역시 이란의 유명한 속담과 유사하다.
1850) ‘루르(Lur)’에는 대 루르(Lur-i buzurg)와 소 루르(Lur-i Kuchak)가 있는데, 그는 대 루르의
아타벡으로 792-8년 사이에 통치하였다. 그들의 시조는 히즈라 력 2세기 경, 사산조의 후예라
일컬어지는 아부 타히르이나 실제 그들의 계보는 1155년부터 시작되며, 샤루흐에 의해 827AH
에 왕조의 계보가 단절되고 만다. 그들의 중심지는 이다(Īdah)이다.

1851) 『歷史의 精髓』의 기록에는 주마다 알 싸니 월 5일 금요일에 이스파한으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다(ZT/Jawādī 2, p.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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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12개의 역참을 거친 후 라잡 월 8일(1393년 5월 20일) 화요일1852), 쿰샤(Qūmsh

a)1853)가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는데,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명령이 무자파르

가문의 살해를 허가하여 그들의 높고 낮은 자들을 야사에 처하였다. 야즈드와 키르만에

있던 그 가문의 후대 중에 다른 남성들은 바로 그 곳에서 다루가가 야사에 처하여, 그

왕국에서 그들의 지배와 통치를 완전히 종결지었다. 그들의 행운의 종이에 <그 나라는

사라졌다>1854)라는 글자가 기록되었고, 그들의 상황의 결말에 <이것은 신께서 인간에게

주는 흥망성쇠이다.>1855)라는 내용이 그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였다.

[시Nazm] 마음을 속세에 두지 마라, (그것은) 견고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
눈길이 가는 곳 위에 있는 그 모든 조각들 하나하나가, 케이쿠바드와 이스칸다르의
머리이다. [ 722] 꽃밭에 있는 아라르(‘Arar) 나무1856)의 모든 가지는, 은으로 된
몸을 드러낸다.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은, 마음을 홀리는 얼굴을 지닌1857) 자스민이다.
이 호수(Ṭasht)에는 왕들의 피 외에는 없다, 이 황야에는 뛰어난 이들의 흙먼지 외
에는 없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10일 목요일에 이스파한에 이르렀고 그 상서로운 벗

인 대오의 먼지가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영예라는 눈의 코흘이 되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마중의 관습을 수행하였고, 바닥에 입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그 분에게 연회를 마련하고 왕다운 선물들을 바쳤으며 적절하고 다양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운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5일간 이스파한의 나크시 자한(Naqsh- Jahān)1858)에 머

물렀으며, 라잡 월 15일 화요일1859)에 그곳에서 영광과 상서로운 행운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허락을 청하여, 먼저 디에 올로비(Dīe-‘Olovī)1860) 길을 통

1852) 『歷史의 精髓』의 기록에는 라잡 월 12일 화요일이라 기록되어 있다(전게서, p.762).
1853) 이스파한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위치. 현재의 이름은 샤흐르레자이다.
1854) Qur'ān, Sūra al-Baqra : 134.
1855) Qur'ān, Sūra al-Īl-'Imrān : 140.
1856) 작은 삼나무(Sarv)를 의미한다.
1857) 이란본Ⅰ의 단어를 취하였다.
1858) 현재 이스파한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군. 서쪽에 왕궁이, 동쪽과 남쪽에는
마스지드가, 북쪽에는 바자르가 위치하고 있다.

1859) 『歷史의 精髓』에는 라잡 월 26일에 이스파한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ZT/Jawādī 2,
p.763).

1860) 높은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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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훌륭한 부인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에게 향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이스파한

에서 이틀 밤을 이동하여 주르바디칸(Jurbādiqān)1861)에 이르렀고, 그곳으로부터 밤에

이동하여 안기단(Anghidān)1862) 마을에 안착하였다. 그런데 이교도 무리 중에 있던 그

곳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러 굴에 피신하고 있었다.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

되어,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개울의 상류를 끊고, 여러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어 그

굴에 들이붓도록 하라.” 그리하여 거짓을 말하는, 먼지로 얼룩진 그 자들 모두가 물의

흐름으로 인해 지옥의 불길에 합류하였고, 그들의 물자들과 도구들은 약탈의 바람에 휩

쓸렸다. 사힙키란은 밤에 바로 그곳을 상서로이 행운으로 통과하였고, 일요일 아침에 이

동하여 파라한(Parāhān) 황야에 안착하였다. 터키석 색 돔의 기사, 즉 태양이 지평선이

라는 천막에서 달려 나와 별들과 행성들의 무리를 단번에 몰아내었던 다음날,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이동하며 명령을 내렸다. “파라한 황야에서 사냥을 행하라.” 별과

같이 많은 군대가 그 황야의 끝부터 끝까지 차지하였고 다양한 맹수들과 사냥감들을

몰았다. 그리고 다음 날에 포위망이 만났고, [723]

[시Nazm] 그 황야에서 적을 사냥하는 사자들이, 많은 사슴과 야생당나귀
(Gūrkhar)1863)들을 쓰러뜨렸다.
사냥감의 피로 인해 모든 땅이, 마치 일몰 때의 하늘 자락과 같았다.

위대함의 상징이며 정숙한 지위에 계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 그리고 샤

자데들의 부인 중에 한자데와 다른 카툰들이 유수진의 앞으로 나와 이곳에서 땅에 입

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승리와 건강에 대한 축하를 행한 이후에 금화를 머리 위에

뿌리고 조공을 바쳤으며, 사힙키란은 수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하르

와라(Kharwara) 다리라는 평원에 안착하여 3일을 그곳에 머물렀으며, 토요일에 상서로

이 말을 몰아, 월요일에 하마단의 창공이 축복받은 대오의 먼지로 인해 향기롭게 되었

다. 그 신선한 평원과 에람 정원보다 더욱 훌륭한 황야에,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大帳殿

이 평원을 에워쌌으며,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의 돔이 하늘의 정점에 세워졌다. 그 황야

의 끝부터 끝까지 텐트와 천막과 차양이 세워졌다.

[시Nazm] 모든 황야와 산이 천막으로 덮였다. 산과 황야가 오르두에 싫증내었다.

1861) 이스파한에서　서북부로　15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스파한 주의 도시 골페이간의 아
랍어식 이름.

1862) 현재 이란 마르카지 주 아라크의 동남부 32km에 위치한 근교 도시 ‘안지단’의 아랍어식 이
름.

1863) 본래 ‘Gūrkhar'라는 단어는 현대의 이란어 사전에서는 몸에 검은 줄무늬를 지닌 얼룩말을 의
미하나, 얼룩말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만 거주하기 때문에, 이란에 서식하는 ‘Gūrkhar-i
Īrānī', 즉 야생당나귀(Persian Onager)로 비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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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밤에 그 천국과 같은 유르트에서, 샤반 월의 상서로운 징조인 초승달을 관

측하였다(1393년 6월 12일 목요일).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유수진을 길에 두고 훌륭한

왕좌의 발치로 서둘러 왔으며 유수진에 머물러 있었던 자한샤 바하두르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핫지 마흐무드 샤와 우치 카라 바하두르는 술타니야의 길을 통

해 군대와 함께 고귀한 오르두에 합류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예를 얻었다.

그리고 이스파한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그 지역의 세금을 완

전히 거두어 군주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고, 영광을 외치는 왕좌의 기둥에 행운의 입

술을 부비며 웃음소리를 냈다. 통치와 성취라는 베일 속의 여인,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가 사힙키란을 위해 연회를 마련하였다. [724]

146. 승리의 피난처인 사힙키란이 훌레구 칸의 왕좌를 아

미르자데 미란샤에게 사여한 이야기

왕다운 애정은 아제르바이잔과 라이와 바쿠의 다르반드와 시르반과 길란의 왕국부

터 룸에 이르는 영역에, 예속민들 및 부속 지역과 함께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임명하였

다.1864) 그리고 고귀한 샤자데는 타브리즈와 술타니야와 다른 영역에서 조공과 선물을

가지고 왔으며, 하마단에서 사힙키란에게 왕다운 연회를 바치고,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많고 값진 선물을 바쳤다. 그리고 즐거운 연회에 거대하고 위대한 도구들을 배치하도록

하여 여러 날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과 행운으로 지냈다. 샤드라구(Shadd-raghū)1865)와

쿠푸즈(Qupūz)1866)와 비파(Paypā)1867)와 티간(Tīighān)의 소리들, 투란의 군주들의 드높

은 지위와 그들의 훌륭함을 담은 좋은 소식에 관한 흥얼거림이 다섯 번째 하늘에 있는

영웅의 테라스에 드리워졌고, 모임에 익숙한 많은 음악가들의 노랫소리가 마음을 흔드

는 노랫가락과 낮은 톤으로, 금성의 노래를 하늘의 군주인 태양의 눈앞에 투척하였다.

[시Nazm] 모든 연회에 음식(Shīra)이 줄지어 있었다, 그 연회로 인해 하늘의 눈이

1864) 이때에 미란샤가 훌레구 울루스 영역의 물자를 티무르에게 바친 것으로 볼 때, 과거에 이미
훌레구 울루스에 임명되었고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돌아온 것이다. 『歷史의 精髓』의 기록을
보면 하마단에 집결하였을 때 미란샤의 임명에 관한 기록이 大過去 용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ZT/Jawādī 2, p.763).

1865) 현악기의 일종,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며 4개의 줄을 가지고 있다.
1866) 쿠푸즈, 혹은 코푸즈는 투르크에서 유래한 현악기의 일종으로, 5개의 줄을 지닌 작은 기타와
같은 악기이다. Doerfer에 의하면 Qūbūz라는 단어로, 악기 류트를 일컫는다고 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35).

1867) 실제 중국의 현악기인 비파를 일컫는다.



- 544 -

놀라게 되었다.
하나는 불과 같고 하나는 물과 같았다, 쿠미즈 술잔이 포도주와 함께 돌아다녔다.

13일 화요일에 그곳에서 출발하였고,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먼저 요새 쪽으로 파견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사냥감을 넘어뜨리며 아일라마-코릭(Aylama-Quriq) 평원에 안

착하였다. 다음날 승리의 깃발을 든 군대가 全 초원과 황야를 에워쌌으며 큰 사슴과 가

젤과 야생당나귀 등 다양한 사냥감을 사냥하였다. 그리고 투마투르(Tūmātūr)라는 곳에

도달하여 5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6번째 날에 승리의 깃발을 세워 다시 사냥을 행하

였을 때, 좌익과 우익의 아미르들은 모두 준수되어야 할 규율(Yūsūn)에 따라 포위망으

로 갔으며 다음 날 비시 바르마크(Bīsh Barmāq) 황야를 장악하여 수많은 사냥감을 넘

어뜨렸다. 그리하여 全 황야를 튤립 색과 같은 사냥감의 피로 [725] 붉게 만들고는, 골

루자(Ghul-lūja) 초원에 안착하였다. 다음 날 달파르(Dālpar)1868)라는 장소의 곤바자크

(Ghunbazak) 평원에 안착하였으며 그 장소에서 바르칸단(Barqandān) 축제를 행하

고1869) 연회를 준비하여. 즐거움과 기쁨의 악기로 행운의 노래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월

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4파르상 정도 나아가 안착하였다. 먼저 가 있었던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쿨라기(Qūlāghī) 황야1870)에서 한 사람을 훌륭한 왕좌의 발치로 파견하여 고

하였다. “사룩 무함마드 투르크멘(Sāruq Muhammad Turkmān)이 산지 가운데에 자리

하고 있는데. 자신의 부족과 무리를 산 속에 견고히 두고 수많은 군대를 모아 저항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147. 승리의 깃발인 사힙키란이 사룩 투르크멘 무리의 정

복을 명하였던 이야기

왕국을 장식하는 판단력이 前述한 소식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국가를 개창하는

깃발이 유례없는 신의 보호와 함께 사파순(Sapāsūn)1871) 요새 길로 나아가, 산맥을 지

1868) 하마단에서 북서쪽으로 약 73km 떨어진 곳에 델바란(Dilbaran)이라는 지명을 지닌 곳이 있
다. 현재 하마단에서 사난다지로 가는 길목에 있다.

1869) 이란본Ⅱ 미주 217에 의하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단어의 명확한 철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샤
반 월 마지막 날에 수행하는 축제를 일컫는다. 이를 콜루흐-안더전(Kolūkh-Andāzān)이라고도
부르며 Tārīkh-i Bayḥaqī 등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Dikhhudā). 『歷史의 精髓』에도
거대한 연회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ZT/Jawādī 2, p.764).

1870) 쿨라기 황야는 이후로도 줄곧 언급되는 지명으로, 티무르 군이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에서 바
그다드 및 현 이라크 땅을 왕래할 때 그 중간 기착점으로 언급된다. 이후 기록에서 투르크멘
군을 쫓아 아우라만 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 아우라만 산의 동쪽, 티무르 군의 진격로
상에 위치하며 산지로 접어들기 직전에 위치한 평지, 현재의 사난다지 근방일 것으로 보인다.

1871) 『歷史의 精髓』에는 산카순(Sankasūn)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모음기호가 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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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이틀 밤을 꼬박 달려 목요일 아침에 쿨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한아바르

(Jaḥān-Āvār) 황야에서 명령하였다. “적들의 모든 길과 달아날만한 장소를 장악하여 지

키도록 하라.” 그들은 하바시(Ḥabashī)1872)라 부르는 성채와, 산보다도 견고한 여러 문

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는 길들은 극도로 험준하고 좁았다. 투르크멘들은 그

지역에 숨어 좁은 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승전군이 앞으로 나아가 전쟁을 행하여

[시Nazm] 1873) 큰 북이 죽은 이들의 귀에 비명을 질렀다, 두려움으로 산 자의 두뇌
를 베어갔다.
화살의 비명소리와 도검의 서걱대는 소리가, 코끼리의 뇌와 사자의 생명줄을 도려
냈다.
창촉은 가슴 위에서 끝을 예리하게 하였고, 세계는 심판의 날이 되었다.

산 위로 올라갔고 수많은 가축과 셀 수 없이 많은 양들을 차지하였다. 바라트 호자

쿠쿨타쉬는 그 전투에서 용사다운 노력을 기울였고 좁은 통로들을 통해 [726] 산으로

올라가 용감한 전투를 행하였는데, 운명의 엄지로부터 화살 하나가 그에게 도달하여 그

의 생명의 활에서 목숨이란 줄을 끊었다. 카마리의 아들 셰이흐 핫지 또한 산으로 올라

가 훌륭한 용기를 발휘하였으나 타격을 입고 돌아왔으며 바로 그 타격으로 세상을 떠

났다.

[반구M iṣrā’] 용사들이 목숨을 희생하여 훌륭한 이름을 날렸다.

거만한 투르크멘 인들은 일부 승전군이 가하는 타격을 보았을 때, 바로 그 날 영광

스러운 라마단 월 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두고 아우라만(Awramān) 산1874)과

산맥들을 지나쳐 무기력하게 달아났다. 하늘과 같은 군사가 그들의 뒤를 쫓아 산으로

올라갔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양 등 수많은 가축들을 모으고 약탈하였다. 셰이흐 티무

르 바하두르는 병사들의 지휘자가 되어, 달아난 자들의 뒤를 좇아 가능한 한 빨리 (말

을) 몰았고 그들에게 이르러 많은 수를 살해하였다.

[시Nazm] 세계 정복자 사힙키란의 병사들이 서둘러 적의 뒤를 좇았을 때

있다(ZT/Jawādī 2, p.764).
1872) 전게서에서는 아바샤(Abāshā)라는 이름의 성채와 계곡 및 또 다른 티실라(Tīshlā)라는 이름
의 요새가 산에 있다는 언급이 있다(전게서 2, p.764).

1873)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다만 두 번째 행의 ‘화살’은 원래 의미가 모호한
단어인 ‘TRNK’이다.

1874) 이란령 쿠르디스탄, 사난다지에서　서쪽으로　67km에　위치한　산. 현재에는 ‘하우라만’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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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의 도검이 손에 닿았다, 그 날 되돌아간 자들에게 지체 없이.
그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만일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살
아) 남아있다면,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고 지친 채로 달아났고, 목숨을 구한 몇몇 도망자들은 동영지(Gharmsīr)

를 통과하였다. 그 지역에는 다른 요새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없는 이교도(Ghabr)1875)들

일부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 사힙키란은 그곳에 대한 점령과 파괴를 명하였다. 즉시 하

늘과 같은 군대가 그 주변과 사방을 포위하였고 전투가 발생하였다. (그곳을) 영원과

결합한 행운의 힘으로 점령하였으며 요새의 주민들은 흙무더기가 되어 소멸되었다. 왕

국을 취하는 사힙키란은 모든 샤자데들과 함께 상서롭고 건강하게 되돌아와 쿨라기 초

원에 안착하였다.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 10일(1393년 7월 20일) 일요일에 귀환을 위해

그곳을 출발하였고, 한 밤중에 나아가 [727] 월요일 아침에 아크사이(Āqsāy)1876)의 강변

에서 축복받은 유수진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매 역참마다 1-2일씩 머무르

며 적들의 제거를 수행하였다. 사룩 쿠르간(Sāruq Qūrghān)1877)의 포위를 위해 아미르

자데 미란샤를 파견하였고, 우치 카라를 카라프투(Karaftū)1878)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사

힙키란의 사라지지 않는 행운과 가호로 두 요새를 각기 점령하고 황폐시켰으며, 적들을

살해하고 제거한 후 승리자가 되어 되돌아와 축복받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이때, 한자데

가 거대한 연회를 주최하였다.1879)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명하였다. “쿠르디스탄의 다르반드로 가서, 그 곳에서 뻔뻔스럽게 무슬림들을

괴롭히고 있는 노상강도 무리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절멸시키도록 하라.”

승리의 샤자데는 명령을 받들어, 연회에 참가하지 않고 지체 없이 길을 나섰다. 그

리고 한자데는 유르트에서 사힙키란에게 왕다운 연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분은 그곳을

출발하여 아크불락(Āq-bulāq)1880)으로 왔다. 그리고 라마단 (월) 동안 그곳에서 의무적

인 기도와 단식의 관습 및 ‘위대함의 주인’이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며 보냈

1875) 이 단어는 이란이 이슬람화되기 전에 그들의 고유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도를 가리키는 단
어이다. 그러나 이후 이란 내외에 존재하였던 비 이슬람 모든 종교의 신자들에게 ‘이교도
(Kāfir)’라는 단어 못지않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쿠르디스탄에 있던 이 이교도들이 과연
조로아스터교도일지는 정확하지 않다. 뒷부분에 보면 이 단어는 인도의 힌두교인들, 그리고 터
키 동부의 유럽인들이나 조지아의 정교회 인들에게도 이용되었다.

1876) ‘사이(Sāy)’라는 단어는 ‘얕은’이라는 뜻을 가진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p.235-6).

1877)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이 사리크(Sārīq) 성채라 되어 있으며, 샤미의『勝戰記』에는
사리(Sārī')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765).

1878) 이란 쿠르디스탄 주 북부, 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계에 위치한 산지. 사난다지 북부에 위치
한다.

1879) 전게서에 따르면 이 한자데는 우즈벡 칸의 딸 시키르 벡의 딸인 슌 벡이다.
1880) 현재 이란 하마단 주와 쿠르디스탄 사이에 위치한 마을, 송커에서 동남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547 -

다. 축복의 전조인 샤왈 월 초(1393년 8월 10일) 일요일에, 피트르(Fiṭr) 축제1881)의 수행

및 다른 훌륭한 자선을 이행한 후 이드 기도를 행하였다. 이틀 후에 大 셰이휼 이슬람

(Shaykh al-Islām), 당대의 대 셰이흐 중에 있던 셰이흐 누르 앗 딘 압둘라흐만 이스파

라이니(Shaykh Nūr al-Dīn 'Abdul-Raḥman Isfarāyinī) <그에게 (신의) 친절과 평안이

있기를!>가, 바그다드의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 어전으로부터 사신의 관습으로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왔다.

사힙키란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고려를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계정복의 후원자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신앙의 큰 인물의 도달을 환대

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술탄 아흐마드의 사신인 전술한 셰이흐는 이와 같이 보고하였

다. “(술탄 아흐마드는) 복속과 지지의 허리띠를 생명의 허리에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신 그 분의 위대함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지 못하

고 있으니, 만일 바그다드에 오신다면 저는 저항의 의도가 없으며, 전투를 할 생각이 없

습니다.” 그리고는 셰이흐와 함께 파견되어 있었던 선물들과 공물들, 즉 [728] 운송 동

물들과 사냥감을 던지는 표범(Bārs)1882)과 이름난 말들을 금으로 된 안장과 함께 보고

장소에 전하였다. 그러나 (그) 충성의 대가가, (그분이) 기대하였던 세케와 후트바의 수

행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선물들을 호의와 승인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다. 셰이

흐 누르 앗 딘에게 (그의) 지혜와 신에 대한 공경의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였고, 특별한

예복을 사여하였으며, 말과 황금을 주어 돌려보냈다.

148. 사힙키란이 바그다드 측으로 향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의 사신을 되돌려 보냈을 때, 바그다드로 향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명하였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는,

유수진을 이끌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 및 다른 아가들과 함께 되돌아가, 술타

니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르도록 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 군사들에게 선언하였다. “모

든 사람은 각기 강을 건너기 위해 각자 두 개의 횃불(Sināj)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리

하여 닭의 해에 해당하는 795AH 샤왈 월 13일(1393년 8월 22일) 금요일에 상서로이 말

을 몰았고 신의 은총과 더불어 바그다드 측으로 고삐를 돌렸으며 얀발락(Yān-balāq)에

안착하였다.

[시Nazm] 수많은 흥분한 군대와 함께 초원을 향해, 산에서 산으로 진군하였다.
마치 철로 된 산이 자리에서 흔들리듯이, 땅은 말하곤 하였다 - 머리부터 발까지

1881) 라마단 월 단식이 끝난 후 다음 달인 샤왈 월 초에 단식을 마무리하는 축제.
1882) 투르크 어로 범을 의미한다. 투르크 력의 3번째 해에 해당하는 바르스 해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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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렸다고.

그곳에서 저녁과 밤 동안에 이동하여 산과 황야를 지났고, 3번째 날에 스스로 정탐

병이 되어 군사들보다 먼저 나아갔다. 밤을 틈 타 이동하여 산맥을 지났고, 쿠라 쿠르

간(Qūra Qūrghān)1883)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전투 경험이 많은 자들 중

에 100명의 기병을 이끌고, 투르크멘들의 하킴이었던 무함마드 투르크멘을 달아나게 하

여 그들의 영역에서 몰아내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왔던 군사들은, 샤흐리주르

(Shahrizūr)1884)에 있었던 그의 주민들과 울루스를 약탈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를

선별하여 다시 한 번 진격하였고 [729] 상서로이 나아갔다. 그 길은 본래 극히 좁았고

가파른 산맥들과 좁은 계곡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그곳의 사람들은 매우 어렵게 지

나다니곤 하였다. 사힙키란은 밤에 몰래 통과하였고, 등불을 피워 최대한 빠르게 지나갔

다. 그리고 하늘과 같은 군대들이 무리지어 뒤를 따랐다.

[시Nazm] 수많은 등불이 그 밤을 밝혔고, 땅이 하늘(처럼) 별로 가득하였다.
그 어둡고 좁은 길을 급히 지나갔다. 사힙키란은, 지체하지 않고.
군대의 장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세상은 그의 주먹 안에서 정화되었다.
군대가 무리지어 초원과 산을 나아가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이브라힘 라크(Ibrāhīm Lak)의 돔으로 유명한,

고귀한 셰이흐 이브라힘 야흐야(Ibrāhīm Yaḥya) <신께서는 그의 훌륭한 영을 거룩하게

하였다!>의 거대한 성묘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거주자들에게 물었다. “비둘기를 바그다

드로 파견하였느냐?” 그들은 말하였다. “예, 군사들의 먼지를 보았을 때, 군대가 이르렀

다고 비둘기를 파견하였습니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다른 비둘기를 소환하고 그

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서신을 쓰게 하였다. “멀리서부터 보였던 그 먼지를 조사해보니,

군사들 때문에 달아나 이쪽으로 오고 있는 투르크멘 부족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신

을 비둘기의 날개에 묶어 날려 보냈다. 그 비둘기가 바그다드에 이르렀을 때, 술탄 아

흐마드는 약간의 안정을 얻었으나 완전히 믿지는 않았고, 첫 번째 비둘기의 소식에 따

라 자신의 짐과 물자들을 강으로 건너보냈다.

신앙을 양성하는 자이자 독실한 신앙인인 사힙키란이 진실한 의도와 순수한 생각

으로 그 성스러운 성묘에 들어갔을 때, 성지 순례의 은혜를 얻어 빛나는 성묘의 주인인

그 영혼에게 마음을 다해 도움을 청하였고, 위대한 신에게 애원하며 승리를 간청하였다.

1883) 쿠라(혹은 ‘Qūriyā’)는 가축우리를(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432),
쿠르간은 고분(전게서 3, p.542)을 의미한다.

1884) 하마단과　아르빌　사이, 현재에도　주르(Zur)라는　이름으로　술레이마니에　동북부, 이란-
이라크 변경에　위치해　있다．



- 549 -

그리고 패배한 자의 마음을 돌보고 비참한 자들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것을 소망 성취

의 원인이라 여겨, 여러 가지 사여 물품들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우스만 바하두르를 정

탐병으로 먼저 [730] 파견하였고, 스스로는 하늘같은 영향을 끼치는 군대와 함께 출발하

여 27파르상-샤리아 거리를 한 번에 나아가, 앞서 말한 영광스러운 달 21일 토요일 아

침에 바그다드에 이르렀다.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는 이미 티그리스 강을 건너 다리를

끊고 배들을 부수어 가라앉히고는 강의 맞은편에서 말을 타고 서 있었다. 부르구 부는

소리와 하늘처럼 강력한 병사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주변과 사방에서 들렸을 때, 지체

없이 달아나 힐라(Ḥila)1885)로 향하였다. 모든 승전군이 바그다드에서 나아가는 두 길,

위 아래로 약 두 파르상에 해당하는 땅을 나무토막으로 (덮고) 스스로를 강에 던져, 마

치 새가 하늘에, 고래가 물에 있는 것처럼 강을 건넜다. 그리고 마흐무드 아자드는 강

을 건너 샴스라 이름 하였던 술탄 아흐마드의 개인용 배를 얻었고, 그것을 강의 이쪽으

로 가져왔다.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은 그 배에 들어가 강을 건넜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일부와 함께 도시의 아래 지역 중에 카리야 알 우

캅(Qariyya-l-Uqāb)1886)으로 유명한 장소에서, 물에 뛰어들어 무사히 건넜다.

[시Nazm] 개미와 메뚜기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그 강을 바람처럼 건넜다.
이라키 아랍으로 나아갔다. 용감한 黃馬를 움직였다.
용감한 손을 전투를 향해 펼쳤고, 적들이 달아나는 길을 폐쇄하였다.

바그다드의 주민들은 그 상황의 목격하고는 당혹스러워 하였고 황야에서 온 수많

은 차가타이 군대가 티그리스 강 위를 도하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놀람

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조력자는 신 가까이에 있으며, 그 예

속민들은 거대한 힘과 충분한 용기가 여타 피조물보다 훌륭하니, (이와 같은 바가) 타

군대 중에는 없음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왕국을 차지하는 사힙키란은 샤자데들 및 아미르들과 함께 추격을 위해 나아

갔고, 사르사르(ṢarṢar)1887)를 통과하여 칸바투르(Kanbatūr)에 이르렀을 때, 이바즈 오

글란(Ībāj Ūghlān)과 노얀들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이 청하였다. “그 분의 가신들

이 영광과 상서로움으로 귀환하였으니 바그다드에서 휴식하십시오. 저희 가신들이 추격

하여 술탄 아흐마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직 충심과 지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허락을 얻었다. [731] 그 분은 그곳에서 도시로 귀환하였고, 술탄 아흐마드의

집에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를 통해 하늘과 같이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에

1885)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현 이라크의 도시.
1886) 지명의 의미는 매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1887) 이 단어가 지명으로 쓰였을 때에는 바그다드 근교의 두 마을을 의미한다. 上 사르사르와 下
사르사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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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저장되어 있었던 다양한 물품과 귀중품들이 신의 노예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그 날 진군하여 밤을 틈타 나아갔고 아침에 유프라테스 강변

(Āb-i Farāt)에 이르렀다. 술탄 아흐마드는 한밤중에 이미 강을 건너 다리를 끊고 배들

을 가라앉혔으며 카르발라(Karbalā)의 길1888)을 통해 다마스쿠스로 향하였다. 우스만 바

하두르는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아미르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강에 뛰어들어 헤엄으로 건너자. 그리고 번개보다 빠른, 충분한 속도로 적들의 뒤를 좇

아 서두르자.” 그러나 다른 아미르들이 말하였다. “강변을 따라 나아가 적절한 통로를

찾아서 건넙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진군하였다. 그 사이에, 4개의 배를 얻었는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 배 위에 올라타고, 말들을 배의 옆에 둔 채로 건

넜다. 모든 군사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였고 재빠른 발로 등자에 올라타 서둘

러 말을 몰아, 길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다급함으로 인해 뒤에 남겨두었던 반란세력의

물자와 도구들, 천막과 현금과 의복 등을 약탈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 또한 그들에게

이르러 힐라에 머물렀으며, 공격을 위해 군대를 술탄 아흐마드의 후방에 파견하였다.

조치 가문의 이바즈 오글란과 잘랄 (이븐) 하미드와 우스만 바하두르와 셰이흐 아

르슬란(Shaykh Arslān)과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다른 투만의 아

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이 최대한 빨리 말을 몰았고, 22일 일요일에 45명의 사람들이 카르

발라의 초원에서 술탄 아흐마드에게 이르렀다. 그 45명의 사람들은 모두 아미르들이었

는데 그 이유는 병사들과 말들이 모두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술탄 아흐마드에게는 2000

명의 기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의 선택된 이들을 파견하여 긴 도검과 더불어 공

격하였다. 아미르들은 말에서 내려와, 용기의 손을 화살과 활에 뻗었다.

[시Nazm] 활을 잡고 긴 화살을, 태양의 색을 지닌 얼굴로 날렸다. [ 732]
화살촉에서 불길이 피어올랐고, 몸을 갑옷과 더불어 관통하였다.
그 화살촉이 다이아몬드였던 긴 화살은, 그의 앞의 있는 갑옷을 마치 종이장처럼
만들었다.

생명을 빼앗는 화살촉의 타격으로 적들을 몰아내고 말을 달렸다. 그리고 다시 그들

의 뒤를 추격하였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전투를 행하였으며, 아미르들은 다시 한 번 스

스로를 말에서 (아래로) 늘어뜨려 간담을 태우는 화살촉이라는 혜성을, 활이라는 하늘

로부터 그 악마 같은 이들에게 쏘았다. (그들이) 다시 달아나려고 하자, 아미르들은 또

다시 말을 몰아 적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세 번째 고삐를 되돌려, 아미르들이 말에서

내릴 기회를 얻지 못할 정도로 (빨리) 공격을 행하였으며, 양측의 바하두르들이 서로

1888) 『歷史의 精髓』에는 샤파자(Shafāzā)와 라스 알 아인(Rā's al-'Ayīn) 길을 거쳐 다마스쿠스
로 향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뒤의 서술에서 술탄 아흐마드를 카르발라 황야에서 마주쳤기 때문
에 야즈디의 서술이 보다 적절하다(ZT/Jawādī 2, p.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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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켜 전투가 발생하였다. 이는 마치 두려움으로 인해 피를 마시는 바흐람이 터키석

색 요새의 꼭대기에서, 온 몸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다.

[시Nazm] 기병의 함성소리와 창촉의 울리는 소리로, 목을 베어내는 칼이 머리를
던졌다.
마치 땅이 목의 피로 인해 바다가 된 것과 같이, 머리 없는 몸이 모두 증오의 황야
에 있었다.

우스만 (이븐) 압바스가 극히 훌륭한 행동을 취하여,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과 불

꽃이 튀는 예리한 칼의 타격으로 적들의 삶에 파괴를 일으켰다. 그 때의 치명적인 타격

으로 인해, 그의 손에 도검의 타격이 발생하여 그의 손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

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행운의 도움으로 인해 그 저명한 용사들은 적들을 몰

아내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였다. 그 날에 공기는 극도로 더웠고 카르발라의 초원은

마치 물이 없는 아랍 부족의 적들의 눈처럼, 열기의 혹독함과 극도의 갈증으로 인해 모

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물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이

바즈 오글란과 잘랄 (이븐) 하미드 또한 물을 찾는데 무리들을 파견하였고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모금(Sharbat)1889)의 물 밖에 얻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바즈 오글란은 그 물 중에 한 컵을 마셨으나 그의 갈증이 완화되지 않았으므로,

잘랄 하미드에게 말하였다. “갈증으로 인해 죽을 것 같다. 만일 너의 몫인 그 물을 나에

게 준다면, 관대함과 훌륭함의 극치가 될 것이다.” 아미르 잘랄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하였다. [733] “내가 사힙키란에게 듣기를, 어떤 아랍인과 아잠인이 함께 여행을 하였

는데, 한 황야에서 바로 이와 같은 재앙에 직면하였다. 아랍인에게 약간의 물이 남아있

었는데, 아잠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랍인의 관대함과 훌륭함은 유명하니, 그 한 잔의

물로 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어떠한가?’ 아랍인은 생각한 후에 말하였

다. ‘만일 물을 당신에게 준다면 나는 달콤한 목숨을 갈증에 맡겨야만 한다. 그러나 이

아랍인의 미덕이 사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소멸될 삶을 (버리고) 아름다운 이야

기를 선택하여 목숨의 희생을 감수하고 물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이 아랍인의 올바른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오.’ 물을 아잠인에게 주었고 그는 그 물을 통해 죽음

으로부터 탈출하여 건강하게 그 황야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칭찬할만한 이야기는 누

대에 거쳐 남게 되었다.”

아미르 잘랄은 이 이야기를 모방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아랍인을 따라, 스스로를

이익의 굴레에서 배제하고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움은 조치의 가

1889) ‘셔빗’이라 불리는 음료를 가리키거나, 마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한번에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양을 가리키기도 한다(Dihkhudā).



- 552 -

문과 그의 울루스에 고정될 것이며, 이 훌륭한 이름이 차가타이 울루스에 남게 될 것이

다. 네가 훌륭한 왕좌의 발치에 도달할 때 이 상황을 보고하여 역사에 기록된다면, 이

의의는 세월에 걸쳐 오래도록 밤과 낮이라는 장부의 여백에 기억될 것이다.”

이바즈 오글란은 수긍하였고 그것을 보증하였다. 아미르 잘랄은 자신의 죽음을 염

두에 두고, 물을 그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의 경계에까지 이

르러 있었던 그 갈증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아미르 잘랄 또한 그 관대함과 훌륭한 행

동에 대한 보상으로 그 구렁텅이로부터 건강하게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나머지 아미르

들과 함께 진군하여, 죄 없으신 이맘 아비 압둘라 알 후세인 이븐 알리 알 무르타지

(Abī 'Abd allah al-Ḥusayn bin 'Alī al-Murtazī)1890) [그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의 성

묘인 빛나는 영묘에 이르렀다. 가치 있는 영광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聖地라

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소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어 적들에게서 승리하였으며 술탄

아흐마드의 아들 알라 앗 다울라(‘Alā al-Dawla)와 여러 형제들과 부인들 및 그의 예속

민들을 포로로 잡았다. 술탄 아흐마드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왕국과 물자와

부인과 가족을 단념하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아미르들은 포

로들과 승리의 전리품들과 함께 귀환하여 세계의 피난처의 왕궁으로 서둘러 나아갔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게 되었을 때 [734] 이바즈 오글란과 아미르 잘랄이,

(전술한) 물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왕다운 관대한 인성은 그 아미르 잘랄의 올

바른 행동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고, 그의 부친 아미르 하미드의 理性과 현명함에 관한

기억을 되짚어, 그의 영혼을 신실한 기도로 기쁘게 하였고, 아미르 잘랄을 보살핌과 돌

보심의 혀로 칭찬하였다. “과거 우리는 많은 생명을 희생해왔지만,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러한 때에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바즈 오글란에게 물을 주어 울루스 차

가타이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의복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장식하였고, 무엇보다

도 훌륭히 행동하였으니 그에게 여러 왕다운 위무를 베풀 것이다.” 아미르 잘랄은 복종

의 방식을 취하여, 봉사와 알현의 의례를 행하였다.

그러하다! 투르크 부족은 동맹과 화합이라는 행운으로 세계를 차지하였고, 정의와

관용으로 노아의 후손인 주변의 다른 이들에 비해 우세하게 되어, 지고한 훌륭함으로

<신은 너희를 지상의 상속인으로 삼았다>1891)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 정

복자인 사힙키란이 잘랄 (이븐) 하미드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을 먹도록 하였던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왕 중의 왕이신 그 분께서는 신의 축복을 받은 관대한 그의 벗을 신

임하고, 찬사의 자리에 그를 불러 <그는 진정한 신자이며 가난하면서도 자신들보다 그

들을 우선 대우하였다.>고 말씀하셨다.1892) 이 이야기는 그 훌륭한 자들을 기억하기 위

1890) 시아파의 세 번째 이맘이자 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인 이맘 후세인을 가리킨다. 그는 카르발
라에서 무야위야 왕조가 보낸 군대에 의해 일족이 절멸되는 아픔을 겪었다.

1891) Qur'ān, Sūra al-Yūnus : 14.
1892) Qur'ān, Sūra al-Ḥashar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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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곳에) 기록되었는데, (그) 관대함과 훌륭함이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며,

(그) 훌륭한 이름이 세월에 걸쳐 훌륭한 이야기 안에서 그 주인을 거론하고 유명하게

만들 만하였기 때문이다. <신은 중재자이며 그에게 돌아오리라.>

149.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쿠르디스탄의 노상강도

및 적들을 쳐부순 후에 귀환한 이야기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바그다드를 공격하기 전에 노상강도들의 절멸을 위해

그들의 산지로 들어갔으며, 그 적대 세력 중에 여럿을 제거하였고 [735] 일부에게는 복

종을 얻었다. 그들 중에 높은 산의 정점에 피난처를 두고 있던 700명의 반란세력이 있

었는데, (그들을) 그 산 위에서 던졌다. 그리고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와 그 처벌의 은

총으로, 이전에는 거대한 상인들이 100명의 궁수와 함께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통과하

였던 길을, (이제는) 두 세 사람이 안전하게 통과할 정도였다. 그 상황에 대해 이 글의

서기들이, 그 길을 오가면서 직접 목도한 바 있다.

[시Bayt] 그의 정의로 인해 세상이 이처럼 안전해졌다, 산과 들이 집보다 더욱 안
전해졌다.

훌륭한 샤자데는 그 중요한 일을 완수한 후에, 다르반드-타시카툰 길을 통해 고귀

한 왕좌의 발치로 향하였고, 바그다드에서 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며

칠 후에 사힙키란은 그를 워스트(Wāsṭ)1893) 및 그 주변 지역의 장악과 질서 유지를 위

해 파견하였으며, 힐라의 아미르자데 미란샤 어전에도 사람을 파견하여, 그곳에서 바스

라(Baṣra) 쪽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술탄 아흐마

드와 그의 아들 알라 앗 다울라의 부인들을, 각자의 분야에서 완벽의 단계에 있었던 이

슬람 세계의 장인들 중에 우두머리와 함께 가문 전체와 더불어 사마르칸트로 데려가도

록 하라.”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 높은 명성은 말할 나위 없었고, 음악의 분야에

서 시대의 최고봉이었던 호자 압둘 카디르(Khwāja 'Abdul-Qādir)1894)를 가문 전체와

더불어 이주시켰고, 승리의 書를 수도와 카쉬가르와 호탄(Khutan)과 호라즘과 아제르바

이잔과1895) 파르스와 이라크와 후라산과 자불리스탄과 마잔다란과 타바리스탄

(Ṭabaristān)과 다른 지역 및 도시에 파견하였다.

1893) 바그다드 동남부에 위치한 영역명．
1894) 히즈라력 8세기의 마라가 사람으로, 노래와 음악에 관한 저서, 페르시아 및 투르크 어 시의
저술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1895)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에는 이 부분이 아불리스탄(Abulistān)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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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훌륭한 서기들이 현명한 머리로, 승리의 글을 서신에 기록하였다.
지식의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많은 승리의 서가 완성되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사방으로 빠른 바람보다 서둘러 나아갔다,
즉시 기쁨의 혀가 열렸고, 소리가 하늘이라는 굽어진 천장에 닿았다. [ 736]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두 달 동안 바그다드에서 최고의 즐거움과 행운을 누렸고, 티

그리스 강변의 금으로 장식된 왕궁에서 축복받은 나날들을 기쁘고 즐겁게 보냈다.

[시Nazm] 세상은 마음 속 희망으로, 마음 속 희망은 원하는 대로, 당대는 하늘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있었다.
세계 정복자는 그를 해방하였고 그를 누케르로 삼았다, 적들은 달아났고 그는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았다.

바그다드에서 다량의 술이 있었는데 모두를 강에 흘려보내도록 명하였다. 명령에

따라 체르케스와 다른 술 따르는 이(Sūchī)1896)들로 하여금 모든 술을 모아들여 티그리

스 강에 부었고, 물고기들 또한 계속되는 음주라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시Bayt] 정의로운 왕의 정의를 양성하는 행운으로, 물고기가 강에서, 새가 하늘에
서 은총을 얻게 되었다.

바그다드의 주민들은 목숨을 부지함에 감사하며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수용하였

고 회계원들이 그 조사를 행하고자 번영의 창고로 들어갔다. [737]

150. 사힙키란이 사신을 이집트의 바르쿡 어전에 파견한

이야기

신앙을 양성하는 사힙키란의 소망에 찬 훌륭한 마음이, 길의 안전과 왕국의 견고함

과 신의 노예들에 대한 복지와 미래의 안녕과 길을 통과하는 자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시대의 지식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셰이흐 사

바이(Shaykh Sāvay)1897)를 일부 현명한 이들, 왕다운 선물과 함께 이집트와 시리아

1896) ‘치(chī)’라는 접미어가 있고 투르크어에서 기원하였으므로 일종의 직종명이라 볼 수 있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86).

1897) 이란본Ⅱ 미주 222에 의하면 그에 관한 기록은 하피즈 아브루의 『歷史의 精髓』에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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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ām)1898)의 왈리인 말릭 알 자히르 바르쿡에게 사신의 관습으로 파견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이와 같다. “이 전에 칭기스 칸의 계보에 있던 승리의 왕들이 그대 왕국의 왕들

과 함께 전쟁을 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시리아의 주민들과 그 주변

의 거주민들에게 발생하였다. 결국에 그들 사이에 사신과 서신이 계속 이어졌고 사건은

타협으로 완결되었으며 이는 세계와 세계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

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아부 사이드 바하두르 칸 <신께서 그의 증거에 빛을 비추신다.>

이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칭기스 칸의 계보 중에 명령을 반포하는 강력함

의 주인이신 왕은 누구도 이란에 남지 않게 되었고, 주변의 왕국들이 발호하게 되자 혼

란이 세계에 일어났다.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왕 중의 왕이신 <훌륭하고 아름다우

신> 신의 끝없는 도움으로, 모든 이란 왕국들과 그 왕국 곁에 위치한 이라키 아랍까지

[738] 모두 나의 명령으로 점령되었다. 피조물들에 대한 훌륭한 고려와 올바른 바람은

이와 같다. 즉, 이웃으로서의 의무를 고려하여 서신이 드나드는 문을 열고. 사신을 양측

에서 왕래하도록 하여 안전한 통로를 열고 양측의 상인이 평화로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하자. 이로써 도시가 번영하고 예속민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

음을 따르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1899), <온 우주의 주님이신 신께 찬미를 드리

나이다.>1900)

151. 타크리트(Takrīt)1901) 요새의 승리의 이야기

바그다드가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소유 下에 들어온 후에,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축

복받은 보고의 영예를 얻었다. “이 지역에 타크리트라는 이름을 지닌 요새가 있는데 견

고함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일부 저항을 일삼는 자들이 그곳을 피난처로 삼았고 반항의

머리를 부정과 저항의 옷깃으로부터 꺼내었으며, 발을 올바른 길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과하는 자들의 길을 막았고, 무슬림들의 물자를 약탈하고자 저항의 손을 펼

쳤으며, 계속 이집트와 시리아의 상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시Nazm] 한 성채가 있어, 높이가 한 줄기의 산보다 높았고, 그곳에 여러 질 나쁜

실려 있는데, 아미르 왈리의 가신 출신으로 그가 달아난 후에 티무르에게 투항하였다고 한다
(YZN/Ṣādiq, pp. 1445-6).

1898) ‘샴’은 현재의 메소포타미아 동쪽부터∼레반트를 포함하는 ‘대 시리아 권’을 의미하는 아랍어
식 표현. 셈 계 언어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899) Qur'ān, Sūra al-Ṭaha : 47.
1900) Qur'ān, Sūra al-Fātḥe : 2.
1901) 사산조의 왕인 샤 아르다시르 바바칸이 지은 것으로 유명하며, 바그다드에서 북서부로 30파
르상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바그다드와 모술 사이, 바그다드에서 약
160km 정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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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들이 있었다.
노포가 그 주변에 자리할 수 없었고, 그 무리는 투척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매 밤낮마다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천성이 나쁜 이에게 생명을 빼앗겼다.

이 매듭은 어떤 피조물의 처리의 손가락 끝으로도 풀 수 없었고, 어떤 힘의 군주도

자신의 권력과 세력 범위 안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의 광선이 그 상황 위에 드리워졌을 때 명하였다. “지고하신

신께서는 도시와 복속민에 관한 업무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과, 혼란과 반항을 일으키

는 자들을 제거하는 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사용하시니, 이것의 대가는 필연적으로 내

세에 받을 보상의 축적과 이승에서의 위대한 승리이다.” [739] 그리고 명하였다. “부르

한 오글란과 비크 수피(Bīq Ṣūfī)와 아미르 잘랄 (이븐) 하미드와 샤 말릭과 사이드 호

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먼저 진군하여, 타크리트 요새의 포위를 행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받은 대로 수행하여 그곳으로 가서 포위를 행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거두어들였던 바그다드의 세금을 아미르들과 군사들에게 보상으

로 사여하였고, 카르발라 사건에서 상처를 얻었던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를 바그

다드에 유수진과 함께 두었는데, 그의 치료비로 매일 1000 케베키 디나르를 설정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둘 히자 월 24일(1393년 10월 31일) 토요일에 상서로이 이

동하였고 셰이흐 사힙 카불 바흐룰(Shaykh Ṣāḥib Qabūl Bahlūl)1902) <그의 비밀은 거

룩하다>의 성스러운 성묘에 안착하여 성지 순례의 은혜를 얻었으며 마음을 다해 도움

을 청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샤루흐를 전위의 관례로 먼저 진군하게 하였다. 일요

일에 저녁 시간동안 나아가, 티그리스 강 상류로 가서 어떤 장소1903)에 안착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월요일에 쿨리 아짐(Kūlī 'Azīm)1904) 강변에 이르러 그곳에 자

리하였다. 그리고 화요일에 상서로이 이동하여, 가나(Ghāna)1905)를 축복받은 안착의 병

영으로 삼았고 수요일에 라자르마(Lajarma)가, 796AH 무하람 월 초(1393년 11월 7일)

인 목요일1906)에는 하르비 마을(Qarya-i Ḥarbī)1907)이 축복받은 대오의 도달의 영예로

1902) 이란본Ⅱ 미주 224에 의하면 현자 바흐룰로 유명한 이 신비주의학자('Ārif)는 하룬 알 라시
드 시기의 종교인이다. 그의 논의와 가르침은 주로 종말과 신의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YZN/Ṣādiq, p. 1446).

1903) 『歷史의 精髓』에는 이곳을 호수의 옆(Kinār-i Kūl)과 가디리(Ghadīrī)라고 하였다
(ZT/Jawādī 2, p.770).

1904) 혹은 이것을 ‘어떤 큰 호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바그다드　서북쪽에　테더어 호에　비정할　
수　있다．

1905) 이란본Ⅰ에는 이 지명이 아나(‘Āna)라고 되어 있지만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은 본문과 같
다. 한편『歷史의 精髓』에도 아와나(Awānā)라고 되어 있다(ZT/Jawādī 2, p.770).

1906) 여기부터 Benno van Dalen이 만든 달력변환기 (Civil, 15)의 요일 환산이 하루씩 차이나기
시작하였다.

1907)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이 ‘Qarya-i Īrānī’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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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고귀한 하늘의 질투를 얻게 되었다. 금요일에는 하르비로부터 이동하여 아사르 고

개(Band-Asār)라는 곳에 이르렀고 밤에 그곳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가지스

탄(Gazistān)1908)이 승리의 피난처의 병영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자가 덤불에서 사자를

보고 소식을 전하였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으로 운명을 시험하고자

사자 사냥을 위해 말을 몰았다. 그리고 전투라는 덤불의 사자들은, 피가 고픈 사자들을

덤불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였다. 그들의 손톱에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 태양을 사냥하

는 하늘의 사자가 달의 하우스(Manzil-i Māh)로 도망하여 안정을 찾을 정도였던,1909)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는 5마리의 사자가 덤불 바깥으로 나와 적의의 발톱과 날카로운

분노의 이빨로 피 흘리게 하며 공격하였다. 코끼리를 무찌르는 전사들은 모루를 가진

화살촉의 날(Nīshtar)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동맥을 끊고 영혼을 사냥하는 창촉으로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의 홍채를 [740] 제거하여, 다섯 모두를 한 번에 거꾸러뜨려 다른

동물의 먹이로 주었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일요일에 타크리트 요새에 이르렀

다. 군사들의 대열을 정렬하였고 게우르카의 소리와 나팔의 함성소리로, <실로 심판 날

의 지진은 무서울 것이다>1910) 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시Bayt] 저명한 군대가 그 성채 주변으로 다가오도록 명하였다.
강력한 팔로 그곳을 파괴하였고 넘쳐흐르는 피로 그 강이 잠겼다.

성채의 맞은편에서 하늘을 닮은 왕궁의 돔이 달의 하우스를 마주하게 되었고, 군주

의 피난처인 사힙키란은 신의 도움과 돌보심으로 안착하였다. 이 사이에 모술의 아미르

야르알리(Amīr Mūṣul Yār-a'lī)와 아르빌(Arbīl)의 하킴인 셰이흐 알리 오이라트

(Shaykh 'Alī Ūyrāt)가 적절한 선물 및 공물과 함께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서둘러 왔

고, 저명한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무릎을 꿇고 보

고 장소에 선물들을 전하였다. 왕국을 얻은 사힙키란은, 승리와 함께하며 승리를 상징하

는 병사들에게 요새의 점령을 명하였다. 그 산은 티그리스 강가에 위치한 하나의 산줄

기로, 이와 같이 그 강 아래를 통과하였는데, 사산 왕조 시대부터 줄곧 그 요새가 세워

져 있었다. 그 통로는 모르타르와 돌로 세워졌는데, 그 견고함은, 강한 힘을 지닌 누대

의 어떤 왕들의 권력의 올가미도 그 요새의 승리의 흉벽에 이르지 못할 정도였고, 국가

를 정복하고 요새를 여는 어떤 처리의 화살도 그곳의 점령이라는 창공에 도달하지 못

할 정도였다.

1908) 이곳은 특정한 지명이라기보다 갈대가 많은 지역을 일컫는 보통명사일 가능성도 있다.
1909) 달의 하우스는 게자리이다. 게자리는 사자자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1910) Qur'ān, Sūra al-Ha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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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그 높이 때문에 구분할 수 없었다, 哨兵의 불꽃과 토성의 빛을.

그곳의 왈리인 아미르 하산은 줄곧 길을 막고 있었고 어떤 왕에게도 복종하지 않

았다. 그러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그를

잠식하여, 손아래 형제를 세계인의 피난처인 왕궁에 파견하고 복속과 지지를 선언하였

다. 왕다운 관대함이 그를 호의와 위무로 특별하게 하고 말과 예복으로 환대하였으며,

다시 파견하여 명하였다. [741] “너의 형제 하산에게 말하여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최대한 빨리 오면, 애정과 보살핌의 눈길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명령에 따라 그에게 돌아가 서신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 불운

한 자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바깥으로 나갈 힘이 없어, 다급히 마음을 저항에 두고 전

투를 준비하였다. 승전군은 명령에 따라 용기의 치마 자락을 성전의 허리에 둘렀고, 힘

의 손을 노력의 소매에서 꺼내었으며, 열의를 다하여 성채의 정복을 향해 나아갔다. 노

포를 설치하였고 투척기를 세웠으며 그 적들의 집을 돌의 타격으로 파괴하였다.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아미르 하산은 자신의 모친을 급히 바깥으로 파견하였고

여러 마리의 말과 다른 선물들과 함께 바치며 무력함과 겸손의 혀로 고하였다. “저희는

각하의 동반자와 가신들에 대해 저항과 반항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위

대한 그림자가 거대하여 바깥으로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왕다운 관대함으로 신

에게 안전을 부여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형제와 아들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파견

하겠습니다.” 사힙키란은 그의 모친을 위무하며 말하였다. “너를 보아 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며 그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와서 지체 없이 너의 아들을 바깥으로 내보

내라. 그리고 확실히 알아두어라, 만일 오지 않는다면, 요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

에 대한 책임은 그의 목에 있을 것이다.”

그의 모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되돌아가 성채로 들어갔

다.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사들은 굴을 팠고 바깥 성채의 아래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리고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자신의 용감한 누케르들과 함께 하나

의 탑을 비워내어 밤에 그것을 넘어뜨렸으며, 용감한 팔의 힘과 도검의 타격으로 적들

을 몰아내어 바깥 성채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채 내부

로 달아났다. 아미르 하산은 공포가 증폭되어 모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

오지 않았으며 목숨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는 최대한 빨리 전투를 준비하였다.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모든 병사들은 주변과 사방에서 굴을 파고,

[742] 요새의 바닥을 완전히 비우도록 하라.” 타바치들은 명령에 따라 땅을 분할하여 세

밀하게 군사들에게 할당하였고, 차카 타바치는 상세한 기록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굴 파

는 일을 수행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좌측부터 시작하면 이와 같다. 먼저 우두머리가 셰이흐 아르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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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케벡 칸의 투만이 노력을 다하여 일하였다. 타가이 티무르 칸의 손자인 피르 파

디샤는 충실히 굴 파기를 위해 노력의 손을 펼쳤다. 다른 곳은 호자 알리 이븐 호자 유

수프 울제이투 아파르디, 또 다른 것은 알라다드 이븐 아미르 타바콜 바룰라스가, 그리

고 아미르 잘랄 (이븐) 하미드와 샴스 앗 딘과 알리 셋이 하나의 굴을 팠다. 또 다른

곳은 부르한 오글란과 자말 앗 딘 피루즈쿠히(Jamāl al-Dīn Fīrūzkūhī) 둘이 하나의 굴

을 팠다. 또 다른 곳은 야드가르 안드후디, 또 다른 곳은 루트프 알라(Luṭf allah) 이븐

바얀 티무르 이븐 아크부카, 다른 곳은 함자 타반(Ḥamza Tābān) [이 하나의 굴에 있었

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아디나 카할카치(Ādīna Qahlghachī)와 텡그리 비르디(Tinghrī

Bīrdī) 각각이 하나의 굴(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세계의 왕자 샤루흐의 투만들 중에 아

야트 호자(Ayat Khwāja)와 무사 카말(Mūsa Kamāl)이 하나의 굴을 팠다.

또 다른 곳은 체르케스 수치(Chirkis Sūchī)와 바야지드 두 사람이 하나의 굴을 (담

당하였고), 다른 곳은 잘랄 바우르치(Jalāl Bāwūrchī)와 바얀 카우친(Bayān Qauchīn)이

(담당하였다.) 그들은 굴을 파다가 돌에 닿았는데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35가즈에 달하

는 단단한 돌에 구멍을 냈다. 또 다른 곳은 샴스 앗 딘 (이븐) 우치 카라와 투플라크

카우친과 아미르 압바스의 친족인 아부 알 카심('Abū al-Qāsim) 셋이 하나의 굴을 (팠

다). 다른 곳은 자한 말릭 (이븐) 말리카트와 유수프 잘릴(Yūsuf Jalīl) 이븐 하산 잔다

르가 하나의 굴에 (있었다). 다른 곳은 호자 라스틴과 카라 무함마드가 하나의 굴을 (팠

다.) 그리고 칼란 투만과 쿠틀란의 扈衛(Tūsqāl)투만 중에, 알리 다르비시 바룰라스와

셰이흐 하산과 샤 사바르 셋이 하나의 굴을 (팠다). 그리고 아미르 타가이 부카 바룰라

스의 투만 중에, 타바콜과 유수프 추라(Yūsuf Chūra)가 하나의 굴에서 일을 하였다. 또

다른 곳은 순자크와 투이부카 셰이흐의 쿠슌이 하나의 굴에. 또 다른 곳은 호자 아실

쿠미(Khwāja Aṣīl Qumī), 다른 곳은 셰이흐 다르비시 알라히(Shaykh Darvīsh Allahī)

[가 하나의 굴에 (있었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투만들 중에, 아미르 카마르

앗 딘 자타의 형제인 아미르 쿠툽 앗 딘과 아흐마드 (이븐) 무함마드 술탄 샤와 [743]

투글룩 티무르 카우친(Tughluq Timūr Qauchīn) 각각 셋이 하나의 굴(을 팠고), 함자

술두스(Ḥamza Suldūz)와 함자 쿠투구(Ḥamza Quṭughū)가 하나의 굴(을 팠다).

또 다른 곳은 타히르 사비이(Ṭāhir Sāvih), 다른 곳은 다울라트 호자 아룰라트

(Dawlat Khwāja Arulāt), 다른 곳은 아미르자데 우마르 무바야드와 시르자드 (이븐) 우

치카라(Shīrzād Ūch Qarā)가 하나의 굴에, 다른 곳은 무함마드 벡 아룰라트

(Muhammad Bīk Arulāt)와 다르비시가 하나의 굴에, 다른 곳은 아미르자데 할릴의 아

타벡이었던 야흐야(Yaḥya)와 에이디 비르디 박시 우즈벡이 하나의 굴에, 다른 곳은 그

수장이 티라크 카우친이었고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의 호위였던 아미르 우스만 코

슌과, 망갈라이 호자와 케벡치 유르트치와 알리 모두가 하나의 굴을 (팠다). 다른 곳은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이쿠 티무르, 다른 곳은 아미르 샤 말릭, 다른 곳은 울제이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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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찰카치와 이순 티무르(Yisun Timūr)가 하나의 굴에 (있었다). 다른 곳은 알라케 타바

치의 형제인 아르다시르, 다른 곳은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가 하나

의 굴에 (있었다.)] 다른 곳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의 형제인 알라다드와 아만샤

각각 둘이 하나의 굴(을 팠다). 다른 곳은 셰이흐 알리 카우친과 라람 카우친과 아스투

이(Astūy) 각각 셋이 하나의 굴에 (있었다). 다른 곳은 비크 수피였고 그가 일을 담당

하자 산에 구멍이 났다. 다른 곳은 호자 마스우드 사브자와리였고, 그가 일을 함으로

인해 돌이 갈라졌다. 다른 곳은 일치부카 카우친의 아들 무라드와 핫지 후다이다드 키

시(Hajī Khudaydād Kishī)가 강둑에서 하나의 굴에 (있었다). 이 모든 무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요새의 주변 영역을 마치 거친 체처럼 구멍냈다.

아미르 하산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사람을 바깥으로 파견

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안전을 청하였다. 사힙키란은 명하였다. “바깥으로 나

와야만 한다.” 그리고 파견된 자를 돌려보냈다. 다음날 간절함과 절박함이 커진 상태로

다른 사람을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앞에 파견하였고, 그 분의 애정의 옷자락에 의존의

손을 두고 청했다. “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후원의 그림자를 드리워주시어, 중재의 혀

로 저를 救命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고귀한 샤자데는 왕다운 관대함으로 그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그를 후원하기로 허락하였다. 아미르 하산은 또한 샤자데의 어전에 형제를

파견하였고, 끝없는 무력함과 겸손함으로 고하였다. “우리 노예들은, 복종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묶고, 스스로를 그 분의 노예들 중에 가장 미천한 이로 여기고 있습니

다. 그러나 나의 형제는 두려움에 잠식되어, 바깥으로 올 힘이 없습니다.” [744] 아미르

자데 샤루흐는 사힙키란의 발밑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도록 그를 인도하였고 그의

이야기를 보고하였다. 그 분은 명하였다. “그가 스스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의)

나쁜 행동이나 길을 끊은 일 등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의 어떠한 변명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에게 용서의 예복을 사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이야기하였다. “만일 오고자 하지 않으면 너 또한 가서

그의 어전에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예복을 입혀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상의하였다. “우리가 이곳에 있었던 기간은

길고, 조상에서 조상을 거슬러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왔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해왔으며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지금 만일 바깥으로 나가

게 되면 틀림없이, 지금껏 (우리가 그들의) 물자들을 不正하게 빼앗아왔던 무리들이 정

의를 원할 것이며, (티무르는) 명을 내려 비합법적으로 그들에게서 빼앗아왔던 것을 모

두 되돌려주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책임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당

연히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살해될 것이다. 최선책은 이와 같으니, 생명이 몸에, 그리고

혈관이 몸에 있는 한 노력하자.” 그리고 그곳에 있던 노상강도 무리들도 이러한 뜻에

따라 그들과 동맹하였고, 이러한 그릇된 이유로 북을 두드리며 다시 저항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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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꽃이 그로 인해 불타올랐으므로, 명령이 반포되어 게우르카와 부

르구와 경적과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질렀다. 진동이 일어났으며 산들은 두려움으로 인

해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무엇인가?>1911)의 등장이 가까워졌고, 마치 <산들이 가지

런한 양털같이 되는 날>1912)처럼, 소멸의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았다.

[시Nazm] 산이 흔들렸고 황야가 움직였다. 탄식소리가 아홉 번째 하늘을 넘어섰
다.
너는 말하였지, 땅은 갈라지고 하늘이 조각나는 심판 날의 형상이 떠올랐다고.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임시망루 위에 세워져 있는 한 공간으로 올라섰다. 모든

요새가 경각에 달려있었으므로 문을 치기 전에 그 벽들 중에 일부가 넘어졌고, 요새의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 스스로를 희생하여 전쟁을 행하였다.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군사들은 무리지어 용기와 힘을 가지고 파괴와 전쟁을 행하도록 하라.” [745] 지시에

따라 행하였고, 어디든 기둥 위가 비워져 있는 곳이 있다면 마른 장작과 기름을 가득

채워 20일 수요일 밤에 불꽃을 피웠다.

[시Nazm] 검은 기름으로 나무토막들을 불태웠다, 전 지역의 모든 기둥들을 깨끗
이 태웠다.
아래에서 위로 피어올랐던 많은 연기로 인해 단번에 어두운 하늘이 검어졌다.
하늘로 피어올라 발생하였던 열기로 인해, 별의 눈동자가 눈물로 가득하였다.
담장이 거꾸러졌다. (너는) 말하였지, 산의 역할에서 자리를 떠나 들어왔다고.

요새의 대다수 성벽들이 바닥에 넘어졌다. 비크 수피가 비워두었던 탑은 완전히 붕

괴되었고, 적들 중에 20명이 아래로 떨어졌다.

[시Bayt] 그 담벽에서 도적들 여럿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거
꾸러졌다.

요새의 주민들은 널판과 장막을 쥐고 전투에 임하였다.

[시Bayt] 전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의 군대에 승리가 발생하였다.
왕궁에 파여진 굴을 향해 나아갔다. 적을 내던지는, 호전적인 용사들이.

1911) Qur'ān, Sūra al-Qāri'h : 1-2.
1912) Qur'ān, Sūra al-Qāri'h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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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복속하는 명령이 반포되어, 남아있던 다른 벽의 주변과 사방에서 굴을 파서

비워내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담당자(Sarkār)1913)가 알라다드와 아만 샤였던 탑

은, 바드르 앗 딘이 바닥부터 (굴을) 파서 넘어뜨렸다.

아미르 하산과 목표를 상실한 그의 무리들 내면에서 불길이 발생하였고, 혼돈의 연

기가 머리 위에서 피어올라,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 요새에 남아있던 산꼭대기

로 피난하였다. 이 상황에서,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은 무릎을 꿇고 그 위로 올라가 그

타락한 무리들에 대한 몰살을 청하였다. 그 분은 명하였다. “그 요새가 완전히 바닥과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일이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성채의 백성들은 탄원

과 애원과 함께 다가왔으며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에게 중재를 부탁하여 생명에 대

한 안전을 청하였다. 사힙키란은 [746] 중재를 허가하지 않았고 안전을 제공하지 않았으

며 행운의 혀를 열었다. “오던, 오지 않던 신의 돌보심으로 그를 취할 것이다.”

[시Nazm] 신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나의 행운은 상서로움을 동반한 안내자이다.
불운한 반역자를 손으로 붙잡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하늘같은 군대가 사힙키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용감히 그 산 꼭대기 위

로 올라갔으며 전투로 요새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하산을, 그 요새에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목을 묶어 그 분에게 데려왔다. 명하기를, “백성들을 병사들로부터 분리하

고,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병사들을 투만에 분배하여 처벌하도록 하라.” 명령에 따라

여러 해 동안 무슬림들을 피 흘리게 하고 그들의 물자를 가지고 갔던 반역자들을, 그

나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처벌하였다. 타바치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 그

들의 머리로 미나렛을 세웠는데, (이로써) 그들의 거주지는 <이것들이 폐허된 그들의

집이니, 이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1914)라는 말씀이 현실화 되었고, <그들을 산산이 흩

어지도록 하였다>1915)는 말씀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불신자 외에 우리가 그러한 벌을

내린 적이 있느냐>1916) 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투크 해에 해당하는 전술한 달 25일 월

요일에 발생하였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지시로 그 요새 중에 벽 하나를

파괴하지 않고 놓아두어, 대대로 세상 사람들이 혼란과 믿음의 눈으로. 요새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힘과 성취의 팔로 어떻게 점령하였는

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실로 이것은 눈을 가진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1917)

1913) 이 단어는 본래 특정한 일을 무리들이 행할 때, 그 일을 주관하여 휘하 사람들을 통솔하는
사람, 혹은 그와 같은 일을 의미한다.

1914) Qur'ān, Sūra al-Naml : 52.
1915) Qur'ān, Sūra al-Sabā : 19.
1916) Qur'ān, Sūra al-Sabā : 17.
1917) Qur'ān, Sūra al-'Imrān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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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귀환함과, 원정을 이유로 사

방으로 갔었던 승리의 샤자데들과 유명한 아미르들이

모인 이야기

승리가 마무리된 사파르 월 초(1393년 12월 7일) 토요일에 [747]

[시Nazm] 행운을 지닌 왕의 승리의 판단으로, 군대가 왕좌로부터 행운으로1918) 올
라섰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하늘 천정에 올라서서 네 개의 깃발을 세웠다.

하르비로 상서로이 되돌아갔다. 사냥의 계획을 세우고 포위망을 쳤으며, 밤에 황야

에 안착하였다. 다음날 포위망이 만나, 거대한 야생당나귀와 수없이 많은 사냥감을 사냥

하였다. 그리고 샤자데들과 아미르들 중에 일부가, 승리의 깃발인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무리지어 악인들의 처단과 적들의 절멸을 위해 이라키 아랍과 부르야(Burrya)1919) 및

그 지역 주변과 사방으로 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즉,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샤트(Shaṭ)1920) 강변을 통해 워스트로 갔었, 중군의 아미르들 중에서는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와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이 샤트 강을 건넜다.

그리고 셰이흐 티무르 바하두르, 우치 카라 바하두르와 무바샤르와 아르군 샤는 군사들

과 함께 다른 쪽으로 가 있었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힐라에서

이동하여 바스라로 가 있었고,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자한샤 (이븐) 자쿠도 함께

진군하였다. 무함마드 다르비시 바룰라스와 셰이흐 알리 (이븐) 아르구1921)와 이스마일

바룰라스(Ism'aīl Barlās)는 함께 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자세히 언급되었던 이 모든 세

력은 사방에서 모두 악인들의 절멸과 반역자들이 일으킨 혼돈을 축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이 시기에 온 황야와 초원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 막대한 양의 군수품의 취하였

다. 그 일례로, 바스라와 워스트 도시를 장악하고 처벌하고 사막과 황야를 가로막아, 사

1918) 이 부분이 이란본Ⅰ 이란본Ⅱ 및 타슈켄트본에까지 모두 ‘왕좌(Takht)’로 되어 있는데, ‘왕좌
에서 왕좌로’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란본Ⅱ의 에디터는 행운, 운명(Bakht)으로 보았으
며, 본문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1919) 티그리스 東岸의 바스라로 들어가는 강의 이름.
1920)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합류하여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을　따라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들어가는　200km에　달하는　강을　이른다．

1921) 셰이흐 알리의 니스바 혹은 부족명은 각 사본마다 달라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의 부친이 아
르구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관습상 이 부분이 ‘아르구’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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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아랍인들 중에 길을 막고 히자즈 상인들의 통과를 금지한 많은 이들을 살해하였

다. 그리고 그들의 짐과 기병을 약탈하고 가깝고 먼 곳에 있는 도시와 그 주변의 모든

귀족들 및 대인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여 지세와 세금을 할당하였으며, 복종의 발을 연

대의 길에 두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머리를 무력의 손으로 몸에서

분리하였고 그들의 물자들과 도구들을 약탈하였다. [748]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바스라의

수호를 위해 말룩 사르바다르를 두었고, 샤트 강(Shaṭ al-'Arab)을 건너 아미르자데 무

함마드 술탄에게 합류하였다. 그리고 모든 아미르들과 군사들이 그들에게 합류하였으며,

목적과 소망을 완수하고, 적들을 불태우고 행운과 함께 귀환하여, 이때에 하르비에서 발

밑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바그다드의 왕국과 다른 아랍 도시들이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점령과 정복 하에 들어왔을 때, 고귀한 기쁜 소식에 대해 그 지역

과 주변 도시들의 하킴들과 왈리들, 그리고 투르크멘 무리인 아크 쿠윤루(Āq Qūylūq)

과 카라 쿠윤루(Qarā Qūylūq)1922) 지도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내용은 이와 같다. “지

금까지 (너희는) 이 지역을 통치자 없이 소유하고 있었고, 비어있는 광장에서 소망의

공을 차며 원하는 무엇이든 하였다. 이제 (너희는) 복종의 발걸음을 지지와 명령을 받

드는 길에 두어야만 하며, 이 후로는 나쁜 행동과 길을 막는 행위에 대해 회개하여, 신

의 가신들을 괴롭히는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용의 그림자와 정의

의 날개가 너의 상황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보았던 무

엇이든, 스스로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시Bayt] 만일 네가 들었다면 너에게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만일 가시를 심으면
자스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상서로움을 청한다면 은총이 도우신다. 세계의 피난처이신 왕국을 향해 순

종의 얼굴을 두고, 스스로 적절하다 느낄 만큼 왕다운 가호와 돌봄의 눈길로 보살핌을

받으며, 많은 애정과 소유르갈로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 예부터 불운

했던 자들이 복속과 복종으로부터 고삐를 틀게 되면, 신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화살의

과녁과 분노라는 홍수의 범람지가 되었다.

[시Nazm] 누구든 머리를 그에 대한 복속으로부터 돌리면, 그의 희망의 눈은 행운
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1922) 티무르 조의 당대와 후대에 서북 변방에 있던 투르크멘 세력이자 국명. 카라코윤루의 경우
이란 서부∼이라크 동부, 터키 동부와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14세기 후반∼15세기 중반까지
세력을 형성하였다. 15세기 초반에는 이란 서부에서 점차 동진하기 시작하여 15세기 중반, 샤루
흐가 사망할 즈음에는 중부까지 진출하였다. 아크코윤루는 그보다 15세기 말까지 명맥을 유지
하였을 뿐 아니라 카라코윤루의 자한샤를 공격하여 대체한 이후, 동-서 양방향으로 더 넓은 세
력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파비가 이란을 장악할 즈음 멸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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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궁의 노복이 되지 않으면, 그의 몸은 생명의 슬픔을 확산시키는 감옥이 된다.
[ 749]

이 사이에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는 유수진과 함께 바그다드로부터 와서, 승

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합류하였다.

153. 상서로움의 전조이며 축복받은 움직임을 지닌 깃발

이, 신의 가호 및 보살핌과 함께 디야르바크르로 향한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이라크와 그 예속 지역을 정복한 후에, 디야르바크르

(Dīyārbakr)1923)로의 진격을 고귀한 마음의 목표로 삼았고, 바그다드의 수호를 위해 호

자 마스우드 사브자와르를 파견하며 명하였다. “그 지역의 백성들과 주민들이 후원과

보살핌의 피난처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상황에 대한

위로를 잊지 않으며, 사이드들과 울라마들에 대한 환영인사와 경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

에 대한 위무와 음식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보

호와 함께 디야르바크르 방향으로 향하였고,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아미르들과 군사들과

함께 그 지역의 승리와 보호를 위해 바그다드 강 상류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티무르) 자신은 출발하여 배로 된 다리를 묶어 강을 건넜으며, (본거지로) 귀환한다는

소문을 내어, 적들이 그것을 믿고 경계의 의무를 늦추게 하였다.

[시Bayt] 동쪽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였던 이스칸다르가, 서쪽 방향으로 천막의
문을 두었다고 한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 10명마다 두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유수진에 두었으며,

우스만 바하두르를 남겨두어 나머지 군대와 유수진을 지휘하여 뒤따라 움직이도록 하

였다. 그리고 아르다시르 타바치를 병사들의 장악과 유르트의 경계에 임명하였다. 유수

진에는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기야스 앗 딘 타르칸과 우치 카라 바하두르가 명

받은 대로 버티고 서서 그들을 장악하여 데려갔다. 승리의 깃발이 최대한 빠르게 강 상

류에 진군하여 토우크(Tūvq)1924)를 건너1925) 키르쿠크(Kirkūk)1926) 요새에 이르렀을 때,

1923) 터키　동부에　위치하는　州名이자　도시명．
1924) 이 지명에 대해 캘커타본에서는 누르크(Nūrq), 타슈켄트본에서는 투크(Tūq), 1336 Sh./이란
본Ⅱ에서는 토우크(Tūvq)로 되어 있다.

1925) 『歷史의 精髓』에는 이 부분이 ‘툭(깃발의 일종)을 들고’라고 되어 있다(ZT/Jawād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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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의 주민들은 복종의 발걸음으로 나왔다. 왕다운 애정은 이 요새를 아미르 알리 모

술리(Amīr 'Alī Mūṣulī)1927)에게 소유르갈로 내어주고 [750] 그곳을 통과하였다. 이 사

이에 키질미르 알리 오이라트(Qizilmīr 'Alī Ūyrāt)와 피르 알리와 자항기르가 세계의

피난처의 어전에 서둘러 왔고,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그 주

변의 아미르들은 자신의 무리들, 그 지역 성채의 수장들과 함께 (왔는데), 특히 알툰 쿠

프루크(Alṭūn Kūprūk)의 하킴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획득하였고, 지지의 허리띠를

복종의 가운데에 묶었다. 왕다운 호의는 그들에게 위무와 경의를 할당하여 사여하였고,

금으로 된 허리띠와 값비싼 의복으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

의 몫으로 금과 보석과 의복들을 사여하였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여인들을 구해주었으

며, 딸들을 위해서는 지참금(Jahīz)1928)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운과 행복으로

진군하여 수요일에 아르빌에 이르렀다. 그곳의 왈리인 셰이흐 알리는 연회의 의례를 행

하고 공물을 바쳤으며 수많은 적절한 선물들을 바쳤다. 그 분은 다음날 그곳을 출발하

여, 잡(Khanā-zāb) 강변1929)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금요일에 헤엄으로 강

을 건넜고, 모술이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도달이라는 영광으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를 얻었다.

영광의 사힙키란은 진실한 의도와 간절한 발걸음으로 예언자 聖 요나1930)와 聖 조

지1931) <우리의 예언자와 현자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의 성지 순례의 은총을 얻고자 방문하였다. 마음을 다한 도움을 요청한 후에 각 성묘에

10000 케벡 디나르를 자선으로 베풀어, 그들과의 계약 장소인 고귀한 성묘 위에 아치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과 다르비시들에게 수많은 기도와 자선을 베풀었다. 끊임없이 신앙

을 양성하고 정의를 확산하는 그 왕께서 베푸시는 자선과 시혜의 은혜를 통한 견고한

희망이, 이처럼 세계에서 행운과 행복을 제공하여 결국에는 용서와 만족의 중재자가 되

었다. <그것이 신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1932) 명령에 따라 주변 무리들을 정복하

기 위해 갔었던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축복으로 모두를 복종과

p.777).
1926) 북부 이라크에 위치한 요새, 아르빌에서　동남쪽으로　91km에　위치．
1927) 『歷史의 精髓』에는 이 인물의 이름이 ‘사룩 알리 오이라트’로 되어 있다.
1928) 이슬람권에서 여성이 결혼할 때 부친이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 혹은 신부가 가져가는 물품들.
그 소유권은 주로 여인 본인에게 있다. 현재에는 일종의 혼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1929) 이 강의 이름은 여러 사료마다 다양하지만, 실제 아르빌의 서북쪽을 가르고 있는 大 잡 강
(Zāb al-Kabīr)과 동남부에 위치한 小 잡 강(Zāb al-Saghīr)을 볼 때 이 지명은 ‘잡’ 강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0) 성경에서 신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이다. 쿠란에서는 유누스
라 불리며, 모술에 무덤이 있다.

1931) 기독교의 초기 성자, 14명의 성인 중 하나이다.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로 체
포되어 사망한 로마의 군인으로 군대의 수호성인이다. 그의 무덤은 이스라엘 리다에 있으나 모
술 근교에도 그를 위한 성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2) Qur'ān, Sūra al-Ibrahīm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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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의 자리로 이끌었으며, 이곳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그리고 모술의

왈리인 야르 알리는 지지의 허리띠를 영혼의 허리에 묶었고, 연회와 조공의 의례를 행

하였다. [751]

[시Nazm] 사힙키란에게 부끄러워하며 연회를 마련하였을 때, 술레이만(처럼) 개미
에게 부드럽게 말하였다.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다, 그의 손이 그것에 닿도록.

154. 행운을 더하는 사힙키란이 루하 방향으로 향한 이야

기

왕국을 차지한 사힙키란은 모술의 왈리인 야르 알리를 길잡이로 삼아, 그곳에서 밤

을 틈타 달려서 상서로운 행운과 영광으로 루하(Rūḥā)1933)로 향하였다. 그리고 투만의

아미르들은 군사를 정렬하고 무리지어 진군하였다.

[시Nazm] 세상은 마치 혼돈의 파도인 바다와 같았다, 바다와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무리지어 나아갔다.
오르두는 그 거대함이 또 다른 세상이었고, 병사들의 무리는 또 다른 하늘이었다.

길의 가운데에서, 마르딘(Mārdīn)1934)의 왈리 술탄 이사(Sulṭān 'Aīsī)는 서둘러 환영

을 위해 사람을 파견하였고 복속과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힙키란이 사파

르 월 마지막에 마르딘 근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복종한 자로 여기고 그들 어전에

사람을 보냈다. “정렬한 군사와 함께 뒤를 좇아 급히 오라, 우리는 이집트와 시리아로의

출발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라이스 알 아인(Rāis al-'Aīn)1935)에 안착하

였으며 모든 군대를 원정(Chupqūn)1936)을 위해 파견하였다. 우익의 군사는 후세인과 카

라코윤루의 무리 및 영역을 약탈하였고, 좌익의 병사들은 그 주변 예속지역1937)을 약탈

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말과 낙타, 셀 수 없는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차지하였다. 그리

1933) 현재 터키 동남부의 샨리우르파. 혹은 우르파라고도 불린다. 디야르바크르에서　동남쪽으로　
150km에　위치．

1934) 디야르바크르 동남부로 83km에 위치한 터키의 도시.
1935) 마르딘에서 서남쪽으로　7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리아와의 국경 도시．
1936) 979AH 사본에서는　‘Chapaqūq’으로　되어　있다. 동일한　이름이　앞에서는　호라즘　부근
에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명이라기보다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사방을 약탈하는 것
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옳다.

1937) 『歷史의 精髓』에는 추빈 마을(Diz-i Chūbīn) 지역을 약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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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승전군이 끝없이 많은 물품과 함께 축복받은 오르두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으로

부터 이동하여 루하에 이르렀다. 그 성채의 하킴은 구잘(Ghuzal)이라는 이름을 지닌 자

였는데,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가 향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성채를 놓아두고 바깥으로 나왔으며, 일부의 백성들 또한 그와 함께 바깥으로 나아가

높은 산에 피난하였다. [752] 사힙키란은 그들의 뒤를 쫓아 아미르들과 군사를 파견하여

모두를 약탈하고 포로로 삼았다. 그리고 샤자데들과 노얀들과 정부의 중진들과 함께 영

광과 행운으로 도시에 들어왔다. 그 도시의 건물은 전체가 돌로 조각되어 세워져 있었

는데, 니므롯(Nimrūd)의1938) 건축물이라 일컬어졌다. 예언자 이브라힘(Ibrahīm Khalīl)

<예언자에게 안녕과 평안이 있기를!>을 불길에 던졌던 사건이 그곳에서 발생하였고,

<신께서 명하시길 불길아 가라앉아라, 그리고 이브라힘을 안전케 하라 하였다.>1939)는

말씀에 따라 불길 가운데에서 흘러나왔다는 그 샘은 아직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샘물

의 주변에는 검은 불꽃과 연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믿음의 빛으로 확인하였던 그 신기한 흔적을 벗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관찰하였고, 그 샘에서 목욕재계(Ghusul)1940)하고 그 물을 마셨으며 19일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다. 그리고 관례에 따른 모임과 기쁨의 연회를 행하였고 왕다운 축제

를 준비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생명을 바치는 관례를 행하였던 무리들에게 호의를 베풀

었고 여러 가지 위무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사여를 내렸다. 그리고 자니드 투르크멘

(Janīd Turkmān)은 이곳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고 적절한 봉사를 수행하였

으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들과 처자들 및 왕국에 대한 안전을 청하였다.

그리고 하산 케이프(Ḥasan Kayf)1941)의 왈리 또한 바로 그곳에서 왕궁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무력함의 이마에 복종의 소매를 문지르고 복속을 위한 훌륭한 의무를

행하였으므로, 망설임 없는 자비의 도움이 그의 상황을 감싸 안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딘의 하킴 술탄 이사는 (어전으로) 오는 것에 대해 변명을 둘러댔는데,

변명은 이와 같다. “친히 선언을 하였으니 명백히 합류한 것이다.” 사힙키란이 말씀하셨

다. “반란군을 왕국에 두고 다른 왕국으로 향하는 것은 토라와 야사에 따른 것이 아니

다.” 그리하여 라비 알 아왈 월 26일(1394년 1월 30일) 목요일에 상서로이 말을 몰고 출

발의 고삐를 마르딘 방향으로 돌려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에르진(Irzīn)1942)

의 하킴인 술탄 알리(Sulṭān 'Alī)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에 서둘러 왔고, 적절한 선물

들을 보고의 장소에 가져왔다, 바트만(Bātman)1943)의 하킴 또한 행운의 안내를 받고

1938)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노아의 증손이자 함의 손자로, 사냥꾼으로 유명하였으며 이 지역에
제국을 건설한 첫 인물이었다. 그는 니네베에 커다란 성을 건설하였고, 바벨탑으로 유명한 건물
의 건설을 시작한 이도 그로 알려져 있다.

1939) Qur'ān, Sūra al-Anbīya' : 69.
1940) 샤리아의 방식에 따라 신체를 전체적으로 씻는 관습.
1941) 마르딘에서 동북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1942) 터키 동남부, 알레포에서　서북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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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행복을 동반하여 통치의 둥지인 어전으로 왔고 가신들의 대오에 섰다. 한편 35일

의 기간 동안 사힙키란과 떨어져서 유수진에 있었던 훌륭한 부인이신 출판 말릭 아가

와 딜샤드 아가가 앞으로 나아가, 한 언덕 위에서 만남의 행운을 얻었다. 유수진 또한

마르딘을 거쳐서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

대를 정렬하고 진군하였으며, 마르딘에서 일곱 파르상의 거리에 있는 차말릭(Chamalī

k)1944)라는 장소가 축복의 병영이 되었는데, 자지라(Jazīra)1945)의 하킴인 말릭 아즈 앗

딘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은 후 조공을 바치고

지세와 군향(Taghār)1946) (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왕다운 위무로 특별하게 되어 되돌

아갔다.

술탄 이사는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을 때,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서둘러 왔으며, 유명한 말들과 빠르게 걷는 낙타들, 적절한 선물 등으로 이루어

진 조공을 가지고 와서 아미르들을 통해 그 달 28일 토요일1947)에 무릎을 꿇고 고하였

다. 그 분은 지체한 이유를 질문하였고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용서를 청하는 혀를 변명

으로 열었다. 왕다운 애정을 담은 태양빛이 그의 상황을 비추었으며 왕다운 다양한 호

의와 위무가 그에게 베풀어졌다. 특수한 예복으로 특별함을 제공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마르딘 가까이에 있는 산자락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 장소가 되었다.

155. 신의 증거이신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가 순교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샤자데 우마르 셰이흐는 여타 모든 왕다운 왕 중에서 용기와 훌륭함에 있어서 일

종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승리의 깃발인 군대 가운데에서, 파르스에 있었던 근 1년 동

안 그 지역과 주변의 성채 중에 복속하지 않았던 세력들, 즉 이스타흐르 요새나, 파르크

1943) 터키 동남부, 디야르바크르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1944) 이란본Ⅰ에는 ‘Chap-Malīk'이라고 되어 있다.
1945) 일반적으로 두　강　사이를　일컫는　‘Jazira-i Qūr’를　의미하며　두　강　사이,　즉　유프
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의미하지만, 티무르 시기 페르시아 어 사료에서 언급하는 자
지라는 두 강의 하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술 부근, 티그리스 강 서쪽에 위치한 영역으로
보인다. 티무르 군대가 마르딘 근처 누세이빈에서 자지라까지 약 3일 만에 도달하였고, 그 곳에
서 구한 물자를 티그리스를 건너 모술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현재 마르딘 동쪽에 위치한 ‘Cizre’
라는 도시로 비정할 수 있다.

1946) 이 단어는 본래 토기, 커다란 토기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나 과거에는 일종의 여행 시에 먹는
음식을 의미하였다. 여행 시에 먹는 음식을 지세와 함께 피정복 도시의 군주에게 부과하여 받
아들이게 하였다는 것은 승전군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이
단어는 공성전에 쓰이는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일종의 화약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947) 『歷史의 精髓』에는 이 때가 라비 알 아왈 월 4일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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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k)1948) 요새, 샤흐리야르 요새의 하영지 같은 곳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힘으

로 모든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후 일부 아미르들이 포위를 행하였으나 아직 승리

하지 못하였던 시르잔 요새의 대문으로 갔다.

사힙키란은 시리아와 이집트 방향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던 그 때에 [754] 디야르

바크르로 나아갔고, 전술한 아미르자데의 소환을 위해 사람을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그

요새의 포위를 행하고 있던 때에, 소식이 그에게 도달하였다. 샤자데는 명령에 따라 이

드쿠 바룰라스와 시스탄의 왈리인 샤 샤한과 피르 알리 술두스(Pīr 'Alī Suldūz)로 하여

금 계속 포위를 행하도록 두고 시라즈로 귀환하였으며, 그곳에서 장비를 갖추고, 아미르

순자크를 파르스 왕국의 장악을 위해 남겨 두고는 고귀한 그 분의 땅바닥에 입을 맞추

기 위해 디야르바크르로 향하였다. 아미르 순자크는 사힙키란의 지시에 따라 샤 슈자가

파괴하였던 쿠흔디즈(Quhndiz) 요새1949)를 재건하였고, 샤자데는 정비된 군대와 함께

슐레스탄을 통과하여 나아가, 쿠르디스탄을 지나고 있었다. 도중에 어떤 작은 요새에 이

르렀는데 그 곳을 호르마투(Khurmātū)1950)라 불렀고 약간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샤자데가 그 요새의 관찰을 위해 큰 흙더미 위에 올라갔는데, 무지한 자가 요

새에서 화살을 쏘았고 (그것이) 갑자기 그의 동맥에 이르러 순교의 반열에 올랐다.

[시Nazm] 매 순간마다 자신의 원한이란 활에서, 나쁜 신앙을 지닌 하늘이 화살을
쏘았다.
다른 이에게 열어주고 (너는)보지 말라, 그를 지나쳤을 때 너에게 다가온다.

그래! 재앙의 지평선에서 행운의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소멸의 경계에 이르지 않

았을 것이며, 거대한 성 외곽 광장에서 머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지 않았더라면 죽음이

란 동요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시Nazm] 세계의 꽃밭에서 어떤 나무도 부당함에 맞서 도끼를 만들어 남길 정도

1948) 이스파한 근교의 성채.
1949) 979AH 사본에서는　‘Fuhndiz’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형태여야　‘옛　마을’이라는　의미
가　된다. al-Muqaddasi에 의하면 이곳은 훌완(Hulwān)이라는 지역 내에 마스지드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거점 도시이며, 이곳에서 사방으로 향하는 길이 갈라진다고 하였다. 현재의 이란 서
부 키르만 샤 지역의 변경도시 사르풀 자합(Sarpul-i Zahab)에 해당한다(al-Muqaddasi, The
Best divisions for knowledge of the Resions. Tr. Basil Collins, UK: Garnet Publishing, 2001,
p.103).

1950) 『歷史의 精髓』에는 이 곳이 바그다드로부터 네 역참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라 하였다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780). 현재 유사한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그다드에서 키르쿠크로 향하는 길에 있는 ‘Tūz
Khurmā(tu)’이다. 또한 그 북부에 ‘Tāja Khurmatū’라는 곳이 있는데, 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前者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바그다드로부터 1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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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 알록달록한 정원은 마치 꿩의 깃털과도 같아, 꽃도 사이프러스도 초원에 남지
못할 것이다.1951)

그의 훌륭한 자녀인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정부의 중진들에게서 당혹의 연

기가 머리 위로 피어올랐으며, 그 사건의 발생은 동료들의 생명에 거대한 두려움의 불

길을 일으켰다.

[시Nazm] 다시 죽음이 세상의 생명을 사냥할 때, 슬픔으로 부서진 마음과 생명이
상처를 입었다. [ 755]
저녁은 이별로, 별들의 왕은 마치 눈물과도 같은 진주로, 보석으로 가득 찬 하늘의
주변을 아름답게 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수많은 전쟁이 잔혹해졌다. 치료가 어찌 운명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한겨울, 타하쿠 해에 해당하는 796AH 라비 알 아왈 월(1394년 1∼2월)

에 발생하였고, 순교자인 샤자데의 나이는 40세였다.

군사들은 탄식과 포효와 더불어 마치 바다처럼 흥분하여 그 요새를 바닥으로 무너

뜨렸으며, 어떠한 생명체도 그곳에 산채로 남겨두지 않았다. 세계를 불태우는 이 고통의

소식이 마르딘 성 밖에 위치한 고귀한 오르두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들은 당혹하였고

(이 소식을) 보고하지도, 숨기지도 못했다.

[시Bayt] 1952) 이상한 향기를 지닌 사건이며 문제를 지닌 일이다. 숨길 수도 없고
이야기 해버릴 수도 없기에.

결국에 모두 함께 사건의 상황을 私的 장소에서 고하였다.

[시Bayt] 왕과 요새와 화살의 타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탄식과 한숨으로 내
어놓았다.

산처럼 견고하신 사힙키란은 위대하고 완성된 自我를 지니고 있어, <그대의 인내

는 오로지 신을 위한 것>1953)이라는 기적 같은 특성을 지닌 의복을 상징으로 삼았고,

1951)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1952) Sa'adī.
1953) Qur'ān, Sūra al-Nahl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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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受과 복종이라는 혀를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1954)라는 구절을

위해 열었다. 풍부하고 훌륭한 보상을 얻기 위해 이 쓰디쓴 맛을 지닌 술의 쓴맛을 참

아내어, 내면에 어떠한 공포나 분노도 일으키지 않았다. 파르스 왕국의 지배를 그 부속

지역과 함께, 그의 훌륭한 자녀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에게 제공하였고, 세계가 복종

하는 야를릭을 그에게 반포하였다. 그 때 그는 16세였으므로, 우치 카라 바하두르를 축

복받은 명령과 함께 급히 파견하여, 최대한 서둘러 고통 속에 있는 아미르자데에게 가

서, 그로 하여금 부친의 아미르들과 함께 방향을 돌려 시라즈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

다. 우치카라 바하두르가 호르마투에 도달하여 명령을 전하였을 때, 아미르 비르디 벡과

아미르 지라크 (이븐) 자쿠는 호위 군대와 함께 고귀한 오르두로 향하였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그의 부친의 아미르들 및 [756] 우치 카라와 함께 시라즈로 향하였다.

순교자인 샤자데의 시신을 호르마투의 안치 장소에서 시라즈로 옮겨 假廟에 두었으며,

한참 후에 그의 부인인 순즈 쿠틀룩 아가와 벡 말릭 아가(Bīk Malik Āghā)와 말리카트

아가(Malikat Āghā)1955) 및 어린 나이로 시라즈에 머물렀었던 그의 아들 아미르자데 이

스칸다르(Amīrzāda Iskandar)가 그의 시신을 시라즈에서 키시로 옮겼다.

[시Bayt] 그의 영혼이 이슬람의 수도로 나아갔다. 그의 피와 육신이 키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사힙키란의 건축물 중에 있었던 한 성묘에 안장하였다.

[시Nazm] 그의 성묘를 비추시고 빛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오소서! 카르발라의 순교
자들과 부활의 날에 모이게 해주시오소서!

그 移葬의 이유는, 비록 지고하신 사힙키란의 대오로 인해 이란의 모든 장소들이

투란과 연결되고 질서를 갖추게 되었으나, 그 분께서 키시에 묘소를 하나 만들어 두었

기 때문이다. 위대한 셰이흐인 샴스 앗 딘 쿨라르(Shams al-Dīn Kulār)1956)의 성스러운

1954) Qur'ān, Sūra al-Baqra' : 156.
1955) Mu'izz al-ansāb에 따르면 그녀는 모굴 칸국 히즈르 호자의 딸이며, 우마르 셰이흐의 네 아
들인 피르 무함마드, 아미르자데 아흐마드,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 아미르자데 바이순구르 등을
낳았다(Anonymous, Mu'izz al-ansāb fi shajarat al-ansāb, p.208). 그러나 이후 샤루흐와 재혼
하였다.

1956)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인 사이드이면서, 쿨랄 부족의 아미르이기도 하였고, 티무르의 부친
투라가이의 영적 스승이었던 샴스 앗 딘 쿨랄을 의미한다. 그의 손자인 동명의 샴스 앗 딘 쿨
랄(혹은 아미르 쿨랄)은 낙시반디 수피였다. 이 가문은 12세기 말 경에 바브켄트에 자리하였고,
1340년 경, 이븐 바투타가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번성한 상황을 목도하였다고 한다. 이
들은 몽골제국의 침입 및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방과 종교건물
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므로 파괴되지 않고 번영을 유지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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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르와, 그의 유명한 부친인 아미르 투라가이의 매장 장소가 그 전부터 자리해 있었

고, 그 묘소의 좌측과 우측에 아미르자데 자항기르와 다른 위대한 자녀들을 위해 성묘

들을 건설해 두었다.1957) 한편 사힙키란의 계속되는 행운에는 신성한 힘이라는 상징적

인 증거와 끝없는 (신의) 후원이라는 위대한 영향력을 통한 가호가 있었으므로, 하늘같

이 강력한 벗들이 그 분에게 갖고 있는 충심이 단지 물자나 지위의 획득 및 다른 세속

적인 의도 때문이라 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 중에 하나인 아미르 아크부카

는 친밀한 벗이었지만, 전 생애에 걸쳐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든, 그의 등은 그 분의

호출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결코 등을 돌리고 앉은 적이 없었고, 휴식의 때에도

발을 그 방향으로 길게 뻗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헌신의 發露로 행운의 벗인

좌익과 우익 및 여타 특수한 가신들은, 앞서 이야기한 성묘에서 각기 자신에게 배정된

약속된 곳에 묘소를 세웠고 <너희가 어느 곳에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신만이 아신

다>1958)라는 말씀에 따라 각각 어딘가에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유언에 따라 그들을 그

묘소로 옮겼던 것이다. [757]

[시Bayt] 신성하며 이기적이지 않은 그 애정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156. 마르딘 이야기의 나머지

마르딘의 말릭이었던 술탄 이사는 축복받은 대오를 환영하였고,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획득하였으며 세금과 관세와 군향을 수용하였다. 회계원은 경제 상황을 조사하

기 위해, 군사들은 상거래를 위해 도시로 들어왔는데, 미천하고 무지한 자 중에 일부들

이 모여서 군사들에게 소란을 일으켰다. 사힙키란은 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술

탄 이사를 소환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상황을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갖가지 조사와 논

의를 통해 그가 (그들에게 남겼던) 말이 답변으로 밝혀졌다. (즉 그가) 바깥으로 나갈

때 자신의 형제와 휘하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절대 성채를 넘기지 말고 도시를 의탁하

지 않도록 하며 ‘만일 내가 1000개의 서신을 쓰고 중재를 하여도 절대 귀 기울이지 말

의 후손인 시합 앗 딘(Shihab al-Dīn)이 작성한 Maqamat-i Amir Kulal라는 전기가 남아있어
그의 일생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1957) 샴스 앗 딘 쿨랄이 자신을 위해 지은 'Dur-i Tilavat'에 묻혔고, 이후 투라가이가 사망하자
티무르는 그 곁에 투라가이를 이장하였다. 이후 자항기르, 우마르 셰이흐 등 티무르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묘소를 이곳에 두었고, 그의 묘소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샤흐리사브즈의
'Dorus-Saudat' 건물군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티무르 자신과 그보다 이후에 사망한 자녀들은
사마르칸트의 구르에미르에 묻혔는데, 이는 티무르의 사망 당시에 부인들과 자녀들이 그의 시
신을 이용하여 사마르칸트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58) Qur'ān, Sūra al-Luqmān : 34.



- 574 -

라. 나는 너희들과 왕국의 안녕을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러

한 의지가 그에게 굳건하였으므로, 복종할 필요가 있는 명령을 내려 그를 붙잡아 가두

도록 하였다. (그 때에) 군대와 병사의 수가 많았으므로, 겨울의 끝자락이 되자 그 주변

에서 건초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왕국을 아름답게 하는 (그 분의) 판단은, 그와

같은 시기에 마르딘을 포위하는 것은 올바른 방책이 아니라 여겼고, 화요일, 라비 알 싸

니 월 8일(1394년 2월 11일)에1959) 그곳에서 출발하여 산지로 나아가 계곡을 통과하여

들어갔다.1960) 그리고 다음 날 그곳을 떠나 이스판지(Ispanj) 방향으로 향하였고 모든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군대를 정렬하여 지정된 장소1961)로 나아갔다. 11일 금요일에

기후가 변화하여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비가 내렸는데,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구

름이 되어 내린다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758]

[시Nazm] 하늘은, 구름이라는 눈꺼풀이 병영의 천막을 물로 끌어오기를 바랐다.
바다로부터 구름이 피어올랐다, 마치 모르타르가 사향 위에 습기 있는 구름을 펼치
듯,
너는 말하였지, 세계가 다시 눈보라 치기 시작하고, 재앙이 전 세계를 감쌌다고.
그 황야에서는 배를 제외하고는, 가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다.
군대가 배처럼 물 위를 흘렀다. 낙타가 마치 당나귀처럼 진흙 위에 떠다녔다.
그로 인해 코끼리가 어두운 진흙 위에서 흥분하였고, 말들은 귀 외에는 바깥에 드
러나지 않았다.

그 지역은 극도로 (지반이) 약하여 거대한 진흙탕이 생겨났는데, 가축들이 가슴까

지 진흙에 빠질 정도였다. 며칠 동안 군사들은 그 진흙이라는 재앙에 직면하여 수많은

노새와 낙타들이 줄지어 사망하였고 진흙에 빠졌다. 대다수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려

와 천막을 쳤는데, 때때로 빗줄기가 거대해져 사람들의 대부분이 천막을 두고 걸어서

길을 갈 정도였다.

사힙키란은 중군의 군대와 함께 주마다 알 아왈 10일(1394년 3월 14일) 금요일에

그 진흙탕 바깥으로 빠져나와 초지에 안착하였고, 샤자데들의 상황에 대한 조사와 위무

를 위해 사람을 다시 파견하였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자신의 투만과 함께, 각자 자

1959) 이란본Ⅰ에는 20일이라 되어 있으나 그 뒤에 11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란본Ⅱ 및 캘커타본
에 따라 8일로 하였다.

1960)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누세이빈(Nuṣaybīn)이라는 산지로 향하였다고 되어 있다
(ZT/Jawādī 2, p.783). 누세이빈은 현재 마르딘에서 동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
이며 그 남단으로 山地이다.

1961) 이란본Ⅱ에는 ‘장막으로’ 라는 단어가 있고, 이란본Ⅰ은 ‘Nūra로’ 라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는 두 단어가 모두 필요없다. 이란본Ⅱ의 무함마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으며, 본문은 그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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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앞에 텐트의 펠트 천들을 진흙 위에 던져 길을 만들고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왔으

며, 그곳을 출발하여 옛 모술(Mūṣul-i Kuhna)의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사힙키란은 어떤

사람을 수많은 선물과 함께 자녀들이 있는 술타니야 측에 파견하였는데, 지말릭

(Jīmalik)1962)이란 곳에서 말릭 아즈 앗 딘과 함께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고 위무

로 특별하게 되었던 셰이흐라는 자가, 도중에 올바른 길을 벗어나 대담한 손을 그 선물

에 뻗어 모두 탈취하고는 자지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곳의 하킴인 말릭 아즈 앗 딘은

그 분의 가신들과 함께 하였던 계약을 깨고 그 불운한 자에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이유를 요구하며 [759] 두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그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셰이흐를 잡아 우리 앞에 파견하라. 그리하면 너의 죄가 사해

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지라와 성채들과 부족군과 가신들이 말발굽 아래에서

소멸될 것이다.”

말릭 아즈 앗 딘의 불운이 치맛자락을 부여잡았고 요새와 샤트 강의 견고함을 믿

었으므로,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자들은 (샤트) 강 위에 두어져 있던 기반

이 견고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불운이란 바람으로 행운의 불꽃을 잠재우는 흙먼지가,

착각이라는 장막으로 통찰력을 가진 시야를 가려버린 것이다.

[시Bayt]1963) 운명은 마치 깃털이 하늘에서 내려앉듯, 모든 현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다.

157. 사힙키란이 자지라와 그 주변으로 향한 이야기

자지라의 하킴인 말릭 아즈 앗 딘이 셰이흐의 체포에 관해 반포되었던 명령을 외

면하였을 때, 사힙키란은 주마다 알 아왈 13일 월요일에 유수진을 두고 진격하여, 모든

군사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 유역의 쿠바사르(Kūbasar)와 아미드(‘Amid)1964)를 통과하여

밤새 달렸다.

그 날 반역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아침에, 하늘처럼 뛰어난 군대에 대한 무지함

과 나태함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당

대의 군사들이 그들의 모든 왕국과 무리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요새 두 세개를 차지하

였으며 다량의 물자와 가축을 정복하였다. 자지라의 하킴 말릭 아즈 앗 딘은 그 혼란

중에 한 군사의 손에 떨어졌다. 그가 말릭을 알아보았을 때, 다양한 고문과 처벌로 많

1962) 앞에서는 차말릭이라는 이름이었다.
1963) Ferdowsī, Shāhnāma.
1964) 현재 이라크와 터키 변경지역, 모술의 북족으로 86km에 위치한 ‘아메디('Amādīh) 및 그 일
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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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그에게서 얻어낸 후 그를 풀어주었다. 무력이라는 빠른 바람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을 때, 자지라의 하킴은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천신만고

끝에 바깥으로 탈출하여 떠돌아다녔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행운

으로 귀환하였고, 16일 목요일에 티그리스 강을 건넜으며, 명령을 내려 모든 전리품과

양들을 [760] 모술로 가져가도록 명하였다. 명령에 따라 그것들을 40척의 배로, 10일 밤

낮 동안 강을 건너게 하여 강을 통해 운반한 후 축복받은 오르두에 전하였다.

158. 사힙키란이 두 번째로 마르딘 방향으로 향한 이야기

정의를 상징하는 군주인 봄이라는 왕이, 지고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힘과 도

움으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군대를 강화하여 업무에 투입하였고, 페리도트 색 깃발을

지닌 군사인 식물이 땅 위를 승리로 장악하였을 때, 모든 초원과 황야가 초지가 되었

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자지라와 부속 지역에 대한 승리 및 그 지역 요새들에 대해 승

리를 거둔 후에 마르딘으로 향하였고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군사의 파악에 호의의 그림

자를 드리웠다. 모든 보병들을 말에 태우고 주마다 알 싸니의 첫날(1394년 4월 4일) 금

요일에 마르딘으로 향하였다.

[시Nazm] 왕 중 왕의 북에서 포효 소리가 일어났다. 병사들은 마치 바다처럼 흥
분하였다.
철갑을 두른 이들의 흥분 때문에, 모든 황야와 사막과 초원과 산이 지치게 되었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명령에 따라 전위가 되어 진군하였고.

황야와 산지에 있었던 그 지역의 유목민들 모두를 공격하고 약탈하였다. 전술한 달 12

일 화요일에 승리의 사힙키란은 승전군과 함께 마르딘 외곽으로 향하여 도시를 가운데

에 두고 포위하였고, 텐트와 천막, 大帳殿과 왕궁을 끈과 끈으로 엮었다.

[시Bayt] 모든 백성들이 천막을 줄지어 세웠던 때, 병사들이 이처럼 적절한 시점에
들어왔다.

다음날, 하늘처럼 높은 왕좌의 페리도트 같으신 세계 정복자 왕께서, 이 터키석 색

을 지닌 고귀한 성채의 정복을 위해 금으로 장식된 칼을 폭정의 칼집으로부터 뽑아들

었을 때,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과 [761] 샤자데들과 투만과 천호와 코슌의 아미르들은

군대를 정렬하여 도시의 성채로 향하였다. 게우르카와 북과 경적의 울부짖는 소리, 전쟁

에 능한 바하두르들의 함성과 흥분으로 인해 당대인들의 귀가 멀게 되었을 때,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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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입하였다.

[시Nazm] 기병들이 전투를 결정하였다, 너는 말하였지, 세계가 자리를 벗어났다
고.
세상은 전투의 진퇴로 가득 찼다, 두려움으로 인해 태양의 얼굴이 노랗게 되었다.

가장 먼저 중군의 군대가 방패를 얼굴에 드리우고 성벽으로 사다리를 가져가, 머리

를 깨뜨리는 칼과 육중한 철퇴와 함께 사다리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사들 또한 투구를

가르는 칼과 함께 주변과 사방에서 공격하였고, 거대한 행운의 힘으로 적들을 몰아내고

도시를 점령하니, 적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산의 요새로 달아났다.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수없이 많은 군대가 피에 굶주린 도검과 함께 그들 뒤를 쫓아가 요새의

대문까지 몰아붙이고 그들 다수 살해하였으며,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중에 다수를 죽음

의 손·발아래에 두었는데 일부는 갈증으로 죽었다. 하늘을 함락하는, 별처럼 많은 군대

의 손아귀에 끝없는 전리품이 떨어졌고, 말과 당나귀와 낙타 무리들을 획득하였으며 산

속 요새의 발밑에서 전투를 행하였다.

그 성채는 극히 견고하였고,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오직 한 개의 길 밖

에 없었는데 요새로부터 물레방아 한 바가지 분량의 물이 아래로 내려왔다. 그 성채에

관해 보석 같은 서술이 능변을 자랑하는 시인들의 시에 (담겨 있었는데), 특히 이븐 사

라야(Ibn Sarāyā)1965)가 시를 지었다. 그리하여 샤흐바(Shahbā) 요새로 유명하였다.

하늘의 보복인 병사들은 그 날 밤까지 그 성채 아래에서 전쟁의 불꽃을 피우고 적

들의 삶이라는 짚단을 태웠으며, 적들은 요새 위에서 돌무더기를 투하하여 재앙의 범람

을 저지하였다. 밤이 되었을 때 승리를 동반하는 군사들은 요새 주변에 머물렀고, 다음

날, 태양이라는 기사가 수평선이라는 산 위에 올라 푸른 하늘이라는 성채 주변에 피난

하고 있던 별들이라는 군대 모두를 흘려보냈을 때,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사들은 [762]

다시 용기를 내어 요새로 나아가 위로 올라갔으며, 성채 내부로 가지 않고 중턱에서 피

난하고 있었던 무리들을 모두 잡아 아래로 데려왔다. 요새의 주민은 승전군의 힘과 용

기를 보았을 때, 공포에 잠식되고 탄원과 애원으로 안전을 청하였다. 하늘과 같이 강력

하신 사힙키란은 승리의 군사들과 함께 요새의 발밑에서 되돌아가 축복의 오르두에 안

착하였다. 그들은 요새로부터 수많은 선물과 저명한 말들을 바깥으로 가져와 바쳤으며,

세금과 地稅를 목에 걸고 봉사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우연히도 그 시기에 마르딘의 주민들을 도왔던 것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라는 좋은

소식이 세계라는 동굴과 너른 땅에 위대한 빛의 발걸음을 드리웠던 금요일 아침에, 술

1965) 이란본Ⅱ 미주 226에 의하면 이 시인은 ‘사피 앗 딘 힐리(Ṣafī al-Dīn Ḥillī)'로 유명한 인물
이다. 그는 이라크 힐라 출신으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시인이다
(YZN/Ṣādiq, pp. 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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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야에 있던 사라이 말릭 하눔의 어전에서 사신이 도달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지고하신 신께서 세계의 샤자데인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자녀라는 은혜

를 베풀어, 행운이라는 묘목이 신선한 진흙이라는 통치의 강가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

이다.

[시Bayt] 세계의 운명이 행운의 별로 상서롭게 되었다, 왕국과 신앙이라는 대오가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159. 아미르자데 울룩벡(Amīrzāda Ūlugh-big)의 탄생의

이야기

796AH 아야트 해, 주마다 알 아왈 월 19일(1394년 3월 22일) 일요일1966), 잘랄리력

으로는 파르바르딘Farvardīn 月1967)에 술타니야 요새에서

[시Nazm] 세계 정복자인 샤루흐 왕에게, 신께서 달과 같은 얼굴을 지닌 자녀를
주셨다.
왕좌의 정점이 그 달로 인해 빛났다. 마치 동쪽이 태양으로 인해 (빛나는) 것처럼.
상서로운 빛과 고귀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태양과 달처럼.
너는 말하였지, 어떤 별 하나가 달의 정점(Ūj-i Māh)1968)으로부터 행운으로 왕좌
위에 떠올랐다고. [ 763]

점성술 전문가들이 出生時에 대한 연구와 상승점(운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산

출, 그 외에 하우스들의 的中에 대한 기록 및 별들과 행성들의 위치 결정을 위해, 신중

하게 고려하고 정확하게 실행하여, 행운의 펜으로 상서로운 백색 판 위에 그의 축복받

은 운명에 관한 산명천궁도(Zāycha)1969)를 기록하였다.

1966) 1394년 3월 22일, 잘랄리력으로는 316년 파르바르딘 월 10일에 해당한다.
1967) 이란 고대 달력에서 1월에 해당한다. 태양이 양자리에 위치하고, 황도가 천구의 적도와 만나
는 춘분점에 위치할 때 시작되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노루즈와 함께 시작되어 31일 동안 계속
된다. 이 月名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68) 이 개념은 달이 지나는 백도 중에서 지구와 가장 먼 지점(원지점)을 의미한다. 반대는
Ḥazīz(근지점)이다. 점성술에서는 달의 근지점과 원지점을 잇는 선을 장축단이라고 하여 점성술
차트에 이용하곤 한다. 이 시기에는 이 장축단이 게자리에 있었다.

1969) 이것은 황도 12궁 체제 및 5대 행성의 움직임에 관한 지식이 체계화되었을 때, 생신 점성학
의 일환으로 한 개인이 태어난 당시의 천문 상황을 묘사한 내용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일생 전체를 점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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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사자자리인 상승점과 그 주인인 태양은, 그리하여 희망을 지닌 통치의
문이 되었다.
태양은 양자리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고, 지식을 통해 행동으로 이끌렸다.

이 기쁨을 확산시키는 좋은 소식이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

을 때, 기쁘고 즐거운 그의 소망이 확산되었다. 이 커다란 기쁨으로 인해 그 분의 분노

의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졌으며, 그에 대해 감사하며 마르딘의 주민들과 그 주변에 대

한 처벌을 사하여 주고 그들에 대해 보복을 행하지 않았으며, 징수하였던 세금을 사여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을 술탄 이사의 형제인 술탄 살라흐(Sulṭān Ṣāliḥ)에게 사여하였

으며 야를릭을 탐가로 부여하였다.

[시Bayt] 1970) 원하는 자들에게 만일 어떤 자가 금화를 준다면, 금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도시와 국가를 줄 것이다.

토요일에 이동을 위한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영광과 행운으로 출발하였고, 길을 나

누어 비스리(Bisrī)1971) 측으로 향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자신의 군대와 함

께 마이단(Maydān) 길로 진군하였고, 사힙키란은 수르(Sūr)의 길을 통과하였으며 아미

르자데 샤루흐는 축복의 등자에 동반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자우사크(Jawsaq)의 길을 통해, 투만의 아미르들은 (각자) 자신에게 정해진 장소로, 이

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정해진 길을 통해 돌아갔다. 사힙키란이 수르 길을 통해

샤트 강변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의 장악을 위해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티그리스 강 상

류의 원정에 파견하였고, 자기 자신은 강을 건너 초지에 편안히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 3일을 머물렀다. 축복받은 마음은 [764] 출발의 고삐를 알라 타크 방향으로 돌리

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어전으로부터

소식이 도달하였다. 도시 아미드(Āmid)를 포함한 카라체키야(Qarāchaqiyā) 성채의 사람

들은 하미드(Ḥāmid)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였는데, 성벽의 견고함에 거만해져 머리를 조

아리지 않고 복종의 발걸음으로 앞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60. 세계를 정복한, 국가를 개창한 깃발이 하미드 방향으

로 향하여 그곳을 점령한 이야기

1970)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1971) 현재 바트만에서 동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인데, 유사한 이름을 가진 이름
이 여럿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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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이 하미드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원정을 위해 아미

르 자한샤를 파견하였고, 주마다 알 싸니 23일 월요일에 승리의 동료들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미드 방향으로 향하였다. 밤새 달려 그곳에 이르렀고, 당시에 강물이 극도로 적

었던 티그리스 강을 모든 군대가 건너, 게우르카와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

면서 성채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며 안착하였다.

그 요새는, 어느 누구도 세계에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였다. 왜냐하면 극히 높은 성곽은 돌로 축조되어 있었고, 모르타르로 단단하게 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벽의 너비는, 그 위에서 두 기병 용사가 함께 말을 몰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그 담장 위에, 바깥과 안쪽으로 어떤 큰 사람의 키 만한 벽을 돌로 축

조하였으며, 위에 석회를 바르고 다시 벽 위에 바깥으로부터 돌 벽을 세운 다음 흉벽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 담벽 전체는 두 층이었는데, 비가 올 때나 혹독하게 덥거나 추울

때에는 사람들이 아래층에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탑들을 세웠는데, 각각의 탑

사이가 10-15가즈가 되었다. 성채의 내부에는 두 개의 깊은 샘이 흐르고, 여러 유명한

정원들이 있었다. 이 묘사는 기록하는 이의 눈으로 본 것이며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

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 성채는 건축한 지 43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시대의 권력자

나 어떤 권력과 세력의 군주도 점령하거나 쟁취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765] 다만, 이슬

람 초기에 할리드 이븐 알 왈리드(Khālid bin al-Walīd)1972) <신이시여 그에게 기뻐하

소서>가 이슬람 군대 중에 일부와 함께 한동안 그곳을 포위한 후에, 강이 도시 바깥으

로 흘러나가는 통로를 통해 숨어 들어와 그곳을 차지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요약하자면

그 성채 주변을,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가 안착하는 병영으로 삼았다. 다음 날 왕국을

세우는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말을 몰았고 군대에게 도시의 점령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전투를 준비하였고 목책과 장막과 架臺(Khark)1973)들을 앞에 세웠으며 주변과 사방에서

성채 내의 주민들에게 화살비를 내렸다. 그들이 아무리 위에서 전투에 능한 그 용사들

의 머리에 돌과 화살을 쏟아 부어도, 마치 산처럼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우

스만 바하두르는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의 탑에 굴을 파서 길을 만들었고 사이드 호자

는 훌륭한 전투를 치르며 다른 탑에 굴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아르군 샤도 탑에 굴을

뚫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안으로 들어가 탑 위로 올라, 가장 훌륭하고 용감한 행동을 보

였다. 다른 투만의 아미르들도 용감한 노력을 기울였고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성채 위

로 올라섰다. 그리하여 3-4000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인간도 힘과 권력으로 점령하지

못하였던 이 높은 성채가,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힘으로 2-3일 만에 점령되었다.

1972) 정통 칼리프 시대의 무장으로, 이슬람의 초기 세력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알라
의 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1973) 인도 번역본에는 삼발이 의자라고 되어 있다. 혹은 가야금과 같은 악기에서 줄의 소리를 변
화시키기 위해 위치를 다르게 하여 괴어놓는 갈매기와 같은 기구를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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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이러한 사례는 생소한데, 이보다 또한 생소한 일이 많았다. 그 정의로운
왕의 행운에는.

군사들은 성채 안으로 들어가 도시를 약탈하였으며 집들을 불태웠다. 그곳의 모든

병사들은 굴로 도망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야사를 집

행하는 이들이 도끼와 정(Mītīn)1974)과 함께 담벽 위로 올라와 성채를 파괴하였다. 그

건물이 극히 견고하여 수많은 노력으로도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을 파괴할 수 있었고, 그

(성벽)을 넘어뜨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담벽의 윗부분 중에 일부만

을 무너뜨렸다. 화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다. 금요일, 주마다 알 싸니 월 말에

[766] 우즈벡 부족 중에 한 사람이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출석하였고,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이르렀다. “벡 수피가 반란을 일으켰고, 밤에 달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즉시 명

령을 내려 그를 잡아 출석하게 하였다. 이미 조사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인

정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모의하였던 무리들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사힙키란이 여러 번

그에게서 이 옳지 못한 상황을 보아왔지만, 왕다운 관대한 인품으로 용서해왔고, 줄곧

그에게 왕다운 애정과 관용을 베풀어 그에게 투만을 주었으며, 우익에서 칸의 일족들

다음으로 그보다 더 높은 아미르는 없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쁜 본성을 가

지고 있어, 이와 같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

[시Bayt] 그를 아는 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후회하였다, 칭찬받지 못할 사람과 친
하게 지냄에 대해.

사힙키란은 그와 그의 아들의 구속을 명하였고 그에게 동조하였던 무리들을 야사

에 처하였다.

161. 빛나는 태양이라는 깃발 위의 초승달이 알라 타크 방

향으로 귀환한 이야기

빛나는 태양의 깃발이 신의 도움으로 알라 타크를 향해 방향을 돌렸고 미흐라반

(Mihravān) 평원과 그 주변의 여러 요새 및 왕국에서, 모든 하킴과 수령들과 귀족들과

사령관들이 봉사의 허리띠를 묶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에 서둘러 왔다. 그리고 땅바닥

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세금과 地稅를 수용하였으며 말에서 내렸다. 사힙키란이

마이야파리킨(Maiyāfāriqīn)1975)과 바트만과 아쉬마(Ashmā)를 통과하였을 때, 길을 배분

1974) 이는 곡괭이와 유사한 형태이나 돌을 다듬는데 주로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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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투만장에게 길잡이를 정해주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좌익의 아미르들과

함께 차파추르(Chapāchūr) 길로 진군하였고 승리를 수놓은 깃발은 시바사르(Sīvāsa

r)1976) 길을 통해 무시 황야로 향하였다.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축복의 등자에 동반하였

다. 그 방향에는 높은 산맥들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매우 높아서, 비록 봄이었으나 수

많은 눈으로 인해 노새와 낙타 등 여러 가축들이 그 길에서 사망할 정도였다. [767] 라

잡 월의 15일(1394년 5월 17일) 화요일, 높고 험준한 산맥과 어려운 길을 통과하여 무

시 황야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미란샤는 우익의 아미르들과 함께 비틀리스

(Bitlīs)1977) 길을 통과하여, 세계를 활보하는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또한 좌익의 군사들과 함께 그 장소에 도달하였고 그 주변의 하킴들이 모두 복종

하였다. 쿠르디스탄의 全 도시에서 그의 훌륭함과 올바름을 능가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신들에게도 줄곧 복종하였던 비틀리스의 하킴 핫지

샤라프(Ḥājjī Sharaf)는 바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획득하였고 이름난 말들을 바쳤다.

[시Nazm] 수많은 말은 높은 안장 및 투구, 강한 뇌와 단단한 뼈를 지녔다.
빠르기로는 사슴보다 뛰어났다, 따스함이 마치 불꽃과 같았고, 부드러움이 마치 물
과 같았다.
황야에서는 가벼운 새들보다 더욱 높이 날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보다 더욱 쏜
살같았다.

그 중에 한 마리의 말이 이러한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하킴들과 사령관들이 사방

에서 데려 왔던 모든 이름난 말들과 함께 무시 황야에서 달리게 하였는데, 그 누구보다

도 빨리 달려 어떤 재빠른 말도 그의 가까이에 이를 수 없었다. 사힙키란은 그를 보살

핌과 보호의 눈길로 돌보며 많은 위무를 행하였고, 그의 왕국을 다른 부산물들과 함께

그에게 사여하였다. 또한 야를릭을 내렸고 금으로 지은 예복과 금으로 장식된 허리띠

및 도검으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벡 수피를 그에게 맡겨서 성채에 가두었고, 길을 조

사하여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162. 사힙키란이 부정하고 혼돈을 야기하는, 주변과 사방

1975) 아르메니아와 소아시아 사이의 변경에 위치한 도시, 디야르바크르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그
성채는 전설에 의하면 아누시르반이 건설한 석조부분과 파르비즈가 건설한 벽돌 부분으로 이루
어져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비잔틴에서 건축한 성채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디야르바크르에서　
동북쪽으로　74km 떨어진　실반(Silvan)이라는　도시이다．

1976) 『歷史의 精髓』에는 이 도시의 이름이 시바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바스는 그들이 향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이어서, 야즈디의 『勝戰記』의 지명을 따랐다.

1977) 반 호수 근처의 지명, 아흘라트에서 서남쪽으로 약 52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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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들을 내쫓고 도시와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군

사들을 파견한 이야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힙키란의 왕국을 장식하는 판단력은, 무함마드 다르비시 바룰라

스를 일부 군대와 함께 알란작 성채의 포위에 파견하였다. 카라 유수프와 투르크멘 부

족군은 하늘같은 군대의 도달이라는 소문만 듣고도 [768] 이미 달아나 있었으므로, 사힙

키란은 샤자데들과 투만의1978) 아미르들과 노얀들과 함께 쿠릴타이를 열었고 상의하여,

군대가 그들 뒤를 쫓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부르한 오글란을 병사들의 수장으로 삼았고,

이바즈 오글란과 자한샤 바하두르를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동행케 하여 무시 황야로부

터 진군하도록 파견하였고 명하였다. “적들의 뒤를 밟아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

서, 그들의 不正과 혼란의 척결에 노력하도록 하라.” 그리고 본인은 그 평원에 며칠간

머물렀다. 또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오지 않았던 이들의 절멸을 위해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파견하여, 누구든 복종의 발걸음으로 오면 그에게 안전을 부여하고, 저항을 행

하는 이는 보복의 손으로 제거하며, 그의 영역과 무리들을 약탈한 후 알란작 성채를 포

위하게 하였다. 그리고 타바치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모든 왕국에서 군사를 모아 훌

륭한 왕좌의 발치로 오도록 하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은 이동하여, 상서로이 알라

타크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술타니야에 남아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던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나머지 부인들은, 꽃과 카나리아가 만나는 때이며 자스민과 히야신스가 혼인하는 때인

봄에 그곳을 출발하여 고귀한 왕좌의 발치를 향해, 타브리즈를 거쳐 왔다. 사힙키란은

라잡 월 25일 화요일1979)에 그들을 마중하기 위해 아미르자데 샤루흐를 파견하였고, 위

대한 운명을 지닌 샤자데는 4일 동안 꼬박 나아가 마란드와 코이(Khūy)1980) 사이에서

그들에게 이르렀다.

[시Bayt] 만남의 행운이 이루어졌다. 행운의 눈이 빛나게 되었다.

아흘라트(Akhlāṭ)1981) 주변이 사힙키란1982)께서 안착하는 병영이 되었을 때, 그 분

의 오랜 지지자였던 아달 주즈의 하킴인 카간(Khaqān)이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

1978) 이 부분이 타슈켄트본 및 이란본Ⅱ에는 없다.
1979) 이 부분의 요일은 오류가 많은 편인데, 앞서 라잡 월 15일도 화요일이었고, 라잡 월 25일도
화요일이라 기록되어 있다.

1980) 타브리즈에서　서북쪽으로　127km　떨어진　곳에　위치．
1981) 터키의 도시, 반 호수의 호숫가 동북변에 위치한다.
1982) 이 부분이 이란본Ⅰ에는 축복받은(Humāyūn)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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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치로 와서 적절한 선물을 바쳤다. 그의 봉사가 충심의 극에 달하였으므로 고귀한

그 분에게 허가의 영예를 얻었다. 왕다운 애정은 그의 상황을 감싸 안았으며, 아흘라트

와 그곳의 무리들을 [769] 그에게 소유르갈로 주고 야를릭을 사여하였다. 그리고 샤반

월 2일(1394년 6월 3일) 화요일에 그 황야에서 사냥을 하였다. 수요일에는 포위망이 서

로 만났다.

[시Nazm] 1983) 세계정복자는 마치 포효하는 사자, 탐색하는 맹수처럼 사냥감을 발
아래 두었다.
사냥터를 통과하였을 때, 샤는 그 사냥터의 먼지에서 좋은 향기를 맡았다.
승리의 벗들과 함께 사냥감을 넘어뜨리니, 그 초식동물이 대지에서 사라지게 되었
다.
큰 사슴의 가죽은 발등부터 머리까지, 금으로 된 화살촉때문에 금 광산과 같이 되
었다.
샤한샤의 활이 매복하여 사냥감들을 모두 화살로 넘어뜨렸다.

하얀 사슴과 양(Qūch)1984)과 산 암양(Mīsh)1985)과 큰 사슴과 그 외의 많은 사냥감

을 쓰러뜨렸다. 샤자데들이 영광스러운 유수진과 함께 술타니야에 머문 지 11달이 되었

을 때, 혈연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사힙키란의 애정을 자극하였으므로, 유수진을 두고

달려가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나아갔다. 알라시케르드(Alashkerd)1986)를 통과하여 밤에

알라 타크의 우치 캘리서(Ūch Kalīsā)1987)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훌륭하고 뛰

어난 축제이자 행운을 상징하는 영향력이 집결되는 금요일 아침, 당대인들의 희망의 눈

은 만남과 결합이라는, 충만한 행운과 행복으로 인해 밝아졌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

드 (이븐) 자항기르와 아가들은 금화를 머리 위로 뿌렸고, 동행에 대한 소망과 바램이

라는 묘목이 사힙키란의 도착이라는 도움을 받아,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꽃봉오리와 과

실로 장식되고 익어가게 되었다.

[시Bayt] 당대의 이중성에 따르면, 그 꽃의 우아함은 가시의 武力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1983)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1984) 전투를 위한 뿔 달린 양.
1985) 꼬리가 달린 암컷 양.
1986) 에르주룸에서 24시간 거리에 위치한 지명. 터키의 아그리 주에 속하며 도시 아그리(Ağrı)에
서 서북쪽으로 약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엘레스키르트(Eleşkirt)이다.

1987) 현재 아라라트 산의 서쪽에 위치한 지명. 에르주름과 바야지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디야딘
(Diyadin)라는 도시의 서쪽에 있다. 3개의 교회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이다(James Brant. "Notes
of a Journey through a part of Kurdistan, in the Summer of 1838,"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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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불러일으키고 간담을 태우는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前述한 (순교) 사

건 때문에, 그 상처는 새로운 고통이 되었다. 샤자데들과 부인들과 노얀들은 애도의 의

례와 기도의 의무를 행하였다.

[시] 별들이 통치의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태양은 왕권의 정점을 영원히 비
추소서!
설령 꽃이 왕국의 나뭇가지로부터 땅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행운의 꽃나무는 세
계의 왕을 지탱하소서! [ 770]

군주의 피난처인 사힙키란은, 부고를 전하는 혀를 <우리는 주안에 있다>1988)는 말

을 곱씹으며 열었고, 왕다운 위대한 얼굴을 훌륭한 인내의 홍조 띤 볼로 밝혔다. 왕국

을 아름답게 하는 (그 분의) 판단이 세계 정복의 업무에 호의의 그림자를 드리워, 티무

르 호자 (이븐) 이크 부카를 일부 군대와 함께, 무함마드 다르비시 바룰라스를 돕도록

알란작 성채의 포위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월요일에, 영광스럽고 상서로운 운명으로 출

발하여 아이딘 성채로 향하였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성채의 주민들은 복속하였고, 가지

고 있던 것은 무엇이든, 현금이든 의복이든 가축이든 굴람이든, 모든 것을 바깥으로 내

보내고 탄원과 애원으로 안전을 청하였다. 사힙키란의 관대함은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

곳에서 방향을 돌려 밤새 달려서 우치 캘리서에 안착하였다.

이 사이에 룸과의 경계에 있었던 도시 에르진잔으로부터 타하르탄이 세계의 피난

처인 어전으로 왔고,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 옆에 입을 맞추어 영광스럽게 되었

다. 그는 올바른 봉사를 행하고 무릎을 꿇어 적절한 선물을 바쳤다. 왕다운 애정은 그

에게 다양한 위무와 보살핌을 베풀었다.

163. 우니크 요새의 점령에 대한 이야기

카라 무함마드의 아들 미스르는 우니크의 하킴이었는데, 끝까지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오지 않고 봉사의 관행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마음에 그

성채 정복의 동기가 생겨났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군사와 함께 우니크 측으로

파견하였으며 자기 자신은 샤반 월 16일 화요일에 이동하여, 알라시케르드 초원에 안착

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급히 말을 몰았고, 쾩세 타크(Kūsi-Ṭāq)1989)를 건너

1988) Qur'ān, Sūra al-Baqra : 156.
1989) 반 호수의 북부, 아흘라트에서 약 13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 실제 지명은 쾩
세 산이며, 푸른 산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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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목요일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보다 먼저 우니크에 이르렀다. 게우르카의 울

부짖는 소리와 함성소리로 인해 세계에 진동이 발생하였고, 성채의 점령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성채의 주변과 사방에서 전투를 행하였고, 거대한 행

운의 힘으로 아래 요새를 정복하여 바닥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771] 미스르는

예속민들과 함께 달아나 산 위의 요새로 올라갔다.

그 요새는 극히 높고 비좁은 산이었다. 보병들이 산길을 오를 수 있을만한 모든 통

로를 석회와 돌로 단단하게 막아 두었으며, 그 한쪽에 담벽을 두르고 대문을 견고히 한

채로 투르크멘들이 그 위에서 전투와 살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가를 건설하는 투만

아미르들과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도보로, 목책을 쥐고 대문 가까이에서 (요새의) 중턱

으로 올라가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코끼리와 같은 걸음으로 걸어서 나아갔다, 마치 푸른 바다 같은 미스르
를 향해.
병사들이 좁은 요새에 이르렀을 때 사방에서 전투의 북이 울렸다.
문을 담당하는 자들(Qapūchī)1990)이 사방에서 노력하여, 노포가 사방에 세워졌다.
담벽 위로 올라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화살로 쏘아 살해하였다.
중턱 위에 표범처럼 병사들이 모였다, 전쟁의 관례에 따라.
전쟁을 행하는 두 대오는 마치 아름다운 눈꺼풀과 같았다, 하나는 아래에, 다른 하
나는 위에 (있는).

그 달 19일 금요일에 미스르는 자신의 아들과 대리인을 적절한 선물과 함께 바깥

으로 파견하여 고하였다, “(저는) 그 분의 노예이며 복종하였습니다. 저는 어전의 가신

들에게 저항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갈 여력 또한 없습니다.

만일 그 분께서 이번에 신에게 목숨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면, 믿음과 신뢰로 봉사의

의무를 행할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그들을 위무하여 예복과 허리띠를 주었고 명하였다.

“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니, 어떤 염려도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바깥으로 나와

야 한다.” 그들은 되돌아갔고 요새로 들어가, 이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였다. 그의 행운

은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이득과 선책이 될 수 있었던 그 말

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투를 재개하여 화살을 쏘았다. 다음날 아미르 타하르탄이

앞으로 나섰고 미스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충고하였다. “네가 저항을 행하는 것

은 어떤 부정한 자들의 유혹 때문이냐. [772] 일곱 기후대의 군주이신 그 분께서는 자신

에게 저항하는 자들에게서 방패를 던져버리시니, (그와) 대적하는 것은 이성적인 방법

이 아니다. 너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고서는 이 구렁텅이에서 해방될 수 없다.”

1990) 이 단어는 문, 대문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Qapū와 직종을 의미하는 투르크어 어미 Chī가
만나 생겨난 합성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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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땅 위의 왕들이 왕위와 왕관과 보석을 맡겼던 왕을 위해
마치 루스탐처럼 그를 위해 200번 허리띠를 묶었고, 목숨을 다해 그를 지지하였다.
파리둔과 잠시드와 중국의 카간들이 그의 어전에서 가장 낮은 가신이 (되었다.)
너는 훌륭한 판단력이 없으니, 겸손함으로 향하는 것이 제일 낫다.
요새 뒤에서 전쟁을 행하지 말라! 투르크 인들의 손바닥에서 돌은 마치 꿀과 같기
때문이다.
너는 어찌 그와 전투를 하는 것이냐, 이런 가치 없는 일을 하지 말라.
이 요새 바깥으로 나와, 산꼭대기를 피 바다로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
다.
이 이야기에서 神은 나의 증인이다, 너에게 좋은 방향이 곧 나의 결정이기 때문이
다.

미스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증대되어, 다시 자신의 아들을, 그의 가까운

친척이자 그 지역의 사령관이며 용사였던 사툴무시와 이름난 말들과 함께 바깥으로 파

견하였고, 탄원과 애원으로 애초에 갈구하였던 바로 그 호의를 청하였다.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그가 바깥으로 나올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

로, 즉시 사툴무시 및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의 수감을 명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月 21

일 일요일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그와 함께 있던 군사들과 함께 축복받은 병

영에 합류하였고, 승전군이 성채 중턱의 아랫부분으로 서둘러 갔던 그 밤에 전투를 시

작하여, 낮까지 훌륭히 노력을 기울였다. 전투 중에 요새에서 어떤 화살이 날라 왔는데,

무엇인가가 거기에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전하여 그 내용

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와 같다. 즉, 바깥으로 나간 사툴무시는 미스르의 가

까운 친척이며 이 요새의 사령관이자 바하두르이다. 만일 그를 수감한다면 이들의 지지

가 와해될 것이다. [773]

[시Nazm] 네가 왕에게 말하기를, 신께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의 수감은 이전부
터 암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마치 태양과 같으신 왕, 그의 판단에 의한 명령은 모두 올바르시다.

사힙키란은 월요일에 미스르의 아들을 소환하였다. 그는 6살이었는데 고귀한 왕좌

의 발치로 왔을 때, 곤경에 빠진 얼굴을 바닥에 두고, 그 분에게 복종하고 발에 입을 맞

추며 무릎을 꿇고 능란한 말로 울부짖으며 부친을 살려줄 것을 청하며 고하였다. “만일

그 분께서 그의 목숨에 자비를 베푸신다면 저는 가서 그로 하여금 (복속의 상징인) 수

의와 도검과 함께 어전으로 오게 (할 것이며), 그 분의 굴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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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리의 사힙키란은 명하였다. “(그가) 온다면 너를 보아 부친을 용서할 것이다.”

이 어린 아이에게 자비를 행하여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예복을 입혔으며, 금으로

장식된 칼의 허리띠를 목에 매달아주고 위로의 서신을 애정의 글씨로 써서 그에게 주

어 (그의) 부친 앞으로 파견하였다. 그를 이런 식으로 요새에 들여보냈을 때, 그곳의 주

민들이 함성을 지르고 기도와 찬사를 위해 혀를 열었으며, 그 어린이와 함께 갔던 그

분의 가신 무리들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금과 의복을 주었고, 경의를

표하며 최대한 빨리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미스르를 크게 잠식하여, 혼돈을

멈추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고, 바깥으로 나와 스스로를 그 위험

한 곳에서 벗어나게 할 마음의 힘이 조금도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나오는 것을 미루었

으므로, 사힙키란은 명을 내려 투만의 아미르들로 하여금 각자의 방어벽(Sībi)1991) 뒤에

서게 하고 투척기를 세웠으며, 나머지 공성전 도구, 노포와 火砲(R'ad)1992)와 投火器

(Tīr-i charkh)1993)를 준비하였다. 큰 북과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전투를 행

하였다.

[시Nazm] 전투의 함성이 발생하였을 때 병사들이 성채의 주변으로 가까이 왔다.
수많은 소화살과 돌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위가 아래에 대해, 아래
가 위에 대해. [ 774]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이 투척기의 돌 타격으로, 그곳에 지어져 있었던 수많은 집

을 파괴하였다. 이 사이에, 미스르의 모친이 요새에서 내려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자녀를 중재하기 위해 탄원의 혀를 열었으며, 겸손히 다급하게 고하였다. “그가

어찌 이 어전의 가신들에게 저항을 행하겠습니까. (그는) 극도의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

다.” 실제로 이 어전의 강력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찬 사자의 肝膽이 물

이 될 정도이니. 그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반구M iṣrā’] 코끼리들의 발 앞에서, 투르크멘(Turkmānī)의 알라축이 어쩌겠는가.

다음날 사힙키란은 그를 위무하고 값비싼 예복을 입힌 후 명하였다. “너의 아들이

만일 목숨의 안전과 거주지 및 물자의 무탈함을 청한다면, 그에게 말하여 재빨리 나오

도록 하라.”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다른 부인들은 그녀에게 예복을 주고 파

1991) 작은 골목이나 구역 초입에 보호와 방어를 위해 세워두는 벽.
1992) 본래 이 단어는 천둥을 뜻하나, 이 부분에서는 공성도구의 이름으로 쓰였다. 앞서
R'ad-andāz를 ’화포병‘이라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화포라 해석할 수 있다.

1993) 철로 만들어졌고, 내부에 화약을 장전하여 불을 피워 적에게 날리는 공성도구. 이것을 ‘投火
器’라 번역하였다. 다만 이 단어 자체는 Shāh nāma에서도 보이며 그 때의 이 단어는 수성
(‘Aṭārud)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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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그리고 요새로 들어갔을 때, 상황을 아들과 함께 상의하였으나, 그의 운명은

(그에게서) 등을 돌려 도움을 주지 않았고, 행운은 그를 외면하였다. 그리하여 저항을

위해 일어섰으며, 복종의 발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달려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

방을 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반항의 자리에 다시 섰으므로, 필연적인 야를릭이 반포되었

다. “성채의 맞은편에 임시망루를 세워라.”

[시Nazm] 저명하신 왕께서 이처럼 명을 내리셨다, 전군의 모든 군사들은
3일 거리의 길을 사방에서 파괴하고, 발견되는 나무들을 넘어뜨려라.
요새의 주변에서 운명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들이 넘어졌다.
우스만 (이븐) 압바스라는 이름을 지닌 전장의 아미르는, 훌륭한 불꽃과 같았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군사들의 위를 차지하여라. 밤부터 아침까지.

그리하여 훌륭하고 신속히 그 나무막대기들을 쌓았고, 군사들은 그 사이를 [775] 돌

과 진흙으로 채우고 세워서 임시망루를 완성하였는데, 그들의 성채보다 더욱 높았다. 그

리하여 요새의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시Nazm] 임시망루가 성채와 부딪혔을 때, 전쟁의 숨결이 하늘로 올라갔다.
병사의 무리들은 임시망루 위에서, 끓어오르는 바다처럼 고통에 빠졌다.

금성의 궁정 및 태양의 왕궁과 나란히 세워져 있었던 임시망루 위, 요새의 주변과

사방에 세워져 있던 그 투척기에서 수많은 돌들이 그 요새의 위를 날았다.

[시Nazm] 너는 말하였지, 드높은 힘을 지닌 하늘이 요새의 주민들을 돌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하늘에서 돌이 내리지 않는다 하여도, 세상은 그들에게서 마지막이 되었다.
왕에게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머리 위로 돌이 내린다 해도 마땅
하다.

라마단 월 15일(1394년 7월 15일)이 지났을 때 적들의 상황이 극도로 다급해졌고,

물 부족으로 인한 불꽃이 그들의 내면에서 발생하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백성

들을 요새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미스르와 그의 예속민들은 일부의 군대와 함께

여전히 저항을 위해 용기를 내었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버둥쳤다. 승전군은 투척

기의 돌로 그들의 집을 파괴하였고 거대한 장막이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스르는 혼란스러워 하며 다시 그의 대리인을 바깥으로 파견하

여,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탄원과 애원을 하였다. 고귀하신 샤자데는 그의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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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힙키란의 어전에 보냈으며 미스르의 다급함과 혼란의 상황을 고하였다. 그 분은

말하였다. “만일 온다면, 안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신에게 예복을 입혀 되돌려 보내

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신이) 미스르에게 이르렀을 때 메시지를 전하였다. [776]

그러나 그의 두려움과 당혹감이 더욱 커져, 그 말로 완화되기가 어려웠다. 본래의 상태

를 계속하여 고집하였고, 쓸데없는 노력으로 발버둥쳤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용사

들 중에 일부가 좁은 길들과 중턱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밤이 되었을 때 호자 샤힌이 7

명과 함께 다른 이들 보다 먼저 성채 아래에서 중간지점으로 올라가

[시Nazm] 철창과 같은 밤에 다른 둥지에서 금으로 장식된 깃털을 지닌 앵무새를
잡은 것처럼
호자 샤힌이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손으로 깃털을 집어 들고 전투를 강행하였다.
그 밤에 마치 자그 새의 깃털처럼, 사람이 촛불과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괴롭힘 없는 왕의 행운의 힘으로.

그 위에서 승전군에게 알리기 위해 불꽃을 피웠다. 아미르 아르군 샤 아흐타지와

아만 샤 하잔치(Khazānchī)1994)는 그 상황을 보고는 다른 바하두르들과 함께 위로 올라

갔다, 좁은 중턱에 이르렀을 때, 적들은 그들의 도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투를 행하였

다.

[시Nazm] 밤은 어두웠고 통로는 좁았다. 용사들은 전투를 향해 손을 길게 늘어뜨
렸다.
칼에서 빛이 발생하였고 등불이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
화살이 활의 매복 장소에서 바깥으로 날아갔고, 죽음의 안내자가 목숨을 향해 (날
아갔다.)

그 전투에서 아만 샤가 상처를 입어 그곳으로부터 되돌아갔으며, 아르군 샤 및 그

와 함께 있던 바하두르들 - 각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장황하지만 - 은 앞으

로 가서, 그 바닥이 300가즈 이상이었던 중턱으로 올라가 성벽 아래에 이르렀다. 그리고

괭이(Kulang)1995)와 정의 타격으로 돌에 구멍을 내고 담벽 아래를 비웠으며 나무 막대

기의 끝으로 지탱하였다.

그 상황에서 미스르의 누케르들은 재앙의 물결이 스스로를 감싸자, 미스르를 외면

하고 [777] 얼굴을 돌려 산 위에서 자신을 내던졌다. 성채 내부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여

서 함께 고함을 지르고 전투 도구들을 내던지고는 나오는 길을 찾았다. 미스르는 이 상

1994) 창고지기, 창고를 관리하는 이를 가리킨다.
1995)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고 땅을 파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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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인해 극히 무력해졌고 덜덜 떨게 되어, 이드 날이었던 금요일1996)에 다시 한 번

모친과 아들을 바깥으로 파견하였고, 그들은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서둘러 갔다. 그의

모친은 땅에 엎드렸고 간청의 얼굴을 바닥에 문질렀으며 눈물과 불에 탄 가슴으로 아

들의 목숨에 안전을 청하였다.

왕다운 애정이 그 가련한 자의 탄원에 대해 자비를 내려 말하였다. “그를 용서할

것이고 그의 피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즉시

바깥으로 나오라. 만일 이를 거스른다면 신의 도움으로 요새를 점령할 것이며 백성들의

피는 너의 목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미스르의 모친은 당혹해하고 걱정하며 요새로 들어갔고, 들었던 모든 것을 말하였

다. 미스르는 그 다음날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고, 남아있었던 그의 나머지 누케르들은

요새로부터 스스로를 (바깥으로) 내던지기 시작하였다.

미스르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급하게 수의를 목에 걸고 도검을 손에 잡고 이드

두 번째 날인 토요일에 아래로 내려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피신하였다. 그리

고 무력한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었다. “저의 목숨을 사힙키란에게 청해주시어, 생명

이 몸에, 그리고 혈관이 몸에 남아 있게 해주시면, 복종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묶

어 가장 낮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생동안 봉사와 희생의 관행을 지킬 것입니

다.” 샤자데는 그를 위무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며,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데려

가 그의 이야기들을 고하면서 그의 목숨에 안전을 청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중재를 승

인하였고 미스르의 죄의 장부에 용서의 서명을 기록하여, 그것을 샤자데에게 주었다.

[시Bayt] 도움을 주는 따스한 중재인이 있어 죄를 용서하였다, 비록 (죄가) 크더라
도. [ 778]

그 요새에 남아있던 모든 전쟁 무기와 도구들을 아래로 끌어내렸고, 복종할 필요가

있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미스르와 마르딘의 하킴이었던 술탄 이사, 각각 둘을 술타니

야로 데려가고, 미스르를 그곳에서 사마르칸트로 파견하라.” 명령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리고 왕다운 애정은 용감하고 훌륭한 영향을 발휘하였던 바하두르들과 군대의 용사

들 모두를 위무하여, 예복을 주고 사여를 내렸다.

164. 사힙키란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우니크에서 귀환

한 이야기

1996) 라마단 단식이 끝나는 샤왈 월 첫째 날, ‘이드 알 피트르’ 첫 번째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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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우니크 요새를 아미르 아틸미시에게 맡겼고 군사들 중에 일부를 그의

곁에 護衛로 남겨 두었다. 그리고 5일 동안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어 기쁨과 행운으로

보냈다. 샤왈 월 7일(1394년 8월 6일) 목요일1997)에 상서롭고 행복하게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으며 8일 금요일에

[시Nazm] 세계의 지혜인 보석으로 장식된 술잔을 지닌 와지르(Āṣif), 종교의 칼이
라는 지위를 지닌, 하늘에서 내린 와지르.
사마르칸트로부터 기뻐하며 도달하였고 수많은 적절한 조공들을 바쳤다.
왕은 그에게 투란자민의 소식들을 물었고 확신을 가졌다.
이처럼 이야기하였다, 샤의 온 왕국 안에서, 어느 누구도 시선을 날카롭게 세우지
않는다.
만일 하늘이 금으로 된 대접 끝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그것에 시선을 날카로이 세
운다.
자타가 카라 호자 방향으로부터 서둘러, 이 왕국 점령의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은 이처럼 명령을 내렸다, 역참을 통해 길을 나아갈 것이다.
초지는 마치 천국의 정원처럼 평온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그 곳에 튤립을 심었다
고.
일곱 가지 색의 꽃이 초원 안에, 건초를 먹는 말들은 정해진 그 장소에,
왕의 天幸으로 그곳에 자리하였다, 그의 군대가 하루 여정의 길을 차지하였다.
[ 779]

그 평원에서 여러 날 머물렀으며, 18일 월요일에 그 장소에서 거대한 연회를 명하였

다

[시Nazm] 마치 드높은 천국과도 같은 그 평원에서, 시공간의 왕께서 이렇게 명하
셨다.
왕다운 연회를 개최하라, 기쁨이 늘어나고 슬픔이 줄어든다.
왕궁의 끝이 왕의 영예로 인해 하늘에 닿았고, 왕관과 왕좌를 장식하였다.
사방에서 아미르들과 고귀한 자들이 봉사를 위해 허리 가운데에 (끈을 묶었다)
온 세상에서 과즙과 술이 있었다, 색색가지 마실 것들이 끝이 없었다.
가수들이 노래하여 세상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드리워졌다.
당대의 한 순간도 왕이 없는 순간이 없기를! 그 시간이 길어 고통스럽게 되지 않기
를!
세계가 그의 명령으로 하나가 되길!, 세계의 군주께서 그를 돌보시기를!

1997) 다시 이 부분부터 Benno van Dalen이 만든 달력변환기 (Civil, 15)의 요일 환산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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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타하르탄에게 왕국의 업무들에 관해 훌륭한 충고를 행하였고, 많은 위

무와 보상을 할당하였다. 에르진잔 지역과 그 주변을 그에게 사여하였고 야를릭을 탐가

인장으로 사여하였다.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와 모자로 영광스럽게 한 후에 파견하였

다. (한편) 아미르 지라크 (이븐) 자쿠는 승리의 피난처인 군사들 중에 일부 무리들과

함께 명령에 따라 먼저 아이딘 요새로 가 있었고, 그 요새의 포위를 위해 용기를 발휘

하였다. 그리하여 그 요새의 하킴이었던 아미르 바야지드가 자신의 무력함과 승전군의

용기를 보았을 때, (그들이) 요새를 무력과 강력함으로 차지할 것이라 확신하여 안전을

요청하였으며 조약을 맺었다. “만일 군대가 성채 아래에서 철수한다면 나는 바깥으로

나올 것이다.” 아미르 지라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성채의 발밑에서 방향을 돌려

자리하였다. 그러나 바야지드는 밤에 요새 바깥으로 나와, 아미르 지라크에게 소식을 주

지 않고 밤을 틈타 달아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서둘러 갔으며 발밑에 입을 맞추

는 행운을 얻었다.

[시Bayt] 루스탐의 빛살보다 많은 물자가 그에게 있었는데, 귀중한 무언가를 어전
에 가져갔다,

[780] 왕다운 애정은 그에게 다양한 위무와 보살핌을 베풀었고, 그 요새와 왕국을 그

에게 주었으며 군사를 다시 소환하였다.

[시Nazm] 왕께서 그를 보살피셨고 명령을 내렸다, 요새에서 그는 여전히 쿠투왈
이 될 것이다.
그에게 예복 하나와 금으로 된 허리띠를 주었고, 왕관을 쓴 이는 그를 요새로 파견
하였다.
채찍을 가까이하고 명령을 내렸다 : 병사들을 데려가 전쟁을 행하라.

165. 사힙키란이 조지아 땅에 대한 聖戰을 위해 군사를 파

견한 이야기

무자헤딘(Mujāhidān)들의 높은 지위와 성전사(Ghāzī)들의 훌륭한 업무가 쿠란과 순

나의 文章에 이처럼 명시되어 있다. 즉,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복잡할 이유는 없다.

<실로 신께서는 신의 명분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

에 임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1998) 그리하여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줄곧 훌륭한 마

음에서 우러나온 성전의 훌륭함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 때 전투를 위해 부르한 오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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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자한샤와 우스만 바하두르를 다수의 군대와 함

께 조지아 영역의 아크사카(Āqsaqā)1999) 방향으로 파견하였고, 스스로는 알라 타크의

정글 길을 통해 조지아로 향하였다.

[시Nazm] 승리가 그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며), 길을 안내자는 신의 친절이다.
그의 깃발은 모두 천국의 천사들이며, <우리는 승리하였다>2000)는 군대(Alif)2001)들
이다.
원한을 지닌 사자들의 네 발의 발굽으로 인해, 마치 수은처럼 땅이 흔들렸다.
너는 말하였지, 바로 그 군대이다, 바라건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분리되지 마라.

하늘같은 군대가 무리지어 진군하였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무리들을 약탈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힙키란은 그 황

야에서 사냥을 행하였다. [781]

[시Nazm] 승리의 왕의 명령이 이처럼 내려졌다, 사냥을 위해 좌·우측은
모두 산에 흩어져 황야를 누비며, 사냥감을 몰아 모아들여라.
왕은 먼저 중군을 정렬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멀리서부터 샤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
였다.
마치 하얀 매가 아침에 도달하고, 검은 까마귀가 밤에 자신의 몫에 따라 날아다니
는 것처럼
함께 컴퍼스처럼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마치 모든 사냥감을 가운데에 두는 장소인
것처럼.
서로 함께 포위망의 입구로 왔을 때, 황야는 사냥감으로 전부 가득하였다.
땅 위를 전체적으로 덮었다, 하얀 눈과 정수리에 용연향을 지닌 큰 사슴으로.
검은 꼬리를 지닌 재빠른 가젤로, 큰 길의 통로가 닫혔다.
민첩한 기병들이 그 넓은 황야에서 각자 1인이 10개, 7개, 8개를 넘어뜨렸다.
큰 사슴과 맹수와 뿔 달린 양과 낙타(Rang)2002)의 피로 인해, 황야는 모두 튤립 색
이 되었다.
수많은 사냥감 때문에, 그 날 사람들은 10마리의 살찐 사냥감 중에 1개를 (겨우)

1998) Qur'ān, Sūra al-Ṣaff : 4.
1999) 사카는 투르크어로 ‘전투’라는 뜻이 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254).

2000) Qur'ān, Sūra al-Fatkh : 1.
2001) 페르시아어 알파벳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철자명이기도 하지만, 1000호, 혹은 나디르 샤 시
기에는 5000명의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였다.

2002) 이 단어는 대체적으로 ‘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강한 낙타’라는 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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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겼다.
바흐람 구르(Bahrām Ghūr)가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자를 사냥하였
다.2003)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니신 사힙키란은 신의 도움으로 여러 역참과 지역을 거쳐 나

아갔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군사들은 이교도 및 (신앙을) 거부하는 주민들과 마주칠 때

마다, 살해와 약탈을 행하였다.

[시Nazm] 술레이만처럼 말 위에서 마치 바람처럼 달려갔고, 누구든 그에게 복종
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그의 물자를 약탈하여, 죄를 진 주민들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다.

축복받은 이 여행의 원인은, 聖戰에 대한 (그의) 의지이자 빛나는 샤리아의 강화

및 실행이었다. 그리하여 훌륭한 결실과 강력한 행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길 도중

에 매력적이고 깨끗한 장소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도시 카르스에 이르렀을 때, 그 외곽의 황야에 극히 정결히 자리하였다.

[782]

[시Nazm] 영혼을 사하는 이가 강 가까이 어느 곳에 안착하였고, 그 밤에 꿈에서
보았다.
한 왕자가 왕의 가까이에 나타나, 왕의 어전에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갑자기 어떤 별이 마치 태양처럼 하늘에서 가까이로 내려왔다.
그 후에 왕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의 방문으로 인해 왕은 기쁘게 되었다.
꿈에서 깨어나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운명은 다시 한 번 그를 꿈으로 이끌었다.
그 꿈은 다시 한 번 그에게 나타났다, 바로 그 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첫 번째처럼 다시 인사하며 세계의 왕에게 존경을 표하였다.
다음날 푸른 성채의 왕이 (아직) 산 위로 붉은 깃발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세계의 왕은 解夢家를 청하여 그 꿈에 대해 물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몽가는 왕에게서 꿈에 대해 듣고는, 그에 대해 기뻐하며 대답하였다.
이 가문에서 어떤 등불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 때에 이슬람이 완벽함을 얻게 될, 하늘처럼 위대한 샤자데 샤루흐를 통해
신께서는 왕에게 한 명의 손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달을 장식하도록.
왕 중 왕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에는 어떠한 진실이 있느냐, 내가 꿈에서 두 번

2003) 사산조의 군주이자 페르시아 문학 중에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흐람 구르는 사냥
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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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것에.
해몽가는 이처럼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아, 왕국을 소유하신 현명한 왕이시어!
그 꿈에는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2일 후에 응당한 결과로
이 꿈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군주께서 생기를 갖게 되는 방식으로.
왕은 그에게 희망의 금과 은을 주었다,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 그의 마음의 귀가
열렸다.2004)

[시Nazm] 매력적이고 기쁨이 발하는 장소, 훌륭한 천국 같은 정원은2005) 깨끗함이
늘어갔다.
매 순간마다 그 초지에는 맛좋은 샘물이 흐른다.
깨끗한 공기와 넓은 풀숲과 푸른 가지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다).
흐르는 물이 그 운명의 초지에 (있었다), 마치 태양처럼, 페리도트의 형상으로
[ 783]
바질은 개울 옆에서 자랐다, 미풍은 좋은 향기를 냈고, 창공은 향기를 퍼뜨렸다.
그의 운명의 꽃이 가지에서 피어났다, 그의 승리를 위해 초원의 풀들이 (피어났
다)2006)

마음을 사로잡는, 천국과 같은 그 황야에서 바다와 같이 관대하신 왕의 행운의 때
에
영광의 정점으로부터 하늘의 힘을 지닌, 세상을 치료하는 별이 떠올랐다.
세계는 고통스런 사건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166. 하늘의 둥지이신 샤자데 이브라힘 술탄의 축복받은

탄생의 이야기

[시Shi'r] 그래! 하느님은 많은 이들에게 위대하시며, 그들을 위해 자녀들을 내려주
신다.

지식과 통찰력을 지니고 창조주의 작업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끝없는 영예

와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 중에, 신의 끝없는 은혜에 따라 밤낮없이 세상 사람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곧 확대되고 확산되었던 것이 ‘자녀를 내려주시는 것’이

라 여겼다. 즉 계속하여 (자손들이) 탄생하고 대를 이어가며, 가문의 행운의 나날들이

2004) 이란본Ⅰ에는 시구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타슈켄트본이나 이란본Ⅱ
에는 남아있다.

2005) 이란본Ⅰ을 따랐다.
2006) 이 句는 타슈켄트본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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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응당 자녀들의 존재를 통해서인 것이다. 그리하여 예언자 <그에

게 평화와 안녕이 있기를!> 라는 선택된 무리가 그들에 대한 찬사의 칙령을 <이들은

신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언자들이니 그들의 인도를 따르라,>2007)는 내용으로 장식하여

내렸던 것이다. 그 가치 있는 사여를 얻기 위해서는 비할 데 없으시고 지고하시며 신성

하신 신에게 기도로써 청원해야 하니, 귀중한 이 말씀, 즉 <주여 훌륭한 당신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2008) <제 아내가 불임이오니 당신

께서는 한 상속인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대를 잇고 야곱의 가계를 잇게 하여 주십

시오.>2009) 이 그 의미를 명백히 드러낸다. 결국 신성한 호의가 신의 명령에 따라 영광

스러운 힘과 현명한 기도와 나날들의 지속을, 사힙키란의 행운과 행복의 상서로운 귀환

처와 연결지었고, 그의 통치와 세계 정복이라는 굳건한 기둥을 지닌 城을, [784] 상서로

움으로 귀결되는 여러 위대한 자녀들과 고귀한 자손들의 (존재)를 통해, 무질서와 파괴

로부터 안전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이 기적과 돌보심이라는 선물의 상태는 이와 같으

니, 796AH, 영광의 전조인 샤왈 월 26일(1394년 8월 25일)이자 승리의 날인 화요일, 행

운과 행복의 나날들이라는 실타래가 풀리고 소망과 바람의 승리라는 하얀 아침이 열렸

을 때, 감사할 만한 일을 베푸시는 신께서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사여하시는> 창

고로부터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한 아들을 내리셨는데, 지고하신 혀가 (그에 관해) 이

와 같이 말하였다.

[반구M iṣrā’] 2010) 저기에 부친의 증거가 있다.

[시Bayt] 꽃봉오리 하나가 행운의 정원으로부터 피어났다. 그런 형태의 꽃은 세상
의 눈에 띈 적이 없었다.

통치와 왕좌의 빛이 그의 축복받은 이마에서 마치 번개처럼, 태양과 같은 얼굴을 반

짝였다. 영광과 기쁨의 흔적은 드높은 하늘이라는 요람의 영예를 통해, 마치 태양빛처럼

하늘의 정점을 밝혔다.

[아랍어('Arabīya)] 요람에서 그는 위대한 행복에 대해 말한다.
초승달이 성장하게 되면 보름달이 있다.

[시Nazm] 진주의 고귀함은 왕위라는 바다로부터. 밝은 등불은 신의 빛으로부터

2007) Qur'ān, Sūra al-Anām : 90.
2008) Qur'ān, Sūra al-'Imrān : 38.
2009) Qur'ān, Sūra al-Mariyam : 5-6.
2010) Tāyih b. Fā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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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영광의 상승점은 왕좌의 영예(를 지녔고), 왕좌를 획득하고 왕관을 차지하는 운명
(을 지녔다).

훌륭한 요람, 당대의 키다페인 사라이 말릭 하눔이 사람을 파견하였고, 사힙키란의

훌륭한 귀는 이 즐겁고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시Nazm]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의 벗들이 흥분하였다. [ 785]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 왕은 대단히 기쁘게 되었고, 매우 감사해하며 금과 은을 주
었다.
세계는 신께 감사를 표하며 말하였다. 나의 희망의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상서로운 운명에 따라 세계의 왕이 자녀의 방문으로 인해 기쁘게 되었을 때,
조부의 두 눈이 손자에게 머물렀고, 그를 영예로움과 지혜로 응시하였다.
때로는 얼굴을 손자의 얼굴에 두었고 때로는 그의 머리와 눈에 입을 맞추었다.
나의 마음은 말하기를, 그에게 確言한다, 그에게 신께서 왕위를 주실 것이다.
사이프러스처럼 이 묘목은 생기롭다. 마치 보름달처럼 이 초승달이 밝아질 것이다.
그에게 처음부터, 저명한 세계 정복자가 되는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신하가 될 것이다, 이 통치자의 영예로움이 그를 보았을 때.
군대를 이끌고 성취를 거두는 아미르들은 금화를 뿌리는 관습을 행하였다.
보석을 낙타로, 금을 당나귀 봇짐만큼, 모든 저명한 이들이 어전에 가져왔다,

샤자데들과 부인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이 금화를 머리 위에 뿌리는 의식을 크게

행하였다. 사힙키란은 행복과 행운으로 기쁨의 왕관을 달의 정점에 세웠고, 그의 바다처

럼 관대하신 마음이라는 손은 귀중한 보물들을 베풀었다.

[시Nazm] 이 기쁨으로 연회를 마련하였고, 하늘에 왕궁의 정점을 세웠다.
왕은 승리의 운명을 지닌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 왕좌로 가
져왔다.
감사하며 찰나의 왕궁(Sarā-i Sipanj)2011) 내에서 바라는 자들에게 많은 보물을 주
었다.

모든 백성들에게 물자의 사여라는 은총을 베풀어 기쁘게 하였다. 모든 계층 사람들

을 끝없는 은혜로 편안히 번영토록 하였다. 그의 기쁨의 광선은 고귀하거나 미천하거나,

2011) 루다키의 시를 비롯한 여러 페르시아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영원하지 않은, 임
시의 거처’ 곧 현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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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거나 어둡거나 모두에게 드리워졌고, 정의와 관용의 문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열

렸다.

[시Nazm] 모든 국가와 주민들에게 이 기쁨으로 인해, 1년 치의 정세와 지세를 탕
감하였다.
축복받은 발걸음과 상서로운 징조가 생겨났다. 그의 도달로 인해 사람들이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 786]

신앙을 양성하고 훌륭한 믿음을 지니신 사힙키란은 비록 모든 상황들이, 어떠한 인

과관계도 없이 오직 의지를 지니신 신에게서 비롯됨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의 고귀

한 마음은 세계를 만든 자가 현명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단순히 그의 사여일

뿐이며, 어떤 사건의 발생은 (자연의) 규칙에 따라 다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고 있었다. 즉, 밤과 낮의 변화·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1년 계절의 구분은 태양

과 관계되니, 파종과 추수의 때 및 모든 새로운 시기의 중간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과

실의 획득 및 개화의 방식과도 연관된다. 삭망월 규칙의 질서는, 단식과 성지순례와 자

선 등의 때를 아는 것과 연관되니, 이는 달의 형태의 최신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것은 <그들이 그대에게 초승달에 관해 질문할 때 그것은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간이라

말하여라.>2012)는 말씀을 이용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위 천체들의

상황 중에, 일부의 드러난 상징들을 지상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함은 권능

과 지식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창조이시라>2013) 그리하여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천문학을 정확히 아는 자, 산명천궁도와 달력 산출의 담당자이며, 특히 올바른 판단과

빛나는 관점으로,

[시] 모든 하늘의 천문표를 표에 따라, 아스트롤라베로 비밀을 풀어나갔던

마울라나 압둘라 리산(Mawlānā 'Abd-allah Lisān)2014)은, 상서로운 탄생의 시각을 살

펴 연구하였으며, 축복받은 상승점(운명)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다.

[시Nazm] 당대의 천문가들에게 별을 통해, 그 군주의 운명을 탐문하였다.
이처럼 왕에게 대답하였다. 세계에서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다.

2012) Qur'ān, Sūra al-Baqra : 189.
2013) Qur'ān, Sūra al-Fuṣilat : 12.
2014) 혼데미르의 『傳記들의 벗』에 의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형이상학자(Metaphysicion)이자 천
문학자이고, 그가 예측한 천체 현상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HS/Thackston, p.302).
그가 『勝戰記』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796AH(1394년) 시점이지만, 하피즈 아브루에 의하면
789AH(1387년) 이스파한 원정 때에도 티무르와 동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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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부터 정수리가 왕관 아래에 두어졌듯이, 이란과 투란으로부터 세금을 획득
할 것이다.
세계의 왕국은 그의 명령을 따를 것이며 모든 군주들의 보물이 그로부터 (나올 것
이다). [ 787]
그가 원한의 칼을 뽑아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마치 태양처럼 땅 위를 차지할 것
이다.
세계에는 한 명의 왕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앞에서 봉사의 허리띠를 묶을 것
이다.
그의 날카로운 칼로 인해 (그가) 향하였던 곳은 세계의 적이 되었다.
여러 왕국은 어떤 어려움 없이 항복할 것이며, 창고와 물자와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가 무력의 병사를 파견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적이 앞길을 막을 것이
다.
이 고귀한 왕의 이름으로 세케와 후트바가 읊어지게 될 것이다.
세금을 취하는데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그의 글과 지식에 관해 어느 누구도, 그
정도(로 뛰어난 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식인들보다 지혜가 뛰어나, 모든 백성들을 보살피게 될 것이다.
용연향과 같은 글씨를 훌륭히 쓰니, ‘루비’가 그 앞에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마치 금화가 순도에 관해 이야기 하듯, 모든 지혜의 뇌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원한이 생겨나면 처벌할 것이며, 승리를 얻었을 때는 사여를 베풀 것이다.
사이프러스를 안장에 펼칠 때, 바람이 비난할 (정도로 빠른) 말 위에서.
만일 코끼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함께 데려올 것이다, 푸른 강물 위에서는 물방
울보다도 적을 것이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형상을 한 용감한 수루시이다.
그는 술레이만의 수도에 첫 번째로 도달할 것이다, 그 때 세계를 올바로 획득할 것
이다.

만일 그의 상서로운 운명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면, 誕生占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점성가가 표현이란 방식으로 늘어놓은 점괘라는 진주는,

축복받은 상승점을 (기록한) 천궁도가 포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거라는 조개

를 통해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며, 지식의 법칙이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절대

과장이나 아첨의 범주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시의 본질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기 위

해, 통치하는 왕들의 상승점의 상태를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은 금지이므로 그 설명을

시작하지는 않고, (다만) 특이한 점을 지닌 하나의 분명한 점을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

할 것이다, 만일 이 학문(천문학)의 법칙과 근본적인 규칙으로 12개의 성좌 및 그 하나

하나의 상황에 관해, 특히 상승점의 상태에 관해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788] 줄곧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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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치와 지배의 나날 동안 희망의 믿음이 남아있었던, 유명한 군주의 상승점으로 가

장 적절하고 알맞은 성좌가 하나 있었다. 예전부터 신의 돌보심은 바로 그 운명의 성좌

에서 발생하였는데, 즉 그 상승점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상승점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편안함('Āshar)과 안정(Thabāt)은 두 개(의 성좌)에 모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상

승점에 더욱 알맞은 것은, 그 주인이 별들 중에 보다 외행성인 성좌였다. 특히, 시작점

과 목표점에 대한 확인과 실행을 고려하고 드러내는 여겨지는 별인 태양, 즉 보다 더

안정적인 태양의 집이 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2015)

[시Bayt] 힘의 주인인 사자자리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적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외면을 보는 자들이 그에 관해 변명 거리가 없게 되도록 계산된 바이

다. 그렇지 않으면,

[반구M iṣrā’] 마음의 주민들이 그 외관에서 자비의 내면을 보아왔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하다.

[시Nazm] 그의 浮上으로 군주의 빛은 달보다 빛났다, 별의 상승점과 비밀의 법칙
이 필요 없었다.

생소한 우연히 이 축복받은 탄생에 대해 접하게 되었을 때, 지식의 법칙으로 확신

을 갖게 된 것은 이와 같다. 즉, 어떤 일의 명백하고 분명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다. 그(가 태어난) 장소와 시간은 고귀한 연대표기명(Tawārīkh)에 따라

796AH인데, <자비롭고 훌륭하신 신의 이름으로>2016)를 헤아린 값이다. 또한 그 외곽에

서 상서로운 자녀의 탄생이라는 태양이 떠올랐던 ‘카르스’는, 숫자를 대응하는 식으로

그 위대한 이름을 계산하면, <드높음(Al-Rafī')>과 동일하다.2017) 비록 그 도시는 ‘Qārṣ’

라고 썼지만 그 믿을만한 소문에 따르면 ‘Qars’2018)라고도 하였는데, 전술하였다시피 그

숫자는 하늘의 모든 단계들에 해당하며,2019) 그리고 영혼의 계시의 문서인, 영광스럽고

2015) 이 부분의 묘사에 따르면, 태양이 주인인 사자자리가 상승궁이 된다는 뜻이다.
2016) Bism-i allah al-Raḥman al-Raḥīm : 이것을 Abjad 체계에 따라 숫자를 헤아려보면 796이
된다.

2017) Qārṣ / Al-rafī : 이 두 숫자는 모두 391이 된다.
2018) 이것은 Abjad 체계로 헤아려보면 360이다.
2019) 하늘은 12개의 성좌, 그리고 각 성좌는 30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총 360단계가 존재한
다.



- 602 -

드높은 (신의) 이름에도 해당함이 쿠란에 거룩하고 지고하신 말씀, <가장 위에 계시며

옥좌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니 그분은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이 원하는 종들

에게 계시를 내리어 그것으로 상봉할 그날의 인간에게 경고하시고자 함이라>2020) 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놀라운 우연에는 많은 비밀이 [789] 담겨 있으니, 비밀스런 말씀에

대해 아는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느님은 만물의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에 따라 그의 영광스

러운 이름은 이브라힘 술탄으로 정해졌고, 중간 이름(Samī)2021)는 할릴 알 라흐만이었

다.

[시Bayt] 지배권은 애정의 한 귀퉁이에서 희망을 얻었다, 신에게서 이브라힘 술탄
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이 그 집의 주춧돌을 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

서>2022)에 따른 도움을 받아, 그 상서로운 가문의 행운의 기둥들은 이 고귀한 운명을

지닌 그 샤자데와 그의 자녀들 및 대인들의 고귀함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

[사구시(Rubā'y)] 2023) 당대에 그의 가장 낮은 노복이었던 왕 중에 하나, 태양은 빛
나는 얼굴을 지닌 그의 굴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예언자 이브라힘2024)으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벗
(Ḥabīb)’이다, (그러니) 술레이만의 왕국은 그에 알맞은 보상이었다.

167. 사힙키란이 축복받은 자녀를 위해 상서로이 행운으로

연회를 베푼 이야기

[시Bayt] 동쪽의 왕이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하늘 자락에 금을 뿌렸다.

사힙키란은 기쁘고 즐겁게 카르스 초원을 출발하여 나아가 망굴(Mīnak Ghūl)2025)

2020) Qur'ān, Sūra al-Ghafer : 15.
2021) 이는 한 사람의 이름을 구성하는 두 부분, 이름과 성의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부분을 의미한
다.

2022) Qur'ān, Sūra al-Baqra' : 127.
2023) 이 시의 형식은 4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3-4 반구의 각운이 동일한 음소로 이루어
진 형태이다. 특히 이 시는 반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Ūsf'가 완전히 동일한데 이것은 각운과
별도이며 이는 ’Radīf'라 부른다. 그리고 이 시의 각운은 R이다. 물론 페르시아 시의 사구시 형
식 중에는 이와는 다른 형태도 존재하고 있다.

2024) 예언자 이브라힘의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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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에 안착하였다. 이 때 조지아 방향으로 성전을 위해 가 있었고, 여러 차례 성전을

하여 조지아 영역을 정복하였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운명의 힘으로 그 많은 성채를 열

었던 아미르들이, 승리자가 되어 셀 수 없이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귀환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획득하였고, 수많은 현금과 왕다운 보석들을 머리

위에 뿌렸다. [790]

[시Nazm] 셀 수 없이 많은 금화와 보석, 은과 금이 수많은 루비와 보석들과 함께
뿌려졌다.
의복의 진주로 인해 길이 닫혔다, 금화와 보석을 뿌리며 왕에게 찬사를 바쳤다.
이 행운의 샤자데를 새롭게 하시오소서! 그를 통해 계속 종교에 대한 후원이 강화
되도록 해주시오소서!

명령에 따라, 연회 도구와 축제 의례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훌륭한 왕궁이 토성

의 고귀한 테라스보다 더욱 높이, 그리고 왕다운 大帳殿이 꿈의 무대보다 더욱 넓게.

[시Bayt] 그 넓은 황야에 왕궁이 마치 천국처럼, 올디베헤슈티(Urdībihisht)2026)의
정교함으로 가득 채워져 세워졌다.

[시Nazm] 사방에서 두 파르상에 달하는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천막과 차양을 쳤
다.
초원 위에 흙이 드러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천막으로 인해 땅이 별로 가득하였
다.
다수의 천막과 셀 수 없이 많은 장막을 쳤다, 저명한 군대의 앞뒤로.
너는 말하였지, 하늘의 아홉 번째 천막이 세계의 초원에 건설되었다고.
사방마다 하나의 왕궁이 마치 하늘처럼, 그 주변에 한 무리가 마치 태양과 천사처
럼.
40개의 기둥을 치고 그 후에 차양을 (씌웠는데), 너비와 폭이 각기 하늘과 같았다.
금으로 된 왕좌가 발밑에 장식되어 있었고, 그 위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 앉았다.
빛나는 얼굴을 지닌 우아한 부인들이 그 차양에 모여 있었다. 마치 태양처럼
머리 위에 모두 금으로 된 보그탁을 썼는데, 진주와 보석의 무게로 인해 구부러졌

2025) 이란본Ⅰ에는 Manīk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은 위와 같다(YZN/Urunbayeb,
p.555). 그런데 『歷史의 精髓』에는 같은 지명에 대해 망굴(Mank-kūl)이라고 기록하였다
(ZT/Jawādī 2, p.794). 야즈디의 『勝戰記』에도 이후에 망굴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것은 같은 지명으로 보인다. 샤미의 『勝戰記』에도 Mankūl이라고 되어 있다.

2026) 페르시아 태양력의 2번째 달, 황도 12궁의 황소자리와 연관된다. 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혹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정결의 상징이자 불을 돌보는 천사의 이름에 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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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치 하늘의 성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별들처럼 보석이 그에게 모였다.
마치 천국처럼 연회가 준비되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었다).
게우르카가 왕으로부터 100걸음 더 멀리 (있었고), 수많은 칼이(Tīq) 금으로 된 호
리병(Ṣurāḥī)과 함께 (있었다).
모든 음악가들이 게우르카의 오른쪽에, 샤드라구와 치타(Yātghān)2027)를 두었
다.[ 791]
그의 오른쪽에서는 피리와 하프(Chang)와 우드(Ūd)2028)의 노랫소리가 하늘을 넘어
섰다.
그 연회는 마치 꽃밭과 같았고, 사방에서 코러스를 부르는 가수들은 마치 카나리아
와 같았다.
선택된 전령(Chāvush)2029) 아홉 명이 금으로 장식된 아랍산 말 위에 있었다.
금으로 장식된 허리띠를 묶고, 금으로 수놓아진 예복을 그 위에 드리웠다.
각기 모두가 6개의 금 깃털을 손에 (쥐고), 백성들의 운명의 결과를 위해 앉아 있
었다.
식탁보 끝에서 끝까지, 수없이 많은 과즙을 준비하였다.
기쁨의 주인들이 각 사람 가까이에 모두, 온갖 즐거움의 도구들을 준비하였다.
장식된 호리병과 금으로 된 술잔은, 항상 루비 같은 와인으로 가득하였다.
왕다운 술과 깨끗한 아락이 천국의 샘물로부터 사방으로 운반되었다.
많은 사이프러스들이 금성과 같은 앞이마 위에서, 보그탁의 끝을 땅 아래로 잡아당
겼다.
모두 키가 마치 사이프러스 같고, 향기는 자스민 같았다, 모두 얼굴이 마치 달과
같고 이야기에 능했다.
너는 말하였지, 별들이 모두 검은 하늘로부터 와서 그곳을 차지하고 자리하였다고.

유명한 샤자데들과 높은 지위를 지닌 아미르들과 노얀들, 모든 정부의 중진들과 그

외에 그 분의 아얀들은 온전한 기쁨과 福, 극도의 행복과 행운으로 즐거움을 누렸다.

[시Bayt] 수많은 왕들과 상서로운 얼굴을 지닌 아미르들은, 마치 하늘의 궤도가 달
과 해로 가득하듯,
모두 술잔처럼 깨끗한 내면을 (갖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와인이 아침부터 밤까지

2027) 하프와 비슷한 고대 현악기의 명칭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546).

2028) 이를 바르바트(Barbat)라고도 한다. 기타와 유사하게 생긴 현악기로 아랍과 이란 등 중동에
서 유래하였으며, 11-13개 정도의 줄을 가지고 있다.

2029) 군대 앞에 서서 군대의 도달을 알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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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대인들과 귀족의 무리들, 사이드들과 물라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과 높은 권력을

지닌 자(A'ālī)들이 사방에서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시Nazm] 모든 이름난 자들과 지식인들이 세계의 사방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투란과 이란과 각 지역에서, 힌두스탄부터 멀리 로마까지. [ 792]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망과 바램을 성취하게 되었고, 기쁨의 가지에

서 행운의 과일을 땄으며 축하를 위해 기쁨의 혀를 열어, 찬양과 기도의 관례를 행했

다.

[시Bayt] 신에게 감사하여라, 왕국의 지평선에서 새로이 달이 떠올라 세상을 밝혔
다.
그의 영예로운 이마에서 태양의 떠오르자, 땅은 하늘보다 수백 배 영광스럽게 되었
다.

사힙키란은 지고하고 성스러운 신의 보호라는 휴식처에서 줄곧 보살핌을 받고 있

었던 그(이브라힘 술탄)의 고귀한 천성과 온화한 본성의 보호를, 당대의 키다페이자 시

대의 발키스였던 고귀하신 요람, 투만 아가에게 맡겼고, 그 하늘같은 힘을 지닌 왕국의

상징이었던 여왕은 연회와 보석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시Nazm] 영예로운 발키스, 부인이 감사드리며 다른 연회를 준비하였다.
천국은 그 연회 장소인 정원에 비견하면, 100개의 정원 중에 한 개의 식물에 불과
할 뿐이다.
왕의 연회에서 수많은 사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수를 아는 이
가 없었다.
기쁨으로 1주를 보냈다, 마음이 바라는 바가 즐거움을 벗어났다.

아미르 우스만 바하두르가 그 고귀한 샤자데의 아타벡이 되는 관례에 따라 영광을

얻게 되었고, 사힙키란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할리리아시 사드킨 아가(Ḥalīli'ash

Sādqīn Āghā)는 유모라는 행운을 얻었다. 그들 또한 적당한 연회와 적절한 축제를 마

련하고 조공을 바쳤으며 금화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시Nazm] 수많은 행운과 기쁨과 희망으로 기쁘게 3주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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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의 의무와 酒宴의 효과로 휴식이 이루어졌고, 축하의 의례가 마무리되었을 때,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둘 카다 월 18일(1394년 9월 15일) 화요일에 망굴에서 출발

하여, 행운으로 나아가 어떤 산맥의 초입에 안착하였다. [793]

168. 사힙키란이 훌륭하고 고귀한 샤자데 샤루흐를 수도

사마르칸트의 통치를 위해 파견한 이야기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둘 카다 월 21일 금요일 아침2030)에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지시하였다. 사마르칸트로 돌아가 그 지역의 장악과 통치를 행하며, 정의를

증대시키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이라. 이러한 뜻으로 다양한 측면에

관해 부친다운 충고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Nazm] 병사들과 함께 왕좌로 돌아가라, 그러나 나의 충고에 주의하여라.
첫 번째는 이것이다, 신을 경시하지 마라, 그의 은총은 행운으로의 인도이다.
기도를 쉬거나 밤에 늘어져 있지 마라, 정의를 향하여 마치 낮처럼 머리를 들어 올
려라.
그 예언자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왕좌에 있든, 전쟁에 있든 간에.
좋은 이름 외에는 무엇도 추구하지 마라, 이 좋은 이름은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백성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신에 대한 경외를 백성들에게 장려하라, 신은 왕국의 건축가이시다.
백성들을 괴롭혀 네가 이득을 보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백성의 고혈을 짜는 일이
다.
폭정을 행하는 자를 잡아들이고, 폭정을 입는 자, 그 백성들을 公正함으로 일으켜
세워라.
왕에게 즐거운 꿈은 금지이다. 약한 이를 보았을 때 강한 이가 짐을 지우기 때문이
다.
신은 친절하시며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신이 돌보시는 용서와 사여가 (있다,)
사람의 나쁜 의도를 만족의 귀로 듣지 말라, 어떤 자가 말하였다면 그에 대해 생각
하라.
너의 눈에 어떤 이의 죄가 보이거든 처벌에 대해 많이 생각하라.
바닥샨의 루비를 부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부서진 것은 다시 엮을 수 없다.
만일 일이 끝나고 나서 후회할 것 같으면 욕심을 지닌 이들에게서 이야기를 듣지

2030) 『歷史의 精髓』에는 둘카다 월 18일로 되어 있다(ZT/Jawādī 2, p.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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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너는 나의 이 말을 기억하라, 행운의 힘으로 너의 마음이 기쁘길 바란다. [ 794]
그 시대의 환송의 관습으로, 그를 품에 안고는 그의 눈동자와 머리에 입을 부볐다.
승리의 벗인 샤자데가 신의 도움으로 그의 길을 나아갔다.

샤자데 샤루흐가 수도를 목표로, 행운과 함께 길을 나아갔을 때, 훌륭한 사라이 말

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다른 아가들과 부인들 또한 모든 유수진과 함께, 거역할 수 없

는 명령에 따라 술타니야로 향하였고, 술타니야에 도달한 후에 훌륭한 각하들 (대부인

들)과 카툰들은 유수진과 함께 명령에 따라 그곳에 머물렀다. 훌륭한 운명을 지닌 샤자

데는 그곳을 지나 나아갔고, 여러 곳을 거쳐 제이훈 강을 건넜을 때, 마와라안나흐르의

주민들은 마중의 관습으로 금화를 뿌리고 조공을 가지고 앞으로 왔다.

[시] 왕의 가까이에서 키시의 주변까지, 모든 길이 보석과 금화와 선물로 (가득하
였다.)
모든 국가와 주민들, 높고 낮은 지배층이 그를 맞이하였다.
수도에 소식이 도달하기를, 샤자데가 키시로 병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
밝은 영혼을 지닌 아미르들이 그를 맞이하였다, 그 유능한 군주 술레이만 샤를.
현자들이 좋아하도록 사마르칸트를 장식하였다.
모든 匠人들이 각기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 보였다.
마치 드높은 천국같이 모든 도시를 장식하였다, 그는 찬양의 문으로 (들어왔다)
장식들이 벽에 펼쳐져 있어, 꽃밭은 市場이 되었다.
금으로 장식된 갑옷과 모자(Khūd)와 허리띠로 인해, 모든 대문은 깃발을 닫았다.
도시의 대문에서 왕의 성까지 울과 비단으로 된 의복을 길에 던졌다.
모든 도시에 문이 금으로 장식되었고, 금과 은이 말 발아래에 금화와 보석이 (뿌려
졌다.)

성취의 후원자이신 샤자데가 영광과 권력을 지니고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에 안

착하였고, 그 끝없는 정의와 공정의 빛, 자비와 정의의 영향으로, 달콤한 미소를 짓고

달달한 입술을 가진 이들이 자리한 기쁨의 장소, 사마르칸트의 영혼을 동요케 하는 매

력적인 무대가, 천국과 같이 훌륭한 중국 畵園의 질투를 얻게 되었다. [795]

[시Nazm] 도시에서 왕이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였다, 정의를 원하는 왕국으로
오라.
아누쉬로반처럼 정의의 기초를 세우고, 세상에 시대의 정의를 가르쳤다.
이처럼 사힙키란의 충고를 이행하였다, 그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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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內政업무를.
그 자녀에게, 부친의 말씀을 모두 이루어내었다고 신께서 칭찬하시길!

그 지역과 장소의 주민들 및 그 주변 주민들의 상황이나 상태의 흐름은 실로,

[시Bayt] 신께서 행운을 주고자 하시는 부족에게, 정의롭고 훌륭한 판단을 내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창조물들은 안전과 평화의 요람에서, 그리고 정의와 훌륭함의 포대기에서 평

안한 상태로 지냈다. 즉, 그 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와 영광이라는 하늘의 태양이

지닌 완전한 정의와 영광으로,

[시Nazm] 어떤 물도 바람에 대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꽃의 옷이 바람으로 인
해 찢어지지 않았다.
비둘기에게 매가 충고를 행하고, 암양의 생명을 늑대가 보장하였다.
歌手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발가벗은 것은 바늘 외에는
없었다. [ 797]

169. 사힙키란이 조지아의 이교도들과 성전을 행한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에게 다시 한 번 <신을 위해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을 다해

聖戰을 하라.>2031)라는 가치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고귀한 욕망을 지닌 마음 속 치맛자

락을 쥐어, 조지아 이교도들에 대한 성전을 결정하였다. 그 유르트에서 이동하여 사냥을

하며 조지아 땅의 산길로 들어왔고, 그 지역 조지아인들을 제압하고 약탈하였다.

[시Shi'r] 군대가 성전을 결정하여 나아갔고, 승리의 黃馬가 소망이란 허벅지 아래
에 (있었다).
이교도들의 왕국을 약탈하였고, 수장들에게 자신의 도검으로 왕관을 주었다.

출발의 고삐를 카라 칼칸릭(Qarā Qalqānlīq)2032)로 유명한 일부 조지아인들에게 향

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극히 견고한 요새와 산지에 숨어 있었는데, <신의 군대가 정복

2031) Qur'ān, Sūra al-Saf : 11.
2032) 『歷史의 精髓』에는 ‘카라칼칸’까지가 지명인데, 카라는 검은, 칼칸(Qalqān)은 방패라는 뜻이
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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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2033)라는 약속에 따라 모두에게서 승리를 거두었고, 모두를 살해와 약탈하

여 파괴가 당대에 발생하게 하였으며, 승리자가 되어 그 산지를 나왔다. 그리고 행운으

로 그 초원에 안착하여 즐거움과 행운을 추구하였다. 그곳에서 움직임의 깃발을 들어

올려 그 왕국의 수도인 도시 트빌리시에 자리하였으며, 다시 방향을 돌려 사냥을 하러

샤키 초원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그 지역에 거주의 천막을 세웠으며, [798] 바르타즈

(Bartāz)2034) 지역 무리들의 정복을 위해,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자한샤 바하두르

를 일부 아미르들 및 승리자의 깃발인 병사들 중에 선택된 무리들과 함께 원정으로 파

견하였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서둘러 가서 모든 바르타즈 산과 초원을 약탈하였고 그

지역의 무리들과 울루스로 무리로 만들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이끌고 갔다.

그리고 셰이흐 누르 앗 딘 (이븐) 사르부카를 수많은 군대와 함께 산지로 파견하였

는데 그가 쿠히스탄에 도달하였을 때, 사이드 알리 샤키 아룰라트(Sayyīd 'Alī Shakkī

Arulāt)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며 왕궁과 물자를 두고 달아났다. 셰이흐 누르 앗 딘은

그의 집을, 먼지로 얼룩진 적들의 마음처럼 파괴하고 약탈의 바람으로 날려 보냈으며

불로 태웠다. 그리고 그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행운처럼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서둘러

갔다. 이 사이에 시르반에서 소식이 왔는데, 툭타미시 칸의 군대가 알리 오글란과 일야

스 오글란과 이사 벡과 야글리 비이와 다른 아미르들을 수장으로 삼아 다르반드를 통

과하였으며, 시르반 왕국의 일부를 공격하였다고 하였다.

[시Nazm] 사힙키란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우즈벡 인들이 다시 한 번 깃발을 들어
올렸다.
왕 중 왕이 말씀하셨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냥감은 자신의 발밑에 두어 가축으로
길들이는 것이 옳다.
삶의 끝을 맞이하였던 꿩은, 그 매의 사냥감으로 간주되었다.
메뚜기가 붉은 날개를 도구로 가졌을 때, 줄무늬 참새에게 피로 되갚아주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군사들과 함께 신의 도움으로 샤키에서 그들에게 향하였다.

행운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행운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전투와 싸움

의 도구를 준비하여 무리지어 진군하였다.

[시Nazm] 왕의 대오가 길을 나섰다. 습기가 물고기에 닿았고, 먼지가 달에 닿았
다.
군대는 매우 흥분하였고 칼들이 예리해졌으며 원한이 새로워졌다.
트럼펫의 탄식 소리와 굽어진 덮개(하늘)가 간담에서 독을 잃었다. [ 799]

2033) Qur'ān, Sūra al-Ṣāfāt : 173.
2034) 나히체반에서　동남쪽으로　98km　떨어진　산봉우리．



- 610 -

산과 황야가 수많은 피리(소리)와 함성으로, 여러 하늘의 층을 흥분케 하였다.
개미와 메뚜기보다 많은 병사들이 마치 지옥불의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모두 강철을 입고 철을 제련하며, 원한을 가지고 악마를 포획하며 성채를 여는 자
들,
각기 자신의 본성에 사자를 지닌 모든 이들이, 도검으로 나라를 없애버렸다.

툭타미시 칸의 군대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달아나 되돌아갔

다. 사힙키란은 쿠라 강변을 거쳐 나아가고 있었는데, 초원의 병사들이 달아났다는 소식

이 전해졌을 때 명하였다. “유르트치들은 동영을 위해 적절한 유르트를 선택하라.” 그들

은 조사한 후에, 마흐무드 아바드(Maḥmūd-Ābād) 초지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그곳에 이르러, 파흐르 아바드(Fakhr-Ābād) 마을 가까이의 깔림

곤바드(Qālīm- Ghunbad)에 안착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

투만 별로 유르트를 배분하고 안착하였다.

연소한 자녀들과 손자들에 대한 사힙키란의 걱정이 깊어지게 되자, 사람을 술타니

야로 파견하여 부인들을 유수진과 함께 소환하였다.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출판 말릭 아가와 나머지 부인들과 자녀들은 유수진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서둘러 나아가 쿠라 강을 건너 축복받은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 또한

알란작의 외곽에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향하였다. 고귀한 왕좌의 발밑에 이르렀

을 때 그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 기쁜 소식이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귀에 이르렀

을 때, 그에게 아이질(Ayjil)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명령에

따라, 아미르 순자크와 하산 차그다울(Ḥassan Chaghdāwul)과 알리 벡 이사를 시라즈에

두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 이 지역에서 축복의 오르두에 합류하였고 땅에 입을 맞추

는 영광으로 행운을 얻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이 지역에서 기쁨과 행운으로 보냈다.

[시Bayt] 밤낮으로 기쁨의 악기인 오르가논이, 사방으로 신선하게 빛을 발하였다.
[ 800]

170. 왕국을 세운 사힙키란이 두 번째로 툭타미시 칸에게

로 군사를 이끌고 간 이야기

초원이란 병사가 봄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인해 달아올랐던 겨울의 끝자락에 승리

의 얼굴을 초원을 향해 두었고, 사힙키란의 정의를 발현하는 발걸음의 영예로 인해 봄

이, 가을이라는 不正한 군대가 지닌 강력한 기반을 완전히 전복시켰을 때, 왕국을 整備

하는 사힙키란의 판단이 이와 같이 명하였다. “군사를 툭타미시 칸의 측으로 이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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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에게 새로이 처벌을 내려, 다시는 자만의 발이 자신의 힘과 권력의 한계를 넘나들

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시Bayt] 창공의 술잔으로 인해 자만에 취하게 된, 그 검은 마음을 지닌 이. (그
는) 훌륭한 이의 슬픔보다 더욱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호의의 그림자가 병사들을 돌봄에 드리워졌고, 군사들에게 사여를

내렸다.

[시Bayt] 반항하는 이들을 보물로 만족케 하였다, 보석을 옮기는 것에 군대가 버거
워 하였다.2035)

명하기를, “대 부인들은 유수진과 함께 술타니야로 가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나아가며, 출판 아가와 일부의 부인들은 그곳

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무사 카말을 그들과 동행케 하여, 술타니야 요새의 수장직을

맡고 있었던 아히 이란샤(Akhī Īranshāh)와 함께 그곳을 지배하게 하였다. 그들이 명령

에 따라 향하였을 때, 사힙키란은 797AH 주마다 알 아왈 7일(1395년 2월 28일) 일요일

에

[시Bayt] 그곳으로부터 가기 위해 깃발을 들어 올렸고, 승리를 노리고 도구를 정비
하였다.
보병들이 담벽 위에 자리하였고, 전투를 위해 군대를 정렬하였다.
세계 전체에 군대가 정렬하여 북과 게우르카로 함성소리를 냈다.

하늘처럼 강력하신 군대가 최대한 빨리 무리지어 깃발을 들어 올렸고, [801] 위엄과

용기의 이마에 원한의 주름을 두고 출발하여 동쪽과 북쪽으로 향하였을 때, 투르크 병

사들의 약속에 따라 먼저 좌익이 진군하였고, 사힙키란은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동영

지에서 툭타미시 칸에게 서신을 썼다.

[시Nazm] 사람들의 대뇌에서 참을성을 도려내었던, 마음을 속이는 이야기를 키워
나가고 있다.
희망을 주었던 보살핌은, 평화에 도움을 주는 질책이다.
충고의 혀는 마치 화살촉처럼 날카롭고, 겸손으로 빛나고 전투에서 빛난다.

2035) Niz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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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에 대한 기록하였다, 첫 번째 반절은 희망에 대해, 다른 반절은 절망에 대
한 것이다.
서신의 첫머리를, 서신들을 작성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장식하였다.
희망과 평안이 (그에게서) 비롯되는 神, 찾는 이들의 마음에서 희망은 그 분에게서
비롯된다.
무엇이든 나타났던 것은 나타나게 하라, 무엇이든 이르고자 하는 것은 이르게 하
라.
세계를 창조한 후에, 창조자는 애정과 원한으로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었다.
아아, 악마를 없앤 자여, 너의 자만은 어찌하여 길에서, 자신의 발밑을 살피지 않는
가!
빠르고 차가운 바람 앞에서 등불을 켜니,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더 이
상 모르겠다.
설마 그 전투에 대해 잊어버렸는가, 너를 위해 왕국과 물자를 모아들였던 것을.
다시는 이 빠른 사자가 황야의 사냥감들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만한 일을 시작
하지 마라.
술에 취한 기억으로 시를 읊었던 재앙을 자신에게 일으켰다,
내가 파괴하였던 모든 영역과 백성들, 새로이 그 집을 끝장냈다.
나에게 봉사를 행한 자에게, 나는 어떤 나쁜 의도도 없다.
나의 혀가 우리 전투의 길잡이를 담당하였으므로, 조약과 약속의 경계를 이탈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깊은 바다에서 함께 전투하고 있다면, 바다로부터 도검을 모아들였을 것
이다.
어디든 나의 힘이 발을 짓누르는 곳에서, 나는 승리와 성취를 거두었다. [ 802]
(네가) 원한을 일으키면 원한을 얻을 것이다. (나는) 친절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만일 네가 고래에게 보석을 원한다면, 나의 바다에서 각각 둘을 손에 얻게 할 것이
다.
(나는) 너에게 올바름과 부드러움을 보여주었다. 이 두개의 말로 너를 시험하니,
서신을 읽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평화나 전쟁의 뜻을 드러내라.
경솔히 하지 말라, 날카로운 구렁텅이가 범람을 일으키는 구름에서 들끓어 오르고
있다.

샴스 앗 딘 알 말리기를 그 서신과 함께 사신으로 툭타미시 칸의 어전에 파견하였

다. 샴스 앗 딘은 현명한 자이자 경험 많은 대변인이었으며, 토라의 관습과 규율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올바른 이야기로 각 상황이 요하는 바에 맞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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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르반드를 거쳐 킵착 초원에서 툭타미시 칸에 이르렀을 때 서신을 전하였고, 아름

다운 표현과 능란한 말주변으로 사힙키란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이) 툭타미시 칸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는) 타협을 원하였고, 아부의 손으로 용서의 치마

자락에 매달리며 정직과 친애로 복종의 발을 동맹의 길에 두어, 두려움의 먼지를 그들

사이에서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미르들은 무지와 불복종으로 인해 방해와 혼

란의 발을 그 일 사이에 두어, (툭타미시의 의도대로 되도록) 놓아두지 않았고, 착각의

손과 불운의 먼지로 (자신을) 후원하시는 군주의 행운의 샘과 자신의 행운의 눈동자를

가렸다.

[시Bayt] 왕에게 나타났던 고통은 무지한 이들의 일 처리 때문에 발생하였다.
행운이 문간에서 떠나가 있던 사람들은, 대화상대로 가치가 없게 되었다.

툭타미시 칸은 그 불운한 이들의 말로 인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으며 건방짐과

뻔뻔함의 황야에 죽음과 소멸의 씨앗을 심었으므로, 대답으로 공격적인 말들을 서신에

기록하였다.

[시Bayt] 사힙키란에게 서신을 썼고, 펜으로 옳지 못한 이야기들을 적었다.

그리고 샴스 앗 딘 알 말리기에게 예복을 입혀 되돌려 보냈다. 前述한 자가 사무르

(Samūr)2036) 강에서 [803] 축복받은 대오에 이르러 바닥에 입을 맞추는 의례를 행한 후

에, 툭타미시 칸의 서신을 바쳤다. 사힙키란은 그 옳지 못한 대답에 극도로 분노하였고

군대의 열병과 병사들의 정렬을 명하였다.

171. 승리자의 깃발인 사힙키란이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에

게 열병 보고를 받은 이야기

[시Nazm] 신앙을 지닌, 왕 중의 왕 사힙키란은 세계를 차지한, 하늘과 같은 힘을
지닌 군주.
명령하시어 병사들을 열병하시고, 관례에 따라 보고받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모든 말과 기병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함께 정렬케 하셨다.

2036) 킵착 원정 때에 한 차례 같은 철자의 강 이름이 등장하였으나, 그 때의 강은 볼가강의 지류
인 사마라 강이었고, 이 엘부르즈 산자락에 위치한 강은 현재의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체첸
공화국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무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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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르 강은 엘부르즈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콜좀 바다(카스피 해)

까지 5파르상 거리였다. 명령에 따라 군대들 각자가 모두 기병이 되어 방어용 장막을

내려놓았다. 좌익의 수장은 엘부르즈 산자락에 있었고 우익의 수장은 콜좀 바다의 강둑

에 (있었는데), 산 주변에서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대열을 세워 정렬하였고, 위로는 전투

에 능숙한 투르크인부터, 아래로는 빠른 발을 가진 말의 발굽까지

[반구M iṣrā’] 반짝임이 마치 달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그 군대의) 수는 칭기스 칸 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피조물도, 이처럼 많은 수

의 군사를 본 적이 없었으며, 실로 그 장엄함과 질서정연함은, 어느 누구도 아잠 왕국의

이야기나 전설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읽거나 들은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시Shi'r]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이 무리별로, 태양보다 더욱 빛나게.
모두가 철을 두르고 찢어버리는, 사자의 마음을 지니고 코끼리를 던지는 맹수들이
었다. [ 804]

승리의 사힙키란은 신의 도움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좌익과 중군과 우익의

앞을 순회하였고 친히 갑옷을 입었다. (그가)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각 무리들 앞에

도달할 때 마다 그 아미르는 바하두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헌신과 봉사의 혀를, 찬양

을 확대하고 생명을 바치는 報告를 위해 열었다.

[시Nazm] 아아, 왕국이 당신으로 인해 상서로운 징조를 (갖게 되었고), 당신의 시
대에 혼란을 일으킨 주범은 처벌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이 당신 왕좌의 발치입니다, 세계의 훌륭함이 당신의 행운에서 비
롯됩니다.
우리 가신들의 모든 영혼과 머리를 사힙키란의 말발굽에 바칠 것입니다.
아아 왕이시어, 만일 산과 들이 적으로 가득하다 한들. 당신의 행운의 힘으로,
전쟁의 때가 된 어느 날에, 철퇴와 창촉과, 칼과 화살로,
땅을 산에서 산까지 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의 피로 세계가 제이훈 강이 될
것입니다.

각기 모두 관습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안장이 있는 말을 끌어와 바쳤다. 그 분은 그

들을 위무하고 왕다운 약속으로 위로하였다. 그리고 신의 보호의 도우심으로 중군을 향

해 되돌아가 큰 북과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트럼펫과 뿔피리를 불었다. 중앙과 주변, 양

익에서 적을 향해 칼집에서 꺼내 든 칼을 빼어들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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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 산과 초원, 바다에서 발생할 정도였다.

[시Bayt] 바다가 들끓어 올랐고, 산이 뒤흔들렸으며 군대가 무리지어 나아갔다.

투만과 천호와 코슌의 아미르들 집단이 무리지어 자신에게 배정된 길을 따라 나아

갔다. 다르반드를 지났을 때, 엘부르즈 산자락에 툭타미시 칸의 지지세력 중의 한 부족

이 있었는데, 그들을 카이타크(Qaytāgh)2037)라 불렀다. 사힙키란은 업무의 개시 때에 행

하는 <쿠란의 서장에 있는> 점술에 따라 (이) 이교도들에 대한 절멸을 下命하였다. 하

늘처럼 훌륭하신 군대는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을 향해 흘러들어갔고, 그들의 주변과 사

방을 포위하여 1000명 중에 하나의 생명도 [805] 살려두지 않았으며, 모두를 약탈하고

그들의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 잘못된 신앙을 지닌 이들은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서 불타올랐고, 그들의 거주지에 보복의 불길이 타올랐다. <신께서는 이렇듯 죄지은 자

를 다스리신다.>2038) (그 전에) 툭타미시 칸은 우르탁(Ūrtāq)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사신으로 임명하여 사힙키란의 측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즈음에 축복받은

병영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강성함과 수적 강세를 보았을 때,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급히 되돌아가 툭타미시 칸에게 알렸다. “사힙키란은 대

규모의 군사와 함께 선두와 중군을 갖추고, 현재 도달하였습니다.” 툭타미시 칸은 이 소

식을 듣고는 당혹의 연기가 머리에 피어올랐다. 그리하여 카잔치를 전위로 세우고, 대규

모 군대와 함께 파견하였다. 사힙키란은 모든 군사와 함께 타르키(Tarqī)2039) 지역에 이

르러 안착하였다. 그의 귀에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툭타미시 칸의 전위인 카잔치가 거

대한 규모로 후이(Khūy)2040) 강변에 안착하였다는 것이다.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은

친히 선발한 군대와 함께 밤새 진군하였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강을 건너 그들을

공격하여 불길과 같은 칼의 타격으로, 흙으로 얼룩진 적들의 삶에 파괴가 발생케 하였

다. 적들의 피로 황야와 초원의 전장이 튤립 색이 되었고, 행운의 묘목에서 도검이라는

새싹이 움터, 승리의 꽃봉오리가 개화하였다.

[시Shi'r] 모든 황야의 표면이 적의 피로 인해 붉게 되었다, 그는 도검을 적의 肝
膽의 피로 씻었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와 함께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고

2037) 일반적으로는 카이탁(Qāytāq)이라 불린다. 다게스탄 공화국의 카프카스 산지에 자리하고 있
는 부족 중에 하나이다.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의 41개 주 중에 하나인 Kaytagsky District은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38) Qur'ān, Sūra al-Ṣāfāt :３４．
2039) 현재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의 수도 마하치칼라의　부속지역이다．
2040) 『歷史의 精髓』에는 Qūy 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ZT/Jawādī 2, p.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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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즈(Savanj) 강변2041)에 이르러 안착하였다. 툭타미시 칸은 테레크(Tirik)2042) 강변에

자신의 군대를 모으고 모든 장막과 수레와 망치들을 앞에 두어 자신의 장소를 견고히

만들어두고 전투와 저항을 준비하였다.

사힙키란이 군대의 대열을 정비하여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굳건한 기둥과 같은 행

운의 힘과 세계를 차지한 군대의 위대함으로, 툭타미시 칸의 견고하고 단단한 거주지에

공포와 두려움의 구렁텅이를 일으켰다. (그들은) 지체할 수 없어 병사들과 함께 울타리

를 넘어뜨리고 [806] 달아나기로 결정하였다. 사힙키란은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와 함께

통로를 찾아 테레크 강을 건넜으며, 툭타미시 칸은 쿠라(Qūra)2043) 강에 이르러 멈추었

고 자신의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들였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에게 식량이 적게 남아

있었으므로, 사힙키란은 강변에서 주라트(Jūlāt)2044) 방향으로 나아가, 군대들로 하여금

그곳의 곡식으로 상비식량(Āzūq)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휴식 끝에 용기를 내어 적들

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 사이에 정탐병들이 소식을 전하였다. “툭타미시 칸이 다시 한

번 군대를 정렬하여, 강변에서 내리막길을 통해 승전군의 후방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

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좌익과 우익, 중군과 양익을 정비하고 되돌아서, 강의

상류에 있는 그들에게 향하였다. 그리하여 양측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인 톤구즈

해, 797AH 주마다 알 싸니 월 22일(1395년 4월 14일) 화요일에 서로의 맞은편에 안착

하였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타바치들은 명령에 따라 영역을 분할하였다. 병사들은 승

리를 동반하는 병영 주변의 사방에 해자를 파고 울타리를 치고 흙벽돌을 견고히 둘렀

으며 그 해자 바깥에 다른 해자를 팠다. 복종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그

밤에 어느 누구든 자기 자리를 견고히 지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야습을 경계하며, 어

느 누구도 소리를 내거나 함성을 지르지 않도록 하라.”

[시Bayt]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불꽃을 피우지 말고, (가축 목에 달린) 방울 소리
도 내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명령에 따랐다. 경계의 밤이 지나자, 툭타미시 칸은 야습의 계획을 세웠는

2041) 이 지명에 대해 『歷史의 精髓』 중에 일부 사본에는 ‘SFŪNJ’라고 칭하였다(ZT/Jawādī 2,
p.799). 정확한 이름을 알기는 어려우나, 테레크 강과 마하치칼라 사이에는 ‘Sulak’ 강이 있어 그
강으로 비정할 수 있다.

2042) 현재 체첸　러시아　공화국　령에　있는　북 카프카스의 주요 강중에 하나로, 조지아와 러시
아를 통과하여 카스피 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2043) 테레크 강 북부, 현재의 러시아 Stavropol Krai에 위치한 강으로, 북부 코카서스에서 발원하
여 노가이 초원에서 땅으로 스며든다.

2044) 이란본Ⅰ에는 Jūlāb로 되어있다. 그러나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Ⅱ은 위와 같이 되어있다
(YZN/Urunbayeb, 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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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으로) 어쩌면 축복받은 오르두의 문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여겼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큰 북을 치고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뿔피리를 불고 고함을 질렀다. 하늘같

은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소리

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807] 움직임의 흔적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그 곳을 두려

워하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 급히 되돌아갔다. 바로 그 밤에

[시Nazm] 이바즈 오굴의 어둡고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 행운의 길에서 진흙탕으
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고통으로 불운하게 되었다, 안내자가 죄를 저지르고 달아났으니 그를 베어라.
그와 같은 이가 존재하든 않든, 그 잘못된 상황 외에는 어찌하겠는가.
조치의 가문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도 독수리에게서 토그
릴 새2045)의 깃털을 보지 못하였다.

172. 사힙키란이 왕다운 전투를 위해 진격하게 된 이야기

[807] 다시 지평선이라는, (태양이) 숨어있던 장소에서

[시Nazm] 동쪽의 왕이 깃발을 들어 올렸고 낮이라는 칼로 밤을 쓰러뜨렸다.
하늘에 주사위게임의 장기 말이 비어있게 되었고, 압바스 가문(Āl-i 'Abbās)의 의
복2046)이 바뀌게 되었다.

목요일 아침에 군대는 양측에서 흥분하고 울부짖으며 다가왔다.

[시Nazm] 군대를 이끄는 자들이 깃발을 세웠다, 종말의 날의 상징이 나타났다.
병사들은 양측에서 대열을 펼쳤고, 땅이 하늘처럼 일어섰다.2047)

하늘을 조각내는 북의 울림소리가 대지의 중앙에 뒤틀림을 일으켰다.
왕의 어전에 북이, 왕관 위에 회전하며 나타났다.2048)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태양처럼 고귀하신 판단의 광선을 군사의 정렬과

체계화에 드리웠다. 7개의 중군이 정렬하여 장막을 세우고 바하두르들을 선발대로 삼았

2045) 참매 류의 새.
2046) 예언자의 삼촌 압둘 마나프 계열의 하위 씨족, 압바스 왕조의 가문을 일컫는다. 압바스 왕조
의 상징색이 검은 색이기 때문에, 검은 색의 하늘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아침이 왔다는 뜻이다.

2047) 두 싯구는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에서 왔지만 원본과 조금 다르다.
2048)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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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군대의 보병들은 울타리들을 취하고 앞에 서 있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大중군에 임명하였고, 중군의 주변과 사방을 용맹한 용사들과, 용감하게 대열을 부수는

자들로 견고히 하였다. [808]

[시Nazm] 군대를 정렬하였다, 마치 높은 산처럼. 도검과 철퇴, 활과 올가미를 가
지고
군대의 수장부터 일반 병사까지 화살과 활로, 철로 된 산이 구름까지 솟아올랐다.
각 무리마다 대오가 각기, 산과 같은 성채로 올라갔다.

자기 자신은 27개의 보충병 코슌과 함께

[시Bayt] 모든 전투의 도구들을 들어올렸다, 마치 바다가 철로 쌓여있는 것처럼

군대의 뒤에 서 있었다.

[시Bayt] 승리가 고삐를 장악하였고, 행운이 등자를 (취하였다), 하늘에서 승리에
관한 좋은 소식이 도달하였다,

적들의 군대 또한 맞은편에서 대열을 정비하였고 깃발을 들어올렸다.

[시Nazm] 2049) 창으로 인해 전장이 (마치) 갈대밭처럼 되어, 태양과 달의 만남을
가렸다.
두 군대는, 아니 두 불사조의 산이 戰線에 이르렀다.
마치 바다가 흥분하는 것처럼, 전사들로부터 함성이 발생하였다.
죽음이라는 혼돈이 발생하였다, 병사들이 서로 전투를 행하였다.
군대에서 進退가 발생하였고, 창공의 표면이 화살의 깃털로 덮여졌다.

그 사이에 좌익에서 어떤 자가 소식을 전하였는데, 적의 우익에서 쿤자 오글란과

벡 야룩 오글란과 아크타드와 툭타미시의 사위인 다우드 수피(Dāwud Ṣūfī)와 우타르쿠

(Ūtarkū)가 수많은 군대와 함께 승전군의 좌측 맞은편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 사힙키

란은 급히 그쪽으로 향하여 대열을 갖춘 코슌들과 함께 공격을 행하였다. 그들은 하늘

처럼 훌륭한 군대의 공격을 보았을 때 등을 돌려 달아났다. 사힙키란과 함께 있던 27

코슌의 일부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들은 [809] 자신의 중군에 이르렀을 때 뒤를

2049)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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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그들을 추격하던 무리들을 공격하였고, (그들이) 뒤돌아 사힙키란에게 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격한 무리들의) 일부를 살해하고 일부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식으로 코슌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자 적들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말을 몰았고 사힙키

란에게 공격을 가하였다. 후원해주시는 군주를 위해 희생하는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신에게 의지한 채로 적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15명이 그와 함께 나서서, 간담을 불

태우는 화살의 타격으로 그들을 저지하였다.

[시Nazm] 그들의 엄지로부터 쏘아져 나간 모든 화살 각각마다, 戰士가 하나씩 딸
려왔다.

무함마드 아자드와 그의 형제인 알리 샤('Alī Shāh)와 타바콜 바우르치는 각자 적

들의 수레 중에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그 세 개를 승리의 사힙키란 앞에 울타리 대신

쌓아두었다. 알라다드는 충성스런 코슌과 함께 (티무르를) 돕기 위해 도달하였는데, 그

또한 셰이흐 누르 앗 딘의 곁에 섰다. 후세인 말릭 카우친(Ḥusayn Malik Qauchīn) 또

한 정렬한 이들(Tughmak)2050)과 함께 도달하여 (곁에) 섰다. 아미르 지라크 (이븐) 자

쿠 또한 자신의 코슌과 함께 와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였다. 중군의 코슌은 깃발들과 함

께 도달하여 게우르카를 두드리고 뿔피리를 불며 함성을 질렀다. 우스투이(Ustūy) 또한

자신의 코슌과 함께 이르렀고 중군의 코슌 후방에 자리하였다.

[시Nazm] 전투 북의 외침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리에서 뇌수가 빠져나갔으며 얼
굴에서 色이 (사라졌다.)
용사들의 탄식 소리가 정점에 달하여 사방으로 퍼졌으며 피가 물결쳤다.

아무리 적의 군대가 무리지어 와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티무르

앞에) 자리 잡고 진정(Sūkdāmishī)2051)하고 화살을 쏘고 있는 승리의 피난처인 바하두

르들을 자리에서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시Nazm] 그 원한의 황야 안에서 수많은 살해와 타격에 관해, 네가 말하였지, 땅
이 피의 바다가 되었다고.
살해된 수많은 자들로 인해 길 주변은, 마치 바자르처럼 戰場이 소란스럽게 되었
다. [ 810]

2050) 이 단어는 잘 알려진 'Tuqmāq'과는 철자가 조금 다른데, 투르크 어로 ‘정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

2051) 파슈토 어 'Sūkadā'라는 단어에 ‘鎭靜하다’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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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의 수장이었던 후다이다드 후세이니는 맞은편 우익의 수장이었던 쿤자 오글란

을 통과하였고, 사힙키란에 맞서 전투를 하고 있던 이들의 뒤편에 나타나 그들에게 화

살비를 쏘기 시작하였다. 그 상황에서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정렬되고 보충된 자

신의 私的 코슌들과 더불어 돕기 위해 도달하였으며 사힙키란의 좌측에서 전투를 행하

였다. 그렇게 모든 바하두르들이 함께 공격을 행하고 단번에 적군을 쳐서, 예리한 도검

의 타격과 불꽃을 지닌 창의 가격으로 적의 우익을 흩어냈다. 그러나 우익의 수장이었

던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에게는 그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수장이

아미르 이사 비이와 야흐시 호자(Yakhshī Khwāja)였던 적의 좌익이 승기를 잡고 그를

관통하여,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였던 것이다. 그 또한 목숨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자신

의 투만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으며, 울타리를 앞에 두고 진정한 채로 적에 대한 저항과

방어를 위해 용기의 손을 펼쳤다. 마치 산처럼 발을 견고히 디디고 서서 훌륭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아무리 적병이 서로서로 도와 창과 도검과 Sālīq으로 공격하여도,

그들은 화살을 쏘아 모두 물리쳤다.

[시Bayt]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는 살아있는 것들에 신물이 나 있었다, 모든 무리들
에게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냈다.

자한샤 바하두르가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투만과 함께 이를 때 까지. 적들에게 공

격을 행하여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시Nazm] 철퇴를 쥔 사자들이 혼돈에 빠져, 양측에서 칼과 화살을 던졌다.
창촉이 돌로 피의 샘물을 열었고, 그에게서 100개의 긴 화살이 쏘아져 나갔다.
긴 화살은 모두 붉은 꽃을 그 열매로 (삼았고) 피의 꽃은 그 가시로부터 생겨났다.
가축들의 말발굽이 피로 인해 마치 루비처럼 되었고, 안장의 펠트 천이 피에 잠기
게 되었다.

[811] (일)처리를 담당하는 두 아미르는, 마치 국가를 차지하고 적을 사냥하는 두

마리의 사자처럼 연맹의 등을 서로의 강화에 두었고, 맞은편에 있던 좌익의 수장을 물

러나게 하였다. 티무르 호자 (이븐) 이크 부카 또한 용감한 공격을 행하여, 적의 우익

중에 그의 맞은편에 있었던 이가 누구든 몰아내었다. 아미르자데 루스탐 (이븐) 우마르

셰이흐는 자신의 투만과 함께 벼락같고 번개 같은 행동을 적에게 행하였고, 그들의 견

고한 짚더미를 불태우고 달아나게 하여 그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부친의

이름을 상기시켰다.

[시Shi'r] 비밀은 그 자체로 비밀이다, 그리고 비밀의 아들은 만일 비밀이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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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로 잡으면 비밀의 아들이다.2052)

툭타미시 칸의 近臣2053)인 야글리 비이 바아린은 본인 군대의 바하두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시Nazm] 스스로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나는 전투에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사자
이다.
(나는) 코끼리들을 산 위로 뛰게 하였다, 고래들을 강가에서 먹었다.
나의 창촉은 옆에서 배꼽으로 꽂는다, 지금은 전투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며 우스만 바하두르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아미르 우스만은 그의 허풍선

이다운 과장 때문에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고, 지체 없이

[시Nazm] 산이 바람의 등 뒤에 흘러가는 것 같다, 보라! 이상하구나, 바람 위에
산이 서 있다.
마치 홍수가 들끓어 오르듯 전장에 들어서, 산에서 아래로 함성을 질렀다.
전투를 하며 전장에 들어섰다, 적의 피에 대해 생각하며

그리고 우스만 바하두르가 자신의 코슌과 함께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양측이 서로

뒤섞였으며, 망설임 없이 도검과 철퇴와 Sālīq을 서로서로에게 쏟아 부었다.

[시Nazm] 그 병사들이 서로 뒤섞여, 주변에서 세계의 얼굴이 검게 될 지경이었다.
수많은 살해로 인해 땅 위가 피가 되었다. 하늘은 그 재빠름에 대해 놀라게 되었
다. [ 812]

결국은 거대한 행운의 힘으로 우스만 바하두르가 승리하게 되었고, 적들을 물러나게

하여 몰아내었다. 하늘같은 군대의 다른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

서 훌륭하고 용감히 최선을 다하였으며, 끝없는 사힙키란의 행운의 도움으로 적군을 단

번에 패배시켜 모두를 달아나게 하였다. 툭타미시 칸은 조치 가문의 샤자데들, 아미르들

및 노얀들과 함께 패주하여 달아났고 그들의 군사들 중에 다수가 살해되었다.

[시Nazm] 신께서는 샤한 샤에게 기회를 주셨고, 적에게 패주가 발생하였다.
황야에서 많은 피와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고, (적을) 살해하고 (서로) 매달렸다.

2052) 타슈켄트본에는 이 아랍어 시구가 없다.
2053) Muqarrabān wa Īchkiyān : 마노에이지 등의 논문에 등장하는 '近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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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는 피의 개울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모든 땅이 루비 부스러기(Sūnash)가 되었
다.
말들의 편자가 피에 잠기게 되었다, 너는 말하였지, 설마 새벽에 초승달이 있겠느
냐.
적들에게 왕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새로 그의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담벽에서 으스대며 내려왔다, 무엇이든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루어내었다.
신에 대한 감사로 얼굴을 이득의 땅 위에 얹었다, 군주(Dāvar)2054)의 승리가 명백
하였다.
군주가 스스로를 칭찬하였을 때, 수많은 은과 금을 다르비시들에게 주었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무릎을 꿇고 축하의 의례를 행하고 금화를 머리

위로 던졌다. 사힙키란은 그들을 끌어안고 칭찬하였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

에서 출발하고 승리로 진군하여, 쿠라(Qūrāy) 강변2055)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

다, 왕다운 애정은 행운의 도움으로 상황을 위로하였고, 전투에서 희생하였던 아미르 셰

이흐 누르 앗 딘을 더욱 많은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그의 권력의 기

반을 강화하였다. 말과 금으로 지어진 의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를 하사하였고,

100000 케벡 디나르를 사여로 내렸다. 용기를 발휘하였던 다른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

에게도 사여를 내려 다양한 왕다운 위무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813]

173. 사힙키란이 툭타미시 칸의 뒤를 따라 추격을 행한 이

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이 축복받은 승리에서 획득하였던 엄청난 양의 물자와

전리품들을 유수진에 두고, 전쟁 전에 말에서 실수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손에 상처를

입었던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유수진에 놓아둔 후,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그의 어전에 두었다. 그리고 군사를 선별하여 원정에 나서 툭타미

시 칸을 추격하였다. 급히 밤낮으로 그의 뒤를 쫓아 투라투르(Tūrātūr) 통로라고도 불

렸던 아틸2056) 강의 통로에 이르렀을 때, 그 분과 동행하였던 우루스 칸의 아들, 카비르

착 오글란(Qavīr Chāq Ūghlān)을, 축복받은 대오에 동반 중이었던 일부 우즈벡 바하두

르들과 동행케 하여 왕다운 도구들을 준비하였으며, 금으로 지어진 의복과 금으로 된

2054) 이 단어는 본래 ‘재판관, 판결을 내리는 자’를 의미하나, 이 대목에서는 ‘군주’, ‘지배자’라는
의미가 더욱 어울린다.

2055) 철자가 다소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테레크 강 북부, 쿠라 강과 같은 곳이라 볼 수 있다.
2056) 『歷史의 精髓』에는 이딜(Īdīl)이라 하였다(ZT/Jawādī , 2, p.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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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로 고귀하게 하여 아틸 강을 건너게 하고 조치 울루스의 칸位를 그에게 수여하

였다.

[시Nazm] (너는) 칼로 세계를 얻었으며, 채찍 끝으로 넘겨주었다.
보석이 그 분에게로 흘러갔고, 칼과 채찍이 약탈되었다.

조치 가문의 샤자데들은 명령에 따라 그쪽으로 갔고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울루스

를 장악하였다. 하늘같은 군대는 적의 뒤를 급히 좇아 우케크(Ūkek)2057)까지 따라갔고

그들 중에 다수를 살해하였다. 그 날 (강의) 此岸에서 도검의 타격으로 적을 살해하였

으며, 아틸이라는 피를 마시는 강의 彼岸에서는 그들 다수를 잡아 포로로 만들었다. 그

들 중에 극소수만이 배를 타고 아틸 강을 건넜다. 툭타미시 칸은 칸位와 거주지와 물

자, 드러나 있던 것이든 숨겨둔 것이든 가진 것을 모두 두고, 목숨을 잃을까 공포에 떨

며 소수와 함께 불가르(BŪLR)2058) 방면에서 정글로 들어갔고, 적들을 사냥하는 사자들

의 발톱으로부터 안전을 얻었다. 승전군은 강의 此岸에서, [814] 초원의 첫 번째 공격

때에 강의 彼岸을 따라 도달한 적이 있었던 곳까지 가서 약탈하였다. 그 지역은 땅 끝

(Zulmāt)2059)에 가까웠는데,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는 이번에도 역시 킵착 초원을 더 많

이 약탈하였다.

[시Nazm] 그 전리품을 취한 만큼 왕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은과 금과 모피 면직물(Qunduz)2060)과 루비와 진주가 여러 곳 처음부터 끝까지 가
득하였다.
토크막(Tughmāq)2061)의 잘생긴 굴람들과 검은 눈동자를 지닌 향기로운 여성 노예

2057) 러시아 사라토브스카야 주의 도시. 도시 사라토프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져있다．
2058) 앞에서 같은 아랍어 철자를 지닌 지명이 있었다. 즉, 'BŪLR’ 이 철자를 가진 지명은 인도
원정 때 티무르가 공격하였던 ‘시야흐푸샨의 동쪽에 위치한 ’사피드 푸시‘의 거주지였는데, 이는
불루르라는 이름을 가진다(Būlur, Bulūr). 한편 이 철자(BŪLR)를 ’불가르‘로 읽었던 이유는, 원
사의 기록에 우즈벡 칸의 강역 중 하나였던 不里阿耳(Buli'a'er)라는 지명을 불가르로 비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불가르‘라는 지명을 발음할 때에 gh발음이 비교적 약했다면, 익숙하지
않은 지명에 대해 위와 같은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2059) 옛 사람들의 믿음에서, 생명의 물의 샘이 있었던 땅 끝이 있는 곳, 이스칸다르가 이곳에 이
르렀다고 알려져 있다(Dikhhudā). 그러나 이란본Ⅱ 에디터는 러시아 스텝의 북쪽 지역을 일컫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YZN/Ṣādiq, p.814).

2060)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522.
2061) 이 단어는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조치 울루스, 모굴 칸국, 서역 등 다양한 곳을 가리키는데,
티무르 조에서는 조치 울루스의 우즈벡 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勝戰記』 속에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으나, 『歷史의 精髓』에는 이 단어가 킵착 초원의 조치 울루스를 가
리킨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岡田英弘, 『モンゴル帝国から大清帝国へ』, p.287; Miyawaki
Junko, 『最後의 몽골유목제국』, 조병학 譯, 백산출판사, 2000, p.148; 젝 웨더포드, 『칭기스 칸
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 이종인 역, 책과 함께, 2012, pp.28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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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왕의 등자에 동반하는, 일찍 자란 어린 노예들이 새로 등장하였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많은 종류의 동물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그 수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리고 쿠라 강변의 유수진에 남아 그들을 이끌고 뒤따라왔던 아미르자데 미란샤

는 아미르들과 함께 율루쿨룩(Yūlūqulūq)-우주쿨룩(Ūjūqlūq)2062)이라는 장소에서 축복

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그 상서로운 여행에서, 관대한 샤자데들과 대 아미르들이 승리

로 장식되어 고귀한 등자에 동행하였는데, 행운을 돌보는 계시가 축복받은 마음으로 신

중한 고려를 행하여 복종해야 할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는 6000 명의 기병과 함께 시라즈로 귀환하고,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는 3000명과 함께 (가며), 그의 투만 내에 있던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은 사마르칸

트로 급히 가도록 하라.”

그들은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섰고 다르반드를 지나 아르다빌에 이르렀는데, 타브리

즈로부터 소식이 도달하였다. 즉,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이 다시 집결한 여러 투르크멘들

과 함께 알라 타크 근방에 있다가 코이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미르 샴스 앗 딘

압바스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은 계속 사마르칸트로 나아갔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

드는 자신의 아미르들, 예를 들면 아부 사이드 바룰라스(Abū Sa'īd Barlās)와 바크시

(Bakshi)와 다울라트 호자와 타바콜 바하두르와 함께 타브리즈로 와서 그 주변에 있었

던 병사들을 모두 모았으며, 타브리즈에 남아 있었던 샤자데 미란샤의 아미르들이 [815]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병사에 관해 보고를 받고, 적들을 절멸하기 위해 용기를 발휘하였

다. 코이에 이르렀을 때, 티즈크(Tīzk)와 찰리크(Chālīq)가 군대와 함께 합류하였는데,

그곳에 소식이 도달하였다. “카라 유수프의 정탐병이 카라다라(Qarādara)2063)에 있습니

다.” 고귀한 아미르자데가 진격하여 세계를 여는 그의 대오의 그림자가 카라다라에 드

리워졌을 때, 카라 유수프의 정탐병은 도망하여 머히 고개에 있었던 그의 어전으로 갔

다. 카라 유수프는, 하늘 같이 훌륭한 군대의 진격의 소문을 듣고 견고한 기둥이 동요

하였으며, 다급히 무기력하게 패주하여 달아났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그의 뒤

를 좇아 습격하며 머히 고개로 말을 몰았으며, 말릭 아즈 앗 딘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그 지역에서 고귀한 아미르자데의 대오에 합류하였다. 전술한 샤자데는 아미르들과 군

사들을 카라 유수프의 뒤로 파견하였고 2-3 역참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그의 뒤를 쫓아

가 멈추었다. 그리고 아미르들은 우니크까지 갔는데, 카라 유수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되돌아왔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타브리즈를 거

2062)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이 Tūlūqlūq-Ujrūlūq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802).
2063) 동아제르바이잔　주　졸파　구역에　위치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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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술타니야로 왔으며 한자데는 그에게 연회를 제공하고 예복을 입혀주었다. (그는) 시

라즈의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174. 승리자의 깃발인 사힙키란이 조치 울루스의 우익과

러시아 지역을 공격한 이야기

모든 일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만족하지 않는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높

은 理想은, 툭타미시 칸을 쳐부수고 몰아내어 그의 군대를 살해하고 장악한 후에는, 그

왕국과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소유하며 그 지역과 주변의 모든 부족들을 패배시키고

절멸시키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조치 칸의 우익 울루스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우지

(Ūzī) 강2064)을 향해 그 끝없는 초원으로 나아갔고, 아미르 우스만을 정탐병으로 임명하

였다. 그리고 그는 길잡이를 데리고 용감하게 길을 나섰으며 우지 강에 이르렀을 때 만

기르만(Manghirman)2065) 지역에서, 그곳에 있던 벡 야룩 오글란과 우즈벡 울루스의 일

부를 약탈하였고 그들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극히 일부만 생명을 구할 수 있

었다. 바시 티무르 오글란(Bāsh Timūr Ūghlān)2066)과 이크타드(Iqtād)2067)는 달아나서,

[816] 우지 강을 건너 그들의 적이었던 히르무다(Hirmudā)2068)의 울루스에 이르렀다. 그

러나 그곳에서 그들의 상황은 약탈 및 포로가 되는 것 보다 더욱 나쁘게 되었다. 그리

하여 그곳으로부터 이크타드의 투만은 달아나 룸으로 가서 아스라 야카(Asrra-Yaq

a)2069)황야에 거주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다.

사힙키란이 우지 강에서 되돌아와 상서롭고 행복하게 러시아를 목표로 하였을 때,

하늘같은 군대는, 벡 야룩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돈(Ton) 강변2070)을 우회하게 하였다.

2064) 드녜프르 강을 의미한다(E. Bretschneider, Mediæ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p.307).

2065) 오늘날의 키예프를 의미한다. 『몽골비사』에 키예프는 ‘Kiwa Mienkerman'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인 Mienkerman은 투르크 어로 ’훌륭한 도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후 이 도시의
이름이 Kiwa가 생략된 채로 Mienkerman으로 불렸다는 기록을 여러 중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전게서, pp.307-8).

2066)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이름이 타시(Tāsh) 티무르로 되어 있다(ZT/Jawādī 2, p.802).
2067)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이름이 아크타우(Āq Tāu)라 되어 있다.
2068) 『歷史의 精髓』에는 Ūyimah-dāy라 되어있다. ‘히르무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당시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지에 산재해 있던 코사크의 수장을 ‘Hetman’
이라 불렀는데, 그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069) Doerfer에 의하면 ‘야카’는 옷깃, 혹은 무언가의 가장자리를 뜻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103). 그러나 앞부분인 ‘아스라’에 대해서는 연원
을 알 수 없다. 한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스라 야카 강이 이스칸다르의 해협으로 유명하다’
고 되어 있는데, 이스칸다르가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할 때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르다넬스-보스포러스 해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626 -

(그로 하여금) 앞으로는 피에 목마른 강이 있고, 뒤로는 호전적인 군대가 있는 상태로

러시아의 도시 중에 있었던 카라수(Qarāsū)2071)에 이르게 하였으며, 도시의 내-외부 전

체를 약탈하였다. 벡 야룩 오글란은 극히 無力해지고 비참해진 상태로, 다급하게 자신의

주민들과 자녀들을 재앙의 발톱에 놓아두고는 한 아들과 함께 달아나 그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나갔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는 그의 부인과 자녀와 예속인들을 모두 사힙키

란의 앞에 데려갔는데 그 분은 그들을 위해 천막을 배정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가축과 의복과 귀중품들과 모든 종류의 사치품 등의 많은 도구들을 사여하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벡 야룩 오글란의 뒤를 따라가도록 파견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자한샤 바하두르와 다른 투만과 천호의 아미르들은 군대들과 함께 되돌아가 조치 울루

스의 우익에 다시 한 번 공격을 가하고 그들에게 도달하여, 벡 호자와 다른 아미르들을

운쿨(Ūnqūl, 혹은 그 중군)의 모든 울루스와 함께 살해하고 포로로 삼아 약탈하였으므

로 파괴가 즉시 그들에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라이 도시와 러시아의 백성들(Ūrūs)과

러시아 인 무리(Ūrūs-i Jūq)들을 다시 한 번 약탈하여 모든 울루스와 지역들을 소유 下

에 두었고,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물자와 이득 및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그

리고 끝없이 많은 가축과 무리들을 취하고 아름다움의 주인인 여인들과 부인들을 포로

로 삼았다.

[시Nazm] 술탄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하였다. 수많은 달의 형상을 지닌 이들을 킵
착 초원에서 (취하였다.)
사이프러스처럼 크고 요정 같은 여인들은, 아름답고 민첩하고 매력적이고 예뻤다.
[ 817]

사힙키란은 러시아 도시 중에 있었던 모스크바(Muskū) 측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이

르렀으며, 승리의 피난처의 병사들은 그 왕국의 도시와 외곽 전체를 공격하여 그곳의

모든 아미르들이 고통에 처하게 하였다.

[시Nazm] 날카로운 도검을 든 팔의 힘으로, 러시아 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였다.
많은 러시아인들을 황야에 내던져 산이 세워졌으며 많은 전리품이 군대의 손에 떨
어졌다.

[시Nazm] 2072) 귀중품들 중에 그 숫자를 명확히 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2070) 러시아 남서부의 강, 모스크바 남방인 중앙 러시아 고지에서 발원하여 아조프 해로 흘러드는
긴 강이다.

2071) 현재 크리미아 반도에 ‘Biyuk-Karasu’ 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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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과 같은 금과, 수은 같은 은 (때문에), 달빛이 시들해 보일 지경이었다.
집에서 짠 綿과 면직물(Anṭākī)2073)이 (산맥처럼) 촘촘히 짜인 바는 마치 커프 산
과 같았다.
가시를 가진 비버나 검은 담비류(Samūr) 또한 당나귀 봇짐 단위로 셀 수 없이 많
았다.
어민(Qāqam)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일 것이다, 라고 기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
었다.
밤을 빛내는 예리한 스라소니는, 마치 밤의 검은 점이 낮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반짝거리는 다람쥐와 루비 같은 여우는, 마치 편자를 하지 않은 숫망아지 같았다.
이 물자들 외에 수많은 보물이 있어, 그 숫자를 명확히 세는 것은 어려울 것이 분
명하였다.

이 물자들 외에도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모든 쿠분치(Qubūnchī)2074) 부족의

정탐병들을 약탈하였고 다른 부족들과 무리들, 예를 들면 쿠르부카(Kūrbūqā)와 푸를란

(Purlān)과 유르쿤(Yūrkūn)과 킬라치(Kilachī)2075) 등, 승전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황

야에서 당황해하며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이들 모두를 붙잡아 약탈하였다. 수많은 물자

와 도구들을 약탈하였으며 그들의 자녀와 부인들을 포로로 만들어 데려갔다.

[시Bayt] 러시아의 아마포에 가득한 꽃과 같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러시아인
들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길잡이를 붙잡아, 그곳에서 발참칸(Bāl-CHMK

N)2076) 방향으로 향하였다. [818] 아조프(Āzāq) 성벽2077)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미

란샤 및 그와 함께 있던 군대는 돈 강변을 장악하고 적들을 약탈하였으며 그곳에서 축

복받은 대오로 합류하였다. 복종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아조프에서 무슬림들을

타종교인들 사이에서 분리하여 풀어주고, 신앙이 없는 이들은 모두 성전의 칼로 베어

2072)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2073) 이 부분은 원래 니자미의 시에서는 Mitqāl(고운 면직물의 일종)로 되어 있다.
2074) 쿠분(Qubūn)이라는 단어는 땅 위를 기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쿠분치는 땅 위를 기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歷史의 精髓』는 카푸치(Qāpūchī)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문지기,
경비원을 뜻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4, p.371).

2075) 『歷史의 精髓』에는 Kīlājī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803).
2076) 이란본Ⅰ에서는 Yal-JMKN으로 되어 있지만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
다(YZN/Urunbayeb, p.575). 『歷史의 精髓』에는 BLJĪMN으로 되어 있다(ZT/Jawādī 2,
p.803).

2077) 『歷史의 精髓』에서는 아조프 바다를 ‘Franj’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전게서,
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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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고 그들의 집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진실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신께서는 얼

마나 많은 백성을 멸망시켰던가.>2078) 라는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

175. 사힙키란이 체르케스로 습격을 행한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쿠반(Qūbān)2079)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체르케스 인들은 아조프와 쿠반 사이의 초지를 불태웠었고, 그러한 이유로 승전군의 가

축들 중에 상당수가 그 길에서 사망하였다. 약 7일 동안 건초가 없어 혼란이 발생하였

다. 큰 강과 진흙탕을 건너 쿠반에 이르렀으며 며칠 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다.2080)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 자한샤

와 다른 아미르들을 체르케스로 파견하였고, 최대한 빨리 그 지역을 점령하고 되돌아오

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라 급히 그 지역으로 서둘러

진군하였고, 하늘의 도움 및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광으로 체르케스의 울루스 전체를 장

악과 우세의 손으로 약탈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였다. 그리고 상서롭고 건강하게 그

곳에서 귀환하여, 바닥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행운을 얻었다.

176. 하늘처럼 강력한 대오가 엘부르즈 산 방향으로 향한

이야기

세계정복자 사힙키란의 고귀한 마음이 러시아와 체르케스 왕국의 일을 마무리 지

었을 때, 하늘처럼 훌륭하신 모든 군대와 함께 엘부르즈 산 쪽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이 [819] 사이에 왕다운 열의와 열정의 샤흐나(監官)가, 사실상 거짓이었던 잘못된 추측

을 기초로 하여 아미르 우스만 (이븐) 압바스의 살해를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훌륭한)

首將이, 악마처럼 혼란을 유발하는 선동가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살해되었다, <이

죽음은 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세계 정복의 깃발이 聖戰을 위해 아스(Ās)2081) 부족의 하킴이었던 부리부르디

2078) Qur'ān, Sūra al-A'rāf : 4.
2079) 체르케스가 위치한 흑해 동안, 조지아와 인접한 러시아 Seversky 주, 러시아 령 카프카스 산
맥에 위치한 강이자 지역명이다.　트빌리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있다.

2080) 『歷史의 精髓』의 기록에서는 이 부분부터 798AH이 시작된다.
2081) 코카서스 북부 지방에 거주하는 이란계 민족 알란(Alan)인을 일컫는다고 한다(라시드 앗 딘,
『부족지』, p.82). 그런데 元史의 우즈벡 칸 지배하에 있는 여러 지명 혹은 부족명을 보면 阿蘭
과 阿思가 병존한다. 그리고 일부의 학자는 후자를 오세티안이라 보고 있다(Nurlan
Kenzheakhmet, "The Tuqmaq and the Ming China : The Tuqmaq and the Chinese relations
during the Ming Period", Golden Horde Review 5-4, 2017, p.773). 다만 알란인은 중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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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ūrī-Būrdī)와 바라칸(Barāqan)에게 향하였는데, 그쪽에는 정글이 있었다. 나무들을 넘

어뜨리고 길을 만들어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을 유수진과 함께 두고, 성전을 위해

엘부르즈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산의 여러 요새들과 견고한 계곡에서 종교의 적들과

더불어 대대적인 전투를 행하였고. 승리의 벗인 군사들과 함께 <신의 군대는 정복을 할

것이다.>2082) 라는 약속에 따라 승리를 거두어, 그 비종교인들 중에 다수를 지하드의

칼로 베었으며, <지옥에 모이게 되리라>2083)는 지옥의 불길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

의 요새들을 파괴하였으며 이교도의 물자 중에 수없이 많은 전리품이, 즉각 승리를 상

징하는 군대의 봉헌금(Futūḥ)이 되었다. 그곳에서 승리자들은 적절한 노력과 셀 수 없

이 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귀환하여 축복받은 오르두에 안착하였다. 유수진에 머물러 있

던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은 연회를 베풀어, 왕다운 연회를 제공하였다.

[시Nazm] 왕궁에 비단으로 된 줄을 둘렀다, 그 기둥은 금이었으며 그 못은 순정
한 은이었다.
보석으로 금 왕좌를 장식하였고 그 위에 왕관을 쓴 왕이 앉았다.
세계의 수장들이 모두 어전에서, 한 왕관의 그림자에서 부끄러워하였다.
허리띠가 당대의 왕관을 쓴 자들의 허리에, 승리의 바다인 세계 정복자의 어전에
(있었다)
우선 운명의 달콤한 장미수로 인해, 땅이 마치 천국의 水原처럼 되었다.
그곳에 지체 없이 식탁보를 펼쳤다, 용연향의 먼지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접수되었던 모든 귀중품들이, 산의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노래 소리가 사방에서 크게, 금으로 장식된 식탁보에 나타났다.
적절히 먹었을 때, 술잔과 유리잔을 (묶은 끈을) 끌렀다.
강이 흘러가는 소리와 함께 맑은 술을 마셨다, 노랫소리가 하늘을 관통하였다.
[ 820]
1주일 동안 바다는 생기를 얻었고, 당대의 용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였다.
그 다음 주에 적절한 날을 선정하였는데, 그에 대해 승리의 점괘가 나왔다.
북을 울리고 진군을 위한 깃발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177. 사힙키란이 쿨라(Kūlā)와 타부스(Ṭāvus)와 그 외의

요새로 향한 이야기

로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오세트 인들을 알란인의 후예로 여기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2082) Qur'ān, Sūra al-Sāffāt : 173.
2083) Qur'ān, Sūra al-E'mrā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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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다시 유수진을 두고, 그곳에서 쿨라와 타부스 요새로 향하였다. 그들

또한 엘부르즈 산의 거주지 중에 있었는데, 그 곳의 거주지는 높은 산 위의 견고한 요

새와 성채에 있는데다가, (그곳으로 통하는) 길이 극히 험했다. 그 거대한 높이는 보는

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벌어져 모자가 머리에서 떨어질 정도였다. 특히 높은 산의 세 번

째 중턱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였던 타부스 요새는, 마치 동물의 둥지와 같아 그 높이는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그곳에 이르지 못할 정도였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을 정복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있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승전군 중에 산에서 빠르고 민첩하기로 이름났고, 사냥감들이

가는 길이면 모두 간다는 몇몇 메르키트 부족민을 소환하여 그 요새로 가는 길을 조사

하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그 산에 올라가 안착할 장소를 찾았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요새로 이를 수 있는 길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 분의 문제를 해결하

는 판단력이, 그 일의 해결에 생각이라는 광선을 드리워 정신을 집중한 끝에 명하였다.

“높은 사다리를 여럿 세우고 서로 엮어서, 중턱에 첫 번째를 두고 일부의 바하두르들이

위로 올라간 다음 사다리들을 끌어올려 두 번째 중턱에 대고 위로 올라가고, 다시 끌어

올려 요새가 있는 세 번째 중턱에 두도록 하라.” 그 사자와 같은 전사들은 마음에서 목

숨에 대한 미련을 접고 도검을 빼들어, 서로의 뒤를 쫓아 사다리로 올라갔다. [821] 그

리고 영혼을 희생하는 전사들로 이루어진 다른 집단은, 손을 머리에서 씻었고 마음을

목숨에 대해 비우고는 산 위에서 끈 가운데를 묶고, 끈의 끝을 산의 정점에 단단히 고

정하였으며, 예리하고 불꽃을 튀기는 칼과 함께 요새 맞은편까지 왔다. 양측이 서로 아

래와 위에서 공격을 행하였다. 아무리 요새에서 화살과 돌을 던져 바하두르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신앙이 깊은 다른 용사들이 승리의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

로, 용감하게 그 일을 해나갔다.

[시Bayt] 세계를 불태우는 그의 훌륭함은 사랑하는 이를 끌어당겼고, 다른 무리들
은 비밀에 대한 애정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2084)

요새의 주민들은 위와 아래에서 하늘과 땅의 재앙이 내려앉고 떠오르게 되자, 고통

스러워하며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사의 바하두르들은 그 요새를 이

러한 식으로 정복하였고 그곳에 있었던 아르쿠반(Arkūvan) 부족 다수를 살해하였다.

[시Nazm] 피의 샘물이 산으로부터 흘러내렸다, 투란 무리들의 왕의 명령으로.
투란과 이란 왕의 모든 잘못에 대해, 그의 정의는 牧者이며 세상 사람들은 (가축)
무리이다.

2084) Ḥaf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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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의 사령관들이었던 쿨라와 타부스를 잡아 제거하였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은 그곳을 출발하여 풀라드 요새2085)로 향하였는데, 조치 울루스의 大 아미르인 우투르

쿠가 피난처를 그곳에 두고 있었다. 길의 도중에 발칸(Balqān)이라는 곳에서 하루 머물

렀는데, 그곳에 수많은 꿀이 있어 군사들은 원하는 만큼 채취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출

발하여 행운으로 나아갔는데, (공격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였으므로, 풀라드에게 서신을

써서 우투르쿠의 형제인 마스훕(Maṣḥūb)을 그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이

와 같다. “너에게 피난하고 있는 우투르쿠를 파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적을 사냥하는 사

자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서신이 풀라드에 이르렀을 때, 자

신의 요새의 훌륭함을 믿고 대답하였다. “나는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전투의 도구

를 [822] 준비해두었다. 우투르쿠는 나에게 피난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를 보

호하고 돌볼 수 있을 때 까지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답이 사힙키란에게 이르렀을 때, 왕다운 마음속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길에

는 험난한 정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나무와 꼬여있는 나뭇가지들 때문에 바람이

빨라져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통과하곤 하였다.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어, 하늘같은

군대로 하여금 세 파르상에 이르는 나무들을 베어내어 길을 만들고 목표의 깃발을 들

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요새는 어떤 계곡에 위치해 있었

는데 극히 험난하였으며 그곳 사람들이 계곡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리하여 목숨에 대

해 마음을 비우고 희생적으로 전투를 행하였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대대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후에 그들에게서 승리를 얻었고, 요새를 열어 그 방황하는 자들 다수를

聖戰의 칼로 베었다. 우투르쿠는 달아나 엘부르즈 산의 계곡으로 갔고, 승전군은 그들의

거주지를 약탈하고 불에 태웠으며, 거대한 전리품들을 취하였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하였다 “신앙이 없는 이들 중에 세 무리가 달아나 산의 중턱에 올라와 서 있

습니다.” 사힙키란은 그들에게 향하였고, 하늘같은 군대는 전투를 일으켜 그들을 잡아

그 지옥에 있는 자들 모두를 불로 태웠다. 우익에서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소식을 파견

하였다. “(우리가) 우투르쿠를 쫓아왔고, (그는) 엘부르즈 산의 가운데의 아바사(Abāsa)

라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행운으로 말을 몰았고,

엘부르즈 산맥과 계곡을 거쳐 아바사에 안착하였으며, 그 장소에서 우투르쿠를 붙잡아

묶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 데려갔다.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를 묶

어 가두어라. 그리고 승전군은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약탈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

2085)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풀라드는 요새의 이름이 아니라 우트르쿠가 의지하고 있던 이 곳
의 지배자 벡 풀라드 오글란의 이름이다. 우투르쿠는 툭타미시 칸의 근신이었다가 벡 풀라드에
게 피신 중이었다(ZT/Jawādī 2, p.806).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역시 『歷史
의 精髓』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아틸 (볼가 강) 근방의 섬들의 견고함을 믿고 티무르에게 저
항하였다고 하므로, 코카서스 지방 중에 볼가 강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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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그늘로 되돌아와, 축복받은 오르두에 합류하도록 하라.”

[시Bayt] 그 병사들의 강력함은 전쟁의 칼로 엘부르즈 산에 먼지를 일으켰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 모두와 함께 며칠 동안 바시타크

(Bāshṭāq)2086)와 그 주변에 머물렀다. [823]

178. 사힙키란이 보상을 행한 후, 그 방향에 있었던 이교도

의 요새들과 삼삼으로 향한 이야기

세계정복자 사힙키란이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와 함께 진격하여 삼삼(Samsam)2087)

으로 향하였고, 행운으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울루스 전체를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

의 영예로 점령하였다. 그리고 기유르 칸(Ghīyur Khān)의 아들 무함마드2088)는 복종의

허리띠를 영혼의 가운데에 묶고,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출석하였

다. 그리고 발밑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어전 가신들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 왕국 주민들 중에 다른 일부는 도망가서 산으로 피난하여 험준한 곳으

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보병만이 어렵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곳이었다. 사힙키란은

친히 그들에게 향하여 그 산에 올라갔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전투를 위해 용기

의 손을 펼쳐 그 모든 성채들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무력의 영웅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그곳 사람들을 묶어 산에서 던졌고 그 산지의 수많은 영역을 차지하였다. 그 장소 중에

는, 말을 타거나 혹은 도보를 통해서도 그곳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장소들이 많이 있어,

(차라리) 스스로를 미끄러뜨려 아래로 내려 와야만 했다. 신앙인의 후원자이신 군주께

서는 성전이라는 가치를 취함에 극히 기뻐하여, 친히 그 어렵고 위험한 일을 행하였다.

[시Nazm] 세계의 창조자로부터 그 현명하고 정의롭고 종교를 지닌 왕에게 수 천
번의 찬사가 내려졌다.
그는 칼을 빼어들 때, 종교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없
다.

2086) Bāshī (수장, 우두머리, 리더) + ṭāq (산)이라는 의미이다.
2087) 이 지명은 타슈켄트본과 이란본Ⅱ에서 참고한 일부 사료 중에서는 사밈(Samīm)으로 되어
있다.

2088) 이란본Ⅰ에서는 중간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 ‘무함마드 기유르 칸’이라고 되어 있다. 그
러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다(YZN/Urunbayeb, p.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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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극도의 높이로 인해 그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려움이었던 지역에서,

세계 정복자의 행운의 힘, 그리고 훌륭한 판단과 처리로 적들을 패배시키고 포로로 만

들었으며 요새들을 지배하였다. 하루 이틀 동안 억압의 불꽃이 불타올라 진 것과 마른

것이 함께 재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교회들과 사원(Butkhāna)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었

다. 그곳에서 되돌아와 아바하르(Avahar)2089) 산자락을 공격하였으며 군대들은 [824] 수

많은 전리품을 손에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돌아 비시켄트(Bīshkent)2090)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그 지역을 정의와 훌륭함의 빛, 관용과 감사의 흔적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먼저 와서 복속하였던 그 곳 주민들은 소유르갈을 얻었으며 보살핌의 눈길로 돌보아졌

고,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군사들은 절대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크건 작건 손해를 끼치지 않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이

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에게 발생한 일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보상 및 징벌이며,

이는 <의로움을 실천한 자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이요, 악을 퍼뜨린 자 그것은

스스로를 거스르는 것이라.>2091) 라는 말씀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하

라.” 사힙키란은 그곳을 통과하여 주투르(Jūtūr) (와) 카자크(Qazāq)2092) 지역을 공격하

였고. 승리의 피난처인 성전사 군대는 그 거대한 산지에 있는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혼란을 불태우는 칼의 먹잇감이 되게 하여 주투르(와) 카자크의 무리들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물품과 전리품을 획득하였고 많은 꿀 또한 취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서 부가즈쿰(Būghāzqum) 장소에 이르러 동영하였다.2093) 맘카투와 카지 쿠무크

(Qāzī-Qūmūk)2094)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복종을 위해 복속의 발걸음으로 세계의 피난

처인 어전으로 왔다. 가신됨과 복종을 위한 관례를 행하였고, 왕다운 호의와 애정을 얻

어 영광스럽게 되었다. 한편 섬들 중에는, 그곳 사람들이 강에 의존하여 그것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고, (사힙키란에게) 봉사를 행하고 명령을 받드는 선언을 경시하거나 소홀

히 하였던 곳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을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발릭치

(Bālīqchī)2095)들이라 불렀다. 사힙키란은 그들을 없애기 위해 일부를 원정으로 파견하였

2089) 이란본Ⅱ에는 AVQR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과 타슈켄트본에는 AVHR라 되어 있다
(YZN/Urunbayeb, p.580). 특히 타슈켄트본에는 모음기호가 수록되어 발음이 ‘아바하르’임을
알 수 있다.

2090) 비시켄트라는 지명은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본래 단어의 뜻은 다섯 개의 마을을 의미한다.
타슈켄트본에는 ‘타슈켄트’라고도 되어 있으나 옳지 못한 단어이다.

2091) Qur'ān, Sūra al-Jāthiyah: 15.
2092)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YZN/Urunbayeb, p.581), 『歷史의 精髓』등에는
중간의 등위접속사 Wa가 없이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에는 중간에 등위접속사가 있다.

2093)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 799AH이 되었다. 799AH은 서력 1396년 10월 5일에
시작한다. 그러나 『勝戰記』에서는 모든 킵착 초원을 점령하고 동영지 부가즈쿰에서 동영한
후 그곳을 떠났을 때가 798AH 초봄, 시츠칸 해라 하였다. 두 사서의 연대가 또 다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2094) 다게스탄 내에 거주하는 부족 중에 하나이다.
2095) 투르크어에서 'Bālīq'은 도시를 의미하고, 'Bāliq'이 물고기를 의미한다(Gerhard Doer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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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겨울이었으므로 강물이 2가즈 이상 얼음이 얼어

[시Nazm] 왕의 명령으로 호수 위에서, 활 등으로부터 화살이 쏘아져 나갔다.
화살촉이라는 새가 그 얼음 위에 (있었고), 병사들이 마치 개미와 메뚜기처럼 살해
되었다. [ 825]

용사들이 얼음 위를 건너서 그 모든 섬을 공격하였고, 그들을 점령하고 소유하여 약

탈하고 포로로 잡은 후에 승리자가 되어 귀환하여 축복받은 군대에 합류하였다.

179. 승리자의 깃발인 사힙키란이 핫지 타르칸과 사라이를

공격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가신 중에 우마르 (이븐) 타반이 명령에 따라 핫지 타르칸(Ḥājjī

Tarkhān)2096)을 장악하였을 때, 그곳의 대인이었던 무함마디로부터 반항의 기운을 보고,

지고한 왕좌의 발치에 상황을 고하였다. 훌륭한 판단은, 핫지 타르칸과 사라이의 파괴와

절멸을 고귀하신 각하의 마음 속 목표로 삼아, 유수진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다른 아미르들을 두고 친히 원정을

행하였는데, 그 겨울은 극도로 춥고 눈이 많았다.

[시Nazm] 불꽃으로부터 열기를 빼앗아갔던 추위는, 물을 칼처럼 달구고, 칼을 물
처럼 (녹였다)
어민과 같은 산이 왜가리와 같은 땅을 덮었고, 하늘은 어깨에 다람쥐를 둘렀다.

하늘같은 군대는 눈을 짓밟고 진군하였다. 핫지 타르칸은 아틸 강변에 위치하였는

데 그 성곽을 강과 연결하고 그 옆으로 수로를 늘어뜨려 다시 강물에 이르도록 하여,

이처럼 도시 한쪽 방향에서 강이 성곽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 곳 강물

의 표면에, 땅의 먼지들이 강변에서 얼음 조각에 엉겨 붙는 방식으로 結晶을 이루어, 벽

돌과 진흙 대신에 벽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 위에 밤에 물을 뿌려 서로 함께 뒤엉켜 하

나의 덩어리가 되게 하고, 높이 세워 그 얼음으로 만든 한 덩어리 벽으로 도시의 성곽

을 만들었으며 대문을 두었다. 실로 이 상황은 독특한 것이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었

다. [826]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257).
2096) 혹은 하쉬타르칸(Hashtarkhān)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아스트라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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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사힙키란이 핫지 타르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아침에 소수의 근신들

과 함께 병사들보다 먼저 핫지 타르칸으로 말을 몰았는데, 그곳의 하킴인 무함마디는

긴급히 마중을 위해 바깥으로 왔다. 그 분은 그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자한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 및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사라이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사힙키란은 핫지 타르칸으로 들어가 안전을 담보하

는 물자를 할당하고 그에 관해 조사한 후에, 소리가 있건 없건 그곳에 있었던 것은 무

엇이든 약탈하였다. 전술한 샤자데는 아미르들과 함께 아틸 강을 얼음 위로 건넜으며

명령에 따라, 무함마디를 얼음 아래로 떨어뜨려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사라이를 차지하고 불꽃을 피워 태웠으며 그 지역의 부족 세력과

유목민들 모두 약탈하고 몰아서 데려왔다.

사라이의 파괴는, 초원의 군대가 잔지르 사라이를 파괴한 것에 대한 용감한 보복이

었다. 왜냐하면 사힙키란이 파르스와 이라크 원정을 행했을 때, 그들이 비워져 있는 마

와라 안 나흐르를 차지하고 공격하여 잔지르 사라이로 유명하였던 카잔 술탄 칸의 사

라이를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에 사라이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파괴되었다.

[반구M iṣrā’] 2097) 벽돌 조각을 던지는 자에게는 돌로 되갚았다.

핫지 타르칸의 모든 주민들을 徙民하고 도시를 불태웠으며, 세계의 피난처인 샤는 병

사들과 함께 동영지로 귀환하였다. 이 때 혹독한 추위와 공기의 차가움으로 인해, 승전

군의 상황이 약화되고 생기를 잃게 되어 그들의 가축 다수가 사망하였다. 곤궁함과 물

가 상승이 어느 정도였냐면, 1 만의 수수가 70 케베키 디나르였고, 1 마리의 소가 [827]

100디나르, 1마리의 양을 250디나르로도 얻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왕다운 자비로, 가져

왔었던 곡물과 물자와 다양한 전리품으로 이루어진 핫지 타르칸과 사라이의 물자들을

군사들에게 사여하였다. 타바치들은 그들에게 (물품을) 분배하였고 일부의 보병들은 기

병이 되었다.

[시Bayt] 마치 바다처럼 자비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고, 군대의 흥분이 극에 달했
다. [ 829]

180.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이 킵착 초원과 북쪽 도시에서

귀환한 이야기

2097) Nizāmī, Panj-ghanj : Khosrow wa Shīrīn. 현재 속담처럼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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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스피 해 초원과 조치 울루스의 좌우익과 나머지 북쪽 도시의 왕국들이 점

령되었을 때, 하늘과 같은 병사들은 그 지역과 주변 도시와 영토, 우케크와 마자르

(Mājar)2098)와 러시아와 체르케스와 바시키르드(Bāshqird)2099)와 무크스2100)과 발 잠킨

(Bāl-Jamkīn)2101)과 크림(반도)와 아조프와 쿠반과 알란 등지를 그 모든 부속지역들과

함께 공격하였고, 장악과 점령이 완성되었다. 적들은 살아남았더라도,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져 집도 절도 없게 되었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798AH 초봄(1396년), 시츠칸 해에2102) 부가즈쿰이란 동영

지를 행운으로 출발하였으며 다르반드와 아제르바이잔 측으로 나아갔다.

[시Nazm] 병사의 수장들은 깃발을 들어 올렸고, 세상에 고함을 질렀다.
너는 말하였지, 세계가 끝부터 끝까지, 사힙키란의 결정으로 인해 흥분하였다고.
그 너비가 파르상에 달하였던 군대로 인해 황야가 사냥감으로 비좁아졌다. [ 830]

테레크 강을 얼음 위로 건너 타르키 지역에 이르렀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유수진에

서 분리되어,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를 정렬하고 성전을 위해 우쉬쿠자(Ushkūja)로 향하

였다. 도달한 후에 우쉬쿠자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여 안착하였으며, 군사들은 주변과

사방으로 약탈을 위해 서둘러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 쿠무크와 아바하르에서

슈칼(Shūqal)이, 비록 이전부터 줄곧 그 지역 이교도들과 聖戰을 행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3000명과 함께 우쉬쿠자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와 있었다. 우익의 정탐병이 그들의

도달에 대한 소식을 입수하여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전하자, 사힙키란은

[시Nazm] 2103) 한 마리의 뱀처럼 안장에 올랐다, 말의 머리를 그에게 풀어놓았다.
말이 아니라, 매처럼 재빠르게 움직였다. 칼이 아니라, 고래처럼 뒤엉켰다.

500명의 선택된 보충 기병과 함께 그들 앞으로 다시 나아갔다. 그들은 어떤 언덕

뒤에 자리 잡고 말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있었다. 그 분은 친히 홀로 언덕 위로 올라가

살펴보았고 급히 내려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에게 알렸다. 용사들은 그들을 공격하

2098) 타슈켄트본에서는 바지르(Bājir)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583). 그러나 이는 헝가리
의 옛 이름 ‘마자르(Magya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99) 우랄 산맥 자락에 자리한 부족 명 및 지역 명．
2100) 모스크바의 오타로 보인다.
2101) 이 지명은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철자가 Bāl-CHMKN이었다.
2102) 798AH은 1395년 10월 16일에 시작하여 1396년 10월 4일에 끝난다. 그 중에서 초봄에 해당하
려면 잘랄리 력으로 파르바르딘 월이어야 하므로 1396년 3월 12일경에 해당하며, 그때는 시츠
칸 해이다.

2103)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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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대부분을 칼로 베어 그들을 넘어뜨렸다. 무바샤르 바하두르는 슈칼에게 이르렀고

그는 목숨을 잃을까 겁에 질려 걸어서 산으로 올라갔다. 저명한 용사들은 적을 사냥하

는 화살 한대로 그 위에서 그를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시Bayt] 그는 이렇듯 두 대의 예리한 화살촉을 날렸고, 닭장으로부터 그의 생명이
달아났다.

그의 머리를 원한의 단도로 베어 사힙키란의 어전에 가져왔다.

[시Bayt]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모든 머리는, 즉시 몸을 상실할 것이다.

그들 중에 일부를 생포하여 데려왔다. 희망의 사힙키란은 [831] 비난의 혀로 그들에

게 질문하였다. “너희는 과거 이슬람의 깃발 가까이에 있었고 줄곧 이교도들과 전투를

해왔는데, 현재는 어째서 그것을 철회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왔는가?”

모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겸손의 혀를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열어, 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왕다운 자비가 그들의 상황을

포용하였으며, 그들의 처벌의 장부에 용서의 서명을 기록하였다. 모두를 영광의 예복과

사여로 위무하였으며 허가를 내려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칼란타르들과 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다. ‘만일 진실의 숨결과 굳건한 발걸음으로

신앙의 길을 지체 없이 온다면, 자신의 못난 행동을 탈피한 것이니 모두 호의와 돌보심

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그) 지역을 너희에게 할당하겠다.’ 그리고 사힙키란이 승리

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귀환하였을 때, 하늘같은 병사들은 우쉬쿠자를 강력한 행운의 힘

으로 장악하고, 그 모든 이교도들을 성전의 칼로 베어 살해된 자들로 언덕들을 만들었

으며 그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였다.

이 사이에 카지 쿠무크와 아바하르의 칼란타르들이 그곳의 대인들과 카디들과 함

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와서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승인하였으며,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며 복속의 관례와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사힙키란은 용서의 정결함으로 그

들의 나쁜 과오를 씻어버렸으며, 왕다운 애정의 밝은 광선이 모든 이들의 상황에 드리

워져, 다양한 애정과 관대함으로, 값비싼 예복들과 금실로 지은 의복들과 허리띠, 금으

로 된 도검과 아랍산 말을 제공하면서 위무하고 충고하였다. “예전처럼 신앙의 적들과

성전을 해야 한다. 이슬람의 강화를 위해 보복의 도검을 칼집에서 뽑아들고, <신의 길

에서 성전을 행하라, 그 성전은 그분에 대한 의무이다>2104)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

며,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과 싸우라>2105) 는 뜻을 마음의 판 위에 그려, 어떠한

2104) Qur'ān, Sūra al-Ḥāj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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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그 (성전의) 가치를 얻는데 태만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지

역들을 그들에게 할당하였으며, [832] 야를릭을 주고 되돌아갔다. 그곳을 상서로이 출발

하여 나르기스(Narghis) 요새로 향하였다. 도달한 후에 그곳을 전투로 차지하였으며 승

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은 그곳의 방황하는 자들을 성전이란 도검의 먹이가 되게 하였고,

요새를 약탈하고 땅처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 무신론자들 중에 다수의 무리들이 산의

중턱과 동굴로 들어가, 높은 산 가운데에 위치한 구멍이나 갈라진 틈에서 피신하고 있

었는데,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들을 절멸을 위해 힘과 권력의 고삐를 돌려, 그들의 파괴

를 명하였다. 생명을 희생하는 용사 무리들은 전투 도구들과 함께

[반구M iṣrā’] 모두 사자를 내던지고, 고래를 목표로 하는

상자에 (들어가) 앉았고, 산 위에서 그 방황하는 자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중턱과

갈라진 틈새까지 그들을 내려 보내었으며, (그들의) 창과 화살의 타격으로, 그 미천하고

불운한 자들의 삶에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그 견고하고 높은 곳에 피난하

고 있었던 무신론자 모두를 정복하였고 그들의 물자들과 도구들은 많던 적던, 거대하던

사소하던 간에 모두 약탈하였다. <이리하여 죄지은 자들은 근절되었다.>2106) 그러니

<온 우주의 주님이신 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2107) 그리고 미카(Mīkā)성채와 발루

(Bālū) 성채와 다르크루(Darklū) 성채 또한 무력과 강력함으로 열었고, 지면과 평평히

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존재하든 않든 약탈의 바람에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서

로이, 건강하게 전리품과 함께 축복받은 유수진으로 귀환하였다. 성전으로 인한 수많은

수입은 보상의 장부에서 이득이 (되었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수많은 전리품으

로 곧 부유해졌다.

엘부르즈 산 너머의 모든 요새들과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이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

광과 하늘의 도움으로 점령되어, 이교도들과 신앙의 적이라는 존재의 사악함으로부터

정화되었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승리와 더불어 진군하였다.

[시Nazm] 세계를 누비는 왕이 안장에 앉았고, 초원에서 하늘로 먼지가 일어났다.
[ 833]
낙타의 커다란 종이 이동장소에 울려 퍼졌고, 군대가 목표를 길에 두었다.
창공의 목구멍을 죄었다. 아아! 놀랍구나, 답답한 숨으로 세상의 발걸음을 붙잡다
니.
색색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깃발들로 인해, 모든 황야가 초봄과 같았다.

2105) Qur'ān, Sūra al-Baqra' : 191.
2106) Qur'ān, Sūra al-An'ām : 45.
2107) Qur'ān, Sūra al-Fāteh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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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은 기쁘고 즐겁게, 각자 5-6 명의 장밋빛 뺨을 지닌, 사르

브처럼 키가 큰 여인들을 곁에 (두고), 당대의 승리로 인한 수많은 전리품들을 수레(에

싣고) 갔다.

[시Bayt] 모두 기뻐하며 술을 마셨다. 그들의 목표는 순도 높은 현금이었다.

모든 자라가란(Jarahgharān)2108) 지역 주민들은, 축복받은 대오를 복종의 발걸음으

로 맞이하였으며 많은 갑옷과 투구를 바쳤다. 왕다운 애정은 그들에게 많은 위무로 특

별함을 사여하였다. 카이탁 무리 또한 복속하여 안전을 청하였는데, 주저 없는 자비가

그들의 상황을 감쌌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자비로운 호의 및 도움과 더불어 바쿠

의 다르반드를 통과하였고, 그곳의 요새를 건축하고 강화하도록 명하였다. 명령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사힙키란의 귀환이라는 좋은 소식의 울림이 세계에 발생하였다.

[시Nazm] 각 도시에서 왕의 승리라는 기쁜 소식이 재빠르게 도달하였다.
감사로 깃발을 들어올렸다, 각 나라에서 연회가 열렸다.

시르반의 왈리이며, 이 여행에서 축복받은 등자에 동행하였던 셰이흐 이브라힘은,

며칠 먼저 샤부란(Shāburān)2109)으로 출발하기를 청하여 가 있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선물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마련하였다. 승리를 형상화하는 깃발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선물을 바치는 관습과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여러 역

참을 거친 다음, 샤마히(Shamākhī)2110)를 건너 쿠라 강변을 상서로운 안착의 병영으로

삼았다.

[시Bayt] 세계의 피난처인 大帳殿을 해와 달의 정점에 펼쳤다. [ 834]

그리고 그 장소에서 셰이흐 이브라힘은 적절한 연회를 개최하고 훌륭한 선물을 바

쳤으며, 훌륭한 복속을 위한 관례를 행하여 상서로운 행운의 벗이 되고자 하였다. 왕다

운 애정은 끝없는 사여로 그를 특별하게 하였고. 특별한 예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

띠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와 가깝고 특수한 아얀들 또한 값비싼 예복으로 위무하였으

2108) 단어의 뜻 자체는 ‘갑옷을 만드는 자들’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다르반드 및 시르반 근처의 지
역명이다(Dikhhudā).

2109) 바쿠에서　117km　서북쪽에　위치한　고개 명．
2110) 아란에 있는 지역명으로, 시르반 샤가 머물렀던 군영 근처에 위치한 곳이다.　바쿠에서　서
쪽으로　108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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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르반 지역을 부속 지역과 함께 지금처럼 그에게 제공하여 명하였다. “다르반드를

훌륭히 보호하고, 변경의 소식에 대해 잘 알도록 하라.” 왕국을 사여하고 세계를 얻은

사힙키란은 며칠 동안 즐거운 그 지역에서 기쁨과 행운과 즐거움으로 지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상서롭고 행복하게 이동하여 쿠라 강을 건넜으며, 아크탐(Āqtām)이란 장

소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181. 성공의 사힙키란이 아제르바이잔의 장악과 알란작 요

새의 포위를 위해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파견한 이야

기

사힙키란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와 바쿠의 다르반드에서 바그다드, 하마단에서 룸

에 이르는 왕국들의 통치를 아미르자데 미란샤에게 사여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이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후라산에 남아 있던 샤자데의 예속민들을 아미르와 군사

들, 가족들까지 모두 아제르바이잔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이 때에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

었다. “샤자데는 그 왕국의 지배를 행하고, 알란작 요새 또한 포위하도록 하라.”

고귀하신 샤자데는 명령을 받들어 출발하였고,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를 작별의 관

습으로 끌어안고 여러 가지로 위무하여 파견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자한

샤 바하두르로 하여금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따라 알란작 요새를 포위하도록 하였다.

소환된 샤자데의 아미르들과 병사들의 무리가 도달하였을 때, 그 병사들의 우익은 카라

바그와 나히체반에서 우니크까지 유르트를 세웠으며, 우익은 수크불락(Sūqbulāq)과 다

르가진(Darghazīn)2111)에서 하마단까지 자리하였다. [835]

182. 시르잔 요새의 승리, 야즈드의 사건과 니하반드에서

미천한 바흐룰(Bahlūl)의 저항이 (발생한) 이야기

왕국을 차지한 사힙키란이 하늘처럼 강력한 군사들과 함께 킵착 초원과 북쪽 도시

의 먼 곳에서 적들의 저항을 격퇴하였을 때, 3년 동안 세계 정복의 병사들과 관계되어

있었던 시르잔 요새는 샤 자한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는) 시스탄 군대와 함께 포위하

고 있었다. 적들은 성주 구드라즈(Ghūdraz)와, 사악하고 나쁜 6명 외에는 누구도 살아

있지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다급하고 비참하게 요새를 바쳤고 구드라즈는

저항과 생명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날카로운 화살에 맡겨졌다. 그 공격 중에, 그 분께

2111) 하마단 동북쪽으로　약　82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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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야즈드의 다루가 職과 (그곳의) 지배를 맡겼던 타무크 카우친이 축복받은 병영에 동

행하게 되자, 자신의 누케르들 중에 하나를 그곳의 보호를 위해 두었다. 그러나 상서로

운 공격의 기간이 길어지자, 무자파르 조 군대의 잔존 세력으로 야즈드에 머물러 있었

던 술탄 무함마드 이븐 아부 사이드 타바시(Abū S'aīd Ṭabasī)2112)와 일부 후라산 인들

이,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그들의 무지한 두뇌에 발생하였던 혼란스러운 생각과 불가능

한 공상에 따라, 서로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켜 타무크의 대리자를 살해하였으며, 야

즈드의 대인들과 귀족들 중에 일부는 살해되었고 일부는 달아났다. 그 때에 그 지역의

2년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현금화하여 디반의 세금(Amwāl-i Dīwānī)을 두는 창고에 두

고, 또한 사라이 말릭 하눔이 상당한 양의 의복을 야즈드에서 구매한 채로 아직 운반하

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뻔뻔한 자들이 그 대금과 의복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모든 도시

의 직공들을 모아 수많은 의복을 짓게 하고, 목숨을 겁내지 않았던 경망스러운 자들이

그들에게 합류하자 그들에게 의복을 입혔고 금을 주었다. 그러자 단 시간 안에 사악한

자들과 노상강도들 중에, 무지하고 미천한 이들이 수없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

[시Bayt] 2113) 바닷물에 의해 없어졌던, 여러 흩어진 것들을 모았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우마르 셰이흐는 시라즈에서 군사들과 함께 그 혼란의

불꽃을 잠재우기 위해 진격하였다. [836]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과 주변, 이스파한과 키

르만과 후라산 산지의 다루가들은 자신의 사람들 및 그 지역 전사들과 함께 야즈드의

입구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야즈드 외곽에 모든 무리들이 모여 도시를 포위하고 전투를

행하였다. 그 소식이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는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와 다른 아

미르들 및 군사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향하라.” (그들이)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야즈

드 주변의 어떤 초원도 이처럼 많은 군대의 가축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군사들로 하여금 쿠시키-자르(Kūshk-i zar)2114) 하영지와 이스파한 영역에 말을 두고

걸어서 야즈드 입구로 나아가 포위하도록 하였다. 샤자데와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랐고

이스파한을 지나 야즈드 입구에 이르렀을 때, 도시를 가운데에 둘러싸고 안착하였으며

매일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신을 경외하며>2115) 전투와 살해를 행하였다.

한편 하늘의 노예이신 사힙키란이 초원에 있었을 때, 훌륭한 운명을 지닌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며 깨끗한 천성을 지닌 용기 있는 전사였던 아미르 마지드 바룰라스

2112) 타바시라는 니스바는 타바스라는 도시 출신을 의미한다. 타바스는 야즈드에서 동북쪽으로 약
30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다.

2113)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2114) 금색　왕궁이라는　뜻이다．
2115) Qur'ān, Sūra al-A'rāf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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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īr Mazīd Barlās)가 그 분의 사여를 받들어 니하반드의 왈리로 그곳을 지배하고 있

었는데, (그에게는) 바흐룰이라는 이름의 누케르가 있었다. (그는) 비판받을만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악한 천성을 지닌 선동가로, 사악한 본성에 따라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여 아

미르 마지드를 속임수로 살해하고 니하반드를 손에 넣었으며, 저항과 전투의 도구들을

준비하였다.

[시Nazm] 속임수의 분위기가 갖추어졌고, 자만이 스스로에게 죄악의 길을 내어
주었다.
발톱을 흘리는 여우가 사자의 풀숲에서 늑장부리면, 개가 어찌 하겠는가.

사힙키란이 상서로이 아르다빌에 이르렀을 때, 파르스의 세금을 장악하기 위해 아

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을 시라즈로 파견하였고 그가 시라즈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순

자크가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축복받은 오르두 방향으로 나아갔다. 승리를 동반하는 대

오가 아르다빌을 출발하여 신의 가호라는 보호 하에 나아갔고, 여러 장소를 거쳐 [837]

술타니야에 안착하였을 때, 왕다운 애정이 마르딘의 하킴인 술탄 이사에게 자비의 광선

을 드리웠는데, (그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그곳에 구금되어 있었다. 그를 구속에서 해

방하였고, 용서와 자비의 예복으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마르딘의 지배를 그에게 양도

하여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사여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미르들과 계약을 맺어, 일생

동안 복종과 봉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어느 곳으로 향하

든 승리의 행동에 동참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봉사와 복속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터

럭 한 올 만큼의 잘못이나 경시도 하지 않고, (그 분의) 명령을 신뢰로 강화하기로 약

속한 후, 마르딘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후다이다드 후세이

니는 다른 아미르들 및 병사들과 함께 진격하여 니하반드로 나아가 그곳을 점령한 후,

즉시 미천한 바흐룰에게 나쁜 행동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보복을 행하도록 하라.” 그들

은 명받은 대로 공격에 착수하였으며, 세계 정복자의 대오는 술타니야에서 하마단 방향

으로 향하였다. 그들이 니하반드에 이르렀을 때, 게우르카를 치고 부르구를 불고 함성을

지르며 요새를 봉쇄하여 대대적으로 노력한 끝에 (그곳을) 점령하였다. 반란자들 모두

를 보복의 칼로 베었고 배은망덕한 바흐룰을 잡아 불에 태웠다. 이 승리의 소식이 영광

스러운 귀에 도달한 후에,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너희는) 슈시타르 방

향으로 향하여 모든 루리스탄의 노상강도들을 절멸하고, 그 먼지로 얼룩진 거짓말쟁이

들이 일으킨 소란의 불길을, 적을 태우는 칼의 물기로 완전히 소거하여, 강변을 차지하

고 호르무즈(Hurmūz)의 가장 먼 곳까지 바닷가 전역을 장악한 후 승리로 귀환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령에 따라 니하반드에서 출발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신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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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려 하마단에 이르렀을 때, 그 천국과 같은 초원의 너른 땅에 거대한 大帳殿을

펼쳤으며,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왕궁의 돔이 하늘의 정점을 넘어서게 하였다. 그 행운을

상징하는 곳에서 [838] 사힙키란은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1396년 6∼7월)에 신에 대한

기도와 복종, 단식의 의무와 갖가지 종교적 관습을 수행하였다.

183. 사힙키란이 그 지역의 지배를 위해 아미르자데 무함

마드 술탄을 호르무즈로, 모든 예속민들 및 필요한 도

구들과 함께 파견한 이야기

이드의 아침이라는 새벽빛이 상서로운 행운의 수평선에서 떠올랐고, 기쁨과 좋은

소식의 영향으로 인한 즐거움의 빛이 당대의 표면 위에 드러났을 때, 종교를 양성하는

사힙키란은 기도의 수행과 자선과 다양한 사여를 베풀었다. 이드 축제의 의례를 행한

후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시라즈 방면으로 파견하였고,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르 잘랄 하미드와 아미르 샤 말릭과 아르군 샤 아흐타지와 그 외 만호와 천

호의 아미르들을 그에게 동행케 하여 그 지역의 지배와 통치를 행하고, 호르무즈와 모

든 해안의 도시들을 점령하게 하였다. (그는) 명령에 따라 즉시 출발하였다.

이 사이에 야즈드의 승리의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포위의

기간이 연장되자 도시 주민들이 힘이 없어, 죽은 자나 죽은 동물, 그 외의 것 중에 무엇

이든 얻으면 먹어버릴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일반적인 추측으로 대략 30000명이

그곳에서 기아로 인해 사망하였다. 혼란의 불씨를 피웠었던, 불순하고 뻔뻔한 자들 또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도시의 해자 아래에 굴을 파서 바깥으로 나아가 달아나고자

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뒤를 쫓아갔고, 그 나쁜

행위를 저지른 적들의 수장, 아부 사이드 타바시의 아들을 미흐리지르드(Mihrījird)2116)

지역에서 살해하였으며 그와 함께 저항의 길을 택하였던 모든 적들을, 일부는 도검으로

베었고 일부는 불로 태웠다. [839]

성스러운 계시의 빛이 내리쬐는 곳이었던, 세계를 장식하는 사힙키란의 판단력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왕국의 주민들은 가난한데다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자비를 사여하여 도시가 점령되었을 때 (그들을) 약탈하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는 물자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명령에 따라 아미르들은 승리의 때에

대문에 서 있었고, 그곳의 다루가였던 타무크 카우친을 그의 누케르들과 함께 도시 내

부로 파견하였으며 군사들로 하여금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였다.

2116) 『야즈드 史』에 의하면 야즈드에서 좌측으로 약 여덟 파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고　한다(Dikhhudā). 현재　야즈드　동남쪽　39km　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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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들을 위무하고 신앙을 양성하는 그 왕의 자비로운 도움으로, 그 지역 주민 중

에 어떤 이에게도 안전을 담보하는 재물이나 그곳에서 소모하였던 2년분의 세금에 대

해 질책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야즈드는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

의 不正으로 인해 도시의 상점들에 문이 사라지고, 많은 집들이 거주자들의 사망으로

인해 폐허로 남을 만큼 황폐해져 있었으나, 금세 처음보다 더욱 훌륭하고 번영하게 되

었다.

[시Bayt] 2117) 왕이 정의로울 때, 가뭄 중에도 재물이 생겨났다. 왕의 정의는 매년마
다 더 증대되었다.

야즈드에서의 승리의 소식이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이르렀을 때, 축복받은 명령이

반포되었다. “샤자데들은 귀환하도록 하고 군사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가

한다.”

명받은 대로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는 후라산 통로로 되돌아가

쿤두즈와 바클란 방향으로 향하였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

는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향하였으며, 승전군은 모두 각자 휴식을 위해 자신의 집

으로 향했다. [841]

184. 무력의 바흐람이자 위대한 동반자인 사힙키란이 마와

라안나흐르 방향으로 귀환한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시츠칸 해에 해당하는 798AH 샤왈 월 11일(1396년 7월

18일) 월요일 여름에 영광과 행운으로 하마단을 출발하였고 축복받은 출발의 고삐를 사

마르칸트 측으로 돌려, 매력적이고 신선한 초지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파견하여,

아미르 자한샤로 하여금 알란작 요새의 포위를 술탄 산자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미

르자데 미란샤의 군사들에게 맡겨두고,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뒤를 따라 파르스

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사냥을 명하였다.

정부의 중진들과 그 분의 동반자들이 포위망을 쳐서 그 황야 전체를 둘러쌌다. 별

들의 왕이 하늘의 초록색 말을 몰았고, 별들의 무리가 거친 사냥감을 몰아내었던 다음

날,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말을 몰아 사냥의 기쁨을 누렸다.

[반구M iṣrā’] 2118) 사냥감도 훌륭하였고, 사냥장소도 훌륭하였으므로.

2117) Sanā'ī, Ḥadīqat al-Ḥaqīqi wa Sharī'at al-Ṭarī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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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이 완료된 후에, 알란작에서 와 있던 압둘 말릭 카라칸('Abd al-Malik

Qarāqān)을 다시 파견하여 [842] 아미르자데 루스탐을 소환하였고, (티무르가) 술타니야

로 왔을 때 전술한 아미르자데가 출발하여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둘 말릭

은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출발하였다. 사힙키란의 자비로움은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에

게 귀환을 허가하였고, (자신은) 유수진에서 분리되어 최대한 빨리 상서로움과 번영으

로2119) 출발하여, 3-4개 역참을 한 번에 통과하며 서둘러 나아갔다.

[시Nazm] 2120) 그의 黃馬는 빠르기가 노래보다 빨랐으며, 하늘의 7개 광장2121)보다
앞섰다.
(6개의 아치를 지닌) 帳殿(Shish Ṭāq)2122)의 한 쪽을 어깨에 짊어졌고, 하늘은 그
중에 9개의 고리를 귀에 가지고 있었다.

바라민 지역이 승리의 형태인 대오의 도달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를 사게 되

었을 때,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고귀한 지시에 따라 시

라즈 방향으로 향하여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힙키란

은 킵착 초원에서 귀환하는 때에 사크자크(Sakzak) 타바치를 사마르칸트의 아미르자데

샤루흐 어전에 파견해 두었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를 아미르들의 몇몇 아들들, 예를

들면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와 피르 알리 이븐 핫지 마흐무드 샤 야사우

리, 그리고 남아있는 군대 중에 5000명의 기병과 함께 오르두를 건설하라.”

세계를 여는 깃발이 바스탐(Basṭām)2123)에 도달하였을 때,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

가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왕다운 애

정이 샤자데를 위무하였고, 100000 케벡 디나르를 사여하였으며, 산처럼 거대한 외형에

바람과 같은 속도로 달리는 타하르탄의 종마를 그에게 주었다. 또한 그의 누케르들에게

도 다양한 물품들로 특별함을 사여하였으며 타브리즈에 있던 그의 부친인 아미르자데

미란샤에게 파견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상서로이 민첩한 黃馬를 타고, 통치와 영광

의 왕좌가 자리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가) 이르렀던 모든 왕국에서 각기 그곳의 아

미르들과 사령관들은 복종의 의례를 행하고 선물을 가져왔으며 적절한 조공을 바쳤다.

2118)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2119) 이 부분은 타슈켄트본을 따랐다. 이는 티무르의 이동에 대한 일종의 관용구이나, 이란본Ⅱ은
이 부분만 ‘계속되는 상서로움’으로 되어 있는데, 관용구를 따랐다.

2120) Nizāmī, Khosrow wa Shīrīn.
2121) 7개의 하늘을 의미한다. 이는 해, 달과 5개의 행성이 각각 가지고 있는 천공, 즉 그들의 궤도
를 의미한다.

2122) 이는 6각형으로 되어 6개의 아치를 지닌 거대한 천막을 의미한다.
2123) 이란　셈난주의 도시 샤 루드 북부 10k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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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가호로 상서로이 후라산에 들어갔을 때, 아미르 아크부카는 헤라트에서 마중

의 관례를 행하고자 서둘러 왔으며 [843]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영광을 얻었다. 또한

금화를 뿌리는 의무를 수행하고 알맞은 선물을 바쳤으며 적절한 조공 품목들을 보고의

장소에 전하였다. 정의를 확대하는 사힙키란은 도달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친히 백성들

의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리

고 다른 이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 酷吏들에게 혹독한 처벌을 내렸고 일부는 살해로 처

단하였다. 이처럼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행하는 강압과, 낮은 자에 대한 높은

이의 외면을 없애기 위하여 아미르 알라다드를 후라산에 단독으로 임명하였다. 배로 아

무야 강을 건넜고 후자르 지역에 축복받은 발걸음의 영예를 부여하여, 하늘이 질투로

인해 당혹하도록 하였다. 대 부인인 술탄 바크트 베이굼과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

가와 다른 아가들은 샤자데 샤루흐와 다른 샤자데들과 함께 마중의 관습으로 서둘렀으

며,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금화를 뿌렸으며 조공을 바쳤다.

[시Nazm] 귀부터 꼬리까지 보석으로 장식되고, 모두가 금으로 된 재갈과 철로 된
편자를 지닌 수천마리 말이.
별과 같은 눈동자와 단색으로 된 수천마리 노새들이, 행동을 멈추고 주변을 돌고
있었다.

모두 소망과 바람의 정원에서 기쁨의 꽃을 피웠다. 동료들의 희망의 눈은 소망이라

는 일출의 광선으로 인해 빛나게 되어, 감사의 의무를 행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이 후자르를 출발하여 도시 키시에 이르렀고, 그 분의 높은 마음을 반영한 건물군 중에

하나였던 아크 사라이에 자리하였다. 진실한 의도와 깨끗한 신앙으로 위대한 셰이흐 샴

스 앗 딘 쿨라르와 다른 셰이흐들과 그 지역 대인들의 성묘로 가서 성지 순례의 관습

을 행하였으며, 상서로운 성묘의 이웃들을 자선과 기도로 위무하였다. 또한 이름난 부친

과 아미르자데 자항기르 및 다른 자녀들과 친족들의 성묘로 들어가, 쿠란 낭독가에게

쿠란을 一讀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선물과 특별한 사여를 [844] 내렸다. 키시

와 다른 마와라안나흐르 영역의 대인들 모두가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고귀한 왕좌의

발치를 향해 서둘러 왔다.

[시Nazm] 왕의 연회에서 땅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에게서 왕좌와 왕관이 사라지
지 않기를 빕니다!
당신은 국가를 개창하는 세계정복자이시며, 정의와 신앙으로 신의 칭찬을 받고 계
십니다.
좋건 나쁘건 발걸음이 향하는 모든 곳에 신께서 피난처가 있기를, 당신의 등 뒤에
지혜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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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진들과 왕국의 아얀들과 함께 아크 사라이의 너른 터에 즐거움을 펼쳤고

행복과 행운과 기쁨을 누렸다.

[시Bayt] 가수들은 술과 악기와 술잔과 더불어, 손을 정렬하고 모임을 마쳤다.
요정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음악가로, 모두가 매력적인 巡杯者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생기 있게 상서로이 이동하여 키시 산맥을 통과하였고, (그) 안정된 뜰이

달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고, (전술한) 금성의 앞이마를 닮은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드

높은 천국의 질투와 天女의 부끄러움을 살 정도였던 선택된 사마르칸트에 이르렀다. 그

곳의 주민들은 기쁨의 손을 열어 도시를 장식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섬세한 준비를 행하

고 훌륭한 음악가들이 노래를 불렀다.

[시Nazm] 세상은 즐거움으로 장식되었고, 각각의 장소에서 가수들을 청하였다.
모든 도시는 금으로 새겨진 장식들로, 땅 위는 머리 위로 뿌린 보석으로 뒤덮였다.
수많은 ‘4아치를 지닌 천막’이 관례에 따라 세워졌는데, 각각이 푸른 테라스(하늘)
의 질투를 살 정도였다.
각각의 위에 장식을 씌웠고, 그 위에는 각 구석마다 가수들이 (있었다.)
모든 왕국이 장식되었다, 문과 지붕과 벽이 가득 세워졌다.
작은 골목길이건 바자르이건, (그) 벽들을 장식하였다. [ 845]
모든 바자르들이 匠人들에 의해 장식되었다.
모든 짐꾼들의 발밑에 다양한 비단 천이 펼쳐졌다.
그 지역 땅이 금으로 짜인 장식과, 머리 위로 뿌려진 은으로 인해 가리어졌다.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에서 장식을 제외하고는 무엇도 찾을 수 없었다.

종교를 양성하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 사힙키란은 우선, 신의 벗들과 대인들과 울

라마들과 은둔자들의 성묘로 향하였고, 그 이웃과 나머지 훌륭한 자들을 자선과 사여로

위무하였으며 통치자와 세계정복자의 왕위에 올라 기쁨과 행운을 누렸다. 그리고 왕다

운 연회를 마련하고 훌륭한 축제를 준비하였다. 보석으로 장식된 왕궁을 세우고 색색가

지의 宮帳을 세웠다.

[시Nazm] 수 백 가지 천을 평상에 펼쳤는데, 즐거움으로 인해 땅이 마치 왕좌와
같았다.
연회의 飮食이 준비되었는데, 수루시도 천국에서 그 같은 것은 보지 못할 정도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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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온통 과즙이었다. 하늘과 땅은 별들의 과즙을 드러냈다.
접수되었던 모든 물자들로 인해 산이 사방에서 흘러내렸다.
노래 소리가 매우 크게, 금으로 된 테이블 보 앞에 나타났다.
보라색 술이 금으로 된 그릇에서, 술을 마시는 자에게 기쁨의 그림자를 띄웠다.
사향같은 숨결을 지닌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였다,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를.

은과 같은 다리를 지닌 巡杯者와, 금으로 바른 듯 달변인 술파는 자(Sūchīyān)가

넘치는 술잔에 맑은 술을 (담아) 주변에 돌렸고, 훌륭한 노래솜씨를 지닌 쿠푸즈치

(Qūpūz-chī)들과 달달한 목소리의 가수, 티간과 오르가논(하프), 바르바트(Barbaṭ)2124)

및 카눈의 연주 소리가 하늘의 돔과 초원의 공간에 펼쳐졌다.

[시Nazm] 세계가 사힙키란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당대인들이 그의 명령을 받들
어 통치하길 빕니다.
그의 병사들이 적에게 승리하길 빕니다. 그의 왕관이 행운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
기를! [ 846]
그의 바램을 행운이 인도하길 빕니다, 그의 모든 나날들에 다시금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땅 아래 물고기부터 하늘 끝 달까지 그를 따르는 관료들이, 東西에 걸쳐 그의 손아
래에 (있기를).

그 분의 고귀한 생각이 기쁨과 즐거움을 끝마쳤을 때, 도시의 지배와 백성과 관련

된 업무 처리에 호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각계각층의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셰이

흐들과 종교인들을 위무하고 모두에게 양 이라크와 킵착 초원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

던 전리품들 중에 훌륭한 선물을 지급하여 이득을 얻게 하였다. 백성들과 피지배층 상

황을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며, 악행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을 정의와 자비로 구속하였

고 不正한 자들과 사기꾼들을 묶어서 삼지창을 목에 두고 대대적인 처벌을 내렸다. 일

부를 야사에 이르게 하였으며 3년 치의 지세를 백성에게 사여하였다. 정의로운 천성을

지닌, 신실한 업무 담당자 몇몇을 왕국 주변에 파견하여 백성들의 상황들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무엇이든 不公正이 행해지고 있다면 바꾸도록 하였다. 한편 영토 내의 가난한

이들을 모아들여 금과 곡식과 겨울 의복을 사여함으로써 모든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그

정의를 행하는 세계 정복자의 공정함과 훌륭함과 관대함과 감사의 도움으로, 평화와 안

전의 요람에서 편안하고 쉽고 자유롭고 기쁘게 지내며, 거대한 왕궁을 향해 기도의 손

2124) 타르와 비슷한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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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 올리고 진심의 혀로 이야기하였다.

[시Bayt] 신이시어, 세상을 평화와 안전으로 장식하신 왕, 사힙키란에게
끝없는 영원함을 사여하시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행운을 사여하시여
모든 그의 바람을 훌륭히 이루어주시고, 결코 그가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
게 하소서.

사힙키란은 그 겨울에 사마르칸트의 요새, (즉) 쾩 사라이(Gūg-Sarāy)에서 상서롭

게, 장엄함 및 영광과 더불어

[시Bayt] 정의를 행하였다, 피조물들은 그에게 만족하였고 신께서는 기뻐하였다.
[ 847]

그리고 파르스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와 있었던 아미

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에게 귀환을 허락하였고, 그는 명받은 대로

귀환하여 시라즈로 나아갔다. 이 와중에 별 하나가 통치와 행운의 지평선에서 빛나기

시작하였는데,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어떤 아들이 탄생하였으며 무함마드 자항

기르라 이름 하였다. 약속된 관례에 따라 연회와 금화를 뿌리는 의식 및 기쁘고 좋은

소식에 뒤따르는 의례가 행해졌고, 고귀한 지시에 따라 토라 말릭 카우친(Tūra Malik

Qauchīn)으로 하여금, 파르스 왕국에 있던 전술한 샤자데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였다.

185. 북쪽 정원의 보수에 관한 이야기

태양이 황도대의 남반구(Miṣrā’)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여 행운의 고귀한 기쁨의

장소에 안착하였으며, 물고기의 뒤를 따라 양(자리)의 목에 왕의 大帳殿의 줄을 묶었던

초봄에2125)

2125) 이 내용은 태양력을 사용하는 이란의 천문학적 봄의 시작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현재에도
한 해를 봄의 시작인 노루즈로 시작하고 있는 페르시아 태양력은 태양이 춘분점을 지날 때가
봄의 시작이자 한 해의 시작인데, 춘분점은 태양의 황도대가 천구 적도와 만나는 두 점 중에
하나로, 태양이 천구의 남반구로부터 북반구로 이동하는 지점이다. 또한 이 시점에 12성좌의 첫
번째인 양자리가 시작되며, 페르시아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리를 ‘파르바르딘’이라 일컫고 이것이
곧 노루즈를 포함하는 페르시아태양력의 첫 번째 月이 된다. 히즈라력으로는 799AH 주마다 알
싸니 월 11일, 서력으로 1397년 3춸 12일이 페르시아 태양력인 잘랄리 력으로 319년 파르바르
딘 월 1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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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하늘의 왕이 양자리의 궁정에 안착하였다, 생명력의 이름으로 모든 자연
의 기술자들에게 활동할 것을 명하였다.

식물의 힘이라는 건축가가 정원이란 무대에서

[반구M iṣrā’] 터키석 색 성이라는 꽃밭에

가장 새롭지 않은 형태를 기초로 삼았고, 가지라는 궁전을 꽃봉오리와 꽃잎이라는 장

식을 통해, 보다 훌륭한 형태로 완성하였다.

[시Nazm] 푸른 봄의 행운으로 길이 개울이 되었다, 그래! 새로운 봄에 개울이 푸
르게 되었다.
정원은 매력적인 얼굴처럼 훌륭하게 되었다, 꽃은 가운데에 개화하였고 풀은 옆에
놓여졌다.

사힙키란은 사마르칸트 거주지의 북부에 새로 지어져, ‘북쪽 정원(Bāgh-i Shumāl)’

으로 유명하였던 정원으로 이동하였다. 우주의 大帳殿이 활짝 펼쳐졌고, 대장막과 [848]

왕궁과 텐트와 천막이 하늘의 정점과 달의 정점에 세워졌다. 그 천국과 같은 성묘를 장

엄하고 강력하며 훌륭한 도구들로 (장식하여), 드높은 천국에 위치한 행복의 왕궁의 질

투를 자아내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 천국과도 같은 정원 중에 아름답고 드높은

왕궁이자 극히 훌륭한 기쁨의 장소를. 고귀한 장막(속 여인인)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딸,

빅시 술탄에게 주어라.” 전문가인 기술자들과 밝은 정신을 지닌 손재주 있는 건축가들

이 파르스와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 이슬람의 영역 및 다른 여러 도시에서 왕의 도시

에 모여 있었는데, 통찰력을 지닌 두뇌로 기술의 판 위에 설계도를 그렸다. 그 분의 허

락이란 영예를 입은 후에, 빛나는 판단력을 지닌 점성술사들이 건축의 때를 결정하는

한편, 살피고 주의해야 할 때를 정확히 고려하여, 799AH 주마다 알 아왈 월(1397년 2

월)이자 우드 해에 해당하는 때에, 상서로운 때에 상서로운 운명에 맞도록 기초를 세웠

다. 그리고 그 4개의 기둥을 아미르들에게 분할하였고, 각각의 업무에 왕국의 장인들과

국가의 예술가들을 임명하였다.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노력하여 밤낮을 그 건축에 몰두

하였다. 하늘의 굴람인 사힙키란은 극도의 노력으로 그 1달 반의 기간 동안 친히 그 업

무를 모두 돌보아, 높은 지붕은 그 높이가 토성의 테라스의 고귀함을 넘어섰고, 새로운

상태는 그 정결함이나 고귀함이 천국의 정원과 같을 정도였다.

[시Nazm] 깨끗한 테라스인 토성의 꼭대기 위에, 하늘의 궤도가 그곳에 내려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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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와 프로키온(Shi'ra)2126)이 하늘로 떠올랐다.
고리가 그 왕궁의 어전에서 하늘의 신부가 되었다는 질투에, 밤마다 천 번을 빛났
다.

그 기반이 되는 견고한 기둥이 매우 굳건히 세워졌는데, 그 기둥 모두를 타브리즈

에서 운반해온 대리석으로 세웠다. 그 벽의 표면에 페리도트와 금으로 신선하고 적절하

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신선함으로 인해 비판의 먼지가 마니(Mānī)의 아르장(Arzan

g)2127)이나 중국의 花園 위에 앉을 정도였다. 그 뜰의 바닥은 대리석과 다이아몬드

(Kūh-i Nūr)2128) 돌로 각기 완성되었다. 그 정교함은 [849]

[반구M iṣrā’]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이성이 당혹할 정도였다.

그 내부의 벽(Īzārih)2129)과 외부의 담장은 타일공예(Kāshikārī)로 장식하였고, 부정적

인 시각을 축출하는 聖靈(Rūḥ al-Qudus)이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2130)라 읽었다.

[시Bayt] 영원한 페리도트같은 정원의 현판(Kitāba)2131)에 기록하였다. 훌륭하고
긴 삶에 대해.

완성 후에 축복의 장소에서, 하늘처럼 위대하신 카간(Khāqān)2132)은 왕다운 연회와

장엄한 축제를 개최하였다.

186. 사힙키란이 떠오르는 행운과 훌륭한 판단으로 후라산

의 왕국을 샤자데 샤루흐에게 사여한 이야기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비록, 개개인이 모두 승리의 왕이었던, 드높은

힘을 지닌 군주인 수많은 자손과 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의 군주는 그들에게

2126) 이 단어는 ‘詩’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자리에 위치한 두 별,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a와 작은
개자리 프로키온을 함께 지칭한다. 겨울철 밤하늘에 가장 잘 보이는 별들 중에 일부이다.

2127) 마니교의 교조이자 시리아의 예언자인 마니가 저술한, 세계 창조 및 그 이후의 역사에 관한
책인데, 그림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28) 다이아몬드의 한 종류.
2129) 페르시아 전통 건물에서, 내부 벽 중에 바닥부터 높이의 중간에 위치한, ‘물건을 놓아두는
턱’에 이르는 낮은 벽으로, 사람이 앉을 때 허리를 기댈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130) Qur'ān, Sūra al-Qalam : 51.
2131) 나스크탈릭이나 다른 서체 등으로 기록되어 마스지드나 성의 대문 등에 걸어놓는 것.
2132) 샤루흐의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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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를 내린다.’는 말씀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는 영원한 행운과 그의 축복받은 가문의

행운의 지속이 훌륭한 샤자데인 샤루흐와 연관되어 있으며, 군주 자리의 승계가 그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성한 계시의 광선이 투영되어 세계를 장식하

고 옳음으로 인도하는 (그의) 판단이 이와 같이 내려졌다. (즉,) 네 번째 기후대와 세계

의 거주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이란과 투란, 동쪽과 서쪽 왕국의 중재자인 후라

산 왕국을, 자신의 살아생전에 그 고귀한 샤자데에게 사여하였다.

북쪽 정원의 상서로운 군주의 건물에서 이루어진 그 연회 도중에 후라산과 시스탄

과 마잔다란 왕국의 영역들로부터 피루즈쿠흐와 라이에 이르기까지, 통치권의 천구의

인장 및 <명령을 내리시는 왕을 도우시는> 칼리파권의 인장의 천구를 (모두) 지니신

아미르자데 샤루흐 바하두르에게 [850] 임명하였다. 그리고 저명한 아미르들과 강력한

힘을 지닌 사령관들, 예를 들면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미즈랍(Amīr Mizrāb) (이

븐) 자쿠와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압둘 사마드 (이븐) 핫지 사이

프 앗 딘과 후세인 잔다르와 그의 아들인 말리카트 및 자한 말릭, 피르 무함마드 바룰

라스와 기야스 앗 딘의 아들들 중에 알리 타르칸과 후세인 수피와 카우친들 중에 투플

라크와 케벡치 유르트치와 타가이 마르칸(Ṭaghāy Markan)과 울제이 부카 무찰카치와

셰이흐 알리와 미라크와 나머지들 모두, 그리고 각 투만들 중에 일부로 하여금 가문 모

두 그와 동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다른 아미르들은, 각기 아들이나 형제들을 (샤자

데에게) 동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그에게 세계가 수긍하는 야를릭을 사여하

였고, 작별의 때에 비록

[시Nazm] 아들과의 이별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왕관과 왕좌의
장식이기 때문이다.
(그를) 불러 품에 안았고, 애정으로 100차례 그의 눈과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에 왕의 어전에서 나아가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길을 나섰다.
샤자데는 군사들과 함께 진격하였다, 낮에는 모두가 대열을 쳐부수는 함성으로
모든 왕자들이 병사들과 함께, 그와 함께 2개의 역참을 나아갔다.
아미르들과 저명한 모든 이들이 작별인사를 바치기 위해 나섰다.
수장들이 작별인사를 하였을 때 다시, 영광스러운 샤자데가 말을 달렸다.
승리의 동료들이 그의 승리를 위해 길을 안내하였다, 그 병사의 주변에서, 창공에
사향내가 (흩뿌려졌다.)

상서로이 아무다리아 강변에 이르렀을 때, 799AH의 샤반 월(1397년 4월), 우드 해

에 해당하는 때에 모든 정비된 군대와 함께 강을 건너 안드후드에 도달하여 안착하였

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역참과 지역들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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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그 훌륭한 명성을 지닌 샤가 도달한 모든 유르트들과 역참과 장소에서
먹을 것과 선물을 제공하였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인해 노래하기를,
아아, 그 지역 사람들의 행운은, 왕께서 이처럼 군주로 계시기 때문이다. [ 851]

치착투(Chīchaktū)2133)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아크부카는 헤라트의 사이드들과 울

라마들과 아얀들 및 대인들과 함께 마중의 관습으로 다가왔으며, Nithār를 뿌리고 조공

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서로이 진격하여 샤반 월의 마지막(1397년 5월 28일), 영

광스럽고 상서로운 어느 날에 헤라트 외곽에 있는 케헤디스탄 초지에 안착하였다. 그리

고 그 왕국을 정의와 아름다움의 빛으로, 공정과 감사의 영향으로 장식하여 천국의 정

원이 질투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영광스러운 달에 그곳에서 신이 명하신

의무기도(Farāyiz)2134)의 수행 및 단식의 전통, 그 외에 현명한 신께서 만족할만한 필수

업무들을 행하였고, 상서로이 그곳으로부터 도시로 들어가, 자간 정원(Bāgh-i Zāghā

n)2135)을 축복받은 거주지로 삼았다.

[시Nazm] 폭정의 손과 그 정의의 문은, 어떤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하나가 열린다.
늑대의 폭정을 암양을 통해 제거하였고, 매로 하여금 제비와 스스로 함께 하도록
하였다.
혼돈을 통해 술 취한 자들을 없앴다. 긴 손들을 짧게 하였다.

후라산과 마잔다란과 시스탄의 왈리들과 하킴들이 수많은 선물들과 조공들과 함께

통치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서둘러 왔다.

[시Nazm] 2136) 관리들이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문에 보물들을 쏟았다.
요새를 지닌 자들은 창고를 가지고 갔고, 요새를 열쇠와 함께 맡겼다.

모든 샤자데들이 주변에서 축하의 관습으로 선물과 금화 및 보석을 파견하였다. 그

리하여 행운의 별이 행복의 성좌에서 떠올랐던 그 해의 마지막, 우드 해에 해당하는

799AH 둘 히자 월 21일(1397년 9월 15일) 금요일 밤, 쌍둥이자리(Jūzā)가 상승점이던

때에,2137) 그 분에게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데, 행운의 빛이 그의 영광스러운 이마에

2133) 아프가니스탄　 파리얍　 주의　 카이사르(Qayṣār)에　 위치. 헤라트에서　 동북쪽으로　 약　
242km　떨어진　곳에　위치．

2134) 쿠란에 규정되어 있는 무슬림의 의무 행동을 의미하며, 나마즈, 단식, 자카트(자선), 핫지(성
지순례) 등이다. 이는 순나나 샤리아로 규정되어 있는 것 보다 훨씬 강력한 의무가 된다.

2135) 헤라트 도시 바깥에 위치한 정원으로, 과거 구르칸의 거주지였다.
2136) Nizāmī, Panj-ghanj.
2137) 이 시기에 쌍둥이자리가 상승점이려면 22시∼24시 사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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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고 있었고, 행운의 빛이 그의 축복 받은 이마에 선명하였다. 사람을 파견하였을 때,

그 좋은 소식이 고귀한 귀에 전해졌으며, (그를) 바이순구르(Bāysunghur)라 이름하였

다. [852]

187.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이 천국을

상징하는 키시로 (향함과),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이 파르스와 그 주변을 공격한 이야기

전술한 해의 샤반 월에 사힙키란은 북쪽 정원에서 운명과 행운으로 말을 몰아 라

바트 얌(Rabāṭ-i Yām)의 길을 통해 샤흐리 사브즈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키시의 아름

다운 초원에 이르렀을 때 영광스럽게 안착하였다. 거대한 大帳殿이 초원의 너른 곳에

세워졌고, 왕궁의 돔이 태양과 달이 있는 높은 곳에 세워졌으며, 며칠간 기쁨이 피어오

르는 초지와 튤립꽃밭에서

[시Nazm] 그 곳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개화하였다, 그곳에서 초지는 깨어났고 물
은 잠들었다.
모든 꽃들은 색깔이 제각각이었고, 모든 꽃의 향기가 1 파르상까지 닿았다.
흐르는 물은 장미수와 같고, 그 자잘한 돌은 영롱한 진주의 정교함과 같았다.

행운과 희망으로 머물렀고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도시로 들어가 아크사라이에 안착하였으며,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리고) 상서로이 그 장소를 출발하여 하영지인 술탄 아르투즈(Artūz)2138)로 갔다.

[시Bayt] 모든 세계의 업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명령을 받는 가신은 땅 끝
부터 하늘 끝까지.

5년이라는 공격기간 동안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사힙키란의 명령에 따라 일

부 아미르들과 함께 호르무즈로 향했다. 그리고 상황은 이와 같았다. 샤자데가 시라즈

로부터 (호르무즈로) 향하고 있었을 때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를 하여, 모든 길들을 할

당하여 자기 자신은 친히 다라브지르드(Dārābjird)2139)과 타롬(Ṭārum)2140)의 길로 이동

2138) 아크 사라이 근처에 있는 하영지.
2139) 이란 파르스 주에 속한 지역으로, 시라즈에서　동남쪽으로　206km　떨어진　곳에　위치．
2140) 이란 호르모간 주에 속한 지역으로, 반다르 압바스에서 북쪽으로 약 132km　떨어진 곳에 위
치．



- 655 -

하고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아미르들이 승리와 관계된 등자에 동반하였으나, 아미르 핫

지 사이프 앗 딘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병으로 인해 쿠르발에서 유수진에 [853] 머물렀

다. 우익인 아미르자데 루스탐 (이븐) 우마르 셰이흐는 아미르 샤 말릭과 함께 카르진

(Kārzīn)2141)과 팔(Fāl)2142)의 길을 통해 해변으로 나아갔다. 아미르 잘랄 (이븐) 하미드

와 아르군 샤 아흐타지와 바얀 티무르와 벡직 자타는 자룸(Zahrum)2143)과 라르의 길로

향하였고 좌익에서는 이드쿠 바룰라스가 키르만에서 출발하여 키즈와 마크란을 공격하

였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시Bayt] 마크란과 알리 황야에서 키치까지, 결코 놓아두지 않고 공격하였다.

그런 식으로 각 무리들이 각 지역을 통과하였으며, 도중에 왈리와 주민들이 복종의

발걸음으로 어전에 오지 않았던 모든 장소를 약탈하고 배반자들을 무력의 손으로 제거

하였다.

[시Nazm] 모든 배반자들의 머리를 내던졌고, 저항하는 이들을 집어던졌다.
누구든 머리를 조아리면 안전을 얻었고, 저항하는 자들의 머리와 물자를 바람에 날
려 보냈다.

옛 호르무즈(Hurmūz-i Kuhna)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과 주변에서 7개의 요

새를 점령하여 파괴하였다. 첫 번째 요새, 탕기진단(Tang-i Zindān)을 열어 약탈하고

황폐화 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쿠쉬카크(Kūshkak)으로 서둘러 가서 그곳 또한 같은 방

법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샤밀(Shāmīl)2144) 성벽으로 가서 그곳 또한 장악하고

파괴하였다. 옛 호르무즈에 들어가 미나(Mīnā)2145) 요새를 차지하여 불태웠으며 마누잔

(Manūjān)2146)과 티지르크(Tizirk)2147)와 타지얀(Tāzīyān)2148) 요새 또한 점령하여 황폐

화하였다.

[시Nazm] 세계의 사힙키란의 군대의 무력이 가한 타격으로 인해, 하늘의 7개 성

2141) 이란 파르스 주 시라즈　남쪽으로　140km에 위치한 작은 마을.
2142) 이란 파르스 주 시라즈 남쪽으로 215km　정도　떨어진　곳．
2143) 이란 파르스 주 시라즈　동남쪽으로　약　152km　떨어진　곳에　위치．
2144) 현재의 지명은 샤밀(Shamīl), 호르무즈간 주 중앙에 위치하며 반다르 압바스　동북부　７４
km에　위치．

2145) 현 호르무즈간 주에 속하며　반다르　압바스에서　동쪽으로　약　79km에　위치．
2146) 현 키르만 주에 위치하며 반다르압바스에서　동쪽으로　약　 128km에　위치. 『歷史의 精
髓』에서는 이 지명이 Nūmūqān으로 되어 있다(ZT/Jawādī 2, p.816).

2147) 타롬에서 두 파르상 북쪽에　위치．
2148) 이란 호르무즈간 주에 위치하며 반다르 압바스에서 북쪽으로 약 20k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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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가 위험에 처하였다.
호르무즈와 7개 성채는 그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졌기에, 병사들이 전투를 위해 들
어서게 되었는가.

결국에 호르무즈의 말릭인 무함마드 샤(Muhammad Shāh)2149)는 적들을 불태우는

승전군의 타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바닷물을 쓰

는 것처럼, 배가 호르무즈 섬(Jazīra-i Jarūn)에서 머리를 무기력의 구멍에 밀어 넣듯이,

(그리고) 흥분한 바다와 같은 군대를 두려워하며 울부짖는 천둥이 산과 바다에 [854] 진

동을 일으키듯, 복속하고 안전의 보장을 청하였으며 바다의 희귀한 물자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선물을 파견하고, 통행세와 세금을 수용하였다.

[시Nazm] 호르무즈의 왈리가 그 불꽃을 보았을 때, 그 바다로 인해 담에 습기가
발생하였다.
그 왕은 바닷물 한줌을 두려워하였다,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과 같은.
만일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돌과 흙을 가져 온다면, 그 구덩이가 해안까지 쌓일 것
이다
만일 그들이 암만('Ammān)으로부터 왔다면 물을 마셨을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카펠라 星을 맴돌게 되었다.
겸손과 사과의 문을 열었고 은과 금으로 봉사를 시작하였다.
매 년마다 통행세를 보내기로 정해졌다. 논의는 필요치 않았다.

그곳의 세금은 매년 3000000디나르였는데, 4년 동안 그것에 대해 결코 어느 누구에

게도 바치지 않았으므로 4년 치의 세금을 수용하였다. 그 중에 일부는 현금과 진주와

의복으로 즉시 보냈으나, 나머지는 준비하여 보낼 필요가 있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그곳을 출발하여 상서로이 되돌아왔고, 이드쿠의 형제인 누르 말릭 바룰라스를

그의 어전에 파견하여 그 겨울에 지루프트(Jīruft)2150)에 머무르도록 하였으며, 적중에

누구든 달아났거나 숨어 있던 이들이 있으면 모두 잡아 봄에 시라즈로 데려오도록 하

였다. 그리고 스스로는 영광과 행운으로 시라즈로 귀환하였다가, 쉼 없이 후지스탄 측으

로 향했다.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는 야즈드의 길을 통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출

발하였다. 샤자데는 모든 후지스탄과 루리스탄과 그 주변을 지배하에 두었다. 그 와중

에 어느 날, 샤자데가 말을 몰았고 자말 앗 딘 피루즈쿠히가 봉사의 관례에 따라 도보

로 그의 축복받은 등자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 시간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노라.>2151) 라는 말씀이 알려주듯이 정해진 죽음이, 그 피를 빼앗긴 이에게 도달

2149) 호르무즈의 지방 군주로, 무자파르 조의 徵稅官이었다.
2150) 이란　키르만 주에 속하며, 키르만에서 남쪽으로 약 189km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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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고 없이 칼로 고귀한 샤자데2152)를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약간의 상처의 흔적이

그의 축복받은 몸에 이르렀다. 그는 스스로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산으로 달려

갔으며 끝까지 올라가 그 계곡에 [855] 떨어져 생명을 잃었다. 샤자데의 노예 중에 일부

가 그의 뒤를 쫓아 계곡으로 들어갔고 죽어있는 그를 취하여,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여

가져왔다. 샤자데는 그곳에서 성취와 필요한 바를 이룬 채로 귀환하였고, 보루지르드와

하마단을 통해 사마르칸트로 출발하였다. 역참들과 지역들을 거쳐, 후라산을 통과하였고

제이훈 강을 건너, 하영지인 술탄 아르투즈에서 사힙키란의 발밑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

의 행운을 얻었다. 그 분은 그를 품에 안았고

[시Bayt] 2153) 질문하였고, 큰 친절을 베풀었다. 그곳에 온 것을 기뻐하였다.

샤자데는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으며 거대한 연회를 마련하여 기쁘게 하였다. 사

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사마르칸트를 방문하였다. 훌륭한 요람이신 한자데가 타브리

즈에서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출발하여 사마르칸트 가까이에 이르렀

는데, 그의 가치 있는 자녀인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마중의 관례에 따라 맞이하

였다. 그 발키스와 같은 부인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문으로 인해 희망의 눈이 빛나게

되었고, 사마르칸트의 드높은 정원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다. 그의 밝은 운

명의 눈은 <빛 위에 빛>2154)의 형태를 띤 사힙키란의 眼光의 상서로운 浮上을 재차 목

도하였으며, 수많은 적절한 조공, 금으로 지은 옷과 금으로 된 안장을 지닌 아랍산 말들

을 報告 장소에 가져와 모든 샤자데들에게 금으로 지은 값비싼 예복을 입혔다.

188. 사힙키란이 히즈르 호자 칸의 딸에게 청혼함과, 아미

르자데 이스칸다르가 샤자데 빅시 술탄과 혼인하여

연회가 행해졌던 이야기

종교를 양성하는 사힙키란이 <그들은 다시 투쟁하였다>는 말씀에 따라 완전한 소

망과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856]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위대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이때에 히즈르 호자 오글란의 아들인 샤마이 자한(Shama' Jahān)2155)을

2151) Qur'ān, Sūra al-I'rāf :３４．
2152)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의미한다.
2153)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2154) Qur'ān, Sūra al-Nūr : 35.
2155) 훗날 히즈르 호자 칸이 사망하고 후계자가 되어 칸 위에 오르는 인물이다. 『라시드 史』에
는 그가 무함마드 칸, 나크시 자한 칸 등등과 세력을 다투다가 결국 무함마드 칸이 등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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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다운 고급스런 예복과 왕다운 소유르갈로 특별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마르칸트에서

그의 부친의 어전으로 파견하여 사힙키란을 위해 (그의) 누이에게 청혼하게 하였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 기야스 앗 딘 타르칸으로 하여금 중요한 물자들과 값비싼 세금으로

구성된 수많은 선물들을 가져가 동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장 드높은 천국보다

깨끗하고, 생기로움에 있어서 중국의 화원이 부끄러워할 정도였던, 사마르칸트 외곽에

위치한 캉굴 초원에 상서로이 안착하였으며, 그 천국과 같은 장소에 고귀한 요람이신

말릭 아가가 헤라트에서 도달하였다.

[시Nazm] 입술에 흙을 용연향으로 얼룩지게 하였다. 땅에 단도2156)로 금을 입혔
다.
수많은 적절한 조공을 바치고 기도를 하였으며 왕께 찬사를 올렸다.
하늘의 입술을 속임수로 달콤하게 하였다. 세계의 문은 궤도를 따라 회전하였다.
세상을 가진, 세계의 피난처인 자가 이처럼 찬사를 읊었다, 그 왕궁을 세우라!

고귀한 지시가 연회의 준비에 관해 반포되었고, 모든 사람들, 정부의 중진들과 그

분의 노예들, 양익과 중군이 목숨을 다해 봉사를 행하였다. 드넓은 우주의 大帳殿이 드

넓은 초원을 둘러싸고 펼쳐졌고, 하늘과 같이 드높으신 수많은 왕궁이 토성의 정점(Ūch

Kayvān)2157)에 세워졌으며, 보석들과 값비싼 진주와 루비로 충분한 장식이 (이루어졌

다.)

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明實錄에 의하면 베쉬발릭에서 홍무 35년까지는 히즈르 호자에게 서신
을 보내어 曉諭하였다가, 영락 2년(1404년)부터는 샤마이 자한(沙迷查干)이 사신을 보냈다고 기
록되어 있다. 한편 『勝戰記』의 뒷부분인 802AH 무하람 월(1399년 가을)에 티무르에게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자타의 하킴인 히즈르 호자 오글란이 죽음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자, 그의 아들
들, 샤마이 자한 오글란과 무함마드 오글란(Muḥammad Ūghlān)과 시르 알리 오글란(Shīr 'Alī
Ūghlān)과 샤 자한 오글란(Shāh Jahān Ūghlān) 간에, 사악한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 적의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샤마이 자한의 등극 시기에 관해서는 티무르 조 사료의 기록
이 보다 정확하며, 명은 그들과 불화가 있어 사신도 파견하지 않았던 히즈르 호자의 사망에 대
해 잘 알지 못하다가, 샤마이 자한이 1404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비로소 칸이 교체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156) 이란본Ⅰ에 따른 것으로 이란본Ⅱ에 의하면 ‘얼굴’로 되어 있다.
2157) 정점(Ūch)이란 각 별들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의미한다. 현대로 치자면 원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원지점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 66년마다
1도씩 변화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420AH에 비루니가 남긴 각 별의 정점에 관한 기
록들은 지금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란의 문학에서는 비루
니가 남긴 대로 토성의 정점을 궁수자리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Abū-l Fażl Muṣafī,
Farhang-i Iṣtilāḥāt-i Nuzūmī, p.63). 또한 이것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토성의 정점
이 궁수자리라면 이때에는 밤에 궁수자리가 보이는 때, 즉 小雪에서 冬至까지를 의미한다. 이
직전 기록인 바이순구르의 탄생이 799AH둘 히자 월 21일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1397년 9월
15일로 비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1월 말-12월에 남중하는 궁수자리가 보이는 것은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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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세계는 大帳殿과 왕궁으로 가득하였고 천막의 끝은 달의 정점을 넘어섰
다.
수많은 천막과 장막과 차양으로 인해 땅이 하늘에게서 얼굴을 숨겼다.

그 모든 지역과 주변이 훌륭한 준비와 즐거움을 야기하는 장식들로 장식되었다. 그

초원의 끝부터 끝까지 즐거움이 확산되었으며 기쁨의 식탁과 행운의 과즙이 나타났다.

[857]

[시Nazm] 모든 과즙, 그것을 종류별로 마셔라, 그 맛과 영양분으로 생명을 얻었
다.
그 꿈꿔온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누구도 추측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불꽃을 담는 그릇의 좋은 향에 향긋한 사향과 용연향의 좋은 향기가 뒤섞여 신

선한 미풍을 향수로 여겼고, 은으로 된 몸을 지닌 巡杯者가 금으로 된 술잔과 즐거움을

행하는 컵에 부었던 루비 색 술빛은, 즐거운 연회를 기쁨의 빛으로 밝혔다.

[시Bayt] 사향이 타는 냄새로 인해 향기로운 냄새가 끝없이 (이어졌고), 술잔의 표
면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연회의 창공을 빛나게 하였다.

주변과 사방에서 행운이 모여드는 어전으로 와 있었던 승리의 샤자데들과 저명한

왕들, 대인과 귀족들 중에 훌륭한 힘을 지닌 이들은, 각기 자신의 지위와 직급에 따라

선물 (위)에 앉았다. 위대한 바흐람인 군사령관(Chāvush)들과 용맹한 사자와 같은 정탐

병(Yasāwul)들은 급히 산처럼 거대한 말 위에서 금으로 된 안장과 함께 철퇴들을 손에

들고, 식량 주머니2158)를 엄지손가락으로 집었다. 하늘의 개장미(Nasrīn, 태양)는 영혼을

사냥하는 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초원 맞은편에서 되돌아갔으며 세계를 비추는

태양은 그 황야 위에서 두려워하며 덜덜 떨게 되었다.

[시Bayt] 매일 태양이 그 훌륭한 어전으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고 떨면서 지나갔
다.

각기 시대의 발키스와 시대의 키다페였던 대 부인들과 영광스러운 카툰들은 보석

2158) 이란본Ⅱ에는 ‘Taghmār’라 되어 있으나 밈(Mim)을 제거하고 Taghār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군향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에는 사전적으로 유목민들이 들고 다니는 ‘발
효주를 담는 가죽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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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식된 보그탁을 머리 위에 두고, 색색가지의 금으로 지은 옷들을 입고, 강력한 등

을 행운이 자리한 곳에 두었다. 달과 같은 얼굴의 여인들과 향기로운 머릿결을 지닌 요

정과 같은 여인들은 봉사의 자리에서 사이프러스와 같이 서 있었고 예의바른 손을 내

밀었다.

[시Nazm] 사이프러스같이 크고 부드러운 몸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농담과 속임수
를 (던졌다.)
위대함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여인들은 각기, 봄의 꽃인 자스민 가지와 같아
혼돈의 샘물에서 물을 마셨고 바빌론 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 858]

생명을 키워내고 마음을 위무하는, 술파는 이들과 巡杯者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

태와 고고함으로

[시Nazm] 입술 위에, 그 튤립 밭을 생각하는 즐거움으로 인해 눈이 꽃밭이 되었
던, 술의 홍조가 나타났다.
용연향보다 더욱 향기롭고 루비보다 더욱 영롱하며, 별보다 더욱 밝고, 흐르는 물
보다 더욱 깨끗하니,
만일 요정이 밤에 그 빛 속을 지나간다면 사람들의 눈 때문에 숨을 수 없을 것이
다.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기쁨을 발휘하는 기타가 샤드라구와 티간을 연주하

였으며, 달콤한 혀를 지닌 가수들, 그들 중에 당대에 독보적이었던 호자 압둘 카다르 마

히르가 애정의 내용을 담은 우드 연주와 허밍의 리듬으로 이 노래를 세계에 드러냈다.

[시] 세계 정복자, 행운과 위대함의 술잔이신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로 인해
항상 세상에 생기가 있기를 빕니다, 왕국이 새롭게 되고 술이 사라지지 않기를 (빕
니다.)
그 현명한 왕이 즐거운 연회를 행할 때, 세계의 술이 술잔에 정의를 부여한다.
꽃과 튤립의 향기와 색이 존재할 때까지, 시간은 서두르고 장소는 미루어
그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기를 빕니다, 카이의 왕관과, 아프라시압의 왕좌에서
군주의 붉은 술이 계속 이어져, 어느 누구도 왕의 빈 술잔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
다.

이처럼 3달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으며, 정숙함이 수렴하는 왕궁의 영광스런 장

막이신 빅시 술탄을, 성스러운 샤리아의 관례에 따라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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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그 후에 드높은 장막인 한자데는 귀환의 허락을 얻어 부하라의 길을 통해

타브리즈로 향하였다.

189. 매력적인 정원의 조성과, 기쁨을 펼치는 城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해, 799AH 초가을(1397년 가을)에 사힙키란은 명령을 내려, 그 깨끗함과

신선함이 천국의 정원보다 더욱 아름답고, 천국의 정원보다 더욱 즐거움을 펼치는 캉굴

초원 곁에 하나의 정원을 세우도록 하였다. [859]

[시Nazm] 금으로 장식한 왕관과 같은 아침이, 왕관을 금으로 두고 왕좌를 아이보
리로 만들었던 어느 새벽에.
점성술을 연구하고 운명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상서로운 날을 점쳤다.
기술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전문가들과 저명한 자들은 측량에 (몰두하였다.)
섬세한 자들은 건축의 일을, 화가는 형태를 장식하는 일을 (하였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온 왕국에서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가 있는 곳에 모여

있었던 현명한 기술자들과 지식의 주인인 건축가들은, 상서로운 때와 상서로운 운명의

시기에 그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 정원의 기초를 세웠다. (건축물의) 네 각은 각 변

이 1500 샤리아-가즈였는데, 그 네 개의 기둥 사이에 각각 거대한 대문을 만들었고, 그

(대문의) 아치들을 둥글게 구부러진 하늘 지붕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타일공예

나 그 외의 장식으로 다양하게 장식하였다. 그 비둘기 탑의 네 기둥 각 구석, 그 끝을

독수리 둥지로 삼았으며 타일 장식법으로 극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였다. 정원의 광장

은 기하학적 방식에 따라 사각의 통로와 육각형 및 삼각형의 草地로 분할하였으며, 명

하였다. “그 통로들의 가장자리에 사시나무를 두고, 그 주변의 육각형과 삼각형은 다양

한 과실수와 많은 꽃봉오리와 나무들로 장식하도록 하라.”

[시Nazm] 땅이 초지로 나누어졌을 때, 각각에 과일을 배분하였다.
(내가) 그 설명의 장막을 세웠을 때, 생각이란 정원의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중에 몇몇 과일의 수를 세어 주었다, 소망이란 가지가 열매라는 과실을
내도록.
처음에 ‘be'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 나는 물을 개울물에 던졌다.
울로 된 옷을 입은, 훌륭한 시각을 지닌 현자, 그의 마음은 金 위에 흙을 뿌렸다.
그에게는 연인의 얼굴과 벗의 향기를 지닌 이가 무리들 중에 있었다.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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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나는) 모두 헤아릴 수
없다.
(나는) 돌배(Ghulābī)에 향기로운 숨을 쉬었고, 붉은 사과를 칭찬하였다.
아바디(‘Abdī)와 아쉬카바나(Ashkavāna)와 카마자크(Qamazak) 모두에 대해 (내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
자두(Zard-Ālū)에 대한 설명을 만일 한다면, 우선 나는 마음에 기쁨의 인형
(’Arūsak)으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마음을 번영(M'amūrī)에 대한 기억으로 기쁘게 하고, 멀어짐에 따른 괴로움을 부
수었다.
샤프트 알루(Shaft-ālū)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른
곁가지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것의 특성은 열매가 달콤하고 씨가 아름다우며 뿌리가 훌륭한 것이었다.
그 신선한 과일은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크고 작은 형상이 있다.
알루체(Ālūche)에 대한 설명에 이르렀을 때 나의 생각이 그 골목에서 사라졌다.
자두(Ālū)에 대한 설명과 그 색에 대해 묻지 마라. 그 정원의 작물 중에 없기 때문
이다.
훌륭함을 고취시키는 씨 없는 딸기(Bī-Dāna-Tūt)는 마음 속 새로 하여금 필연의
덫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포도(Anghūr)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다면, 현자들은 나의 이야기에 취할 것이다.
설탕 포도(Shikar-Anghūr)는 설탕보다 더욱 좋은데, 소망의 발걸음은 그보다 설탕
으로 가득 차 있다.
지식의 주인인 사하비(Ṣāḥabī)2159)는 매력적이고 영혼이 자라는 군주이다.
그리고 후세이니(Ḥūsaynī)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애정의
마음이 그보다 더 맛있다.
어느 날 나에게 한 알의 루비가 있기를! 훌륭하고 달콤하기로 마치 완전한 루비와
같기를!
나는 그 이로운 포도나무 여러 종류의 수와, 가격과 가치를 알았다.
포도나무를 내보인 그 손에 입을 맞추어라, 포도나무의 뿌리가 포도나무로부터 흙
에 나타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일은 이성이 그와 그 영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던 그 결실이다.
만일 석류(Anār)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단단한 천성을 지니고, 보석으로 가득하였
다.
나쉬파티(Nāshpātī)2160)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식물의 즙을 닫았다.

2159) 씨앗이 크고 붉은 색을 띠는 포도의 일종.
2160) 배나무 속에 속하는 과일로 노란 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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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자두(Ālū-Anghūr)와 도토리(Funduq)과 암루드(Amrūd)2161)가 각각 설명을
풀어낼 때
기억이 났다, 내가 그 사이프러스와 같이 크고, 은의 몸을 지닌 이의 눈 속 땅콩
(Bādām)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의 입은 마치 피스타치오(P isti)처럼 열려 있었고, 숨겨진 비밀로 가득하였다.
[ 861]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을 때, 그의 끝없는 행운의 혀로 ‘행운이 확산

되는, 딜구샤 정원(Bāgh-i Dilghushā)’이라 이름 하였으므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그 가운데에 궁전 하나가 3개의 높은 아치와 높은 돔을 포함하여 세워졌고, 거주지의

장엄함과 형식과 장식의 훌륭함 으로, 장엄하고 견고히 기초를 세워 완성하였다.

[시Nazm] 훌륭한 건물은 친애함과 영구함으로, 새로움과 즐거움의 유발과 행운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행운의 象에서 아름다움이 증대되었고, 영광이 행복과 상서로운 징조로 (증대되었
다).
주변에 기둥을 세웠는데, 대리석 기둥을 설치하였다.
그 장막을 가진 승리자는 저녁 음료(Ghabūq)와 아침음식(Ṣabūḥ)을, 100개의 승리
의 문을 통해 매 순간 들여왔다.

왕다운 마음은 훌륭한 전통과 올바른 생각을 가진, 영광스러운 장막 속 여인의 정

결한 마음을 위해 그곳을 히즈르 호자 오글란의 딸 투칼 하눔(Tukal Khānum), (즉 그

가) 청혼하고자 노얀들을 파견하였던 그녀의 이름으로 건설하였다.

딜구샤 정원의 건축물을 건설한 후에, 승리와 관계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타

슈켄트로 향하였으며 축복받은 대오가 세이훈 강을 건너, 아항가란(Āhangharān)에서

지나스라는 마을 가까이에 상서로운 병영이 세워졌다. 그곳에서 동영을 행하여 그 장소

에 겨울 집을 세웠고 갈대로 쿠리여를 세웠다. 사힙키란은 야시 마을의 셰이흐 아흐마

드 야사비(Shaykh Aḥmad Yasavī)2162)의 성묘로 향하였는데, (그는) 이맘자데 무함마드

하나피야(Imamzāda Muḥammad Ḥanafiyya)의 자녀 중에 하나였다. <그와 그의 자손들

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영광스러운 성묘의 재건을 위해 훌륭한 지시를 내려 값진 건

축물이 기반을 세웠는데, 두 개의 미나렛과 30 가즈 * 30 가즈의 사각형 곤바드를 포함

2161) 배를 의미한다.
2162) 11세기 말 사이람 출신의 투르크어 시인이자 수피. 투르크 어권에서 수피 교단이 성장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그의 교단은 야사위야(Yasaviyya)이다. 이 교단은 유목 투르크
인들에게 보다 파급력이 강력하였으며, 중앙아시아 3대 교단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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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고 거대한 아치(가 있었고), 12가즈

* 12가즈의 다른 돔은 빛나는 성묘를 위

한 4-테라스(Ṣuffi)2163)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것은 앞의 곤바드와 연결되어 있었

다. 곤바드의 두 방향에 별도로 2개의 4-

테라스가 있었는데 각각이 16.5가즈 * 15

가즈였으며, 절반은 리셉션을 위해, 그리

고 나머지는 방들과 부속공간으로 설정

되어 있었다. [862] 2164)

그리고 명하기를, “그 벽과 지붕을

타일로 장식하고, 성묘는 하얀 돌로 화려

하게 새기도록 하라. 새로운 그림들을 그

위에 그리는데 그 모두를 마울라나 우베

이둘라 사드르(Mawlānā 'Abaydullah

Ṣadr)2165)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하라.” 명

령에 따라 2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그리고 성지순례에 동행하는 관습의

수행이라는 행운이 당대에 상서로운 영

향을 양산하게 되었을 때, 왕다운 마음은 성묘의 이웃과 나머지 가난한 이들 및 정직하

고 청빈한 자들에게 수많은 기도와 자선을 베풀었으며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축복받은

오르두로 귀환하였다. 좋은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훌륭한 요람이신 투칼 하눔이 도착하

였다고 하였다. 모든 아가들과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라 말을 몰고 마중에 나섰으며 15

일의 길을 나아가, 금화를 뿌리는 관습을 수행하였다. 말들을 바치고 환대와 경의의 의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고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는 길 도중에 있는 각 유

르트마다 화려하게 연회를 베풀었다. 800AH 라비 알 아왈 첫날(1397년 11월 22일)인

수요일에 시대의 누샤바(Nūshāba)2166)가 최대한 빠르게 당대의 이스칸다르, 세계의 피

난처인 왕궁에 도달하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연회의 개최와 거대한 연회의 준비

를 위해 반포되었다. 이슬람의 카디들과 피조물들의 울라마들을 출석케 하였고, 그 통치

권과 왕위라는 조개 속의 보석은 성스러운 샤리아에 의거하여 사힙키란과 혼인 계약을

2163) 건축양식 중에 하나로, 네 면에 테라스를 지닌 공간을 의미한다.
2164) 옆에 삽입된 평면도는 Gurdjieff at English Wikipedia, CC BY-SA 3.0의 것이다(온라인 출
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6631777, 접속시간 : 2019.05.05.).

2165) 뒤에는 동일한 인물에 대해 아비드 대신 압드('Abd)로 되어있기는 하나, 『傳記들의 벗』에
그를 ‘우베이둘라’라 칭하였으므로 그에 따랐다.

2166) 바르다 왕국의 여왕. 니자미의 이스칸다르 나마에 의하면 이스칸다르는 그녀를 보기 위해 사
신의 옷을 입고 그녀의 어전에 나아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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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었다. 아가들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금화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

기쁨과 즐거움의 손을 펼쳐, 창공은 보석과 같았고 땅은 금과 보석으로 인해 값지게 되

었다. 한동안 동료들은 밤낮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무를 행함에 빠져 있었고 행

운의 혀가 축복의 장소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시Nazm] 세계는 그 무리들로 인해 위대해졌고, 다시 한 번 아름다운 얼굴을 지
닌 이와의 행운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신부의 기쁨과 세계의 백성들의 마음은 사위를 찬양하였고 승리의 장막을 세웠다.
[ 863]

왕다운 애정은, 위대함이 수렴하는 요람(부인)과 함께 왔던 아미르들과 부인들 모

두에게 값비싼 예복과 풍부한 사여물품들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위무를 행하고 보살폈

다. 그리고 키타이 방면으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 있었던 톤구즈 칸의 사신들

이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바닥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게 되었으며 조공을 바치고 서

신의 내용을 고하였다. [그리고 왕다운 자비는 그들의 상황을 포용하였으며] 귀환의 허

락을 내렸다.

태양이 물고기자리로 이동하였을 때2167) 빛나는 태양과 같은 판단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모굴리스탄과의 경계의 장악에 임명하였으며 명하였다 “아시파라

(Āshpara)2168)에 요새를 세우도록 하고, 건축물을 늘리고 농산물의 增産함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도록 하라.” 비르디 벡 사르부카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후다이다드

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압바스와 다른 아미르들을 40000기병과 함께, 그와 동행하게 하

였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다. 쿨란(Kūlān)2169) 산맥을 통과하여 아시파라와 그

주변에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을 건축하였고 건축과 농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왕좌인 빛나는 태양이라는 기사가 자신의 고귀한 장소로 향하였을

때,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동영지에서 이동하여 사마르칸트로 향하였고, 승리를 상징

하는 깃발은 신의 가호로 후잔트 강을 건너, 도달의 그림자를 사마르칸트에 드리웠다.

2167) 물고기자리는 12성좌 중에 마지막 성좌로, 페르시아 태양력의 이스판드 달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이스판드 달은 1397년 11월 2일, 800AH 사파르 월 10일에 시작한다.

2168) THTB에서는　 ‘Achira’로　되어　있다(THTB/Darby, p.542). 이 지명과 유사한 형태를 가
진 지명은 각지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곳은 비쉬케크에서 서쪽으로
84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스파라’라는 이름을 가진 카자흐스탄 마을이다. 특히 이 도시에서 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쿨란이라는 마을이 있어 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2169) 앞서 모굴리스탄 원정 시기에 ‘쿨란쿠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였는데, 그 당시의 쿨란쿠탈은
티무르가 이밀에서 율두즈를 향해 진격하면서 주변지역을 원정할 때에 등장하였던 지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의 쿨란은 아스파라로 넘어가기 전에 위치한 산지이다. 타라즈 남부의 산지로 비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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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천국과 같은 영역은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안착으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를 샀다. 며칠 후에 그곳에서 이동하여 출발의 고삐를 키시로 돌렸다. 그 길에는

어떤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마르칸트까지는 약 7파르상이었으며, 그 입구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늘처럼 강력하고 바다와 같이 애정이 넘치는 왕의 도달이라는

광선이 그 산 위에 드리워졌을 때, 세계의 발전과 질서에 대한 극도의 노력으로 인해,

건축물이 있을 만한 곳이 쓸데없이 방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왕국을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이 명하였다. “그 곳에 정원을 세워 그 맛좋은 개울이 천국의 발자취인

정원의 <개울이 흐르는 곳>2170)과 같이 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산자락의 꼭대기

에 [864] 궁정을 세우도록 하라.” 따라야 하는 명령이 행해지자 그 건축물이 명령에 따

라 완성되어 그 이름을 타크트 카라차(Takht-i Qarācha)라 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

발은 2일 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산자락을 거쳐 라바트 얌(Rabāt-i Yām)의 길로 나아

갔다.

도중에 아미르자데 샤루흐가 아스타라바드의 동영지에서 마한의 길로 다가와 훌륭

한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선택된 사힙키란은 위대한 자녀를

[시Bayt] 끌어안았고 위무하였다, 자녀의 방문으로 인해 기쁨이 증대되었다.

샤자데는 금화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조공을 바쳤다. 사힙키란은 키시를 통과하

여 일치 발릭(Iīlchī bāliq)에 안착하였으며, 왕궁의 돔이 초승달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며칠간, 그 깨끗한 장소이자 기쁨을 제공하는 초지, 자신의 오랜 유르트에서 수많은 행

운과 더불어 보냈다. 신성한 가호가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행운을 상징하

는 시대의 동행자, 하늘의 신성한 도움으로. <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켜야 할 명령에 따라 헤라트에서 키즈와 마크란으로 향하여

그 주변의 여러 요새들을 점령하고 대대적인 약탈을 행하였으며 그 지역 전체를 지배

와 장악 下에 두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향하였던 아미르 술레이만 샤가, 신의 은

총과 보호의 도움으로 도달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수많은 굴람과

보석, 다양한 동물과 말과 그 외의 수많은 선물을, 무릎을 꿇고 보고장소에 전달하였

다.]2171) [865]

190. 사힙키란이 힌두스탄 방향으로 향하게 된 원인에 대

한 이야기

2170) Qur'ān, Sūra al-Baqra' : 25.
2171) 이 [ ]부분은 오직 타슈켄트본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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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쿤두즈와 바클란과 카불과 가즈닌과 칸다하르에서 힌두

스탄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 및 예속지역과 더불어, 드높은 힘을 지닌 샤자데인 피르 무

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에게 사여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

다. 그 왕국이 전술한 샤자데의 지배 下에 있었을 때 정의와 아름다움의 빛으로 장식되

었고, 고귀한 명령에 따라 주변과 사방의 군대가 그의 어전에 모여들었다. 다른 도시의

획득을 위해 다수의 군대와 노얀들, 예를 들면 아미르 사이플 칸다하리나 아미르 술레

이만 샤의 조카인 아미르 쿠툽 앗 딘, 바닥샨의 왕들인 샤 라쉬카르 샤(Shāh lashkar

shāh)와 샤 바하 앗 딘(Shāh Bahā' al-Dīn), 바흐룰 (이븐) 무함마드 다르비시 바룰라

스와 카마리 에이나크와 티무르 호자 아크부카와 사이플 네구데르와 후세인 잔다르와

마흐무드 바라트 호자와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나아가, 술레이만 산의 아프간 인들을

공격하였고 신드 강2172)을 건너, 우자(Ūja)2173) 도시를 전투로 차지하였고 그곳에서 출

발하여 물탄(Mūltān)에 이르렀다. 그리고 물탄 도시를 포위하였는데 그곳의 하킴은 말

루(Mallū)의 큰 형제인 사랑(Sārang)이었다. 술탄 피루즈 샤(Sulṭān Fīrūz Shāh)2174)의

사망 후에 그의 아미르들 중에 이 두 형제가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되었고, (그들은) 피

루즈 샤의 손자인 술탄 마흐무드(Sulṭān Maḥmūd)를 왕위에 앉혀 힌두스탄의 지배를

손에 넣었다. [866] 말루는 술탄 마흐무드와 함께 델리에 있었고 사랑은 이곳에 있었다.

승전군이 매일 2번 전투를 펼쳤고, 특히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는 그곳에서 누구

보다도 힘든 몫을 맡았다.

이 소식이 사힙키란에게 이르렀는데, 그 때는 사힙키란께서 방황하는 자들과 우상

을 숭배하는 자(But-parast)들의 절멸을 위해 키타이 방향으로의 진격을 결정하여, 하늘

처럼 훌륭한 군대가 명령에 따라 세계의 피난처인 궁정에 모여 있던 때였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그 분의) 고귀한 귀에 (이와 같은 계시가) 전해졌다, 힌두스탄 왕국은 비록

무함마드의 종교의 깃발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일부의 장소, 예를

들면 델리와 그 외의 곳에 세워져 있었고, 유일신의 말씀을 새긴 형상이 디르함과 디나

르에 새겨져 있었으나, 그 왕국의 주변과 사방의 대부분은 저주받은 이교도의 사악한

존재와, (이슬람) 신앙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죄악과 방황이라는 상처로 오염되

2172) 인더스　강을　의미한다．
2173) 물탄에서 서남쪽으로 약 1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현재의 이름은 우치샤리프
(Uch-Sharif)이다. 과거에는 서쪽에서 인도를 향해 가던 이들의 대부분이 우자를 거쳐 물탄으로
가곤 하였다. 이는 이븐바투타나, 1326년 경 여행한 알 나자프(al-Najaf)도 마찬가지였다(Dr
Malti Malik, Diamond Historical Atlas, India: Saraswati House Pvt Ltd, 2008, p.40).

2174) 티무르조 시기 인도에 자리하였던 왕국은 델리 술탄국이다. 델리 술탄국은 5개의 서로 다른
왕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3번째 왕조인 투글루크 왕조가 티무르와 동시대에 있었다. 1388년 술
탄 피루즈 샤의 사망과 더불어 델리 술탄국은 분열과 空位의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 분열의
시기에 델리를 거점으로 삼았던 이가 나시르 앗 딘 마흐무드 샤, 즉 본문에서 언급한 술탄 피
루즈 샤의 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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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곳의 왕들은 현재까지 그 방황하는 자들에게 약간의 무언가를

(거두는 것)에 만족하였고 그들은 이교도이자 적이자 길을 잃은 자들에게 굴복한 상태

였다. 그리하여 그 때에 그 분의 고귀한 마음이 성전의 가치의 획득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별처럼 많으며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를 閱兵하였다. 힌두스탄의

공격에 대한 갈망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머리를 치켜들었고, 詳議의 전통을 고려

하였다.

[시Nazm] 나의 행운이 발 위에 입을 맞추어 그 업무에 대해 현명한 이들과 함께
판단하였다.
이란과 투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모두 힌두스탄으로 고삐를 두게 될 것이다.
내가 흥분하자 세계가 장엄히 달아올랐고, 내가 움직이자 모든 산과 황야가 움직였
다.
힌두스탄에 불꽃을 피우고 그 곳에서 배반을 행한 지역들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한 번의 공격을 가하면 나의 철로 인해 산이 쪼개질 것이다.
행운이 어전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의 상세한 바를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세상의 왕이 자신이 내린 판단을 행하였을 때, 축복의 이야기들이 제공되었다.
[ 867]
귀중한 병사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충심으로 얼굴을 땅에 두었다.
사힙키란의 명령은 세계의 주민들에게 중요하고, 가신들에게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
다.
그가 발을 두는 곳에 우리는 머리를 두고, 그의 명령에 따라 머리 위에 왕관을 두
겠습니다.
만일 물이나 불꽃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그 명령을 우리의 판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왕은 그들의 이야기로 인해 더욱 편안해졌고 그들을 매우 위무하였다.

191.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공격이 힌두스탄

에 대한 성전을 목표로 나아갔던 이야기

성스러우며 질서를 뛰어넘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자 하늘의 경의

의 원인이었던 쿠란의 상서로운 내용. <실로 신은 신의 명분을 위해 대열에 서서 견고

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2175)라는 영광스럽고

훌륭한 말씀에 따르면, 확신으로 인도하고 의심을 감소시키는 근원은, 이교도 주민들 및

2175) Qur'ān, Sūra al-Ṣaff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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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들과 성전을 행하는 전사들의 거주지, 훌륭한 성전 광장 전사들이 자리한 고귀한 자

리에 있었다. 그리고 쿠란 및 하디스 속 문구들 중에 있는 이 (聖戰)에 관한 증거들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섬을 방증한다. 신앙인들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의 지고한 마음은 이교도들에 대한 성전 준비와 길을 잃고 반항하는 주민의

무리에 대한 살해와 전투에 두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 숫자가 바드르 전투의 아스합

의 숫자와 일치하였던 범의 해(Pārs yīl)2176)이자, ‘임박한 승리(Fatḥ Qarīb)’2177)라는 문

구를 계산하여 알 수 있듯이 800AH 라잡 월(1398년 3∼4월)에 성전을 목표로 힌두스탄

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신의 원조와 임박한 승리>2178)의 진실이 드러났고, <신께서는 바드르

전투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셨다,>2179)는 찬양받으실 행운이 축복의 나날에 동행하였다.

마치 빗방울이 니산과 아자르2180) 큰 달에 (있는 것과 같고,) 봄이란 계절의 수없이 많

은 나무들의 과실과 꽃봉오리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진격하였으며,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아들 아미르자데 우마르를 사마르칸트의

수호를 위해 남겨두었다. [868]

[시Nazm] 힌두스탄으로 향하였을 때 왕은 계시의 가르침과 신의 도움으로
달아올랐다. (너는) 말하였지, 세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간이 흔들렸다고.
병사들이 움직였다, 열병의 때에, 그 (병사의) 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추측으로 밖
에 알지 못했다,
동쪽의 왕이 중앙에서 마치 숫사자처럼, 마치 산처럼, 전투마를 아래로 파견하였다.
단단한 돌에 균열을 발생케 하는 북을 두드리자, 불사조 시모르그는 카프 산에서
깃털을 떨어뜨렸다.
마주한 자들의 함성이 토성에 닿았다,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왕국의 왕들은 1년 여정의 길에서, 그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함께,
모든 지역과 모든 국가들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군주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 원한을 가진 군대의 뿌리는 투란의 땅에 있었다, 특히 키시에.
술탄 사힙키란의 행운은 마치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았고, 하늘까지 뻗었다.

2176) Abjad 시스템에 따라 이 ‘파르스 일’라는 글자의 수를 따져보면 2+1+200+60+10+10+30 = 313
을 가리킨다. 바드르 전투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편에 섰던 아스합의 수는 313명이며, 이에 관
한 애용이 쿠란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

2177) Abjad 시스템으로 이 문구를 따져보면, 80+400+8+100+200+10+2=800이다.
2178) Qur'ān, Sūra al-Ṣaff : 13.
2179) Qur'ān, Sūra al-'Imrān : 123.
2180) 니산과 아자르는 룸의 달력에서 3, 4번째 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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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보호와 함께, 도착의 그늘을 티르미드에 드리

웠을 때

[시Nazm] 명령을 받드는 자들은 흐르는 제이훈 강 위에 배로 다리를 엮었다.
그 다리 위로 제이훈을 통과하였다. 왕이 신의 가호로 모든 병사들과 함께.
세계를 차지한 자들과 그 승리에 동행하는 군대가 지역을 골랐는데, 콜름을 택하였
다.

콜름을 출발하여 가즈니크(Ghaznīk)2181)와 사망간(Samangān)2182) 길을 나아갔고

바클란과 산맥들을 지나, 안다라브(Andarab)2183)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192.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카트와르와 시야흐-푸샨 이

교도들과의 성전으로 나아간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강력한 그늘을 안다라브 위에 드리웠을 때, 그 지역의 주

민들이 정의를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며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카트와르

(Katwar)2184)와 시야흐-푸샨(검은 옷을 입는 이들, Sīyāh-pūshān)’2185)이란 이교도의 강

압과 적의로부터 [869] 정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무슬림 집단인데, 이교도들이

매 년마다 우리에게서 일정량의 세금을 취하고 통행세와 지세를 요구해왔습니다. 만일

세금 헌상이 늦어지거나 미진하다면 우리 사람들을 살해하고 부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데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왕다운 열정이 움직였다. 그 분 자신은 언

제나 (그래왔지만), 특히 이 여행에서의 훌륭한 마음 속 목표는 신앙의 승리와 이슬람

2181) 아프가니스탄 사망간 주의 마을．
2182) 콜름 남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의 州 중에 하나. 본문에서는 현재 영문표기 대로 ‘사망
간’이라 표현하였으나, 보스워스는 Zayn al-Akhbār에서 ‘Simingān’이라 하였다('Abd al-Ḥayy
ibn Z̤aḥh ̣āk Gardīzī., The ornament of histories : a history of the Eastern Islamic lands AD
650-1041, p.63).

2183) 콜름에서　동남쪽으로　182km에　위치한　산지．
2184) 카피리스탄, 즉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누리스탄 주에 거주하는 원주민, Kata,

Katir 라고도 불린다. 이들이 ‘시야흐 푸샨’ 중에 다수를 점하는 부족이다.
2185) 이란본Ⅱ의 미주 240번에 의하면 이 집단은 아프가니스탄 東端, 카불의 동쪽에 위치한 지금
의 누리스탄 주 (과거 카피리스탄이라 불렸으며, 가장 이슬람화 및 문명화가 늦게 진행되어 외
부와의 접촉이 19세기 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에 거주한 두 집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시야흐푸샨 외에도 사피드 푸샨이라는 무리가 있으며 시야흐푸샨보다 동쪽에 거주하는데, 그
지역은 ‘Būlur’, 혹은 ‘Bulū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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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 그리고 이교도에 대한 성전과 우상들의 파괴였으므로, 지체 없이 그 사악한 이

교도들의 처단을 위해 나아가기로 하고, 승전군 각 10명 중에 3 명을 선택하여 행운으

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샤루흐를 군대의 나머지 및 유수진과 함께 [하영지

인 구난(Ghūnān)과 카트와르에] 두고 매일 두 역참의 거리를 이동하여 급히 진격하였

다. 파리얀(Parīyān)2186)이란 장소가 축복받은 수행원들의 도달과 안착으로 고귀하게 되

었을 때,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부르한 오글란과 아미르들 중에 일부를 10000명과 함께

왼쪽을 향해 ‘검은 옷을 입은 이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였고 자기 자신은 그곳에서 말을

몰아, 가고 있던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와크(Khāwak)2187)에 이르렀을 때 그 곳의 요

새가 파괴되어 있었으므로, 그 건축을 명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아미르들과 모든 군사들

은 말을 그 장소에 두고 걸어서 카트와르 산 위로 올라갔다. 이는 비록 해가 쌍둥이자

리에 있고2188) 공기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극히 많아, 말들의 발과 손이 그 (눈)

아래로 잠기게 되어 진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얼음이 얼었던 밤에는 그

위를 달려 나갔고, 얼음이 풀렸던 낮에는 말들을 두꺼운 펠트 천위에 두고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낮이 끝날 때 쯤 출발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 매우 높은 다른 산 위에

올라갔으며 일부의 아미르들은 가져왔었던 말들을 모두 되돌려 보냈다.

이교도들은 계곡 안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산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없었고 눈이 무척 많았으므로, 모든 아미르들과 좌우익 군대는 그 산 위에서 [870] 일부

는 로프를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갔고 일부는 만년설 위에서 눈 위에 붙어 스스로를 경

사를 통해 내려 보내어 일정 시간 후에 바닥에 이르도록 하였다. 사힙키란을 위해서는

나무로 상자(Chapar)2189)가 만들어졌는데 고리가 그곳에 묶여 있었으며 각각 150 가즈

에 달하는 긴 줄이 그 고리에 묶여 있었다. 성전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진실한 의도

로 그 상자에 앉았고 여러 사람이 산 위에서 그를 몇 개의 끈으로 아래로 내려 보냈다.

그리고 한 두 사람이 삽과 호미로 눈에 발을 둘 수 있는 장소와, 고정되어 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어느 정도의 무리들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상자를 그

아래로 내려 보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멈출 장소를 마련하는 식으로, 5번 만에 산 아

래에 이르렀다. 영광으로 강력한 발을 토성의 정수리 위에 두었던 聖戰士 사힙키란 가

지(Ghājī)2190)는 해방의 손으로 막대기를 잡은 채 1파르상 정도의 길을 충분히 걸었다.

2186) 안다라브 동쪽에 위치한 계곡의 이름.
2187) 979AH 사본에서는 ‘Khādak’로 되어있다. 그러나　 타슈켄트　 본은　 본문과　 동일하다
(YZN/Urunbayeb, p.614). 현재 판지시르 계곡에서 힌두쿠시 산맥을 통과하여 안다라브와 바
글란 등을 거쳐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통하는 고개. 현재의 하와크 패스(Khawak Pass)이다.

2188) 태양이 쌍둥이자리에 있는 것은 하지를 의미한다. 해가 가장 길고 여름 즈음이라 볼 수 있
다. 『歷史의 精髓』에는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태양이 게자리에 있다’고 하였다. 게자리
는 쌍둥이자리 다음 성좌로, 대체로 6월 말∼7월 중순에 해당한다(ZT/Jawādī 2, p.826).

2189) 앞에서는 이 단어가, 보병들이 자신의 앞을 방어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목책, 울타리 정도로
보았는데, 보통 이 단어는 나무로 만든 장벽 혹은 오두막 등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는 오두막
형태를 지닌 상자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란본Ⅰ에서는 단순히 ‘무엇(Chīji)’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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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 분께서) 성전을 위해 노력의 허리띠를 믿음의 훌륭함에 묶고 이 혹독하고

어려운 업무들을 수행하였으므로, <신께서는 누구든, 누구에게나 있다.’>2191)의 말씀에

따라 삶의 매 순간에 이르렀을 때, 고귀한 마음은 매번 중요한 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쉽게 결과에 닿을 수 있었고, 그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갖 장소에 이르게 되면 승리하였다.

[시Bayt] 신을 위해 노력할 때마다, 그의 모든 일은 신에게 옳은 것이다.

여러 私的 말이 목과 몸의 다른 부위에 줄을 단단히 묶고 산 위에서 내려왔는데,

일부는 시야가 가려지자 산에서 넘어져 사망하였다. 결국 두 마리 말이 건강하게 경사

를 통해 아래로 내려왔는데, 사힙키란은 상서로이 말을 몰았고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걸

어서 승리와 연관된 등자에 동반하여 출발하였다.

그 지역의 이교도들은 일반인들도 강한 신체를 가졌고 대인이던 소인이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나체였으며, 그들의 칼란타르들을 우다('Udā)와 우다슈('Udāshū)라 부르

곤 하였다. 그들에게는 파르시와 투르크 어와 힌두 어 외에 다른 언어가 있었는데, 그

들 대부분은 바로 그 언어 외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일 그들 가까이에 있는 어

떤 지역에서 한 사람이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 그들의 언어에 대해 [871] 알아채게 되더

라도, 해석을 하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2192) 또한 한 요새가 있는

데 그 산자락에 강 하나가 매우 거대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의 彼岸에는 높은 산 하나

가 있었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펼쳐져 있었으며 높이 나는 매도 그 위에 이르는 것에

전혀 욕심내지 않을 정도였다. 그 악당들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도달하기 하루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자리를 버려두고 그 강을 건너서 그 높은 산 위

에 굴을 여럿 만들었으며, 어떤 사람도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착각과 함께 그 장소

를 지키고 있었다.

이슬람의 군대는 훌륭한 노력을 발휘하여 그 방황하는 자들의 요새에 이르렀는데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남아있었던 몇몇 양들을 포획하였고 그 먼지로 얼룩진 이들의

집을 불태웠으며, 바람처럼 강을 건넜다. 그의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하늘처럼 훌

륭하신 군대는 주변과 사방에서 그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라.” 용감한 분견대인 성전사

들은, 기도문과 신에 대한 찬사를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순결하신 분의 귀에 닿게 하였

으며, <너회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굳어졌노라>2193)는 말씀처럼 마

2190) 성전사를 뜻하는 칭호이다.
2191) 이란본Ⅱ 미주 243에 의하면 이 문구는 수피들 사이의 유행하는 문구라 한다(YZN/Ṣādiq,
p.1457).

2192) 누리스탄의 언어는 별도로 Nuristani language (Kafiri Language)라고 불리며, 인도-이란 어
군의 세 개 그룹(1. Indo-Aryan, 2. Iranian, 3. Nuristani)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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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굳건히 하고자 용감히 산으로 향하였다. 셰이흐 아르슬란은 케벡 칸의 투만과 함

께 좌익의 수장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신앙의 적들을 몰아서 정점으로 올라갔으며, 그들

에게 우위를 점하였다. 그리고 알리 술탄 타바치('Alī Sulṭān Tavāchī)는 다른 방향에서

이교도들을 몰아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샤 말릭은 살해와 싸움의 때에 그 죄 있는

무리들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리하여 행운의 성전사들 중에 14명이

산 위에서 떨어져 순교의 높은 지위를 획득하였다. 무바샤르는 또한 훌륭한 전투를 수

행하였고, 망갈라이 호자(Manghalay Khwāja)는 자기 코슌의 일부 용사들과 함께 앞으

로 나서서 산 위로 올라갔으며, 순자크 바하두르 또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극히 훌륭

한 행동을 하였고, 용감한 셰이흐 알리 살바르는 자신의 무리보다 먼저 산 위로 올라가

적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장소를 폐쇄하였다. 무사 카말2194)과 후세인 말릭 카우친과 아

미르 후세인 코르치2195)는 용사다운 약탈을 행하였고, 나머지 천호와 코슌의 아미르들

도 [872] 모든 승전군과 함께 사방에서 공격을 행하고 이슬람의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하여, 용기의 흔적을 드러내고 죄인인 이교도 다수를 예리한 칼로 베었다. 그

리하여 계속 전투가 이어졌던 3일 낮과 밤이 지난 후, 그 날 적들은 궁지에 몰려 무기

력함과 탄식으로 안전의 보장을 요청하였다.

사힙키란은 아크 술탄 키시(Āq Sulṭān Kishī)를 그 방황하는 자들 앞에 파견하여

“만일 복종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와서, 혀와 마음을 유일신의 말씀과 신뢰의 빛으로 장

식한다면, 너희에게 집과 물자를 제공할 것이며 이 왕국을 너희에게 사여할 것이다.”

(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그 불운한 자들의 목숨은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그들이) 보

유하고 있던 통역가의 중계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4번째 날에 아크 술탄과 함께 이슬

람의 피난처인 궁정으로 서둘러 왔으며 무슬림이 됨을 선언하였고, 곤경과 탄원의 혀를

열었다. “우리는 복속할 것이며 그 분의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목숨을 다해 따를 것입

니다.”

왕다운 애정은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고 위로하여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밤이 왔을

때 그 어두운 마음을 지닌 적들은 아미르 샤 말릭에게 야습을 행하였고, 그들 중에 일

부가 다치고 지쳐 생명을 잃었다. 약 150명의 포로가 살해되어 칼의 물기의 흐름을 타

고 지옥의 불길에 합류하였으며, 모든 이슬람의 군대는 그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들의 장로를 죽이고 그들의 갈라진 틈을 메우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최고의

안녕과 평안이 있기를!> 남아 있었던 이들 중에 남자들은 성전의 칼로 베었으며 자녀

들과 부인들을 포로로 삼았다. 그리고 그 산의 꼭대기와 호수2196) 위에, 절대 신에게 머

2193) Qur'ān, Sūra al-Baqra : 74.
2194) 앞서 이 아미르의 이름을 무사 카말이라 비정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사본에는 이 아미
르의 이름이 무사 라그말(Mūsa Raghmāl)로 등장한다.

2195) 이 이름에 대해 타슈켄트본에서는 피르 후세인 카우친(Pīr Ḥusayn Qauchīn)이라 하였다
(YZN/Urunbayeb, p,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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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숙여 절하지 않았었던 죄 많은 머리로 미나렛을 세웠다. 그 유명한 성전의 사건은

800AH.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1398년 5∼6월)에 발생되었으며, 날짜와 함께 바로 그곳

에 돌로 새겨져,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세상 피조물들의 신뢰의 눈에 가르침을 제공하였

다.2197) 그리하여 (그들은) 성취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의 완전한 강력함에 대해 이해하

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오랜 세월 중에 어떤 때에도,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왕이나

심지어 이스칸다르 대왕조차도 그곳을 손에 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73]2198)

[시Bayt] 이 사힙키란이 실현하였던 것은 (과거) 세계에서 어떤 행운의 왕, 심지어
이스칸다르조차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193. 종교를 양성하는 사힙키란이 무함마드 아자드를 아미

르자데 루스탐과 부르한 오글란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파견하고 카트와르에서 귀환한 이야기

시야흐-푸샨에게 갔었던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부르한 오글란에게서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으므로,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력은 카트와르인들 중에 한 사람을 길잡이로 만

2196) 이란본Ⅱ에는 ‘Fūl’로 되어 있으나 타슈켄트본에는 ‘Qūl’로 되어 있다.
2197) 이 비문에 관한 이야기는 카피리스탄이 개방되었던 19세기 말에 이곳을 방문하였던 여러 서
양인들에 의해 전설처럼 이어졌다. 예를 들면 콜로넬 가드너(Colonel Gardner)와 같은 인물은
1826년 하와크 패스에서 이 비문을 보았다고도 하였다. 그 비석에 의하면 티무르가 그의 후손
들에게 카피리스탄의 침공을 다시는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Alberto M.
Cacopardo. "Fence of Peristan - The Islamization of the “Kafirs” and Their Domestication,"
Archivio per l’ntropologia e la Etnologia CXLVI, 2016. p.97). 한편 19세기 후반 아프가니스탄
의 아미르이자 국가를 통일한 인물이었던 ‘압둘 라흐만 칸’(d. 1901)의 일대기를 담은 그의 문시
(Mir Munshi Sultan Mahomed Khan)의 책에 압둘 라흐만 칸이 쿨룸(Kullum, 현재의 Kulam,
35°08'52.0"N 70°18'06.0"E) 요새를 건설하는 동안 이 비석을 보았다고 한다. 그 비석에는 “대
모굴 황제 티무르는 현재까지 이 야만인들의 국가를 침공한 첫 번째 무슬림 정복자이나, 어려
운 상황으로 인해 쿨룬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고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압둘라흐만
칸이 “압둘라흐만 가지의 치세인 1896년, 쿨룬을 포함한 전 카피리스탄 영역이 그에 의해 정복
되었고, 거주민은 진실되고 성스러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였다 [올바름과 미덕이 왔고, 거짓됨
은 사라졌다]”라고 기록하였다고 한다(John Davidson, Notes on the Bas̳h ̳galī (Kāfir)
Language, Calcutta : Asiatic Society, 1902, p.viii; Abd al-Rahman Khan, The Life of Abdur
Rahman,: Amir of Afghanistan, ed. Mir Munshi Sultan Mohamed Khan, Lond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1900, pp.291-2). 이것은 실제로 티무르의 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티무르가 비석을 새겼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압둘 라흐만 칸이 자신의 위망을 높이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선전이라 볼 수 있다.

2198)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원정을 나섰고, 젤룸 강변의 하이다스페스(Hydaspes)에서 전투를 벌
여 승리하였으나, 그 이후 인도 군대의 저항 및 아군의 향수병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동진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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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奴隸軍 무리 중에 무함마드 아자드와 다울라트 샤와 셰이흐 알리와 이드쿠 차카

르 위구르(Iīdkū chaqar Ūyghūr)와 셰이흐 무함마드와 알리를, 100명은 투르크 인이고,

300명은 타지크 인이었던 400명의 사람들과 동행케 하고, 그 전체의 수장을 무함마드

아자드로 삼아 그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하였다. 무함마드 아자드는 그 무리들

과 함께 명령을 받들어 출발하였다. 좁고 험한 길로 힘겹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완벽함으로 가득 찬 별들은,

[시Bayt] 2199) 마치 목화씨가 목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별들이 산에 숨었다,
눈 사이에.

허풍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

은총의 주인이신 용사들은 방패들을 어깨에 단단히 하고, 다시 등으로 누운 채로

스스로를 눈 위의 경사진 곳에 두어 일정 시간 후에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의 요새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그 주변을 돌아보아도 어

느 누구도 볼 수 없었고 소리도 들을 수 없었으나, 계곡으로 갔던 발자국은 명확하였

다. 이는 사실상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의 발자국이었는데, 승전군이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성채 바깥으로 나와서 그들보다 먼저 나아가 좁은 계곡에서 매복하였던 것이다.

부르한 오글란과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쿠슌의 아미르들 중에 이스마일과 알라다드와

순즈 티무르와 야흐야와 아디나와 셰이흐 후세인 수치(Shaykh Ḥusayn Sūchī)와 사인

티무르와 샴스와 키르타카(Qirtaqa)와 오르두 샤와 다울라트 샤 자바치와 하리 말릭 타

바치 및 함께 있었던 병사들과 함께 그 좁은 계곡에 이르렀는데, 일부는 통과하였고 일

부는 경거망동하여 자리를 잡고 말들을 풀어두고 있었다. [874] (이 때) 어두운 마음을

지닌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매복을 풀고 바깥으로 나와 그들 위로 쏟아져 나왔고, 부

르한 오글란은 나쁜 마음과 유약한 판단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갑옷을 던지고 달아났

다. 이로 인해 패배가 군사들에게 일어났다.

[시Bayt] 사령관이 전투에서 등을 돌린 것은, 스스로 이름난 이들을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교도들은 이슬람의 군대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용기가 생겨 그들의 뒤를 쫓아

왔고, 안장 도끼와 정의 타격으로 다수의 무슬림들을 순교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 코슌

의 아미르들 중에 셰이흐 후세인 수치와 다울라트 샤 자바치와 아디나가 커다란 노력

과 훌륭한 전투를 치룬 후 순교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

2199) Kamāl Iṣfahānī의 Qaṣī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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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이다.>2200)

결국에 그 뒤를 따라오던 무함마드 아자드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 뒤를 따라 나

아갔다. 그리고 그 계곡에 이르렀을 때 전투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어두운 판단력을

지닌 '검은 옷을 입은 이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들과 대대적인 전투를 행하였다. (그

들은) 최선을 다하여 먼지로 얼룩진 그 이교도들 여럿을 물기 있는 도검과 모루를 가진

긴 화살로, <가장 불행한 거주지>2201) 지옥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고

파괴하여, (그들이) 차지하였었던 이슬람군의 갑옷과 무기와 말들을 다시 차지하고 승

리자가 되어, 달아났던 부르한 앗 딘과 병사들에게 합류하였다. 모든 군사들은 각기 자

신의 갑옷과 무기와 말들을 알아보았고 되찾았다.

무함마드 아자드는, 부르한 오글란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에 이 장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쁜 마음을 멈추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으며, 그러한 이유로 군사

들 또한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이처럼 사령관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肝膽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패배가 일어났다. 그 이유를 <처벌의 지혜>2202)에서 설

명하였으며, 셰이흐 사디(Shaykh Sa'dī) <신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는 그 대략의 내

용을 시에 반영하였다.

[시Bayt] 2203) 적과의 전투에 전사들을 파견하라, 사자들은 사자들의 전투에 파견하
라.
병사의 선두에 두지 마라, 전투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 875]
개는 표범과 마주치면 사냥감을 몰지 않는다, 여우는 사자와 대면하면 달아나지,
싸우지 않는다.
여자 같은 자가 칼잡이인 남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전투의 날에 마치 여성처럼 머
리가 (빛으로) 반짝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전투에서 적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네가 전투에서 보았던 자를 배제하라.

사실상, 부르한 오글란이 그 상황에서 드러내었던 경험의 부족은, 칭기스 칸 시대부

터 현재까지 키야트(Qiyāt) 씨족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우즈

2200) Qur'ān, Sūra al-Baqra : 156.
2201) Qur'ān, Sūra al-Ibrāhīm : 29.
2202) 시인인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한 사디의 정치 철학 중 하나로, 그의 부스탄, 골레스탄 등에
드러난 계급론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를 분석한 시야부시 하크주(Siyābush Ḥaqqjū)에 의하면,
사디는 채찍이 없는 정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여겼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상생을 위해
서는 둘 사이의 구분과 경계가 필요하며,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
연적임을 설파하였다고 한다(Siyābush Ḥaqqjū, "Ḥikmat-i Siyāsī-i Sa'dī," Pajūhishnāma-yi
'Ulūm-i Insānī wa I jtamā'-i Dānishghāh-i Mazandarān 6, 1381 Sh./2012-3, p.100).

2203) 이란본Ⅱ 미주 242에 의하면 이 시는 사디의 부스탄에서 인용한 것이다(YZN/Ṣādiq,
p.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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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과의 전투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이 그에게서 나타난 적이 있었다. 사힙키란은 왕다운

인성의 관대함으로 그를 용서하였고 그를 존중하여 이 때에 그를 그곳에 파견하였는데,

(결국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는 체면을 잃었고 이와 같은 부끄러움의

먼지를 자신의 세대의 정수리에 뿌리게 되었다.

[시Nazm] 홀로 군사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령관은 용사 외에는 어울리지 않
았다.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모든 군대의 업무가 잘못된다.
그릇된 마음을 지닌 수장들이 절대 없기를! 경험이 없다면 군사들이 그 때문에 바
람에 날아갈 것이다.

종교를 양성하는 사힙키란은 카트와르에서의 승리와, 사악함으로 가득 찬 불운한

이교도를 살해하고 제압한 이후에, 잘랄 이슬람(Jalāl Islām)과 알리 시스타니(‘Alī

Sīstānī)를 무리들과 함께 파견하여, 그 계곡 바깥으로 나가는 장소에 대해 조사하여 길

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 때에 여전히 힘이 남아있던

부정한 무신론자들을 뿌리부터 뽑아내도록 하였다. 잘랄 이슬람과 알리는 명령에 따라

빠져나가는 장소를 찾았으며, 몇몇 장소에서 눈에 구멍을 뚫어 길을 마련하였다. 사힙키

란은 승리와 희망을 지닌 신의 도움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산맥과 산들을 통과하여 하

와크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건설하라고 명령하였던 그 요새를 보호하기 위해 일

부 사람들을 배치하였다. 그 지역에서 말을 다시 취하여, 18일 동안 걸어서 聖戰을 행하

였던 모든 아미르들과 군사들이 기병이 되어 그곳을 출발하였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의 그늘 아래에서 승리와 성취를 거두며 축복받은 유수진에 합류하였다. [876] 부르한

오글란과 무함마드 아자드 및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에

이르렀을 때, 사힙키란은 전투를 행하지 않고 이교도 앞에서 달아났었던 부르한 오글란

에게 축복받은 모임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았고, 소환과 비난의 자리로 데려갔

으며, 아미르들과 함께 분노와 질책의 형태로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쿠란의 문구에 이

와 같은 말이 있다. ‘만일 무슬림들 중에 20명이 전투에서 참고 견디면, 이교도 200명에

게 승리를 거둔다.’2204) 그는 10000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소수의 이교도 앞에서 달아났

고 무슬림들을 위험한 자리에 버려두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로 그를 죄인으로 삼아, 눈

에 보이지 않게 던져버려라.”

[반구M iṣrā’] 2205) 그의 호의의 시야에서 치워버려 죽게 하였다.

2204) Qur'ān, Sūra al-Anfāl : 65.
2205) Sa'ad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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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00명과 함께 걸어가서 그 병력으로 전장에 발을 굳건히 디디고, 신앙이 없는

이들 다수를 성전의 칼로 베어 그들을 제압하였으며, 이슬람 병사들 중에 (포로로) 잡

혀갔던 이들을 되찾아왔던 무함마드 아자드를 왕다운 호의와 애정으로 영에롭게 하여,

아낌없는 사여로 위무하고 코슌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와 함께 용기와 훌륭함을 발휘하

였던 무리들 모두를 왕다운 사여로 위무하였다.

194. 왕 중에 왕인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샤루흐를 헤라

트로 돌려보냈던 이야기

그 분은, 또한 그 곳에서 통치권과 군주권의 원천인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허락을

내려 후라산으로 귀환하도록 하였고, 작별의 때에 그에게 애정과 친절을 담은 말로 많

은 충고하였다. [877]

[시Nazm] 아아, 부친의 눈빛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노인의 말을 들어라.
모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좋던 나쁘던 정의로운 신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마라.
기쁘거나 슬픈 어떤 상황에도 샤리아에서 이야기 된 바 외에는 숨도 쉬지 말라.
만일 그 행운의 일이 승리로 발생하거든, 우선 신의 도움이라 여기고 자신의 노력
이라 여기지 말라.
마음을 편안이 하거나 거만과 고고함에 두지 마라, 바라는 바를 신에게 두고, 그저
노력하라.

사힙키란께서 그 통치가문의 눈이자 등불(인 샤자데의) 상서로운 귀를 설교와 충고

의 보석으로 장식하였을 때, 그를 품에 안아 작별인사를 나누었으며 신의 끝없는 보호

와 호의에 맡기고 파견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행운으로 카불 방향으로 향하였으며 툴

(Tūl)2206) 길을 통해 힌두쿠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반즈히르(Banjhīr)로 유명한 판

지시르(Panjshīr)2207)를 건너, 카불까지 약 다섯 파르상 거리였던 바란(Bārān) 초원에 안

착하였다. 마치 새처럼 그 훌륭한 덕목을 지닌 그 분의 고귀한 마음은, 계속 정의와 훌

륭함의 날개로 도시의 재건과 백성들의 복지라는 창공을 날았으므로 이 때, 그곳에 흐

2206) 사료에 따라 가운데에 Wav가 생략되어 툴(Tul)이 되기도 한다. THTB에서는　Tulle이라　
표기하였고(THTB/Darby 2, p.17),　 타슈켄트　 본에는　 점이　 없어　 Yūl로　 되어　 있다
(YZN/Urunbayeb, p.620).

2207) 카불에서　동북쪽으로　약　128k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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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는 강에 수로를 팔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아미르들과 군사들에게 (일

을) 할당하고, 다섯 파르상 너비의 커다란 개울이 잠깐 사이에 구르반(Ghurbān) 강2208)

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마히기르(Māhīghīr) 개울2209)이라 불렀다. 그 후에 여러

중요한 마을들이 그 강에 건설되었고 그 <경작지가 없던>2210) 곳이 <아름답고 무성한

정원>2211)이 되었다

[시Bayt] 사힙키란의 행운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곳에서, 먼지로부터 강이
발생하였고 가시로부터 꽃이 피어났다.

그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행운으로 나아갔고 카불에 이르렀을 때,

두린(Dūrīn) 초원이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병영이 되었다. [878] [힌두스탄의 대 아미

르들 중에 있었던 셰이흐 쿠카리(Shaykh Kūkarī)가 물탄의 아미르자데 자항기르 어전

에 와 있다가, 샤자데가 힌두스탄의 소식과 사건들을 전하기 위해 그를 세계의 피난처

인 궁정으로 파견하였는데, 이 때 도착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고 보고

하였다. “술탄 피루즈 샤는 그 분의 가신으로서 삶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아미르들 중에

사랑과 말루가 세력을 얻어, 피루즈 샤의 손자인 술탄 마흐무드를 왕위에 앉히고 변명

거리를 일삼으며 힌두스탄의 지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중에) 큰 형인 사랑은 물탄

의 하킴이었는데 거대한 행운의 영예로 그 분의 가신들의 손에 떨어졌으며, 말루는 술

탄 마흐무드와 함께 델리에서 통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스탄 지배에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과 자주를 주장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지역의 상황은 올바른 방향을 벗어나 있습니다.” 사힙키란이 그

를 길잡이로 임명하였고 상서로이 출발하여 카불 초원으로 들어갔다.

195. 사방에서 사신이 도달함과, 타이지 오글란이 칼막에

서, 그리고 셰이흐 누르 앗 딘이 파르스에서 도달한

이야기.

두린 황야에 승리의 대오가 안착하는 영예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가 확산되었

2208) 타슈켄트본에는 Ghūbān으로 되어 있는데(YZN/Urunbayeb, p.621), 실제로는 ‘구르반드 강’
이다. 판지시르 강의 지류이며, 판지시르 강은 다시 카불강으로 흘러들고, 이는 인더스로 흘러든
다.

2209) 바그람 북부에 ‘Pamaher’라는 개울이 있는데, 구르반드 강에서 갈라져 나왔다.
2210) Qur'ān, Sūra al-Iībrahīm : 37.
2211) Qur'ān, Sūra al-Naml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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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초원 방면에서 티무르 쿠틀룩 오글란(Timūr Qutluq Ūghlān)의 사신과 아미르

이드쿠의 사람이 도달하였으며, 자타 방면에서도 또한 히즈르 호자 오글란의 사신이 왔

다.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그들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데려갔고, (그들은) 땅에 입을

맞추는 관습을 수행한 후에 혀를 기도와 찬사로 장식하고 가지고 있던 서신을 바쳤는

데, 그 서신의 모든 내용은 이러하였다. “우리들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돌보심

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항이란 타격이 우리의 충심이라는 얼굴을 할퀴어, (우리

의) 발이 복종의 길을 벗어나 달아나서 황야들을 떠돌아다니며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의 잘못된 바를 이성의 거울로 바라보았고, 무지하고 거만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不正한 저항에 대해 후회하며, [879] 후회의 손가락을 유감의 이빨로 깨

물고 있습니다. 만일 사힙키란의 애정이 우리의 상황을 포용하여, 그 처벌이란 그림을

용서의 깨끗함으로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이후에는 (결코) 발걸음을 복

종의 길 바깥에 두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분의 가신들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Nazm]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모두 당신
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모두 왕을 섬기는 가신입니다, 이 상서로운 때에 존재하는 모든 이는.

타이지 오글란은 대 유르트(Ulugh-Yūrt)2212)에서 카안(Qāan)에게 반대하여 칼막

(Qalmāq)에서 달아나 이 장소에서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이르렀는데, 사힙키란은 그를

끌어안고 환대와 경의의 혀로 질문하였으며 왕다운 호의와 여러 가지 애정으로 특별하

게 하였다. 금으로 지은 예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와 빠르게 걷는 말들과 노새 무

2212) 그가 칼막에서 왔다는 점이나, 대 유르트에서 카안(대칸)에게 저항하였다는 점을 수렴해볼
때 이 ‘대 유르트’는 몽골리아에 있는 당시의 北元을 의미한다. 그 때에 北元은 1392년 藍玉의
西征 이후 통일된 권력이 없이 여러 칭기스 칸 가문과 비 칭기스칸 가문이 발호하고 있는 상황
이었으나, 티무르 조의 몇몇 몽골 계보에서는 대칸의 적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들이 보이고
있다. 타이지 오글란은 그러한 대칸에 반대하여 몽골리아로부터 티무르의 어전까지 온 인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화이역어의 ‘納門駙馬書’를 기록한 엔케투라가 북몽골에서 招致한 구나시리
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김호동, 「華夷譯語의 納門駙馬書에 대한 再解釋」, p.28). 다만 구
나시리는 모굴 칸국까지 이르지 못하고 하미에서 멈추었으나, 타이지 오글란은 티무르 조로 와
서 티무르가 죽을 때 까지 그와 함께 있다가, 티무르가 사망한 후 그의 군대가 오트라르에서
진격을 멈추자 홀로 다시 몽골리아로 넘어가 대칸 위 계승분쟁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다
르다고 볼 수 있다. 명실록에서는 그를 울제이투(完者禿)이자 푼야스리(本雅失里)라 하였으며
그가 사마르칸트에 머무르다가 되돌아왔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샤미의 『勝戰記』 및 야즈
디 『勝戰記』의 서론에 보이는 ‘대 유르트 계보’에는 ‘울제이 티무르’, 혹은 ‘일치 티무르’라는
인물이 엘벡 칸 다음에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타이지 오글란이 그 다음에 등극하였다고 서술
하여 ‘울제이 티무르’와 ‘타이지 오글란’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혼데미르는 타이지 오
글란을 계보에서 제외하여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
硏究』, pp.5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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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수많은 낙타들을, 텐트와 천막과 왕들의 귀중품이 될 만한 모든 것과 함께 그에게

사여하였으며, 그는 승리를 구현하는 축복의 대오에 동반하게 되었다.2213)

[반구M iṣrā’] 너의 등자에 있는 가신들의 자유.

또한 5년 전쟁 중에 명령에 따라 파르스로 가서 그곳의 세금을 장악하였던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 이븐 사르부카가 시라즈에서 이곳으로 도달하였으며, 가치 있고 귀

중한 저장품과 선물들, 값비싸고 이름난 상서로운 품목들,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새와

날고 기는 검은 표범(Fahūd)과 같은 사냥 동물들, 현금과 금과 보석 및 보석으로 장식

된 허리띠와 값비싼 금으로 수놓아진 예복들과 다양한 옷들과 색색의 천들과 값비싼

무기들과 多種의 전쟁 도구들과 금 안장을 가진 아랍산 말들과 힘세고 산처럼 거대한

노새들과 수많은 낙타들 - 일부는 짐 운반용이고, 일부는 안장을 가지고 빠르게 달리

며, 일부는 부드러운 등자를 지녔던 - 과 금은으로 된 도구로 창고를 채웠으며 울타리

를 그 위에 마련하였다. 모두가 색색의 울로 된 大帳殿과 왕궁과 천막과 텐트, 그 외에

풍부한 사치품들과 희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다). [880] 이 아름답고 뛰어난 모든

것들의 정교함과 훌륭함은, 가신들의 눈이 그것을 보고 당혹할 정도였고, 그 많음으로

인해 회계원의 마음이 그것을 세다가 어지러워질 정도였다.

영광과 연결된 디반의 장부 및 계산서를 3일 밤낮에 걸쳐 자세하게 작성하였고, 필

사를 완성하여 아미르들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 보고의 날에 모든 아미르들

과 노얀들이 함께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보고하였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무릎

을 꿇고, 하늘의 은과 같은 얼굴을 지닌 수평선이 별이라는 보석을 뿌리고, 태양이라는

금으로 된 丸이 조공의례를 위해 報告의 접시 위에 등장하였던 이른 아침부터, <서산에

해가 기울어 어둠이 질 때>2214)까지 그 선물들을 받았다. 파리둔의 강력함과 후스로우

파르비즈2215)의 위대함이 당대의 시각에서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훌륭하였던 그 모임

에, 타이지 오글란과 초원과 자타의 사신들 및 다른 조치 인들이 참석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당혹하였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았던 상서로

운 선물들의 정교함과 훌륭함, 그리고 (고작) 가신 한 사람이 그 정도의 선물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인, 사힙키란의 드높은 권력과 위대함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신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하여 자비를 베푸신다.>2216)

2213) 『歷史의 精髓』의 기록에는 그가 ‘키타이(Khitāy)’의 사신이며, 킵착 및 모굴 칸국의 사신들
과 더불어 연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청한 다음, 되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
다. 그러나 야즈디의 『勝戰記』에는 본문처럼 보다 자세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2214) Qur'ān, Sūra al-Isrā' : 78.
2215)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으로 7세기 초에 집권하였다. 아나톨리아를 거쳐 로마의 군대와 전쟁하
여 사산조 페르시아 사상 최대의 영토를 보유하였다. 후스로우 2세라고도 한다.

2216) Qur'ān, Sūra al-Baqra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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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회전하는 천장인 하늘은 드높았고, 빛나는 촛불과 같은 태양은 내려앉
았다.
세계의 주민 중에 선택된 사람은, 높은 지위로 하늘에 이를 수 있었다.

왕다운 호의는 그들에게 그 상서로운 선물 중에 많은 양을 하사하였으며, 훌륭한

가신인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어느 시대보다 훌륭하신 그 분께 승인을 얻었다.

이 영광스러운 권력과 위대한 기회에 관해, 그 시대의 혀는 부끄러움의 장막에서 이 노

래를 불렀다.

[시Bayt] 오늘, 생명보다 가치가 낮은 모든 금화와 보석은, 이 어전의 영광에 적절
하지 않다.

그 후에 사힙키란은 우즈벡과 자타의 사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모자와 허리띠

와 예복과 말들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각자가 청하는 바를 받아들여 왕다운 위무의

서신과 선물과 희귀한 물품들과 함께 되돌려 보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무릎

을 꿇고 [881] 부르한 오글란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청하였다. 지

체 없는 자비가 그 죄인들의 죄를 (누르 앗 딘)을 통해 사여하였으며 처벌의 장부에는

모두를 용서라 기록하였다.

또한 그 때에, 술탄 마흐무드 칸이 우익의 군사들, 즉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자한샤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과 함자 타가이 부카 바룰

라스와 아미르 셰이흐 아르슬란과 순자크 바하두르와 무바샤르 및 다른 아미르들과 함

께 명령에 따라 힌두스탄 측으로 나아갔다. 이보다 먼저 라시카르 샤 아프가니의 형제

인 말릭 무함마드2217)는 일부 백성들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와서 정의를 청

한 적이 있었다.

“카르카스(Karkas) 부의 수장인 무사 아프가니(Mūsa Avghānī)는 그 분의 가신 중

에 있었던 나의 형제를 살해하고 이리야브(Iīrīyāb)2218) 요새를 파괴하였으며 우리의 천

호를 약탈하고 우리의 도구들과 재산들을 강압과 장악의 손으로 차지하여 도둑질과 강

도질을 행하고 있으니, 어떠한 피조물도 무탈하게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노예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달아나 가즈니로 왔으며,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가 향하

2217) 『歷史의 精髓』에는 그가 와르쿠이(Warkūyī) 부 출신이라고 하였다(ZT/Jawādī 2, p.831).
2218) THTB에　의하면　카불　부근의　초원　두린으로부터　인도　방향으로　４일　거리에　위
치한다(THTB/Darby 2, p.21).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티무르 군은 가즈니로 가는 길에 이
들의 탄원을 듣고 방향을 돌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즈니로 가는 길을 벗어난 곳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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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힙키란은 그 이야기로 인해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 나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혼돈의 격퇴를 고귀한 마음 속 목표로 삼아 명하였다. “너는 내가 그를 소환할

때 까지 스스로를 숨겨라. 만일 (그가 소환에 응하여) 온다면 (나는) 너의 목숨을 그를

위해 취할 것이며, 만일 거스른다면 너에게 군대를 주어 형제의 피에 대하여, (네가) 그

에게 同害報復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즉시 거역할 수 없는 야를릭과 함께 사람을 무사

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고귀한 귀에 이르기를, 네가 이리야브 요새를 파괴하였다고 한

다. 그 성채는 힌두스탄 길의 초입에 위치해 있으니, 파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드

시 서둘러 (나에게) 오도록 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돌보아, 그 지역을 너에게 사여

할 것이니 (너는) 요새를 건축된 상태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라.” 사신이 무사의 어전에

이르렀을 때 급히 조공과 함께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서둘러 나아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조공을 바쳤다. 왕국을 정비하는 (그 분의) 판단은, 그와 나쁜 행동을 행

하는 그의 모든 예속민들을 함께 없애서, 혼란의 요소를 그 지역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다. 그에게 금으로 장식된 의복과 허리띠, 금으로 된 도검과 안장

을 지닌 말, 그리고 다른 왕다운 사여물품들을 주어 안전을 보장하고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882] 명하였다. “우리 군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요새와 성채를 건축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무리들을 이동시켜 성채 가까이로 데려가 요새의

건축을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가 요새에 이를 때 까지 요새를 완성하도록 노력하

라. 만일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르렀을 때 병사들이 도움을 주어 보충할 것이며,

(그 후에) 너를 그곳에 두고 힌두스탄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무사 카말을 3000명

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있도록 먼저 파견하였다. 그리고 무사가 이리야브에 이

르렀을 때, 명령에 따라 자신의 무리들을 요새의 주변과 산자락으로 데려가 요새의 건

축을 시작하였고, 매일 200-300명이 큰 북과 트럼펫과 함께 매우 진지하게 업무를 행하

였다.

196. 이리야브 요새의 보수와 아프간 노상강도들의 격퇴에

대한 이야기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함께 있었던 훌륭한 요람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과 아미

르자데 울룩벡을 두린 초원에서 사마르칸트로 돌려보냈고, 800AH의 둘 히자 월 초

(1398년 8월 15일) 수요일에, 카불 초원에서 은혜의 발을 의존의 등자에 두어, 말을 몰

고 급히 나아갔다. 그리하여 하늘같은 병사들과 함께 그 달 4일 토요일에 이리야브에

도착하여 요새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영광과 성취의 大帳殿을 행운의 줄로 단단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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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운의 정점에 일으켜 세웠다. 군대들이 무리별로 도착하여 정해진 장소로 들어갔고,

세계가 순응하는 명령이 요새의 완성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훌륭한 요새는, 금요 마스지드와 다른 마스지드 및 여러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

었는데, 금요 마스지드의 수리는 아미르 샤 말릭과 잘랄 이슬람의 노력에 맡겨졌다. 이

와 같은 요새가 14일 동안에 세워지고 완성되었는데, 사힙키란은 타바치에게 은밀히 명

하였다. “건축을 행하고 있는 무사의 예속민들 중에 바깥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내보내

지 말고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이 비밀스런 뜻을 수행하였고, 요

새가 완성되자 사힙키란은 17일 금요일 아침에 [883] 해자와 성벽을 살핀다는 이유로,

타흐트 라완(Takht-i Rawān)이라 부르는 붉은 말(Asbī-būr) 위에 올라 말을 몰고 요새

의 주변을 돌았으며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걸어서 축복받은 등자에 동행하였다. 일을 하

고 있었던 무사의 예속민들 중에 7명이 대문 뒤의 골방에 있었는데 사힙키란이 대문의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그 골방의 작은 구멍에서 화살 하나가 그 분을 노리고 쏘아져

나왔으며, 화살이 지나가는 소리로 인해 말이 날뛰었다. 그러나 신의 가호가 계속하여

사힙키란의 상황을 보호하고 있었으므로 어떤 부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왕다운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고, 다른 문을 통해 성채의 내부로 들어가 명하였다. “무사 및 건축을

위해 와 있던 그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 대문 위에서 화살을

쏘았던 뻔뻔한 7명의 무지한 이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손을

전투를 향해 펼쳐 여러 사람에게 타격을 입혔는데, 칼라키 시스타니(Kalakī Sīstānī)가

사다리를 두고 위로 올라가 그들을 살해하였다. 바로 그 날 아침에 복속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에 따라 무사를, 붙잡았던 그의 예속민 200명과 함께 말릭 무함마드에게 맡겼고

그는 3명의 누케르들과 함께 형제를 위한 同害報復으로, 복수의 단검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였고, 불꽃처럼 움직이는 단검의 물기로 그 악당을 죽음의 땅에

던졌으며, 그들의 머리로 탑을 세웠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그 무리들을 공격하고, 그

무리 중에 있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수장 일부를 없애버렸으며, 그 부정한 이들의

여인들과 자녀들과 물자들과 도구들을, 여러 해 동안 그들의 부정과 폭력으로 인해 재

앙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리야브의 피지배민들에게 제공하여, 실로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 돌아갈 최후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2219)라는 말씀

이 명백해졌다.

[시Bayt] 사람이 不正이라는 말 위에 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비천해지거나 약
해지지 않는다.

사힙키란의 애정은 이리야브의 요새를 말릭 무함마드에게 사여하였고 그는 그 분

2219) Qur'ān, Sūra al-Su'arā'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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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의의 도움을 통해 형제를 대신하여 요새의 하킴이자 그 왕국의 무리와 기병들의

왈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길은 소동을 일으키는 뻔뻔한 자들의 공격으로

부터 안전하게 되었다. [884] 사실상, 종교를 양성하는 사힙키란이 여러 왕국에게 평화

와 안전한 길, 그리고 거대한 도시와 세계에 大路를 제공하니, 아무리 인류의 자손이 세

상 멸망의 날까지 그에게 감사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시Nazm]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의 정의와 관련된 것을 세상에 행
하였다.
신의 은총이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피조물들의 손에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197. 승리의 영향을 발휘하는 깃발이 시누잔과 나가르로

향함과, 파르니얀 무리들의 적대와 반항의 요소를 끊

어낸 이야기

사힙키란은, 이리야브 지역의 업무가 항구한 행운의 영예로 완성되고 그곳의 사건

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800AH 둘

히자 9일 토요일(1398년 8월 23일)에 출발하여 출발의 고삐를 시누잔(Shinūzān) 방향으

로 꺾었고, 산과 정글을 통과하여 그 지역 주변에 안착하였으며 다음 날에도 머물렀다.

그리고 명을 내렸다. “고귀한 샤자데인 할릴 술탄은 유수진의 아미르 일부와 함께 캅차

가이(Qapchaghāy)2220) 길을 통해 바누(Bānū)2221) 방향으로 진격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늘과 같이 강력하신 사힙키란은 출발하여 밤을 틈타 수 천 명의 기병과 함께 나가르

(Naghar)2222) 요새로 향하였고, 전술한 달의 21일 화요일 아침에 승리의 깃발이 그곳에

이르렀다. 이보다 먼저 카불에서 아미르 술탄 샤와 다른 아미르들이 후라산 군대와 함

께 축복받은 명령에 따라 나가르 방향으로 나아가 그 요새를 축조하였으며, 그 견고함

에 대해 크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 지역의 공기가 승리의 상징인 대오들의 먼지로 인해 향기롭게 되었고, 상서로운

도달이 가까워 오고 있음이 그들의 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용해야 할 명령을 받았던

아프간 부족 중에 파르니얀(Parnīyān) 부족은 복속의 허리띠를 묶고 자신의 군대와 함

2220) 이란본Ⅱ에 따른 것이나, 979AH 사본에는 ‘Qapchaqān'이라 되어 있다.　
2221) 파키스탄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의 이름은 ‘반누’이다. 카불과 물탄의 사이에 위치한
다. 카불에서　동남쪽으로　약　220km정도　떨어져　있다．

2222) 반누에서 서쪽으로 약 54km 떨어진 곳에 위치. 그 서쪽에 위치한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
대에 걸친 동명의 산악지대가 존재한다. THTB에서는 ‘Nagaz’라　기록하고　있고, 타슈켄트본
은　본문과　동일하며, 현재　지명도　위와　같다(YZN/Urunbayeb, p.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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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으로 와서 봉사와 동행의 의무를 행하였지만, 발을 복속의 길

바깥에 두고 있어 [885] 군사들을 파견하지 않고 있었다. 이보다 먼저 샤자데 피르 무함

마드가 힌두 지역의 주변을 공격하고 그의 승전군이 전리품과 짐을 카불 측으로 보냈

을 때, 그 뻔뻔한 자들은 용기를 내어 길을 막고 그 (물품의) 일부를 가져갔으며, 히르

만2223) 강을 건너 높은 산과 복잡한 정글에 피난처를 견고히 한 후 길을 막은 적이 있

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분의 분노의 불꽃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여, 바로 그 날

[시Nazm] 세계 정복자 군주인 사힙키란은 왕좌에서 진격의 자리로 갔다.
산과 같은 하나의 담벽이 여우와 같은 민첩함으로, 사자와 같은 힘으로
여우들을 추월하여 서둘러, 마치 불길처럼 따스하게,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공격할 때, 세계를 맴도는 바람 없이도 그들의 주변을 차지하고, 불꽃처럼 행동하

는 눈보라 없이도 편자의 먼지가 그 광선을 가르곤 하였던 하늘같은 군대와 더불어, 그

나쁜 행동으로 비난의 결과에 이르게 될 이들에게 무력과 보복을 행하고자, 3일 후에

그들에게 도달하였다. 명을 내려 군사들로 하여금 말에서 내려 산에 오르고 정글로 들

어가, 용감한 팔의 힘으로 그 죄인들을 취하고 쫓아가도록 하였다. 명령에 따라 그 흙

으로 더럽혀진 수많은 수의 죄인들을, 물기어린 칼로 지옥의 불꽃에 파견하였다.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물자와 말을 민첩하게 약탈하였으며 집을 불태워, 그 나

쁜 도적 가문에 멸종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시Nazm] 어느 누구든 사힙키란을 외면한다면, 즉시 그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한
다.
(사힙키란에게) 반대하여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누구든, 마치 펜과 같이 얼굴이 검
게 된다.

그 사악한 자들 중에 일부는 탈출을 當面의 목표로 삼아, 달아남을 통해 그 무력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났다. (그 분은) 왕다운 열의를 발휘하여 그 산에 머무르며 소동을

일으키는 부족들의 뿌리를 예리한 도검으로 베어버리고, 그 왕국으로 통하는 길들이

[886]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에서 완전히 안정을 되찾도록 하였다.

그 와중에 우발(Ūbal)2224)이라는 그 부족의 칼란타르 중에 한 사람이, 진실한 의도로 충

심의 얼굴을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을 향해 두었고, 땅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행운

을 얻었으며 회개와 용서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였다. 왕다운 현명한 눈길로 겉으로

2223) 타슈켄트　본에서는　 ‘Hīj(YZN/Urunbayeb, p.627)’, 979 AH 본에서는　 ‘Mīj’로　되어　있
다.

2224) 『歷史의 精髓』에서는 그의 이름이 우밀(Ūmīl)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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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징표를 통해 내부의 비밀을 찾아내곤 하였던 (그 분의) 밝은 마음은, 행운이 그

를 돕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으로 복속과 봉사의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왔으며, 그의 실수에 관한 장부에는 용서가 기록되었다. 훌륭한 보호와 애정

으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정직함으로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다양한 보

살핌과 위무로 특별하게 되었다.

[시Bayt] 진실의 아침에 올바른 말씀을 하였을 때, 세계에서는 위대한 자가 그로
인해 금으로 된 문을 차지하였다.
사르브 (나무)가 곧게 깃발을 세웠을 때, 세상에서 슬픔의 전리품을 보지 못했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요새 나가르를 번영케 하였고 그 곳을 보

수하고 강화한 후에 소식을 얻게 되었는데, 강력한 부족이자 전투 도구가 많은 집단이

었던 칼라트(Kalāt) 무리들이 복종해야 할 야를릭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에 파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나가르 요새에 드리우기 2일 전에, 그와 함께 하고 있던 군대와 함께 그 부족을 공격하

여, 비록 그들이 강한 신체를 가진 용감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패배시키고 황폐

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무력의 칼로 베어버리고 일부는 붙잡았으며, 그들의 자

녀들은 포로로 만들었고 그들의 생명과 물자들을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다. 그렇게

칼라트 인들의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어 하늘을 닮은 어전으로 왔으며, 땅에 입을 맞추

는 영예로 행운을 얻게 되었고 왕다운 보살핌과 다양한 애정으로 특별함을 얻었다.

[887] 801AH 무하람 월 초(1398년 9월 13일) 금요일에, 사힙키란은 파르니얀 부족의 영

역에서 귀환하여 나가르 요새에 상서로이 안착하였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를 일부 군대

와 함께 물탄의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어전에 파견하였고, 샤 알리 파라히(Shāh

'Alī Farāhī)를 500명의 보병과 함께 나가르 요새에 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의 보호

속에 출발하여, 바누 지역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피르 알리 술두스와 아미

르 후세인 코르치(Amīr Ḥusayn Qūrchī)를 일부의 군대와 함께 그 지역에 남겨 두고

승리의 깃발은 바누를 출발하여, 그 달 8일 금요일에 행운의 그림자가 신드 강변에 드

리워졌다. 그리하여 술탄 잘랄 앗 딘 호라즘 샤(Sulṭān Jalāl al-Dīn Khwārizmshāh)가

칭기스 칸을 피해 스스로를 강에 던져 건넜고, 칭기스 칸은 도착하였으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갔던 바로 그 장소에서, 왕의 大帳殿을 묶은 끈들이 신에 대한 복종의 말뚝

에 단단히 묶여졌고, 군주의 피난처인 왕궁의 지붕이 달의 정점에 드높은 머리를 세웠

다.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신드 강의 초입에 다리를 세워라.” 복종하는

이들은 즉시 유능한 손을 펼쳐 2일 만에, 3개의 기둥과 배와 갈대로 훌륭한 다리(Jasa

r)2225)를 엮었다.

이 사이에 주변 왕국으로부터 와 있었던 일부 사신들을 귀환하게 하였는데,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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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메카와 메디나라는 두 영예로운 聖地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운의 끼블라이자 소망

의 카바인 (그 분의)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왔던 사이드 무함마드 마디니(Sayyid

Muḥammad Madinī)는, 그 지역 주변의 모든 하킴들과 귀족들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보고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다.) “모두가 기대하기를, 세계 정복

자의 깃발이 호머 새처럼 행운의 그림자를 추종자들의 머리 위에 드리우고, 그 왕국들

을 (그 분) 자신의 가호의 피난처로 데려가기를 고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그

는) 복종과 헌신을 드러내고자 와 있었던 카슈미르(Kashmīr)의 왈리 이스칸다르 샤

(Iskandar Shāh)2226)의 사신을 위무하여 되돌려 보내며 명하였다. “이스칸다르 샤는 자

신의 군대와 함께 디발푸르(Dībālpūr)2227) 에서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합류하라.”

[889]

198. 사힙키란이 신드 강을 건넜던 이야기

바르스 해에 해당하는 801AH 무하람 월 12일 화요일, 해가 가을의 평형 지점에서

9 단계를 지나고 있었을 때에,2228) 승리의 깃발이 신드의 강을 건넜고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가 모두 강을 떠나 자르브 황야(Chūl-i Jarv)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황야

였다. 그 길이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희망의 너비보다 더욱 넓게 뻗어 있었고, 그 폭

은 옛 사람들의 관용의 광장보다 더욱 컸으며 그 영역에는 강과 도시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이 황야는 여러 역사서에서 잘랄리(Jalālī) 황야로 유명하였는데, 술탄 잘랄 앗

딘 호라즘 샤가 칭기스 칸으로부터 달아나 강을 건너 이 황야에 들어와, 비로소 해방을

얻었기 때문이었다.2229)

상서로운 징조의 깃발이 승리와 행운의 그림자를 그 지역에 드리웠을 때, 주드

(Jūd) 산의 수장들과 인도자들은 행운의 안내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향하였으며

복속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매고, 머리를 명령 선 아래에, 발걸음을 복속의 원 안

에 두었다. 그리고 조공의 관례와 물자의 보고 및 봉사를 행하였다. 이보다 여러 달 전

2225) 배로 만든 다리를 의미한다.
2226) 카슈가르를 지배한 Shah Miri 술탄국의 여섯 번째 군주인 이스칸다르 샤 미리(Iskandar
Shah Miri)로, 그는 1389-1413년 사이에 재임하였으며 카슈미르 힌두인들의 이슬람화에 큰 영
향을 미쳤다.

2227) 펀잡 주에 위치하며 디벌이라는 인물이 건설한 마을을 의미한다.　물탄에서　동쪽으로　약　
213km　떨어진　곳에　위치．

2228) 서기로 1398년 9월 24일이었으며 바르스 해에 해당한다. 이란본Ⅱ의 역주에 따르면 이 문장
후반부에 ‘가을의 평형 지점에서 9단계 지났다’는 뜻은 메흐르 월 9월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실
제 이 날은 알 투시의 환산에 의하면 메흐르 월 16일에 해당한다.

2229) 『集史』의 기록에 의하면 그를 인더스 강까지 추격하였다가, 그 이후로 칭기스 칸은 되돌아
갔고 발라 노얀을 파견하여 그를 추격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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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루스탐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가 군사들과 함께 명령에 따라 물탄 방면으로 가 있었

다가 출발의 고삐를 주드 산 방향으로 돌려 여러 날 그곳에 머물렀는데, 바로 그 지도

자들이 동행의 의무를 약조하였고, [890] 마련해 두어야 할 분량의 군향과 건초 및 적절

한 봉사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때에 왕다운 애정은 그들의 상태를 포용하였고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그들에 대한 고려와 보살핌을 명하여,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타격이나 불협화음 없이 자신의 장소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예의와 봉사라는 묘목과, 우

정과 평안이라는 과실이 열매를 맺었다.

[시Bayt]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나쁘게 바라보지 말고, (그가) 계속
하여 자신의 일을 돕게 하라.

199. 샤합 앗 딘 무바락 샤 타미미의 사건과, (그가) 복종

하였다가 저항한 이야기

사합 앗 딘 무바락 샤(Shahāb al-Dīn Mubārak Shāh Tamīmī)는 자마드(Jama

d)2230) 강변에 있던 어떤 섬의 하킴이었는데, 거대한 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일전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자항기르가 물탄의 영역에 들어왔던 때에 그는 셀 수 없는

물자와 도구들과 함께, 복속의 목걸이를 생명의 목에 매달고 복종의 발걸음으로 와있었

다. 샤자데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다양한 돌보심과 위무로 특별

함을 얻었고 수차례 봉사와 동행의 의무를 행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장소로 돌아갔을

때, 그의 자만이라는 악마가 앞을 막았고 섬의 견고함과 강의 보호를 믿고 자만하게 되

어, 저항과 반항이란 유혹이 그의 무지한 머릿속에 떠올랐고, 죽음의 강변에 안전을 위

한 왕궁을 건설하였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강은 결국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시Bayt] 아아, 평화의 하늘에 해야 할 안전에 대한 간청을, 강에 기대고 있느냐.

경계태세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다. 사힙키란이 황야를 건너 자마드 강변이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이 되었고, 그 불운한 이들의 저항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무하람

월의 14일의 목요일에 명을 내렸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자신의 투만과 함께

그 섬으로 진격하여, 훌륭한 처리 및 도검과 화살의 타격으로 그들의 삶에 파괴를 일으

키고 [891] 자만과 공상이라는 사막을 없애도록 하라.”

2230) 인더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젤룸(Jehlum)　강을　의미한다(Parbury Black & Allen,
The Asiatic Journal and Monthly Register for British India and Its Dependencies 28,
London: Wm. H. Allen and CO., 1839,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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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이 명령에 따라 출발하여 그 섬에 이르렀을 때, 사합 앗

딘은 깊은 해자를 파고 높은 성벽을 세워 방비하고 있었다. 그 견고한 지역 주변에 水

量이 많은 호수가 있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는 쉼 없이 그 강으로 들어갔고, 전투

의 불꽃을 피워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태양의

떠오르는 곳에서 온 투르크 인들이 서쪽의 잠자는 곳을 향해 휴식의 얼굴을 두었을 때,

힌두 인들이 어두운 밤에 어두움을 확산하는 판단에 따라 밤에 일어나 매복을 결정하

였고, 사합 앗 딘은 10000명과 함께 강 주변의 다른 쪽에서 야습을 행하여 거대한 전투

가 발생하였다.

[시Nazm] 2231) 어두운 밤, 칼에서 광선이 발하였을 때, (이는) 마치 식물이 입가의
誹笑처럼 열리는 것과 같았다.
칼끝은 하늘에서 정의의 달빛을, 창촉은 원한의 정원에 피로 물을 주었다.
수많은 이들을 거대한 도검으로 베었고, 피가 어두운 밤의 얼굴을 튤립 색으로 물
들였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승리를 동반하는 병사들과 함께 그들에게 계속 공격

을 행하였고, 연이은 타격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두운 밤에 발생하였다.

사합 앗 딘의 군사는 마치 물고기가 바닷가에서 다급히 달아나는 것처럼, 새가 덫에 앉

은 것처럼.

[반구M iṣrā’] 마음의 피눈물이 눈에서 혼돈을 발생시켰다.

그 먼지로 얼룩진 많은 이들의 생명의 물을 무력의 불꽃으로 죽음의 바람에 날려

보냈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칼이 지닌 물기로 인해, 재앙의 범람은 적의 생명의

배를 띄우지 못할 정도로 높아졌다. 일부는 피에 목마른 바다에 스스로를 던져 전쟁과

전투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바다의 깊은 물에서 피난처를 얻었다. 그리고 그 밤에 특수

한 노예군, 예를 들면 만수르나 부르즈 추라(Būrj Chūra)2232)와 그의 형제들은 이름과

체면이라는 전장에 용감하고 훌륭한 깃발을 [892] 세우고 용감한 노력을 기울여, 도검과

화살의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이 급히 도달하여

상서로이 그 섬에 안착하였다. 사합 앗 딘은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신중함을 발휘하

여 200개의 배를 준비해두었는데, 그 야습에서 패배하여 운명이 전복된 군사들과 함께

되돌아가 천신만고 끝에 그 구렁텅이에서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 밤에 자신의 예속민

2231)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2232) 이란본Ⅰ이나 타슈켄트본 등에서는 ‘Chihrih’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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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그 배에 앉아 불운에 휩싸인 채로, 힌두의 도시 중에 하나인 우자를 향하여

자마드 강 하류로 나아갔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와 함께

명받은 대로 그들의 뒤를 쫓아 강변을 따라서 전투를 하였고 다수의 힌두인 백성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셰이흐 누르 앗 딘이 승리를 동반하는 병사들과 함께 되돌아 왔을

때, 왕다운 자비는 그 야습에서 용기를 발휘하여 상처를 입었던 무리들을 호의와 보살

핌의 눈길로 바라보았으며 값비싼 예복들과 풍부한 사여물품들로 특별함을 제공하였다.

사합 앗 딘의 배가 물탄에 가깝게 되었을 때,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그의 아

미르들과 아미르 술탄 샤의 군대들은 먼저 와 있었던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군대와 함

께 그들의 길을 막고, 그 혼란을 유발하는 자들을 강에서 붙잡아 보복의 칼로 베었다.

사합 앗 딘은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배에서 강으로 던지고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천신만고 끝에 그 공포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해안에 떨어졌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샤

말릭을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정글로 들어가 그곳으로 달아나 있었던 적들을 살해하

도록 하였다. 그는 명령에 따라 용감한 자들과 함께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찬 풀숲으로

들어갔고, 그 불운한 자들 다수를 살해하고 약탈하였으며, 수많은 전리품 및 수없이 많

은 노예들과 건초로 가득찬 배들과 함께 귀환하여 축복받은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사합 앗 딘과 그의 예속민들에 관한 사건이 승리로 종결되었고 그 중요한 일을 끝

마치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승리를 동반하는 깃발들이 명백한 승리의 상징을 그리

며 드높은 하늘의 정점에 세워졌을 때, [893] 그곳을 출발하여 5-6일 동안 강변을 통해

나아갔다. 그 달 24일 일요일에 체납(JNAVH)2233) 강변에서 한 요새의 맞은편에 도달하

였다. 그 요새의 맞은편에서 자마드 강과 체납 강이 합류하고 있었고 그 요동치는 파도

에서 兩星의 만남이 관찰되었을 때, 신성한 힘의 상징 중에 하나가 통찰력을 지닌 (그

분의) 시야에 들어왔다.

‘배를 엮어 (다리를 만들라)’는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모아, 끝없이 깊은 바다와 같았던 그 넓은 강의

입구에 배를 엮고, 27일 수요일에 다리를 완성하였다. 마음을 高揚시키는 독특한 그 다

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理性의 판단력을 날카롭게 하고 당혹감을 고조시키는 것이었는

데, 왜냐하면 과거의 왕들 중에 그 강 위에 다리를 엮는 것은 행해진 적이 없었고, 이

강을 건넜던 타르마시린 칸 또한 다리를 엮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리의 사힙키란의 의

도라는 눈길이 두어졌던 모든 어려운 업무는 쉽게 해결되었고, 세계 정복자인 칸들의

밝은 마음이 호의를 보였던 모든 중요한 업무는, 운명의 작업장에서 지체 없이 준비되

고 완료되어 나타났다.

2233) 현재 물탄의 서쪽에서 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체납강이다. 인더스 강의 동쪽에 위치하며
물탄 북동부　약　128km　떨어진　곳에서 젤룸 강과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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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천 가지 이상의 이와 같은 일이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0. 행운의 깃발이 툴람바 요새에 도달한 이야기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그 강을 건넜을 때, 강의 맞은편에는 군주들의 피난처인

왕궁의 지붕이 태양과 달의 정점에 세워져 있었다. 다음 날 유수진과 나머지 군사들을

위해 다리를 세웠고, 그곳을 행운으로 출발하여 도시 맞은편에 있는 툴람바(Tulamb

a)2234) 강변에 안착하였다. 툴람바에서 물탄까지는 35 쿠루흐(Kurūh)2235)였는데, 이 도

시의 군주와 지도자들이 사이드와 울라마의 무리들과 함께 축복받은 어전으로 서둘러

왔고,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게 되었으며 각기 자신의 지위와 세력에 걸맞은 왕다

운 위무를 얻어 특별하게 [894] 되었다. 바로 그 날 고귀하신 그 분은 그 강을 건넜고

금요일, 29일에 강의 맞은편에 머무르며 군사들이 건강하게 강을 건너도록 하였다.

801AH 사파르 월 초(1398년 10월 13일) 토요일에, 툴람바 요새 주변에 위치한 황야는

여러 깃발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희망의 대리인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관습으로 두 종류

의 세금을 툴람바 도시에 부과하였으며, 그들의 용기의 서신이 <저희는 저희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찾아 그들의 길을 따를 뿐입니다>2236)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드높은 은

총을 얻었던 大 사이드들과, 그들의 강력한 궁정의 흉벽 위에서 <그분의 종 가운데서

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식을 가진 자들뿐이라>2237)는 광선이 빛났던 관대한 울라마

들은, 그 소환에 응하여 (살해를) 면제받고 값비싼 예복으로 영예롭게 되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행동과 독보적인 위대함으로 인해 터키석 색 하늘빛이 바랠 지경이었다. 이

처럼 ‘예언자의 가문과 그의 후계자’ 중에 있던 이 두 훌륭한 집단에 대한 사힙키란의

노력과 배려는, 기록이나 설명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반구M iṣrā’] 그 설명의 고개를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는 명목으로 툴람바의 주민들에게 할당되어 있었던 금액은

일부는 지불되었으나 일부는 답보 상태였는데, 그 때에 계산의 경지를 넘어선 거대함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강력함을 지닌, 하늘처럼 위대한 모든 군대가 도달하여 건

초를 필요로 하였다. 세계가 수긍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건초를 얻을 수 있는 곳이

2234) 이라지 아프샤르(Iīraj Afshār)의 교정에 의하면 ‘Tulamīne’이다. 그러나 실제 물탄에서 동북
쪽으로 약 8１km정도 떨어진 곳에 ‘툴람바’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툴람바, 툴람바라
고 읽는 것이 맞다.

2235) 1/3 파르상, 약 2킬로에 해당한다.
2236) Qur'ān, Sūra al-Shura'a : 23.
2237) Qur'ān, Sūra al-Fāṭer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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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디든 가져오도록 하라.” 세계라는 뇌가 검은 물질의 범람에 좌절하고, 당대의 눈에

하얀 것이 검은 색과 섞여 마치 눈이 안염을 일으켜 어두워진 것만 같았던 어느 밤, 군

사들은 건초를 찾아 개미처럼 흥분하여 도시로 향하였다. 그리고 <왕들이 어떤 도읍에

들어갈 때에는 그 고을을 파괴한다.>2238)라는 암묵적 관습에 따라, 재앙의 비바람이 거

세져 불꽃이 집에 피어올랐으며 무엇이든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사이드들과

울라마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고통 속에서 안전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신께서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려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2239) [895] (그리하여)

사힙키란의 고귀한 귀에 (한 소식이) 전해졌다. “일전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로 인

해 복속의 문 바깥으로 나와 복종의 장소에 있었으며 그 후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던

툴람바 지역의 일부 사령관들과 수장들이, 저항을 행하는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거

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 샤 말릭과 셰이흐 무함마드 이쿠 티무르는

자신의 투만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나아가, 뻔뻔하게 샤자데에 대한 복속의 위대한 길

을 벗어나고 저항의 허리띠를 졸라 맴으로써 나쁜 생각의 길을 마음속에 열었던 그 부

족을 처벌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경고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라.” 그들은 명받은 대로

증오를 안고 그 불운한 자들을 향해 나아갔으며 그 방황하는 무리들의 은신장소였던

정글로 들어가, 화성을 닮고 토성을 상징하는 칼과, 외면과 혼돈을 상징하는 도검으로

2000명 힌두 인들의 생명을 앗았다. 그들의 몸을 야생동물들과 새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 거대한 전리품들 및 셀 수 없이 많은 물품들

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서둘러 왔다. 사파르 월 7일 화요일에 승리에 영향

을 미치는 깃발이 승리자가 되어 툴람바를 출발하였고, 다음 날 라비(Bīyāh)2240) 강변에

위치한 철(Chāl) 주변의 샤 나바즈(Shāh Navāz) 지역에 안착하였다.

201. 세계정복자의 깃발이 누스라트 쿠카리를 향해 나아갔

던 이야기

그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셰이흐 쿠카리의 형제인 누스라

2238) Qur'ān, Sūra al-Naml : 34.
2239) Qur'ān, Sūra al-R'ad : 11.
2240) THTB에　의하면　라호르　부근에　위치한，　라비　강으로　유입되는　강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THTB/Darby 2, p.33), 윌리엄 빈센트(William Vincent)는　자신의　저서　속에
서　야즈디가　라비　강을　줄곧　비야　강(Beas River)으로　잘못　기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비야　강변에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이하의　몇몇　도시들은　모두　라비강
변에　있다(William Vincent, The Commerce and Navigation of the Ancients in the Indian
Ocean 1, London: 1807, p.25). 다만 ‘비야’ 강이 라비 강이 아니라, 라비 강의 지류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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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Nuṣrat Kūkarī)가 2000명과 함께 철 지역 강변에 성벽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강

의 규모는 마치 훌륭한 본성을 지닌 이들의 깨끗한 천성처럼 깊고, 자애로운 자들의 마

음처럼 극히 넓습니다.” 바다와 같이 자애로우신 사힙키란은 즉시 상서로이 말을 몰고

유수진을 놓아둔 채로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과 함께 쿨(Kūl) 강변에2241) 안착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중앙과 양익으로 정렬하여, 우익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알라다드의 세력의 영예로 장식하였고, 좌익은 아미르 샤 말릭과 아미르 셰이흐 무함마

드 이크 티무르의 강력함으로 장식하였다. 중군 앞에는 알리 술탄 타바치가 후라산 보

병들과 함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승리가 없는 누스라트는 [896]

[반구(M iṣrā’)] (마치) 검은 피부를 지닌 이의 이름이 역으로 ‘카푸르(Kāpūr)’라 지
어진 것처럼2242)

1000명의 힌두인들과 함께 쿨 강변으로 와서, 힘없는 날개로 날기 시작하다가 스스

로를 내던지는 개미처럼, 승전군의 맞은편에서 무지함과 자만으로 대오를 펼쳤다. 알리

술탄은 보병들과 함께 그 적들을 공격하고 전투를 행하여,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찬 그

장소에 전투의 불꽃을 피워 용기를 보였지만 결국 그와 몇몇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

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알라다드는 그들의 뒤를 쫓아 물과 진흙으로 들어갔

으며 흙으로 얼룩진 적들을 물기 어린 칼로 죽음의 바람에 날려보내어 지옥불로 파견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피가 뿜어져 나오는 창촉의 깃발로 삼아 승리의 피난처

인 병영으로 가져왔다. 결국에 그 ‘누스라트’라는 이름을 지닌 자의 불운한 결말은, 달아

나는 길을 통해 사막으로 빠져나가 떠돌아다니게 되었는지, 혹은 다른 살해된 자들과

함께 <불행한 거주지>2243)인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시Bayt] 사힙키란에 대한 봉사를 외면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고 만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의 거주지를 불로 태웠고 그들의 물

자를 약탈하였으며, 수많은 가축 무리들을 몰아 데려갔다. 전술한 달 10일 월요일에 승

전군은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극히 힘든 길이었던 진흙탕을

2241) 타슈켄트본에는 ‘그 호수의 가장자리에’라 되어 있다(YZN/Urunbayeb, p.636).
2242) 이 시구는 사나이(Sanāī)의 시구와 유사하다. 이 시구의 의미는 하얀색 물질인 카푸르를 검
은 피부를 지닌 사람의 이름으로 삼는 것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할 적장의 이름이 누스라트, 즉
승리(Nuṣrat)인 것을 비꼬아 지적한 것이다.

2243) Qur'ān, Sūra al-Iībrahīm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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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그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생겨났더라도, 만일 갈 것이라면 가는 것이
낫다. 이성의 문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떨었지만, 어차피 줄 것이라면 드러내라.

통과하여, 샤 나바즈가 승리의 피난처의 병영이 되었다. 샤 나바즈는 거대한 마을

이었고 주민들도 매우 많았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건초 창고가 있어 모든 군사들이 아

무리 많이 취하여도 여러 창고 분이 남을 정도였다. 그 장소에서 일부 아미르들이 명에

따라 출발하여 라비 강을 건넜고, 타격을 입고 달아나고 있었던 누스라트의 예속민들을

뒤쫓아 잡아서 약탈하고 [897] 풍부한 전리품을 가져왔다. 사힙키란은 2일 동안 그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운명의 명령이 반포되었다. “남아있던 건초 창고들을, 이교도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 태우도록 하라.” 13일 목요일에, 승리의 피난처의 깃발

이 샤 나바즈에서 위대하게 환대를 받으며 출발하였고, 모든 유수진들이 모여 있던 라

비 강2244)변의 잔잔(Janjān)2245) 마을 맞은편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고귀한 명령이 반포

되었다. “군사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도록 하라.” 그리고 그 날에 하늘의 노예인 샤자

데, 샤루흐의 누케르 중에 하리 말릭이라는 이름의 믿을만한 자가 헤라트에서 축복받은

병영에 이르렀고 그 지고하신 신의 호의로, (샤루흐의) 비할 데 없는 건강의 소식을 전

했다.

[시Nazm] 거대한 달이 세계 정복자인 왕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훌륭한 자녀의 건
강이라는 좋은 소식을 통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기쁨과 생기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를 드렸다.

202. 고귀한 샤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가 물

탄 방면에서 도달한 이야기

앞서 힌두스탄 공격 원인에 대한 章에서 報告하였듯이,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는 도시 물탄을 포위하였고 그 포위의 기간이 6달 동안 이어졌는데, 내

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 생명의 마지막 숨을 늦추기 위해 동물의 사체

를 먹을 정도였다. 그 지역의 왈리였던 사랑은 다급히 겸손과 패배의 발로 바깥으로 나

왔고 물탄이 정복되었다. (샤자데는) 이 승리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사람을 파견하여 고

귀한 왕좌의 발치로 보냈다. 그러나 그 후에 파시 컬(Pashi-Kāl)2246)로　인해 전술한 샤

2244) 본문은 비야흐 강이지만, 위치에 따라 라비 강으로 정정. 각주 2207번 참조.
2245) 이란본Ⅱ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고　 THTB에서는 ‘Dgendgian’이라　 되어　 있으나
(THTB/Darby 2, p.35), 타슈켄트본에는 ‘Ṣaḥān’이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다.

2246) THTB에　의하면　이것은　7-10월　사이에　갑작스런　다량의　비가 내리고　강물이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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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데 군의 모든 말들이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도시 외곽에서 내부로 이동하였는데, 복속

의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와 봉사의 숨을 쉬었던 힌두와 그 주변 하킴들과 사령관들은

(다시) 복속의 길을 외면하고 저항의 선언하였으며, 혼돈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여 일

부 지역에서는 다루가들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898] (즉,)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모든 군대들이 보병이 되었던 와중에 나쁜 생각을 가진 적들이 반항의 머리를 쳐들었

고, 밤마다 도시의 문까지 밀어닥쳤던 것이다. 그는 극도로 걱정하고 당혹해 하였는데,

갑자기 태양과도 같은 사힙키란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 지역의 지평선에 떠오르

자, 그 (도달) 소식이라는 광선이 비추어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린 적들의 업무가 손

에서, 손이 일에서 떨어졌고, 굳건히 고정되어 있던 발이 자리에서 떨어져 혼란에 빠졌

다. 오로지 행운의 啓示가 안내하는 결과이자 선물이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샤자데는

예속민들과 함께 두려움과 당혹의 夾紙를 탈출하게 되었고, 도움을 얻어 승리를 동반하

는 병영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사파르 월의 14일 금요일에 라비 강변에서 승리의 피

난처인 대오에 합류하였다. 샤자데는 사힙키란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광스럽

게 되었고, 그 분은 그를 끌어안고 왕다운 자비와 다양한 위무로 특별함을 사여하였다.

한편 호라즘 전투에서 아미르 자한샤로부터 달아났던 자니드 부룰다이와 그의 형

제인 바야지드 및 무함마드 다르비시 타이카니(Muḥammad Darvīsh Ṭāīkhānī)는 천신

만고 끝에 힌두스탄에 도달해 있었는데,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가 물탄을 차지하였

던 때에 힌두 방면에서 샤자데의 어전으로 왔고, 샤자데는 그들을 데려가 이 곳에서 땅

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게 하였으며 그들의 처벌에 대해 용서를 청하였다. 왕다운 자

비가 그들의 생명에 용서를 베풀어 주었고, 야사의 막대기(Chūb-i Yāsāq)로 때리고는

풀어주었다. 15일 일요일에 승리의 피난처인 깃발이 라비 강을 건너 잔전에 행운의 그

림자를 드리웠다. 그곳에서 물탄까지는 40 쿠루흐(약 80km)였는데, 2-3일 동안에 모든

군사들이 일부는 배를 통해, 일부는 고래처럼 자신을 강에 던져 그 바다 속에서 나아갔

다. 그러나 거대한 행운의 영광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시Nazm] 2247) 신의 정결한 관용이 있을 때, 불과 물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다.
비천함(Bīchārigī)에 우리 업무의 해결(Chāra)이 있으며, 물과 불의 문은 우리의 보
호자이다. [ 899]

4일 밤낮을 잔전 마을에 머물렀다. 16일 화요일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그

곳에서 연회를 마련하고 조공을 바쳤으며, 왕관과 금으로 장식된 허리띠, 안장을 지닌

아랍산 말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값비싼 선물들과, 귀하고 부드럽고 정교한 직물들, 모두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THTB/Darby 2, p.36).
2247)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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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냄비와 컵과 커다란 물병 등 많은 집기들을 바쳤다. 디반의 구성

원들과 서기(펜의 주인)들은 2일 동안 그 물자들을 장부에 기록하였고 그 자세한 내역

을 정리하였다.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은 보고의 날에 아미르들과 와지르들과 어

전의 벗인 동반자들에게 그 물자 모두를 사여하였다. 그리하여 세력과 지위에 따라, 모

든 사람들이 아낌없는 사여의 은총으로 이득을 얻게 되었다.

[시Nazm] 그의 손은 금으로 된 전리품에 머무르지 않았다, 금으로 된 공예품은
모두 그에게서 떠나갔다.
빛이 결코 태양에게서 분리될 수 없듯, 자비는 왕의 마음에서 떠날 수 없다.
때로 훌륭함은 구름처럼 그의 손바닥이라는 구름에서 (비를) 내렸다, 모든 세계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식의 주인들에게.

그 분의 마음 속 바다는, (마치) 사여와 관용이라는 흔들리는 미풍으로 인해 파도

가 일어나는 것과 같았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군사들의 말이 파시 컬로 인해

몰살되어 이 여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이 소를 타고 일부는 걸어서 축복

받은 병영에 도달한 상태였는데, 그 날 30000마리의 말이 그들에게 사여되어 기병이 되

었다.

[시Bayt] 그의 자애로움은 평화로이, 모자란 바를 베풀어주신다,

그의 존재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던 金絲衣(Zarī)는, 그 묘목이 행운을 바라는 자들

의 바람과 소망의 초원에서 키워낸 모든 희망을,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보석을

든 손이라는 구름의 도움으로 푸르고 생기 있게 하는 세케였으니, 실로 <높은 종려나무

에 주렁주렁 겹치게 열매를 주신다>2248)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한편 저항의 주민들

의 혼돈의 鹽地에 있던 훌륭하지 못한 배는 모두, 세상을 태우는 그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죽거나 소멸되어, [900] <초목이 시들어져 바람이 그것을 날려 버리는>2249) 형태

가 되었다. 그리하여 당대 (史家들의) 혀는 보상과 보복의 때에, 찬사의 관습으로 (아래

와 같은 시를) 읊었다.

[시Nazm] 너의 관대한 손바닥은 사여의 은총 속 바다이다, 항복 외에는 그 뜰에
끝이 없다.
너의 칼이라는 태양빛이 적의 영역에서 반짝이니, 죽음이 아니면 그것에 한 방울의
비도 없을 것이다.

2248) Qur'ān, Sūra al-Qāf : 10.
2249) Qur'ān, Sūra al-Kahf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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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잔전을 출발하여2250), 행운의 그림자가 사흐발

(Sahwāl)2251) 마을에 드리워졌다. 21일 금요일에 사흐발 마을을 출발하여 아스반

(Aṣvān) 지역이 승리의 둥지인 병영이 주둔하는 장소가 되었다. 하루를 그곳에서 머물

렀고 다음 날 아스반을 출발하여, 자흐발(Jahvāl)이란 장소가 위대한 영광의 깃발의 중

심이 되었다. 디발푸르(Dīval-pūr)2252)의 주민들은 이전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무리이자 예속민이었으므로, 샤자데는 무사파르 카불리(Mosāfar Kābulī)를 1000명의 사

람들과 함께 그들의 다루가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파시 컬(의　시기가) 돌아오자, <신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신다.>2253)는 신성한 순나에 따라 정직함이 위선을 압도하

게 되었다. (즉) 샤자데 군대의 상황이 약화된 것이 명백해지자 그들은 부족한 지식과

사악한 선례에 따라 술탄 피루즈 샤의 굴람들에게 합류하여 무사파르를 그 1000명과

함께 뻔뻔스러운 칼로 베었고, 나쁜 본성의 사악함 중의 사악함으로 자기 영역의 평화

와 안전이라는 짚을 불태운 것이다.

[시Bayt]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손에 든 도끼로 자신의 발
을 찍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함성이 그 지역에 퍼져나가자, 나쁜

기회를 노리는 이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집과 물자에 작별을 고하고 달아나

바트니르(Baṭnīr)2254)성채로 갔다. 이 때에 사힙키란이 상서로이 자흐발에 도착하여, 아

미르 샤 말릭과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Dawlat Tīmūr Tavāchī)를 유수진에 두고 명

하였다. “유수진과 군사를 [901] 디발푸르의 길로 데려가, 델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마나

(Sāmānah)라는 장소에서 축복받은 대오와 유수진이 서로 만나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

에서 10000명의 기병과 함께 진격하여, 저녁과 밤을 틈타 아주단(Ājūdan)을 향해 고삐

를 몰아 달렸다. 24일 아침 월요일에 태양이 승리의 광선이라는 깃발을 아주단 마을이

2250) 타슈켄트본에서 이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다른 지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
일하게 잔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2251) 이란본Ⅰ에서는 ‘Shahvāl’이라고 되어 있다. 앞서 툴람바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라비 강을
따라 나아가면 약　85km　동쪽에 샤히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다.

2252) 샤히왈에서　동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에　위치．
2253) Qur'ān, Sūra al-Enfāl : 37.
2254) 제임스 르넬(James Rennell)는　자신의　연구서에서　야즈디의　기록들을　정리해볼　때　
툴람바에서　바트니르까지　동남,　혹은　동남동쪽으로　161.5　마일　정도　된다고　정리하였
다(James Rennell, Memoir of a map of H indoostan; or The Mogul Empire: : with an
introduction, illustrative of the geography and present division of that country: and a map
of the countries situated between the head of the Indus, and the Caspian Sea,　London:
1788,　 p.92). 현재　인도　펀자브　주에　위치한　배디나(Bathinda)에　비정할　수　있다．
Zayn al-Akhbār에는 이 지명이 ‘Bhāṭiya’로 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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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수평선에서 들어 올렸는데, (이곳에서는) 以前에 셰이흐 누르 앗 딘의 손자 중에 폭

정의 상징인 셰이흐 마누바르(Shaykh Manūvar)와 자만에 빠진 셰이흐 사아드(Shaykh

Sa'd)가 그 도시 대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올바르고 안전한 길을 벗어나 고향을 떠나도

록 하고, 그들을 선동하여 자신과 함께 힌두 도시 중에 큰 마을이었던 바트니르 방향으

로 달아나도록 하였으며, 그 중에 일부는 폭정을 행하는 셰이흐 마누바르와 함께 델리

로 가 있는 상태였다.

오래된 바람이라는 밝은 빛이 만족과 자비라는 틈으로 그들의 상황 한 가운데를

관통하였던 사이드와 울라마 무리들은, 사힙키란의 관대하신 성품을 구원의 방주로 여

겨 굳건한 발을 의존의 옷자락에 뻗고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 아침

에 승리와 더불어

[반구M iṣrā’] 영광스러운 아침이었다, 왕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닿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행운의 귀에 들려왔을 때,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서둘러 갔

다. (그들의) 희망의 눈은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먼지로 밝아졌고, 끝없는 위무와 자

비로 특별함을 얻었다.

왕다운 애정은 마울라나 나시르 앗 딘 우마르(Mawlānā Nāṣir al-Dīn U'mar)2255)와

호자 마흐무드(Khwāja Maḥmūd)의 아들, 사합 무함마드(Shahāb Muḥammad)2256)를 그

도시의 다루가와 보조로 임명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 거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군

대의 통과나 여러 군대의 왕래 등으로 인한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였

다. 이를 통해 <추측은 나의 가신이며, 그리하여 가신은 무엇을 원하든 나에게 의심을

갖는다.>2257)는 정직한 아름다움이, 통찰력 있는 주민들의 신뢰의 눈앞에서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믿음과 훌륭한 본성을 통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생각을 해왔던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건강하게 남아있고, 수없이 많은 군대의 도달과 통과라는

어려움에도, 상처의 먼지가 조금도 그들의 상황이라는 자락에 [902] 앉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나쁜 생각과 잘못된 추측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여 사악한 셰이흐

들과 함께 갔던 무리들은 모두 살해와 포로와 약탈을 당했다.

[시Shi'r] ‘누구든 자그 새의 안내를 받는 자, 그의 고향집이 재앙에 휩싸이게 될

2255) 이란본Ⅱ 미주 247에 의하면 그는 Rūznāma-i Futūḥāt-i H indūstān을 저술한 저자이며, 이
를 저본삼아 기야스 앗 딘 알리 야즈디가 802AH에 Sa'ādat-nāma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인도
원정에 관해 기록할 때 샤미와 야즈디 모두 이 Sa'ādat-nāma를 참조하였다(YZN/Ṣādiq,
p.1457).

2256) 이란본Ⅰ에는 그의 이름이 하이다르(ḥaydar)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란본Ⅱ과 타슈켄트본은
위와 같이 되어 있다(YZN/Urunbayeb, p.640).

2257) 이란본Ⅱ 미주 246에 따르면 하디스의 일종이다(YZN/Ṣādiq, p.1458).



- 700 -

것이다’2258)

라는 내용이 그들의 상황을 나타낸다.

사실상 셰이흐들은, 겉으로는 지식을 통해 어떤 이득도 얻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속임수와 위선을 통해 은둔과 평화의 상태를 꾸며내곤 하였으나, 소문으로 유명한 황야

의 악마는 사실상 그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나서는 발걸음 도중에 동물의

대화를 지나치지 않았고, 외적인 상태로 사람들의 (내적) 상황을 알아내었으며, 황야에

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의 능력을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죄의 황야에서 방황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Nazm] 이로 인해 여럿이 미성숙함이란 4색 헤르게(Muraqqa')2259)를 입었다,
큰 재앙으로 연결된 매듭의 첫 번째가 꼬이게 되었다.
진실과 순결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러 훌륭한 이름을 저주하였다.

203. 바트니르 울타리와 성채에서의 승리 및 그곳의 높고

낮은 주민들을 제거한 이야기

바트니르는 극히 견고한 요새였으며, 힌두 영역의 유명한 성채 중에 하나였다. 길

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측 방향으로 그 주변에 황야가 있었으므로, 각 방향에서 50

쿠루흐, 100쿠루흐(100-200km) (반경 안에) 물이 없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은 파시

컬 시기에 채워지는 도시 입구의 거대한 호수 덕분에, 어떤 외부 군대도 결코 이곳에

이른 적이 없었고, 힌두의 왕들 중에 어떤 이도 그곳을 공격하거나 병사를 그곳으로 이

끌고 온 적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디발푸르와 [903] 아주단과 다른 지역 주민들 중에

여러 백성들이, 하늘처럼 훌륭하신 병사들이 가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성

채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수가 그곳에 모였으나 도시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

았으므로, 수많은 가축들과 직물과 중요한 물품들로 가득한 수레들이 도시 주변에 두어

져 있었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25일 화요일 아침에 아주단에 이르렀으며 진실한 의도

와 깨끗한 생각으로 셰이흐 파리드 시카르 간즈(Shaykh Farīd Shikar Ghanj)2260) <그

2258) 이란본Ⅱ 미주 248에 따르면 이 아랍어로 된 시는 일종의 속담인데, 본문에 번역된 페르시아
어 속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YZN/Ṣādiq, p.1458).

2259) 네 종류의 천으로 지어진 수피들의 옷, 헤르게의 한 종류. 수피들의 옷은 본래 옷을 짓고 남
은 천을 모아 만든, 일종의 가난과 청빈을 상징하는 옷이다. 그러나 이후에 수피들이 조직화되
고 부유해지면서 이 헤르게 역시 매우 화려하게 변하였다.

2260) 부친이 구르 조의 술탄 샴스 앗 딘 구리 시기에 인도로 왔으며, 북인도의 이슬람 확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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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의 빛나는 성묘의 돔에 도움을 청하였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으로 신성한 자비의 창고에서 끝없는 승리의 전리품을 축적하였으며, 그곳에서 바깥

으로 나와 바트니르를 점령하기 위해 나아갔다. 힌두의 거대한 수로 중에 하나였던 다

나(Dana)2261) 강을 통과하여 할리스 쿠탈리(Khāliṣ Kūtalī)2262) 에 안착하였다. 그곳에서

아주단까지는 10쿠루흐였으며 바트니르까지 50 쿠루흐였는데, 3 쿠루흐는 1 샤리아-파

르상이었다. 그 분은 할리스 쿠탈리 요새에 도달하였던 바로 그 날, 오전 기도를 행하

고 상서로이 말을 몰았으며, 그 이후부터 밤 전체에 걸쳐, 달의 위상변화가 만월에 멈추

지 않듯 그 길게 뻗은 그 황야를 왕다운 출발로 하루 만에 통과하였다. 그리고 낮이 되

자 앞서 있던 정탐병들은 적의 정탐병들을 패배시켰고, [정탐병으로 먼저 가 있었

던]2263) 셰이흐 다르비시 알라히는 두 사람을 잡았다. 바로 그 날인 26일 수요일 아침에

세계정복자의 대오가 바트니르의 외곽에 이르러 게우르카를 두드렸고, 큰 포효와 기도

문 및 신에 대한 찬사의 高聲이 하늘의 궤도를 맴돌았으며, 바깥에 있었던 것을 모두

약탈하였다.

힌두 어로 바하두르를 의미하는 ‘라우 둘진(Rāu Dūljīn)2264)’이라 불렸던 [904] 그

도시 및 요새의 왈리는 수많은 병사들과 충분한 추종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지역 업

무들은 그의 권위의 손아귀에서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역을 통과하여

왕래하는 이들에게 통행세를 거두었으며, 상인들은 그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에서 안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자만과 착각이라는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성채와 예속 지역의 견

고함 및 수많은 도구들을 믿고 자만하게 되어, 머리를 추종과 복종의 굴레에, 목을 복속

의 올가미에 넣지 않았다. 승리의 군대는 우익의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알라다드, 좌익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셰이흐 무함마드 이쿠 티무르

와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쉼 없이 용기를 내어 도시를 공격하였으며, 첫 공격과 첫 타

격으로 도시의 울타리를 장악하여 다수의 힌두 인 무리들을 살해하였고, 칼의 물기로

그 불운하고 흙으로 얼룩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불꽃을 꺼뜨렸다. 그렇게 수많은 전

리품이 세계를 차지한 병사들의 강력한 손에 떨어졌다. 동시에 투만과 쿠슌 아미르들의

숨결이 요새 주변에 이르렀고, 포위를 목적으로 울타리를 엮었으며 전투를 위해 용기의

여하였던 종교지도자이다(YZN/Ṣādiq, p. 1457). 그의 사망 지역이 물탄에서 동쪽으로 약
18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카파탄이므로, 이곳을 아주단으로 비정할 수 있다.

2261) 캘커타본, 타슈켄트본에는 아주단 강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THTB에서는　'Dena' 강이
라　되어　있다(THTB/Darby 2, p.40). 툴람바에서　바트니르로　향하는　길에는　수틀레지
강(Sutlej River)이　있는데，　이　강은　펀잡 지방의 다섯 개 강 중에 하나로, 이 강에 비정할
수 있다.　

2262) 타슈켄트본에는 'Qal'a Ḥāliṣ-i Kūl' 라고 되어 있다(YZN/Urunbayeb, p.641).
2263) 타슈켄트본에는 [ ] 부분이 있다.
2264) 이란본Ⅱ의 에디터는 그의 이름이 Rāy가 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뒷부분의
‘둘진’ 역시 여러 사본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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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펼쳤다. 라우 둘진은 힌두의 바하두르들과 함께 요새의 문에 서 있었으며 저항과

방어를 준비하였다.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아미르들 중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사이드 호자와 자한 말

릭이 공격을 나섰다. 사이드 호자가 도검을 전해주어 자한 말릭 또한 여러 번 공격을

행하였고 훌륭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의 용사들은 주변

과 사방에서 뿔피리와 트럼펫 부는 소리, 큰 북과 게우르카를 두드리는 소리에 흥분하

였으며, (적들의) 용기에 고통이 뒤따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요새를 우세와 무력으로

열기 직전, 공포와 두려움의 범람이 라우 둘진의 견고한 권세라는 집에 발생하자, (그

는) 무기력함과 조급함으로 중재와 용서를 청하기 시작하였다. 한 사이드를 사힙키란에

게 파견하여 청하였다. “오늘 저에게 안전을 사여하신다면, 다음 날 복속의 허리띠를 묶

고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갈 것입니다.” 왕다운 자비로움은 예언자 가문 출신인 사

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가 요청한 바를 수락하고, 승리의 깃발인 군대로 하여금 (더

이상) 전투하지 않도록 저지한 후, 성채의 문에서 되돌아왔다. 그리고 도시의 바깥으로

나와 신의 가호와 도움의 그림자에 안착하였다. [905] 그러나 다음 날 라우 둘진은 자신

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고귀한 명령이

[반구M iṣrā’] 어떤 글이 운명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반포되었다. “아미르들 각각은 자신의 맞은편에 굴을 파서 요새의 벽 아래에 닿도

록 하라.” 명받은 대로 굴을 파는데 몰두하였으며, 아무리 요새 위에서 불꽃과 돌과 소

화살과 장 화살을 군사들에게 쏟아 부어도, 그 용사들은 머리 위에 꽃이 흩뿌려지는 것

이라 여겼다. 라우 둘진과 칼란타르들과 그의 예속민들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두려움

의 불꽃이 그들의 마음에 발생하였고 당혹감의 연기가 머리로부터 피어올랐으며, 두려

움이 커져 그들의 견고한 기반을 흩어버렸다. 다급함과 혼돈이 성좌 위로 떠올랐고, 간

청과 울부짖음을 구원의 도구로 삼아, 비참하고 곤궁에 빠진 혀로 고하였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고 올바르게 (저희의) 발걸음을 봉사와

복종의 길에 둘 것입니다. 왕다운 자비에 청하니, 우리 노예들의 죄의 장부를 ‘용서’로

서명해주시고 생명에 안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를 펼치는 사힙키란은 <죄를 용서해주시다.>2265) 라는 말씀에 따라 그들의 요

청을 승인하였고 라우 둘진은 바로 그 날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대리인과, 동물들 및

아랍산 말과 함께 군주의 피난처인 왕궁에 파견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그의 아들을 특

별한 왕림과 금으로 지어진 의복 및 금으로 새겨진 허리띠와 도검으로 위무하였으며

다시 파견하였다.

2265) 이란본Ⅱ 미주 250에 의하면 하디스의 문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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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등이 견고해졌고 희망의 손이 소망의 옷자락에 닿았다. 28일 금요일 아침에

라우 둘진은 성채 바깥으로 나왔다. 셰이흐 사아드 앗 딘 아주다니(Shaykh Sa'ad

al-Dīn Āzādanī)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지상의 영광스러운 이들의 절하는 장소이며 잠

시드처럼 권력을 지닌 왕들이 입을 맞추는 곳이었던 통치의 둥지인 어전에 간절한 얼

굴을 부벼,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훌륭한 동물들과 금 안장을 지닌 말 3 투

쿠즈(27마리)를 조공의 관례에 따라 바쳤고, 모든 왕자들과 아미르들에게 말을 선물하

였다. 왕다운 호의는 [906] 그 짐을 운반해온 이들을 받아들여, 금으로 수놓은 옷과 금

으로 된 허리띠와 왕관으로 영광을 사여하였다. 그 왕국의 영역 중에 대부분, 특히 디

발푸르와 아주단 주민들은 세계를 정복한 깃발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나

그 요새에 모여 있는 상태였는데,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알라다드가 명령에 따

라 요새의 대문을 지켰다. 29일 토요일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주변 지역 사람들을 승리

의 피난처인 병영에 출석케 하여 각 부족마다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약 300마리의 아랍산 말을 바깥으로 가져왔는데, 왕다운 마음은 그 모두를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에게 사여하였다.

그 디발푸르의 주민들은 (과거) 무사파르 카불리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병

사들 중 1000명의 병사와 함께 속임수로 살해하였으므로, 그들 500명을 보복의 피를 마

시는 칼로 베었고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려갔다. 나쁜 의도와 불운으로 인해 승리

를 그리는 깃발을 외면하고 달아났던 아주단 사람들을, 일부는 야사에 처하였고 일부는

포로로 잡았으며 그들의 물자들을 약탈하였다.

아아, 사힙키란의 떠오르는 운명이여! (나는) 신성한 은총과 영원한 가호에 대해 잘

못 말하였다. 분명한 것은, 어떤 피조물이던 간에 그 하늘처럼 훌륭하신 그 분에게로

향하는 복속의 길에서 발이 한 터럭만큼이라도 벗어난다면, 세계의 피난처인 그의 병사

가 지닌 무력의 손으로 격퇴되어 머리를 잃을 것이다. 정직함을 벗어난 모든 것은, 정

결한 손이 그의 움직이지 않는 행운의 옷자락에서 (그것을) 쳐낼 것이며, 별처럼 많은

그의 대오의 손발에서 혼돈은 먼지가 될 것이다.

[시Nazm] 그의 상처를 발생시킨 여러 술 취한 코끼리, 그의 힘으로 사냥하였던
분노한 사자,
그로 인해 마음에 먼지가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며 그 하늘을 먼지로
오염시켰다.

라우 둘진의 형제인 카말 앗딘과 그의 아들은 세계를 차지한 병사들의 처벌이 죄

인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비할 데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극도의 공포로

인해 (그들의) 올바른 知性이 평화를 고려하는 理性의 손을 벗어나, (아래와 같은) 충고

를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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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영원한 행운의 자락과 소망의 옷깃을 잡게 되면, 다시 놓는 것은 안타까
운 일이다.

경시하였다. 일요일, 사파르 월 마지막 날에, 비록 라우 둘진이 축복받은 병영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요새의 문을 닫았고, 반대로 재앙의 문이 그의 상황

에 열렸다. 라우 둘진은 이러한 이유로 구속되었고 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

다.

[시Nazm] 명령이 내려져, 저명한 군대가 그 성벽 주변으로 들어갔다.
행운의 팔로 그것을 파괴하였고, 피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그것을 물로 만들었다.

열렬한 행운이 흥분에 휩싸여 울부짖으며 들어오자, 승전군은 굴을 파고 담벽을 파

괴하였다. 요새의 주민들은 하늘처럼 강력하신 그 무리에게 저항하는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만일 그 뻔뻔하게 밀어붙인다면 승리의 성채인 햇빛

이 武力의 서쪽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며, 후회의 문을 닫고 머무른다면 희망이 해방 및

구원과 완전히 단절될 것임을 알았다. 라우 둘진의 형제와 아들들은 무기력과 비참함의

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와 용서를 청하는 땅 위에 후회의 얼굴을 두었으며, 사과와 용서

를 청하기 위해 울부짖는 혀를 열어, 대문의 열쇠를 왕궁의 가신들에게 맡겼다.

월요일, 라비 알 아왈의 초(1398년 11월 11일) 월요일에 아미르들 중에 아미르 셰

이흐 누르 앗 딘과 알라다드는 안전을 담보하는 물자들을 마련하기 위해 요새의 내부

로 갔다. 그러나 그곳 수장들의 밝고 일치되었던 마음의 판단이 흐려져, 안전을 담보하

는 물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물을 바치기 위해 어전으로 오지 않았고, 왕의 영광스러운

인장이라는 증거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 그들 가운데에 이

교도들 및 길 잃은 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사건은 적대와 반항으로 시작하여 전투와

공격으로 끝을 맺었다. [908]

[반구M iṣrā’] 먼저 불꽃이 발화하였고, 이어 불타올랐다.

이 소식이라는 바람이, 세계정복자 카간의 빛나는 마음의 뜰에 불어왔다. 즉시 분

노의 불꽃이 피어올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 흙으로 얼룩진 이들을

물기어린 칼로 베어, 파괴가 죄인인 이교도들의 나날에, 절멸의 먼지가 그 신뢰할 수 없

는 위선자들의 영역에 일어나게 하라.”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요새의 四方에서 성

채의 흉벽 위에 줄과 올가미를 던져 위로 올라갔다. 요새의 주민 중에 이교도들은 누구

든 <믿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들의 집을 파괴하였으니>2266) 라는 말씀에 따라 부인들과



- 705 -

자녀들과 물자들에 불을 질러 태웠고, 무슬림이라 자칭하는 자들은 부인과 자녀들의 머

리를 양처럼 베었다. 각 두 집단 모두를 처단하여 전투와 전쟁의 목표와 목적을 행하였

다. 강한 신체와 냉정한 마음과 철과 같은 손톱을 지닌 무리들, 무지한 산의 표범이자

죄를 지닌 바다의 고래와 같은 군대가,

[시Nazm] 고통과 원한을 지닌 자와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자 모두, 사자와 같은
힘과 표범과 같은 분투로,
마치 악마가 피를 위해 지옥의 좁은 길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같았다.

이슬람의 군대에 의해

[시Nazm] 병사들의 두려움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고, 무리들의 수는 마치 별들
처럼 많다.
모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전투의 대오를 따르지는 않았다, 마치 어쩔 수 없는 탈선
처럼 중심에서 분리되었다.

명령에 따라 요새로 흘러들어가 성전의 칼을 꺼내들었다. 신에 대한 기도문과 찬사의

외침이 하늘 궤도의 굽어진 곳에 닿았고, 그 길을 잃은 자들과 뒤얽혀 거대한 전투가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행운의 성전사들 중에 다수가 순교의 행운을 얻었고, 일부는 상처

를 입게 되었다. 성전을 목표로 하여 성전사의 허리띠를 맸던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보병이 되어 영광의 손을 성전을 향해 [909] 펼치고 있었는데 바하두르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의 타격으로 그를 넘어뜨렸다. 이교도들 중에 일부가 도검을 뻗고 (그를) 포

위하여 붙잡히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우준 마지드 바그다디(Ūzūn Mazīd Baghdādī)와

피루즈 시스타니(Fīrūz Sīstānī)가 함께 공격을 행하여 그 신앙이 없는 이들 몇몇을 물

기어린 칼로 죽음의 땅에 던졌으며,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을 그 위험에서 구출하였

다. 결국 신의 약속에 따라 정해져 있었던 승리의 산들바람이, 성전사들을 향해 승인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승리의 아침이 <신의 도우심으로 그분

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시다’>2267)라는

日出地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였을 때 이슬람 군대가 우세해졌고, 악마의 후예이며 나쁜

천성을 지닌 힌두인 10000명의 사람들을 성전의 칼로 베어, 그 날 그 지역에서 살해된

모든 자들의 몸과 피로 江山이 만들어졌다. 또한 불꽃을 도시와 요새 내의 집과 건축물

에 던져, 모든 건축물들을 파괴하고 땅처럼 평평해지게 하였다. 그 지역은 이슬람 군대

2266) Qur'ān, Sūra al-Hashr : 2.
2267) Qur'ān, Sūra al-Rūm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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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력과 보복이라는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마치 어제가 풍성하지 아니했던 것 같

게>2268)되어 어떠한 생명체도 결코 그 영역에서 살아남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여 그

고을을 멸망케 함은 그대 주님의 벌하심이라, 이는 그들이 죄지은 가운데 있을 때라 실

로 그분의 벌은 가혹한 고통이니>2269)라는 말씀과 같게 되었다. 사힙키란은 그 요새에

서 손에 넣었던 금과 은과 말과 직물 등의 전리품들을 모두 군사들에게 사여하였으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왕다운 자비의 연고로 위무하였다. 또한 아미르 셰이흐 누

르 앗 딘을 돕기 위해 훌륭히 노력하였고, 일개 군사일 뿐이었으나 훌륭한 공격을 행하

였던 우준 마지드와 피루즈를 호의와 보살핌으로 특별하게 하여, 영광과 사여를 내렸다.

204.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바트니르로부터 사르사티와 파

티흐 아바드와 아흐루니 방면으로 향하였던 이야기

그 모든 도시는 어떤 도시이건 간에 위·아래에서 파괴가 일어나, 무력이라는 비바

람이 살해된 자들의 시신으로 [910] 채워져 있었고, 창공이 시신과 가까워져 수많은 변

화와 나쁜 냄새가 (생겨났으므로), 사힙키란은 3일 수요일에 그 곳을 출발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어깨에 멨다. 국가를 개창하는 승리의 깃발인 군대의 하늘처럼 상서로

운 군사들, 前衛와 길잡이 및 열 네개 무리들이 길을 나섰고, 후제 업(Ḥūz-i Āb) 이라

불리는 어떤 河岸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4일 목요일에 그 곳을 행운으로

출발하여 요새 피루자(Fīrūza)에 이르렀으며 승리로 그곳을 지나쳐 바로 그 날 사르사

티(Sarsaṭī)2270)라는 도시를,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먼지로 장식하였다. 그 도시의 주

민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고, 돼지를 자신의 집에서 키워 그 고기를 먹고 있

었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달하였다는 소문에 모두 달아나 있었다. 도시를 두

고, 하늘처럼 훌륭하신 병사들 중에 일부가 그들의 뒤를 쫓아 달려 나갔고 그 방황하는

자들 중에 다수를 잡아 전투를 하였으며,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과 싸우라.>2271)

는 명령에 따라 성전의 칼로 베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다른 도구와 물자들

2268) Qur'ān, Sūra al-Yūnus : 24.
2269) Qur'ān, Sūra al-Hūd : 102.
2270) THTB에선 ‘Seresti’로　기록하였다. 인도　하리야나　주의　시어사　구역의　중심도시인　
시어사(Sirsa)에　과거　사라스바티(Sarasvati)라는　강이　흘렀는데,　 v발음이　약화된　것만　
제외하면　유사한　지명이다．　델리에서　서북쪽으로　237km　떨어져　있고,　아래에　등장하
는　파티흐　아바드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야즈디의　기록에　의하면　둘　사
이　거리가　18쿠루흐이므로　거리상으로도　적절하다. 한편 Zayn al-Akhbār에 의하면 1033년
가즈나에서 인도 원정을 나섰던 마수드가 카슈미르로 가는 길에 ‘Sarastī'라는 성채를 만났다고
한다('Abd al-Ḥayy ibn Z̤aḥh ̣āk Gardīzī., The ornament of histories : a history of the
Eastern Islamic lands AD 650-1041, p.104).

2271) Qur'ān, Sūra al-Baqra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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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차지하였으며, 모두 건강히, 전리품과 함께 돌아왔다. 그 전투에서 순교의 영예

를 얻었던 아딜 파라쉬('Ādil Farāsh)만 제외하면, (그는 아마도) <신의 곁에 살아있노

라, 그들은. 신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2272) 라는 무리에 합류하였을 것이다.

사힙키란은 하루 동안 사르사티 도시에 머물렀고 다음 날 상서로이 그곳을 출발하

여 18 쿠루흐의 거리를 지나 파트흐 아바드(Fatiḥ-Ābād)2273) 요새의 주변에 안착하였

다. 신의 은총은, 멈추어 있건 움직이고 있건 모든 상황을 포용하였고, 신의 친절은 머

물러있건 이동하고 있건, 행운과 번영의 업무의 체계를 세웠다. 파트흐 아바드의 사람들

은 사악한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올바른 길을 벗어나 고통스럽게 황야로 달아나 사라

졌는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중에 일부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 그 길 잃은 수많은

자들을 무력의 손으로 쓰러뜨렸으며, 그들의 네 발 달린 동물들과 물자들을 지배의 손

아귀에 넣고 귀환하였다. 전술한 달 7일 일요일에 [911]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파트흐

아바드 방면에서 승리로 출발하여 라잡 푸르(Razabpūr) 요새를 지났고, 도달의 그림자

가 아흐루니(Ahrūnī) 요새 주변에 드리워졌다. 그 곳에는 ‘마중의 관례에 따라 앞으로

나와, 세계의 피난처인 왕국의 뜰의 먼지를 행운을 지닌 눈의 코흘로 삼아야 한다.’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지식인이 없었다. 왕다운 애정의 빛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상황 위에

도움의 광선을 드리웠고, 그 곳의 주민들을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에게 사여하여, 일부

는 물기어린 칼의 희생양이 되었고, 일부는 포로의 감옥에 갇혔다. 군사들은 많은 양의

건초를 획득하고 건물들을 불로 태워, 그 곳에 잿더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흔적도 남

기지 않았다.

그리고 8일 월요일에, 승리의 피난처인 군사가 신의 보살핌의 안내로 아흐루니 마

을을 출발하였고, 투흐나(Tūhna)2274) 마을의 황야에 행운의 깃발을 세웠다. 그 지역에는

자탄(Jatān)이라 불리는 부족의 무리들이 최근에 세력을 얻어, 뻔뻔한 고삐를 올바른 방

향으로부터 돌렸고, 도적질과 강도질에 혼란의 손을 열어 길의 왕래를 차단하고 있었다.

적의를 지닌 발을 무슬림이라는 한계 바깥에 두어, 살해나 약탈 등의 다양한 괴롭힘으

로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 지역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위의 초승달 빛으로 인해 밝

아졌을 때, 길을 잃은 어두운 이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덤불들 사이로 조용히 움직여,

(마치) 거북처럼 머리를 가리고 숨었는데 그 덤불의 대부분은 사탕수수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어,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 중에 한 개의 코슌이 타바콜 힌두 카르카

라 및 마울라나 나사르 앗 딘 아사르와 함께 진격하여 도적들의 뒤를 쫓아가서 약 200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가축들을 취하고 일부를 포로로 삼아, 축복받

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2272) Qur'ān, Sūra al-'Omrān : 169-70.
2273) 현재　인도의　하리야나　州　내의　22개　구역　중　하나의　이름이자　중심도시명，　델
리에서　서북쪽으로　198km　떨어진　곳에　위치.

2274) 현재 파타흐 아바드 동북쪽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하나’라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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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승리의 사힙키란이 나쁜 행동의 선동가들인 자탄 인

들을 근절하기 위해 원정을 행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훌륭한 소망을 담은 마음이, 선동하는 자들과 옳지 못한 자들의 근절

과, 길의 안전 및 여행객들의 건강을 [912] 바라게 되자, 라비 알 아왈 월 9일 화요일에

투흐나를 출발하였다. 모아들였던 전리품들과 짐들과 함께 유수진을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책임 하에 (두어) 사마나 방향으로 파견하였는데, 그는 바로 그 날 뭉크(Mūnk) 요

새를 통과하여 사마나 방향에 안착하였다. 고귀하신 그 분은 황야와 덤불에 숨어있었던

자탄을 없애기 위해 원정에 나서, 그 날에 그 악마 같은 인성을 지닌, 사악한 천성을 지

닌 자탄 인 중에 약 2000명을, 승전군의 혼란을 불태우는 칼로 죽음의 땅에 던졌고, 그

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삼았으며, 물자와 가축들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기

간 동안에 빠른 동풍처럼 그 지역에 두려움을 자아냈던 그 악마들의 사악함과 혼돈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

[시Nazm] 잠시드의 힘과 이스칸다르의 판단력을 지닌, 신앙을 양성하는 사힙키란
의 행운으로
성전사 용사들은 聖戰劍의 타격으로, 그 지역에서 혼돈과 사악함의 뿌리를 뽑아내
었다.

그 지역에는, 그들이 가진 힘의 영광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보복을 구하지 아니한다.>2275)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제어로 장식되어 있었던 사이드들

몇몇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은총을 얻고자 희망을 안고 군주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말라버린 펜> 끝이 그 강력한 반지 인장 위에,

[시Nazm] 행운이 가호를 통해 열리는 모든 문, 그것의 승리의 열쇠는 너의 지문
이다.
만일 잠시드의 인장보다2276)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상징은 너의 손가락에 있는 것이
다.

라고 새겨놓았던 고귀한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게 되었다.

2275) Qur'ān, Sūra al-Shūra' : 23.
2276) 이는 타슈켄트본 및 이란본Ⅰ을 따른 것이다. 이란본Ⅱ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비교급
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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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축복받은 본성이 진실한 의도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언자의 정결한 후손에게 우

애와 친밀함을 갖고 있었던 사힙키란은, 그들의 수장을 환대와 경의로 보살폈고,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라는 정원에 [913] 안녕과 경의라는 시냇물을 통해 신선함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모두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값비싼 의복을 제공하였고, 그들의 몸 위에 관

대함과 훌륭함의 예복으로 곧고 큰 측백나무와 같은 공정함을 부여하였으며, 다루가를

임명하여 그들을 태양과 같이 강력하신, 개미처럼 많은 병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10일 수요일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뭉크 지역에 있던 이들을 徙民하여

사마나 도시 가까이로 옮겼다. 그 밤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11일 목요일에 키흐카

르(Kihkar) 강변2277)에 이르렀다. 자탄의 근절을 위해 투흐나에서 진격한 승전군의 깃발

은, 그 날 사마나 가까이에 있던 키흐카르 강변에서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이후 4일 동

안 대 유수진의 도달을 기다리면서 그 유르트에 머물러 있다가 15일 월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였으며, 쿠폴라 다리(Pūl-i Kūpla)의 주변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한

편 좌익의 군대와 아미르들, 예를 들면 술탄 마흐무드 칸과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자한샤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과 함자 타가이 부가 바룰

라스와 셰이흐 아르슬란과 순자크 바하두르와 무바샤르와 다른 좌익의 아미르들은, 명

령을 받고 카불 초원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 출발하였고, 도중에 저항을 행하는 도시나

요새에 이르게 되면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주민들을 내쫓으며 약탈하곤 하였는데, 바

로 그 날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합류하였다. 16일 화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쿠폴라

다리를 통과하였고, 다리의 맞은편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디발

푸르의 길을 통해 오고 있던 대 유수진은, 아미르 샤 말릭의 책임 하에서 그 날 축복받

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17일 수요일에는 그 장소에 머물렀고, 18일 목요일에 쿠폴라 다

리에서 행운으로 출발하였으며 5 쿠루흐의 길을 가서 바크란 다리(Pūl-i Bakrān) 주변

에 다수의 천막을 세웠다. 19일 금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카이틸(Kaytīl)2278) 마을에

이르렀는데, [914] 사마나와 카이틸 사이의 거리는 17 쿠루흐, 5 샤리아-파르상과 2 마

일(Mīl)2279)이었다. 토요일에 사마나에 이르렀다.

206.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명령의 반포로, 승리의 피난처

2277) 야무나 강 서편, 히마찰프라데시 산맥에서 발원하여 하리아나와 펀잡 주를　가로지르는 개거
강．

2278) 현재　델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152km　에　위치한　카이탈(Kaithal), THTB에서　이를　
‘Kuteil’로　기록한다(THTB/Darby 2, p.48). 그러나 『歷史의 精髓』에는 ‘KĪTL’이라 되어 있
다.

2279) 이 단어는 일종의 거리 단위이며, Dikhhudā에 의하면 1쿠루흐와 같은 길이이다. 현재 두 도
시의 거리는 44km인데, 17쿠루흐는 51km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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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군대를 분견대　체제(Rasm-Yasāl)에　따라　파

견한 이야기

명령에 따라 무리지어 사방으로 나아갔었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군대들이 모두

모여, 前述한 대로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이 곳에서 강력한 운명의 명령이 반포

되어, 모든 좌우익의 아미르들은 모두 자신의 정해진 자리의 울타리로 나아갔다. 우익에

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야드가르 바

룰라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미즈랍과 카마리와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와 다른 아미르들이, 좌익에는 술탄 마흐무드 칸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

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샤 말릭과 셰이흐 아르슬란과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이쿠 티무르와 순자크 바하두르와 다른 아미르들이, 그리고 중앙에는

산시즈(Sānsīz)2280) 투만과 칼란 투만, 아미르 알라다드와 알리 술탄 타바치 및 다른 투

만들과 쿠슌의 아미르들이, 이런 식으로 6 샤리아-파르상에 폭이 2 마일인 20 쿠루흐의

거리에 걸쳐 정렬한 채로, 델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시Nazm] 병사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거대함, 그들의 말의 편자에서 피어오르는
먼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켰다.)
전장에서 그들의 큰 북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발
생하여 (하늘의) 궤도가 끊어졌다.
모든 용감한 칼은 신앙을 부여하는 손바닥에 (있고), 창촉은 원한의 독으로 오염된
물을 주었다.
그들의 행운의 머리는 투르크의 승리를 위해, 聖戰을 위해 죽음을 생각하였다.

22일, 월요일에 아스나디(Asnadī) 요새에 이르렀는데, 카이틸에서 아스나디까지는

17쿠루흐였다, 대부분이 조로아스터교(Majūs)2281)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나와 카이

2280) Doerfer에 의하면 ‘셀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티무르의 친위군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233).

2281) 본문의 앞과 뒷부분에서 ‘Ghabr’라는 단어는 본래 조로아스터교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이교도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하여 ‘이교도들’이라 해석하였다. ‘Majūs' 역시 조로아스터
교도를 의미하는 ’Ghabr'의 동음이의어이긴 하나, 『勝戰記』 본문에서는 단 두 차례 쓰인데다,
그 뒤에 투글룩푸르 요새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단어가 지칭하는 이들은 실제 조로아
스터교도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문에서 한 차례 더 등장하는 ‘Majūs’는 힌두인들(Hinduvān)과
병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힌두인들을 그들의 종교인 ‘힌두교’와 관련하여 지칭할 때는 주로
Ghabr라 부르고 있어, Majūs’는 그와 구분되는 다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현재 인도 서부 구자라트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조로아스터교도들의 후예인 Parsis가 그곳
에 도착한 것은 13세기라 알려져 있지만, 이란 본토의 이슬람화가 진행된 7세기 이후부터 조로



- 711 -

탈과 아스나디 모든 사람들이 [915] 사악함이라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자신의 집을 불태

우고 델리의 방향으로 달아났으므로,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은 그 지역에서 단 한사람

도 보지 못했다.

23일 화요일에 아스나디를 출발하여 6 쿠루흐의 거리를 이동한 후 투글룩푸르

(Tughluq pūr)의 요새가 이슬람 군대의 승리를 완성하는 깃발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성채의 주민들은 이원론(Thanavīya)2282)을 지닌 無神論者 무리들이었고, 그들의 시야는

‘일원론’이라는 고귀한 빛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존재와 사건

들에 두 개의 기초가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야즈단(Yazdān)과 아흐리만(Ahriman)이

라 불렀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으로 그것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무엇이든 올바른 것

은 야즈단에서 기원한 것이라 여겼고, 세계의 업무들의 흐름 속에 나타난 소란이나 사

악함은 아흐리만과 연결하였다. 실로 <그것은 오직 신의 존재만이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 살룬(Sālūn)이라 불렸던 그 요새의 거주자들은 모두 달아났으며,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이 쉼 없이 요새에 불을 질러 모두를 태웠으므로, 그곳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

24일 수요일에 승리의 피난처인 깃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파니파트(Pānīpat)2283) 도

시에 드리웠다. 투글룩푸르에서 파니파트까지는 12 쿠루흐였다. 파니파트 주민들은 다급

한 손을 달아남의 옷자락에 두었고, 無力한 머리를 옷깃에 숨겼다. 그리하여 그 장소에

서 어떠한 생명체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성채 내부에는 하나의 곡식 창고가 있었고,

160,000 샤리아-만을 포함할 수 있는 거대한 돌로 10,000 만2284)이 넘을 정도로 (컸는

데), 그것을 군사들에게 사여하였다. 25일 목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6 쿠루흐의 길을

가서 파니파트 강가에 안착하였다. 26일 금요일에, 좌익과 우익의 아미르들이 승리를 상

징하는 군대와 함께 갑옷을 입고 전투를 준비하여 나아갔다, 국가를 개창하고 군대를

안내하는 하늘의 행운 및 왕국을 정비하는 깃발과 함께, 신의 가호로.

27일 토요일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우익의 아미르들은, 술탄 피루

아스터교도들이 점진적으로 인도 방향으로 이주하였던 것은 산발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이 단어로 특정된 무리들이 실제 조로아스터교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
스럽게 생각해본다. 특히 이 투글룩푸르 주민의 종교에 대해서는 본문의 하단에서 조로아스터
교의 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282)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좋고 나쁨, 선과 악 등 세계가 두 개의 대비되는 근
원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유일신’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이슬람에게 무
신론자만큼이나 죄악시되는 종교이다. 조로아스터교, 마즈다키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83) 타슈켄트본에는 파니야트(Pāniyat)라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뉴델리 북서쪽으로 약 90km 쯤
되는 곳에 퍼니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

2284) 만(Mann)이라는 단위는 전술하였듯이 이슬람 권 중에서도 페르시아 권 동부에서 주로 이용
되는 무게 단위인데, 같은 ‘Mann’이더라도 일정하지 않다. 그리하여 15세기까지는 大 Mann과
中 Mann이 있었는데, 전자는 약 3-3.25kg이며, 후자는 1.920g라고 한다. 한편 사파비 시기에는
‘초 Mann’, 즉 ‘고귀한 Mann’이라는 것이 있는데 5.7-6kg 사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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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샤가 델리에서 두 파르상 거리에 위치한 산 위에 건축하였던 건축물이 있고, 그 산

자락에 자운(Āb-i jaun)2285)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 자한나마(Jahān-namāy)라는 장소

까지 진격하도록 하라.” [916] 그들은 명령대로 칸히카진(Kānhī-Kazīn) 마을에서 자한

나마까지 진격하였고, 그 지역의 부족들과 유목민들을 살해하거나 포로로 잡고 약탈하

였으며, 승리자가 되어 전리품과 함께 기쁘게 되돌아왔다. 29일 월요일에 고귀하신 그

분은 폴레(Pule) 마을의 맞은편에서 자운 강을 건넜고, 초지가 있던 로니(Lūnī)2286) 성

채 방면으로 향하여, 바로 그 날 로니 요새에 도착하여 안착하였다. 그 요새는 두 강

사이에 위치했는데, (그 두 강은) 자운 강과 힐란 강(Hīlan)2287)이었다. (힐란 강)은 거대

한 수로였는데, 술탄 피루즈 샤가 칼리니(Kālīnī) 강2288)을 끊고 피루즈 아바드의 가까이

에서 자운　강에 연결한 것이었다. 앞서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샤 말릭과 아미르 알

라다드는 효과적인 운명의 지시로 그 요새의 발밑에 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새의

하킴이었던 마이문 미슘(Maymūn Mīshūm)과 그 요새 거주자들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행운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복종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항의 길을

선택하여 전투를 준비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착의 그림자를 그 장소에 드리

웠을 때, 理性이라는 현명한 이의 안내를 받았던 한 셰이흐가 바깥으로 나와 진심으로,

복종의 목을 순종이라는 목걸이로 장식하였으나, 다른 이교도 성채 거주자들과 말루 칸

의 누케르들은 잘못된 길에서 무지의 발을 빼지 않았으며, 뻔뻔함과 대담함으로 타격을

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 분의) 따라야 할 명령은 잘못을 저지른 그 무리의 절

멸을 명하였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성채의 점령을 위해 나아

가 주변과 사방에서 굴을 팠으며, 승리를 동반하는 깃발이 도달한 오전기도 시간부터

오후 기도시간 사이에 요새를 열었다. (이미) 이교도들은 성채의 내부에서, 자신의 집을

부인들 및 자녀들과 함께 불태운 상태였다.

사힙키란은 그날 밤에 성채 외곽에 머물렀고, 라비 알 아왈 월 말 목요일에 명령을

내려 말루 칸의 누케르들과 그 요새의 거주자들 중에 이슬람(의 가르침) 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분리하여, 신앙이 없는 이교도들을 성전의 칼로 베었다. 성채의 모든 주

민들을 약탈하였고, 세계 사람들의 눈의 빛이며 평안과 믿음의 주민들에게 마음 속 즐

거움이었던 [917] 사이드 가문(Alā-Sādāt) 사람들은 요새를 불로 태워 폐허로 만들었다.

라비 알 싸니 월 초(1398년 12월 11일) 수요일에 사힙키란은 행운의 나무니(Namūnī)길

로 말을 몰았고, 자운 강변의 자한나마 맞은편에 자리하여 강의 통로들을 신중한 눈길

2285) THTB에서　Jaoun이라　기록하였다(THTB/Darby 2, p.49). 이는　델리를　관통하는　야무
나　강이다．

2286) 현재　올드　델리　북쪽,　야무나　강　동쪽에　위치.
2287) 야무나　강의　지류이자　그　동쪽을　흐르고　있는　힌든(Hindon)강이다．
2288) 돈(Doon) 계곡에서　발원하여　사하란푸르,　무자파르나가르,　메루트　등을　거쳐　힌든　
강으로　유입되는　칼리(Kali)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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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고 친히 조사한 후에, 오후의 때에 행운으로 되돌아와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

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델리가 가깝게 되었으므로, 포위의 상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였으며, 판단이 이와 같이 내려졌다. 먼저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

들의 말 먹이를 위해 많은 곡식을 모으고 그 성채를 장악한 후, 하늘의 도움으로 도시

를 포위하고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판단을 실행하기 위해,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

미르 자한샤 및 다른 어전의 가신들은 그 달 초에 그 유르트에서 명령에 따라 출발하

여 델리 쪽으로 진격하였다. 다음 날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고귀한 마음은 자한나마

의 건축물을 살펴보는 즐거움을 누려, 운명이란 달이 운명의 칼리프권의 소재인 왕좌로

부터 영광스러운 하늘의 대오로 올라갔으며, 갑옷을 입은 7명의 기병 근신들과 함께 현

명한 수루시의 안내로 나아가 자운 강을 건넜다. 그 자한나마라는 건축물은 사실상 <세

상을 안내하기 위해>2289) 세워졌는데 술탄 피루즈 샤가 이 이름에서 의도한 것은, 그

건축물이 세계에 임하여 그와 세계에게, 사람의 형태로 ‘세상을 안내’한다는 뜻이다.

[시('Arbīya)] <이원론적인 믿음은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일원론으로
모이게 된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자한나마를 살핀 후, 戰場으로 어디가 더욱 적합한지 살

폈다. 정탐을 위해 갔었던 알리 술탄 타바치와 자니드 부룰다이가 돌아왔다. 알리 술탄

은 무함마드 살라프(Muḥammad Salaf)를 잡아 데려왔고 자니드는 다른 어떤 이를 (데

려왔는데), (그들에게 적진의) 상황과 소식에 대해 질문한 후에 무함마드 살라프는 살해

되었다. 이 와중에 말루 칸이 4000명의 기병과, 5000명의 보병과 [918] 28마리의 코끼리

와 함께 도시 외곽의 나무 숲 사이에서 바깥으로 나와, 자한나마 가까이에 이르렀다.

사힙키란은 신성한 보호의 도움으로 병영 쪽에서 강을 건넌 상태였다. 사이드 호자

와 무바샤르가 이끄는 승전군의 정탐병들이 300명과 함께 그들의 전위에 맞섰는데, 전

사들이 강변까지 왔고 그곳에서 파괴와 살해의 불꽃이 타올랐다. 사힙키란은 순자크 바

하두르와 알라다드에게 명을 내려 사이드 호자를 돕도록 하였다. 그들은 명받은 대로

두 코슌과 함께 바람처럼 강을 건너 사이드 호자에게 합류하였으며 함께 공격을 행하

여, 용기의 손으로 화살비를 내렸다. 적들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용감한 상태를

보았을 때 달아나는 것을 상책으로 여겨, 첫 타격을 입고 델리를 향해 달아났으며 구분

된 음절들처럼 각기 흩어졌다. 사이드 호자는 용감한 말을 앞으로 몰아, 불꽃이 흐르는

창촉으로 그 비천한 이들의 생명의 물을 죽음의 땅에 흘려보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사

람들이 살해되었고 달아나는 와중에 2 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넘어져 죽었다. 현명한 이

2289) 자한나마라는 단어는 자한(세계, Jahān) + 나마(안내하는, Namā)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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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이 강력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승리의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올바

른 사고력은 아자르 월 구름의 눈물에 대해 정원이 짓는 비웃음의 의미를 알았고, 명백

한 통찰력은 봄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생기 있는 꽃잎의 향기로운 바람에 대해 알아

차리기 때문이다.

[시Nazm] 행운이 돕는 사건은, 처음부터 그 기초가 훌륭하게 드러난다.
첫 발걸음을 뗄 때 적이 상처를 입는다면, 고귀한 운명의 소식은 승리로 귀결된다.

207.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루니 요새의 동쪽으로 이동

함과, 세계를 누비는 오르두에서 모아두었던 이교도

포로들을 살해한 이야기

라비 알 싸니 월 3일(1398년 12월 13일) 금요일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前述한

자한나마의 맞은편에서 [919] 출발하였고 루니 요새의 동쪽 방면에 여러 천막들이 상서

로이 안착하였을 때, 군주의 피난처인 왕궁의 돔이 해와 달의 정점에 세워졌다. 그 유

르트에서, 공격을 위해 나가있었던 위대한 샤자데들과 유명한 아미르들과 쿠슌의 사령

관들 모두가 훌륭한 왕좌의 발치에 출석하였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 앞뜰의 먼지를

행운의 눈의 안약으로 삼았다. 사힙키란은 통치권과 세계를 돌보는 업무 및 세계 정복

에 대해 능숙한 방책을 가진, 신께서 도우시는 자였으며, 친히 여러 전투와 전장에 참여

하여 왔으나 어떤 베테랑 군대의 사령관도 잃지 않았으니, 강력함의 주인인 왕은 오죽

하겠는가. 결과적으로 그 특별하고, (사람이) 가득 모여든 모임에서 더욱 장엄하고 특별

하게, 행운의 계시를 번역하는 영광스러운 혀를 열었다. ‘생명을 바칠만한’ 그 설명에 따

르면, 옛 군주들의 토라와 야사는 전장과 파괴의 미숙함 때문에 형성되어, 전투 및 대열

을 펼치는 규칙, 검술 및 적들을 내던지는 방식을 수록하였다. 공격을 가하고 바다 한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과, 노력하여 전투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는 방법 및 모든

전투에서의 관습과 조건을 기술하였는데, 만일 당대의 사람들이 귀를 가졌다면 듣고 목

숨에 새겼을 정도였다. 즉, 모든 사람이 좌익과 우익과 중앙과 양익에서 어떤 장소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고삐를 서로의 고삐에 묶고,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

아내야 할지를 정한 것이다. 모든 참석자들의 현명한 귀는, <왕의 말씀은 말씀 중에 으

뜸이다.>2290) 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혜를 상징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훌

륭한 루비로 가득 차게 되었고, 복종의 땅을 예의의 입술로 부볐으며 정결한 혀가 기도

2290) 본문에는 아랍어로 쓰여 있으며, 이란본Ⅱ 미주 253에 페르시아어로 된 번역이 있다
(YZN/Ṣādiq, p.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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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열렸다.

[시Nazm] 당신의 칼이 반짝이며 적을 불태우기를! 송곳과 창촉이 당신으로 인해
승리하기를!
별은, 방법을 허가하였고, 하늘은 머리와 눈 위를 당신의 자리로 삼았다.
적들의 머리가 당신의 발아래 있기를! 모든 별의 기도가 당신을 찬양하길! [920]

바로 그 날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아미르들이 축복받은 보고를 전하였다. “신드 강

가에서 이 곳까지 100000명 정도의 신앙이 없는 힌두인들, 이교도들 및 우상숭배자(불

교)들을 포로로 붙잡았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모았으니, 전투의 때에 델리의 주민

들을 향해 공격을 행할 때 결코 그들과 합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루 칸이 군대

와 코끼리와 함께 바깥으로 나왔었던 그 날의 사건으로 인해, 기쁨과 상쾌함이 그 (힌

두인) 들에게서 뚜렷해졌는데 그 내용 또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운명의 흔적인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군사들의 손에 있던 힌두인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하고, 이 명령

에 대해 무시하거나 미적거리는 모든 자는 죽여라. 부인과 아이와 그들의 물자는 잘못

을 보고하는 자의 것이 되도록 하여라." 명령에 따라 최소 100,000명에 달하는 신앙이

없는 힌두인들을 성전의 도검으로 베었다. 그 중에 터번을 두르는2291) 무리 중에 하나

였던 마울라나 나시르 앗 딘 우마르는 15명의 힌두 인을 (자신의) 군대에 두고 있었고,

비록 (그 힌두인들이) 어떤 羊도 도살하지 않았으나, 그 날의 명령에 따라 15명 모두를

聖劍의 먹이로 삼았다.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군대마다 10명 중에

1 사람을 그 유르트에 남겨 두어, 약탈로 얻었던 힌두 인들의 부인과 자녀들과 가축들

을 지키도록 하라.” 그 후에 도시 방면으로 진격을 결정하였으며 그 날 아침에 출발하

여 자운 강 河岸에 안착하였다.

점성가 무리들과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상황에 관해 은밀히 논의하였고, 별들의 상

서로움과 상서롭지 못함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힙키란은 <우상성

배나 성화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에 따라 별들의 상징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지붕을 세우고 빛나는 등불을 밝혔던 神에 대한 복종의 손잡이에 의존의 손

을 두었으니, 그의 이유 없는 힘은 지고하시고 신성하시다.

[시Bayt] 너는 별들의 상서로움과 불길함에 대해 알지 말라, 기쁨과 고통은 모두
마치 우리처럼 바다에 잠겨있다. [ 921]

2291) 직역하자면 ‘머리에 두르는 숄의 주인인’ 이라는 뜻이며, 이러한 착장을 특징으로 하는 아랍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종교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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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놀라울 것이 없다> 오래되고 강력한 힘의 영향으로 승리자가 된 사힙키란

은, 목성과 금성, 토성과 화성의 合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 생겨났다.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지닌 운명에 의해 행운의 연회장인 금성이 기쁨과 흥의 악기를 연

주하고, 왕국과 신앙의 정점인 태양이 고귀하고 지고한 높은 곳에서 영광과 자긍심의

깃발들을 들어 올릴 정도였던 그 축복받은 천성(을 지니신 분께서), 어찌 별 관측의 결

과를 염려하여 어찌 중요하고 큰일들을 미루겠는가.

[시Nazm] 그의 고귀한 판단과 깃발이 정의로부터 내던져질 때 까지. 빛은 하늘
위에 높이, 그리고 그림자는 시대 위에 부서져 있을 것이다.
하늘이란 지붕의 빛이 태양에 가리어 자유를 얻었고, 세계의 거주자들은 혼란으로
부터 평화롭게 되었다.

다음 날 승리의 때였던 아침에 그 분은 새벽 기도를 하였고, 기도 의무를 완수한

후에 <어떤 허위도 그 뒤나 앞에서 다가올 수 없다.>2292)는 성스러운 명령과 지고하

신 말씀에 따라 우선, 델리로 향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쿠란으로 점을 쳤다. 그 결과는

유누스 장(Qur'ān, Sūra al-Yūnus)으로 나타났다. <현세의 삶을 비유하자면 그것은 신

께서 하늘에서 내리게 한 물과 같아, 이를 지구상의 식물이 흡수하여 사람들이나 동물

들이 먹는 것부터 지표면 위를 장식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그것으로 배합하여 채소를

일구면 사람과 동물이 먹어 사라지는 것과 같으나 그들은 더 이상의 유용함이 있을 것

이라 여겼는데, (실로) 밤이나 흑은 낮에 (신께서) 명령을 내리시어 어제가 풍성하지 아

니했던 것처럼 수확을 하게 하니, 생각하는 백성을 위하여 징표들을 설명하노라.>2293)

이 귀중한 문구의 번역된 의미는 이와 같다. 예를 들어 이 세계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빗물과 같은데, 그것과 땅 위의 식물들이 섞이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먹는 것부터, 자랐을 때에는 땅을 색색가지의 덮개로 덮고 장식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과일과 곡식을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라 여겼고,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그 식물들을

절대 이용하지 말고 없애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것은 과거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에는 지고하신 신의 창조에 대해 생각하고 고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상징을 내어 보이고 있다.’ [922] 이 점괘의 목적은 델리 도시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그 거주자들에게 이 문구가 나타난 이유는 적들의 불운의 소멸, 그리고 그들의 축소와

쇠퇴가 명백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힌두 국가의 피난처이자 언덕이며, 그 병사들을

감싸는 수장이었던 말루 칸을 대상으로 점을 쳤고, 그 문구는 나흘 장(Qur'ān, Sūra

2292) Qur'ān, Sūra al-Fuṣṣilat : 42.
2293) Qur'ān, Sūra al-Yunūs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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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ahl)에서 나타났다. <신께서 비유하사 예속되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종

복과, 신의 훌륭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를 받아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가 있

나니 이들이 어찌 같을 수 있느냐.>2294) 지고하신 신께서 이 문구로 이교도와 무슬림에

관해 예를 들어,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능력이 없는 賣金 상인의 무기력한 노예와, 지고

하신 신의 호의로 많은 양식과 완전한 몫을 얻고, 그것으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비용

을 지불하거나 사여를 해왔던 자유인에 빗대었으니, 어찌 이 둘이 동일하겠는가?

상황에 매우 적절하고 부합하였던 이 두 상서로운 점괘로, 사힙키란과 연관된 쿠란

의 기적의 비밀과, 신성한 호의 및 돌보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의 계시가 있노라.>2295) 보살핌의 주인이신 사힙키란은 영

광스러운 쿠란의 점괘에 대해 신뢰하였으며, 전술한 달 5일 일요일에 강변에서 신의 도

움으로 말을 몰고 강을 건넜으며, 강의 맞은편이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이 되었다. 군대

로 하여금 신중히 해자를 파고, 푸시타 바할리(Pushta Bahālī)라 불렸던 가느다란 덤불

과 나무 가지로 울타리와 성채를 세웠으며, 해자 앞에 버팔로들의 목과 발을 서로 묶어

두었고 울타리 뒤에는 천막들과 낙타들을 잠재웠다.

208. 사힙키란이 힌두스탄의 왈리인 술탄 마흐무드와 전투

를 행하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

하늘에서 <신을 위해 이주하는 자는 지상에서 크고 널따란 은신처를 발견할 것이

다>2296)라는 말씀의 의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를 안내하는 태양의 광선을 통해 계

시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이해하는 이들의 뜰 위해 내리쬐었고, 꽃봉오리의 향기를 맡

는 자들의 밝은 마음이라는 왕좌 위에 명백히 드리워졌다. [923] 유일무이하신 신을 만

족시키기 위해 벗과 사랑하는 이와의 조우라는 즐거움보다 고향에서의 移住라는 어려

움을 선택하였다면, 모두 상서로이 성공을 얻게 될 것이며, 위험한 일을 행하는 자로 기

록에 남을 것이었다. 지고하신 신의 어전에서 훌륭히 봉사하기 위해 쓰디쓴 어려움과

고향으로부터의 멀어짐이라는 고통을, 훌륭한 신에게 행운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의 마

음으로 기쁘게 여기고, 두렵고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잃을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신의 은총을 구하는>2297) 지위를 갖게 되어, 세속의 승리를 통한 전리품 및 내세에 받

을 보상의 축적된 몫을 얻게 될 것이다.

2294) Qur'ān, Sūra al-Nahl : 75.
2295) Qur'ān, Sūra al-Zumur : 21.
2296) Qur'ān, Sūra al-Nisā' : 100.
2297) Qur'ān, Sūra al-Juma'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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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Bayt] 누구든 정직한 발걸음으로 이 길을 나아간다면, 자신의 열의를 다한 끝에
행운을 얻을 것이다.

특히, (그의) 의도가 갖는 목표는 내면을 깨끗이 하여 업무를 더욱 훌륭히, 봉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다. 목적의 눈길이 드리워지는 자는, 움직일 때이든 쉴 때이든

질서를 갖추게 되어 <그것은 너희가 신과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며 신의 사업을 위해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으로 聖戰을 행>2298)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를

양성하고 후원하시는 사힙키란이

[시Nazm] 정의의 도검을 손에 쥐고 흔들어라, 그것을 모든 힌두인들의 목에 드리
우라, 왕다운 방법으로.
그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는 모든 자는, 그의 몸에서 머리를 칼로 분리하도록 하
라.

드높은 열의를 갖고 성전을 위해 힌두스탄 왕국으로 향하였을 때, 승전군이 도달하

는 각 영역에서 그 축복받은 대오를 마중하기 위해 서둘렀던 것이다. 그리고 묘사되었

던 것처럼 수많은 도시와 요새들을 정복하였고, 죄를 지닌 이교도들과 나쁜 행위를 하

는 비 신앙인들의 사악한 존재를 숙청하였다. 그리하여 라비 알 싸니 월 7일 화요일,

<천지창조>2299)의 비밀의 순간에 왕다운 장엄함이 여러 나날들 중에 바로 그 날, (즉)

힘과 권력과 보복의 별, 즉 터키석 색의 태양2300)이 피를 마시는 화성과 합일하였던 날,

태양을 상징하는 동쪽의 왕이 승리로 하늘이라는 전장에 일출의 깃발을 들어 올리며,

왕의 병사들로 하여금 밤의 검은 천막을 거두게 하였던 아침에,2301) [924] 하늘이라는

자한파나(Jahānpanā)2302)와 알록달록한 세상이었던 옛 델리(Dehlī-i Kuhna)2303)를, <어

둠이 아래에 겹쳐 있던>2304) 힌두인 후예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취하였다. 사힙키란의 국

가를 개창하는 판단이라는 태양이, 하늘의 가호가 부상하는 곳으로부터 떠올랐고, 적에

게 武力을 발휘하는, 승리의 피난처였던 병사들의 정렬에 호의의 광선이 드리워졌다. 그

2298) Qur'ān, Sūra al-Ṣaff : 11.
2299) Qur'ān, Sūra al-Yūsuf : 101.
2300) ‘Tark-i Ḥiṣār’는 태양을 의미한다(Abū al-Fazl Muṣafī,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p.133).

2301) 이 천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때에는 태양이 화성
과 합일하는 시점이 아니다.

2302) 델리의 성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 성채는 델리술탄국의 세 번째 왕조인 투글룩 왕조의 군
주 무함마드 이븐 투글룩이 1334년에 지은 성채이다. 13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2303) 현재　올드　델리에　해당한다．　뉴델리의　북쪽에　위치한다．
2304) Qur'ān, Sūra al-Nūr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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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병사들은

[시Nazm] 그 군대의 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확신과 추측의 얼굴을 열었던 자
들은.
인내는 올바른 것 중에 일부이다, 비바람은 백 가지 중에 하나였으나 세계를 잠기
게 하였다.

행운으로 말을 몰았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대열들은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신

신)의 가호와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지시에 따라, 우익을 승리의 샤자데 피르 무함마드

자항기르와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미즈랍과 카마

리와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가와 다른 노얀들의 강력한 영예로 장식하였다.

[시Bayt] 2305) 왕이 우익의 대열을 구축하였을 때, 칼로 용의 입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좌익은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샤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 자한샤와 셰

이흐 아르슬란과 다른 아미르들의 강력함으로 장식되었다.

[시] 좌익의 대열 또한 단단하게 하나의 산처럼 정렬하였다. 너는 말하였지, 강철
보다 단단하다고.

전위는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알라

다드와 나머지 아미르들의 대담함과 용기로 질서를 갖추었다.

[시Bayt] 전위는 그 전장에서, 그로 인해 해와 달이 당혹하였을 정도였다.

사힙키란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위의 초승달은, ‘영혼의 왕(神)의 고정된 심장’의

정점에 상서로운 운명을 따라 떠올랐고, [925] 승리의 빛이 추종자들의 정수리 위에 펼

쳐졌다.

[시Bayt] 산과 같은 강철이었던 중군에 피신한 이들로 인해 요새가 번영하게 되었
다.

신성한 가호로 군대를 정렬하여, 태양이라는 잠시드가 네 번째 광장의 기사가 되었

2305) Nizāmī, Panj-Gha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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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늘이라는 광장은 달이라는 왕과 병사들이라는 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시

대의 눈은 (이제껏) 그와 같은 거대함을 본 적이 없었으며, 어떤 병사도 (이제껏) 그와

같은 거대함과 용감함으로 전투에 임한 적이 없었다.

[시Bayt] 수많은 병사들이 모였다, 군사들은 과거에 이보다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체계를 갖추어 앞으로 나아갔다. 적진의 중군은 말루 칸과 함께 술탄 피

루즈 샤의 손자 술탄 마흐무드의 깃발의 중심이 되었고, 우익은 타기 칸(Taghī Khān)

의 노력 하에 있었으며, 미르 알리 후자(Mīr 'Alī Hūja) 및 힌두 국가 군사들 중에 일

부(가 있었다), 그리고 좌익은 말릭 마인 앗 딘(Malik Ma’īn al-Dīn)과 말릭 하티(Malik

Hātī)와 그 지역의 나머지 사령관들의 지배 下에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열들을

정비하였고 10000명의 증오를 가진 보충 기병들과 40000명의 전투 보병과 함께, 그리고

전쟁의 도구와 깃발들과 함께 저항과 방어를 위해 전투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신

뢰의 근원, 산과 같은 형태의 코끼리들이 있었는데, 흥분한 바다처럼 처벌의 바람으로

인해 흥분하였다. 모두가 무기와 의복(Kajīm)2306)을 갖추고 기둥과 같은 그들의 이빨

위에 독을 지닌 단검을 단단히 하였으며, 모두 언덕과 같은 등 위에 나무도막으로 둘러

친 침상을 단단히 세웠다. 각 침상 위에는 소화살을 뿌리는 자와 활잡이

(Charakh-Andāz)가 증오의 매복 장소에 앉았고, 화살을 가진 자(Takhsh-dār)와 화포병

이 코끼리 부대 옆에서 전투와 살해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설령 이와 같은 보병과 기병으로 된 병사들과 맞서게 되고, 더욱이 (그 수

가) 두 배에 달한다 할지라도,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용기 앞에서는 별다른 큰 일이

아니었다. [926] 다만 (그들은) 코끼리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소문으로는 그들의 신체가

워낙 단단하여 도검과 화살이 그들에 대해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들의 힘은

상상의 범주를 뛰어 넘는 것이어서, 강한 나무들을 공격의 바람으로 뿌리를 뽑아버리고,

전사들의 지시로 훌륭한 건축물들을 파괴하며, 전투의 때에는 거대한 뱀과 같은 긴 코

로 말을 기병과 함께 바닥으로부터 낚아채어 하늘에 던지곤 하였다. 정도 이상으로 견

고한 특징을 지녔다는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일부 군사들의 마음에 걱정이 발생하였다.

언제나 지식과 완성의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곤 하였던 사힙키란께서 자비의 아얀들

과 우두머리들이 배석할 곳을 정할 때에, 승리를 위해 행동하는, 축복받은 등자의 동반

자인 고귀한 울라마 무리, 예를 들면 호자 아프잘(Khwāja al-Afzal) 이븐 마울라나 셰

이휼 이슬람 사이드 잘랄 알 하크 앗 딘 카시(Sa'īd Jalāl-l-Ḥaqq al-Dīn Kash)와 카

디 중에 카디 마울라나 나아만 앗 딘 호라즈미(Mawlānā Na'mān al-Dīn Khwarizmī)의

2306) 생 비단으로 만든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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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마울라나 압둘 자바르(Mawlānā 'Abdul-Jabār)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혀로 물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가 됩니까?” 그들은 (옛날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지체 없이 서둘러 대답하였다. “가신의 자리는 부인들과 유르트들이 있는 곳이

니, 이상할 것 없다!”

[시Bayt]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면, 앞서 나서지 말라. 금성의 천막 아래에 만일 화
성이 포복해 있다면.

그 사힙키란은 그 군대들의 걱정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기

위해 신중을 기한 명을 내려, 성채 군대의 대오 앞에 울타리들을 세우고 그 앞에 해자

를 파도록 하였으며, 해자 앞에 버팔로들을 나란히 두고 그들의 목과 발을 소가죽으로

서로 묶도록 하였다. 그리고 철로 된 거대한 삼지창의 가시를 세워두었는데 보병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있다가 코끼리들이 공격을 행할 때에 그것을 길에 뿌리게 하였다.

신의 가호가 사방에서 희망을 지닌 사힙키란을 도왔고, 그보다 먼저 승리의 태양이 행

운의 浮上地에서 떠올라 이 지시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양측의 군대가 서

로 가까워졌던 때에, 깨끗한 신앙을 지닌, (신의) 가호를 얻은 사힙키란은 [927] 병영 가

운데의 바할리(Bahālī) 언덕 높은 곳 위에 말을 타고 서서 주변과 사방의 상황들을 경

계의 눈으로 둘러보았다. 양측의 만남을 보게 되었을 때, 매 전투마다 성취의 후원자이

신 이의 상서로운 습관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실의 발걸음으로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충심과 절박함을 담아 부족함이 없으신 왕의 어전으로 향하였으며, 진실하고 깨끗한 의

도를 지닌 신앙고백을 바치고,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신의 말씀을 낭독하고, 몸을 숙이

고(Rukū') 자신을 낮추고 절하여 복종한 다음, 의심 없이 샤하다를 읊고 그 외의 복종

을 위한 (기도의) 단계(Arkān)2307)들을 밟아 나갔다. 두 차례 ‘진정한 합일’을 위해 절하

고 겸손과 간청의 땅 위에 비천한 이마를 두어, 신에게 승리와 행운을 청하였으며 자신

이나 용감한 신앙을 지닌 수많은 동료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Nazm] 순결한 신앙을 지닌 왕이 곤경에 처하여, 정결한 판관과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아아, ‘훌륭함’이란 의미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시어! 당신은 당신 외에는 칭찬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항상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노력하며, 목숨을 다해 당신에 대한 찬

2307) 이슬람의 기도(Namāz)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 이것을 ‘기도의 기둥(Ruknhā-i Namāz)'이라
한다, 본문에서 묘사된 것처럼 마음속으로 의도를 가짐(Niyyat), 일어섬(Qiyām), '알라 후 아크
바르’로 시작하는 기도문을 외움(Takbirat al-Aḥrām), 몸을 숙이고(Rukū'), 절하는 것(Sajda)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는 보다 더 세분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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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길을 달립니다.
(나는) 보물이나 병사에 대해 자만하지 않으니, 당신께서 모든 일들의 피난처이십
니다.
(당신께서는) 여러 차례 소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다시금 친절을 베푸시어, 알
려주십시오.
(저는) 당신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
도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체 없이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행운을 통해 당대의 동반자들은 축복의 영향

을 얻게 되었는데,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이 지닌 신에 대한 끝없는 복종과 정결

하고 밝은 마음으로 인해 그 곳에서 발생하였던 신기한 우연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즉, 그 전하께서 기도를 바치며 필요한 바를 (신께) 고하고 있었을 때, 전위로

있었던 일부 아미르들, 예를 들면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알라

다드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사힙키란이 우익과 우리 가신들을

돕고자 중군을 파견하신다면, 행운의 힘의 상징이자 승리를 향한 좋은 소식이 될 것이

다.’ 그 분은 행하고 있던 기도를 마친 후, 절하는 장소의 먼지라는 볼연지 위에 내려놓

았었던 행운의 얼굴을 [928] 승전군을 향해 두고 명령을 내려, 알리 술탄 타바치와, 투

만 중에서는 산시즈였으며 중군의 대오에 배치되어 있던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를

정렬하여 세웠다. (그리고) 알툰 박시(Alṭūn Bakhshī)와 바스타리2308)와 무사 카말은 자

신의 쿠슌들과 함께 우익군을 돕기 위해, 그리고 코슌의 아미르들 중에 다른 일부는 전

위를 돕기 위해 파견하여, 그들의 손과 마음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승리를 노리고 걱

정 없이 적에게 돌진하였으며, 코끼리들이 비록 강력하고 두려웠지만 버팔로로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 드러났던 전무후무한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와 그 기적의 은총으로 인

해, 추종자들의 지지와 힘의 원천이 증가하였으며, 그 용사들의 용기의 영향력이 전 세

계에 유명해졌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밤낮의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사자가 사냥을 행하고, 그의 보호의 피난처에서 나날을 보내던 다른 동물들이 그 사냥

감을 먹는 것과 같았다.

[시Bayt] 만일 달의 100배 밝기인 전등을 밝힌다면, 그것은 (명실상부) 태양이 될
것이다.

그 전투와 살해의 상황은 이와 같았다

2308) 여러 사료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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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Nazm] 양 측에 군대가 배치되었을 때, 세상에 공격이 발생하였다.
용사들이 증오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다.
뇌를 비우는 북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산과 초원 위에 지진이 일어났다.
단단한 외침으로 인해 코끼리의 등에 구부러짐이 (발생하였다), 너는 말하였지, 세
상이 북을 두드리며 이동하였다고.
힌두인(노예)들의 목에 거는 종이 흥분하였고, 세계의 테라스에서 함성이 일어났다.
두 군대가 원한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 땅이 들썩였다.
계속하여 길에서 전투가 발생하였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용기에 발생하였다.
군대를 부수는, 철갑옷을 입은 이들로 인해 산이 스스로 흔들렸다. [ 929]

승리를 동반하는 정탐병들, 순자크 바하두르와 사이드 호자 바하두르와 알라다드와

누스라트 카마리와 사인 티무르 바하두르와 무함마드 다르비시와 다른 용사들이 적의

병사들을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나아가 잠복 장소를 차지하였으며 적의 정탐병이

앞으로 왔을 때 그들을 지나치게 한 후

[시] 그 매복 장소로부터 바깥으로 말을 몰아 용기의 깃발을 세웠다.
안장에서 재빠른 철퇴를 들어 올렸고, 도검으로 적의 목숨을 꺾어버렸다.

그리하여 승리를 새긴 칼과 함께, 마치 포효하는 사자가 사냥감을 찾아 그들의 뒤

를 따라오는 것처럼, 약 500-600명을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음의 땅에 던졌다.

[시] 2309) 목을 내리쳐 처벌을 행하였다, 세계의 눈에서 빛이 멀어졌다.

우익의 수장인 샤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하늘의 군대가 나쁜 의도를 지닌 수많은

별의 공격을 몰아내듯이 적에게 공격을 가하였고, 아미르 술레이만 샤 또한 산과 같은

힘을 지닌 준마들을 허벅지 아래에서 노련하게 움직이며, 고삐를 용기의 손에 맡겼다.

샤자데 피르 무마드는 영원한 행운의 도움으로 코끼리를 도검으로 베었고, 우익의 바하

두르들은 함께, 그들의 성립의 기초가 타가이 칸(Ṭaghāy Khān)2310)의 후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쁜 본성을 지닌 병사들의 좌측을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어 하우즈 카스

(Ḥauz-i Khāṣ)2311)를 통과하게 하였다. 그리고 좌익에서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자

2309)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2310) 술탄 무함마드 호레즘 샤의 모친인 타르칸 카툰의 형제로, 칭기스 칸과 사마르칸트에서 전투
를 벌였던 타르칸 카툰 코슌의 수장이었다. 야즈디는 이 군대가 호레즘 샤의 코슌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다.

2311) 이 단어의 뜻 자체는 ‘특수한 물 저장고’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지명으로 쓰이고 있다. 뉴
델리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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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샤 바하두르와 기야스 앗 딘 타르칸과 다른 용사들은 성취를 거두는 팔의 힘과 물기

어린, 불꽃을 지닌 칼 및 창촉의 타격, 그리고 마인 앗 딘과 말릭 하티의 강력함으로,

철로 된 산과 같았던 적의 우익을 완전히 패배시켜 몰아내었고 그들의 뒤를 따라 나아

갔다. 그리고 좌익의 수장이었던 아미르 자한샤는 적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 대문 가까

이에 이르렀다.

[시] 적들이 지쳐서 앞으로 달려갔을 때, 창촉을 목에 겨누었다. [ 930]

적의 중군이 코끼리와 함께 대열을 갖추어 공격하였을 때,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

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은 그들의 맞은편에서 노력하였다. 아미르 셰

이흐 누르 앗 딘은 도검을 휘둘렀고 아미르 샤 말릭은 훌륭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다울

라트 타무르 타바치와 망갈라이 호자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과 나머지 바하두르들 및

용사들은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전투 코끼리의 부대를 공격하여, 비소툰 같은 신체

를 지닌 그 고래들의 4개의 기둥을 향해 진격했다. 그리하여 코끼리를 부리는 자를 그

산 위에서 거꾸러뜨렸고 도검과 화살로, 코끼리의 뱀과 같은 코에 상처를 입혀 넘어뜨

렸다.

[시] 모든 초원에, 코끼리의 코가 떨어져 있었고, 살해된 자의 몸이 수 마일에 걸
쳐 있었다.
코끼리의 코와 전사의 머리들로 인해, 모든 황야가 막대기와 구로 덮여 있었다.
식물들이 뇌수로 더럽혀졌고, 살해된 자들이 온 땅에 쌓여 있었다.

힌두스탄 왕국의 용사들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였고 (각자의)

인내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용감한 발로 땅을 디디고 전투를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빠

른 바람을 동반하는 공격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모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저항의

용사는 항상 강력한 사자와 함께 하므로 무능한 여우의 힘과 권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에 무력하게 달아나, <신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냐>2312)라는 말씀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술탄 마흐무드와 말루

칸은 달아나 스스로 도시로 뛰어들었고, 대문을 닫았다.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좌익에

서 고귀한 운명의 힘과 루비를 뿌리는 에메랄드 색 칼의 타격으로, 적들이 믿는 바였던

2312) Qur'ān, Sūra al-Fīl : 1; 이슬람에서 ‘코끼리 부대의 침공’은 이교도 聖戰에 관한 중요한 상
징이다. 예멘의 가톨릭 군주 아브라하(Abraha)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메카를 침공하였을 때,
그 코끼리 중에 수장인 ‘무함마드’가 메카로 들어가기를 꺼려하였고, 또한 신이 보낸 것으로 알
려진 새떼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그 코끼리 부대를 물리쳤다고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코끼
리의 해’라는 紀年이 생겨났는데, 이 해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본문에
인용된 ‘코끼리 章’은 바로 이 사건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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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들 중에 하나를 포로로 잡았고 코끼리를 부리는 자들을 넘어뜨렸으며, 디흐칸

(Dihqān)2313)들이 그 땅에 고랑을 파 두었던 버팔로 쪽으로 몰아서 땅 위의 왕이신 그

분에게 전달하였다. [931]

[시] 신의 호의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강한 코끼리이든, 여윈 소든.
행운의 팔로 밧줄을 열었고, 사자의 목을 줄로 묶었다.
행운에 대해 이보다 좋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 무리 중에 어린 아이가 코끼리
와 맞선다면
15세부터 코끼리를 붙잡는 훌륭한 왕자는 또한 어디에 있겠느냐.
여전히 그의 입술에서 사자의 냄새가 맡아졌다, 사자들이 전투 코끼리를 사로잡았
을 때.

창조주의 호의라는 바람의 근원에서, 승리의 미풍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위에 불

어왔을 때, 적들은 일제히 등을 돌려 달아났다. 행운을 동반하시는 사힙키란은 오전기도

시간에 델리의 대문에 이르렀고, 그 담벽을 경계의 눈으로 살펴보았으며, 그곳에서 세계

를 누비는 종마의 고삐를 돌려 ‘하우즈 카스’ 강변에 행운으로 안착하였다. 하우즈카스

는 술탄 피루즈 샤의 건축물들이 자리한 어떤 호수였는데 그 크기는, (호수의) 한쪽에

서 쏘아진 화살이 다른 쪽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또한 파시 컬 빗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1년 동안 모든 델리의 주민들이 물을 그곳에서 끌어와 사용할 정도였다.

술탄 피루즈 샤의 성묘는 그 河岸에 위치해 있었다. 그 장소가 고귀한 대오의 진입으로

빛나게 되었을 때,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이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출석

하였다.

[시] 모두 땅 위에 입을 맞추고, 그 길의 흙 위에 이마를 두었다.
노예들을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찬사를 펼치는 혀를 열었다
왕에게 이 상서로운 승리가 있기를! 그에게 세상이 복종하고, 하늘이 복속하기를!

축하의 관례를 행한 후,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이 발휘하였던 용기와

훌륭함, 그리고 강력한 행운의 영예로 인해 그 전투에서 모든 이에게 발생하였던 놀라

운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사힙키란은 신의 풍부하고 훌륭한 돌보심에 대해 [932]

영광스러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고, 그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이처

럼 승리의 자녀들과 봉사를 행하는 벗을 내려주셨던 지고한 신에게 감사드리며, 용기라

는 덤불의 사자와 훌륭한 바다의 고래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사실상 그 비할 바 없는

2313) 이슬람 이전, 사산조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단어로, 영세한 땅의 주인이자 토착 세력에게
복속한 이들을 의미하였으나 이후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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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의 상황에 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해보면, 그의 위대한 천성은 신의 세력

이 발현하는 곳이자,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이 발원하는 곳이었음이 확실해졌다. (그는)

영광스러운 상황에 관한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武力 및 처벌을

행하는 한편, 신에 대한 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아파하며 자신을 낮추

고 탄원하는 얼굴 위에 청원의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겉 표면에

드러난 일 외에, 내면에 임한 빛을 통해 그의 가신들이 급한 때에 머릿속에 떠올리곤

하였던 온갖 처리 방법이 그의 밝은 마음에 생겨나, 바로 그 방법에 따라 처리를 행하

게 되었다. 또한 (그 분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말하자면, 일생 동안 고심의 펜으로 밝

은 마음의 판 위에 기록하였던 모든 처리의 방책은, 마치 실제로 나타날 운명적인 상황

과 동일하여, (그 분이) 고심한 바와 한 터럭만큼의 차이도 없을 정도였다. 한편 완벽한

용기와 대담함은 상황의 초반부터, 죽음과 소멸의 왕궁으로 고삐를 돌렸던 (내세로의)

이동 시기까지. 어떤 단계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의 훌륭한

마음에 나타나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는 신에 대한 진실된 의존과 계속되는 집중이라는

명백한 이유 때문이었다.

[시] 2314) 스스로를 잃지 않았던 마음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별들을 두려
워하지도 않았다.
네가 하늘과 별들 중에 있을 때 얼마나 용감했는가, 마치 하늘이 땅 위에, 먼지 아
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슬람의 힘으로,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점성가들의 말을 거부하였

고, 쿠란 占의 결과에 신뢰를 보였다. 또한 극도의 성심과 (신에 대한) 친밀함으로, 기도

의 때에 예언자 가문의 여인들에게 모든 소망을 청할 때 마다, 승인이라는 정숙한 부인

이 숨겨진 깃발에서 지체 없이 얼굴을 드러내었다. [933] 그러나 그 정의와 보상, 자비

와 공평과 자애와 사여와 그 외의 왕다운 권력과 군주다운 말씀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

그 새로운 형태의 소식들에 관해 전부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시] 2315) 흙과 물로 된 세계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하늘 위 태양의 샘물과 같다.
그가 없었다면 어떤 왕도 전투에서 사여 및 노력을 행하거나, 이름을 날리고 수치
스러워함이 없었을 것이다.
저명한 파리둔과 케이후스로우, 승리의 마누체흐르2316)와 이스칸다르는

2314) Nizāmī, Panj-Ghanj : Khirad nāma.
2315) Ferdowsī, Shāhnāma.
2316) 이란의 전설상의 왕, 파리둔의 손자이며 이라지(Īrāj)의 아들이다. 부친의 복수를 위해 파리둔
의 다른 두 아들과 전쟁을 벌였고, 이는 결국 이란과 투란의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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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의 시대에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길의 먼지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이여 말하라, 이 명성을 좇지 말라, 그의 모든 축복받은 후손이 아니면.
이와 같은 왕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왕관을 쓴 매가 아니면.
신앙을 지닌, 지식을 연구하는 술탄, 하늘처럼 강력하신, 영광을 동반하는 왕처럼.
정의와 사여로 피조물에게 도움을 주는 자, 열의를 지닌 고귀한 이스칸다르,
승리를 동반하는 왕 중의 왕인 아불 파트흐, 땅 위의 왕들의 군주,
‘할릴 알라’2317)라는 중간 이름을 지닌 자가 경의로, 그의 이름이 모든 왕에게 빛났
다.
친절하신 쿠란은 이와 같이 점을 쳤다, 그로 인해 신앙과 왕국이 완성을 얻을 것이
라 하였다.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이다, 의심할 수 없는 칭호는 하늘에
비하면 무가치한 것이다.
이름이 ‘할릴 호더’2318)이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을 내리는 왕이시다.
종교규범(Shar')이라는 城이 행운으로 높아졌고, 보석으로 중심과 곁가지를 밝혔다.
그의 정의의 힘으로 신앙의 뒷배가 단단해졌고, 그의 시대에 땅 위에 안정이 생겨
났다.
하늘의 궤도는 그 문이 키블라이며, 그 방향은 세계 왕들의 피난처이다.
그 칼이 함성소리로 혀를 열었을 때, <우리가 열었습니다.>2319)라는 설명을 행하였
다.
그의 머리에서 ‘그 펜’의 해석을 통해, 조약이라는 보석들이 정렬하였다.
그의 마음은 바다이고, 손은 비바람이며 신발의 보석은 다양한 지식의 보석이었다.
[ 934]
그의 지식은 장막과 펜의 뾰족함보다 예리하였고, 혹독함은 마치 루스탐, 거대함은
마치 잠(Jam)2320)과 같았다.
잠과 루스탐의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찬양하는 이의 가치를 꺾었다.
잠이 만일 가신들에게 말하기를 “아아! 파르스의 영광이여, 파르스의 이스타흐르의
영광인 그의 대오를 따르라.”
만일 전장에서 증오를 가지고 마치 루스탐처럼 100개의 머리를 모아들인다면
헤아려졌던 영광스러움은 진실하다. 그러나 찬양의 자리에서는 위험하다.
도검과 왕관은 겉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외면은 내면의 가까이에서 확산되지 않
았다.
이 왕의 훌륭함은 내면에 있었다, 세계 정복과 군주로서 뿐만이 아니었다.

2317) 이 칭호는 본래 예언자 이브라힘의 별호이다.
2318) 이 역시 예언자 이브라함의 별호이다.
2319) Qur'ān, Sūra al-Fatḥ : 1.
2320) 이는 잠시드의 약칭으로 보인다(다만, 아누시르반의 형제 중에 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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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는 세계 정복자와 왕좌의 주인으로, 내적으로는 탄생의 비밀에 대해 아는
사람이었다.
지식의 문을 그의 마음에 열고, 그것을 물이나 진흙으로 가리지 않았다.
그의 아미르들에게는 <신께서 나를 허락하셨다.>2321)라는 말씀으로, 그의 내면의
왕좌는 <신으로부터>라는 깃발로 빛났다.
그의 마음은 신의 빛에 잠겼고, 외적으로는 세계와 신앙의 정의를 주었다.
신의 그림자였던 칼리파는 올바른 바람, 이것을 알고 있었다.
왕의 세상은 이 정의와 신앙으로, 아아! 세상을 창조한 훌륭한 이득이여!
신이시어,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이 왕을 돌보아주소서, 영원히.
그의 마음이 영예로운 자신에게 익숙해지도록! 그의 정의로 인해 모든 젖고 마른
것에 질서를 부여하라.
사령관이며 행운을 얻는 자로 남길! 세상의 습관이 어떠하든 그보다 더 커지길!

209. 술탄 마흐무드와 말루 칸이 도시에서 도망함과 델리

에서 있었던 승리 및 사힙키란이 그들의 뒤를 따라

추격을 행한 이야기

술탄 마흐무드와 말루 칸과 함께 패배하였고, 행운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도시로 들

어왔을 때, 자신의 과거 행적과 만용에 대해 극히 후회하였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바로 그 수요일 밤, 불운의 힌두 인들이

상례를 위한 의복을 입었을 때 [935]

[시] 2322) 어두움이 그 본질이었던 어느 밤, 그로 인해 빛이 그림자의 비난을 받았
던 때.
하늘이라는 왕궁에 어두움을 발랐고, 보초의 머리는 코끼리의 발에 머물러 있었다.

한 밤중이 되었을 때, 술탄 마흐무드는 후드라니(Hūdarānī)2323) 대문으로, 그리고

말루 칸은 베르케(Birka) 대문을 통해 - (이는) 각기 자한파나 남쪽 방향에 위치해 있

었다2324) - 바깥으로 나와 달아났으며 덤불과 황야를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사힙키란

2321) Qur'ān, Sūra al-'Imrān : 38.
2322) Nizāmī.
2323) 979AH 사본에는 후드라이(Hūdarāy)로 되어 있다.
2324) 자한파나 성채에 있던 13개의 성문은 현재 흔적이 없지만, 자한파나 벽 남쪽이자 ‘Qila Rai
Pithora’ 남동쪽에 ‘Barkha Gate’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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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술탄 마흐무드와 말루 칸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얻었을 때, 아미르 사이드(Amīr

Sa'īd)와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와 한드 사이드 술두스(Khānd Sa'īd Suldūz)와

알툰 박시와 나머지를 그들 뒤로 파견하였다. 그들을 급하게 서둘러, 달아난 이들 중에

다수를 붙잡아 데려왔고 충분한 전리품을 차지하였으며 말루 칸의 두 아들, 말릭 사라

프 앗 딘으로 유명하였던 사이프 앗 딘 칸(Sayf al-Dīn Khān)과 후다이다드를 포로로

잡아 되돌아왔다. 또한 그 밤에 아미르 알라다드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에게 명을 내

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왔던 문을 장악하고 도시의 다른 문들을 점령하여, 어떠한 사람

도 도시에서 탈출할 수 없게 하였다.

8일 수요일에 별들의 왕의 등장이라는 깃발이, 카안이신 사힙키란의 승리의 깃발처

럼 승리의 수평선에 세워졌을 때, 세계 정복자이신 각하께서는 마이단 대문으로 갔고,

의례를 위한 장소(‘Iydgāh)에 안착하였다. 그 문은 자한파나 도시의 여러 대문 중에 있

었으며 하우즈 카스 맞은편에 위치하였는데, 그곳에 왕궁을 세우고 (백성들을) 돌보았

으며, 도시에 있었던 사이드들과 카디들과 대인들과 귀족들이 모두 승리의 피난처의 왕

궁에 서둘러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다. 말루 칸의 대리인이었던 파즐 알라

발히(Fazl allah Balkhī)는 델리의 나머지 관료들과 함께 통치의 둥지인 어전의 먼지를

행운을 지닌 눈의 코흘로 삼았으며, 모든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이 샤자데들

과 노얀들에게 중재로 삼아 안전을 청하였다. 아미르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아미르들은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절실함을 보고하였다.

[936] 왕다운 자비는 그들의 간청을 승인으로 기록하였고 델리의 주민들에게 안전을 부

여하였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툭(Tūq)에 관해 정해져 있는 관습에 따라 북과 함께 도시

위로 올려보내어, 승리의 좋은 소식의 함성이 하늘의 터키석 색 성벽을 관통하게 하였

다. 날짜의 기록을 위해, 이 시가 기록되었다.

[시] 라비 알 싸니 월 7일 수요일에 왕이신 사힙키란이 델리를 장악하였다.
‘왕의 승리로 인해’2325)라는 연대표기(Tārīkh)를 모두 세어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태양은 염소자리에 있었다.2326)

너는 힌두인들의 불운한 사건을 보아라, 그들에게 ‘커다란 기쁨’2327)이 어찌나 강력
하게 이르렀는지.
‘왕의 승리로 인해’와 ‘커다란 기쁨’은 각각 801이며, 이는 지식인들의 판단으로 알
수 있다.

2325) 본문의 문구를 전사하면 ‘zi Fatḥ-i Shāh’이며, 이를 Abjad 체계에 따라 수를 헤아려보면
(7+80+400+8+300+1+5 = 801) 된다.

2326) 서력 1398년 12월 17일이며, 잘랄리력으로 데이 월이므로 10번째 달인 염소자리에 해당한다.
2327) 본문의 문구를 전사하면 ‘Rakhā’이며, 이를 Abjad 체계에 따라 수를 헤아려보면 (200+600+1
= 801)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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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행운의 정원에 승리의 물을 주는 일로 인해, ‘가시(Khār)’2328)의 해에 힌두의
승리의 꽃이 좋은 향기를 풍기게 되었다.2329)

모든 코끼리들을 정렬하고, 코뿔소가 어디에 있든지 도시 바깥으로 데려와 이슬람

의 피난처인 왕궁에 출석케 하였다. 코끼리들은 모두 땅에 입을 맞추는 관습으로 머리

를 땅에 두었고 마치 안전을 원하는 무리들처럼, 일제히 울부짖었다. 그리하여 산과 같

은 형태를 지닌 120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그 분의 가신들의 소유 下에 들어왔다. 귀환

후에 그 중에 일부는 샤자데들을 위해 각 왕국으로 파견하였고, 일부는 사마르칸트로

데려갔다. 그 전체 중에 두 마리를 타브리즈로 데려갔고 하나는 시라즈로, 5 마리는 헤

라트로, 하나는 시르반의 셰이흐 이브라힘의 앞으로, 그리고 하나는 에르진잔의 타하르

탄에게로 (데려갔다).

전술한 달의 10일 금요일에 마울라나 나시르 앗 딘 우마르는 임무를 받아 고귀한

왕위의 발치에 동행하였던 다른 대인들 및 귀족들과 함께 [937] 도시로 들어왔다. 그리

고 후트바를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이름으로 장식하였다. 그 이전에 그곳에서 행해졌던

바는, 후트바로 피루즈 샤 및 다른 왕들의 이름을 읊는 것이었다. 그러나 <神의 강은

강들 중에 영웅이 된다>는 말씀에 따라 그 관습을 폐지하였고, 후트바를 사힙키란의 영

광스러운 이름으로 장식하였다.2330) <(이는) 놀라울 것이 없다>

아홉 개의 하늘같은 설교단에서 후트바를 선포하는 자가, 일곱 기후대의 왕국의 후

트바를 하늘의 굴람이신 왕의 상서로운 징조를 지닌 이름으로 장식하였고, 디반의 문시

들은 <너희를 지상의 계승자로 두셨노라>2331)고 하신 지상의 칼리파의 칙령을, 그 잠시

드 및 이스칸다르처럼 강력한, 영광스러운 형태를 지닌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정교한 그

림을 그리는 서기들과, 달변을 상징하는 문시들은 그 유명한 승리의 이야기를 사향내

2328) 본문의 문구를 전사하면 Khār이며, 이를 Abjad 체계에 따라 수를 헤아려보면 (600+1+200 =
801) 된다.

2329) 이 시구와 유사한 시가 『歷史의 精髓』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시구의 내용은 801AH 라비
알 싸니 월이라는 시점을 기록하기 위한 일종의 연대표기명(Tārīkh)인데, 두 시구 모두 ‘zi
Futuḥ Shāh’라는 단어와 'Rakhā'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801년을 표기하는 한편, 두 시구의 세
번째 행은 완전히 동일하다. 『歷史의 精髓』의 저자 하피즈 아브루는 이 시구가 이 여행에 동
반한 저자 본인의 시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이 시는 하피즈 아브루의 시이며 그것을 야즈디가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ZT/Jawādī 2, pp.852-3). 그러나 인도 원정에 관한 기록 전체는
Ruznama-yi Futhuht-i Hindustani의 저자 마울라나 카디 나시르 앗 딘 우마르(Mawlana Qazi
Nasir al-Din 'Umar)의 초고 및 기야스 앗 딘 알리 야즈디의 Sa'ādat-nāma를 참고하였다는 것
이 익히 알려진 통설이다(Bartold, Sochineniya 8, Moscow, 1973, pp.161, 332; John E. Woods,
"The Rise of Tīmūrid Historiography," p.83에서 재인용).

2330)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후트바를 당시의 칸인 술탄 마흐무드 칸과 대 아미르이신 티무르
쿠레겐, 그리고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이름으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야즈디의
『勝戰記』에는 칸과 그의 계승자에 대한 언급 없이 티무르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
(ZT/Jawādī 2, p.853).

2331) Qur'ān, Sūra al-Fāṭir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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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펜으로 써서, 그 크나큰 기쁜 소식을 각 도시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하였다. 그

리하여 사힙키란의 聖戰에 관한 소문과 훌륭한 소식들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의 주변과 사방, 바다와 육지의 전 영역에 확산되었다.

[시] 세계는 왕의 승리의 소문으로 가득 찼다, 사방으로 1년 거리만큼 떨어진 곳까
지.
이슬람의 주민들에게 생기로운 마음이 자라났다, 이교도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였
다.
그 믿음의 주민에게 평화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교도들은 마음의 피를 마셨
다.

디반의 비틱치(Bītichī)들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도시로 들어갔고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조사하였으며, 회계원들이 그 기록에 몰두하였다. 승리의 아침이 행운

의 수평선에서 떠오르고 바람이라는 신부가 소망이라는 연회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정

부의 중진들과 측근들은 즐거운 연회에서, 행운을 바라는 장막에서 이 노랫가락을 흥얼

거려, 즐거운 자리가 펼쳐졌을 때 영광의 뜰에 닿도록 하였다.

[시] 전투의 날이 지나갔을 때, 연회의 장소가 새로워지는 것이 나았다.
적들이 패배를 받아들였을 때, 벗으로서 대화의 자리에 앉음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한동안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 산호초를 키우며, 생명을 양육하였다.
파리둔의 관습과 왕의 관례에 따라 강과 술에서 정의와 마음을 취하였다. [ 938]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기쁨과 행복이라는 묘목이

안전을 획득하는 정원에서 성숙해졌다. 그리고 사향 냄새가 나는 술과 같은 산들바람으

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의 코가 향기롭게 되었고, 모임과 출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장

소에 있는 훌륭한 컵이 깨끗이 빛나게 되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자라나는, 마음이 열리

는 그 연회에서 사힙키란의 애정은, 위무와 보살핌으로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의 상태를 위로하였고 모두에게 왕다운 수많은 선물과 거대한 사여물품을 끝없

이 제공하여 영광스럽게 하였다. 훌륭한 노래를 하는 쿠푸즈치들의 노래 소리가 음악가

인 금성에게 즐거움을 불러 일으켰고, 기쁨의 악기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를 연주하였

다.

[시] 아아 정의로우신 사힙키란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세계를 획득하길 빕니
다!
그가 당신의 기쁨을 원하지 않는다면 슬프게 되길! 당신의 번영을 원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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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걸이를 씹어버리는 자의 머리를, 신께서는 그 不正한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없이 일곱 기후대가 치명적인 먼지로 인해 행운의 빛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16일 목요일에 군대 중에 한 무리가 델리의 대문에 모여들었고, 사냥을 원하는 맹

수가 야생말과 여우 무리에 떨어진 것처럼, 강력한 매가 약한 새들을 노려 능력을 발휘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백성들을 공격하였다.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대

아미르들은 그 부족들을 막도록 하라.” 그러나 그 도시의 파괴와 그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오랜 바람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수단을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에 훌륭하신 출판 말릭 아가와 다른 부인들이, 말릭 주나(Malik Jūna)2332)

가 ‘자한파나’에 관해 이야기하였던 1000개의 기둥을 보기 위해 도시로 들어왔다. 그리

고 디반 알라의 아미르들과 비틱치들, 예를 들면 잘랄 이슬람과 다른 펜의 주민들이 도

시의 대문에 앉아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헤아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939]

각설탕과 곡식의 바라트(Barāt)2333)를 갖고 있었던 군대 중에 수천 기병들이 도시로 향

하였고, 복종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각 아미르들은 그 지역 주민들 중에

누구든, 저항하여 도시로 달아난다면 붙잡아라.” 이러한 이유로 다수가 내부로 유입되었

다. 그리하여 군대 중에 다수의 무리들이 도시에 모였을 때, 이교도 힌두 인들이 무리

지어 델리의 도시 중에서 시리(Sīrī)2334)와 자한파나와 ‘옛 델리’에서 저항의 손을 펼쳤

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 신앙이 없는 이들 중에 다수는 자신의 집과 물자들에 불을

질렀고 스스로를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불에 태웠다. 군사들은 우세와 장악의 손을 약

탈에 펼쳤고, 비록 인도　인들의 대담함과 무례함 및 그들의 불운함에도 불구하고 아미

르들은 대문을 닫아 바깥의 군사들이 내부로 올 수 없게 하여 대대적인 파괴가 발생하

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그 금요일 밤에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중에 약 15000명의 사

람들이 요새의 내부에 있으면서, 이른 밤부터 낮까지 약탈을 행하고 집에 불을 질러, 건

방진 이교도들의 일부 지역에서 전투와 살해가 일어났다.

행성들의 왕(인 해)의 공격으로 인해 어두운 밤과 같은 힌두의 건물이 완전히 약탈

2332) 말릭 주나라는 인물은 피루즈 샤의 와지르, Khān-i Jahān이었던 말릭 주나 샤 텔렝가이
(Malik Jūna Shāh Telengani)로 볼 수 있다. 그는 부친의 뒤를 이어 델리 부근에 7개의 유명한
마스지드를 건설한 인물로 유명하다.

2333) 물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이슬람권의 전통 稅制에서 대리
인에게 군주가 제공하는 증명서인데, 본문에서는 군사들에게 곡물과 각설탕을 위한 바라트를
제공하여 델리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334) 하우즈　카스　우측에　시리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성곽은 델리 술탄국 중에 두 번
째 왕조인 할지(Khalji) 왕조의 두 번째 군주, 알라 앗 딘 할지가 몽골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13
세기 말-14세기 초 사이에 건설한 성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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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아침에, 모든 병사들이 도시로 들어왔고 군대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17일 금요일

에, 일반인들에 대한 약탈이 발생하였고, 자한파나와 시리의 대다수의 장소를 약탈하였

다. 18일 토요일 역시 그와 같이 보냈다. 그리하여 군대의 각 구성원마다 모두 남녀와

어린이들을 많게는 150명 이상 포로로 잡아 바깥으로 데려왔으며, 적어도 20명 이상의

포로를 얻었다. 다양한 보석들과 루비들, 특히 루비와 다이아몬드, 다양한 의복과 천들

과 다양한 귀중품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된 집기와 셀 수 없는 현금으로 된 나머지 전

리품들은 알라이(Alāy)라는 좁은 협곡과 그 외(의 곳에서 얻은 것이었는데), 그 중의 일

부에 대한 설명조차, 혀의 주인인 펜이라는 사신을 통해 설명할 만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 중에 포로로 잡았었던 수많은 노예 여성들은, 금과 은으로 된 목걸이들과

팔찌들을 손과 발에 가지고 있었고, 발가락까지 값비싼 발찌로 장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달콤한 음식과 [940] 조미료들 및 먹을 것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

심을 갖지 않았다. 19일 일요일에 옛 델리를 정복하였는데, 신앙이 없는 다수의　힌두

인들은 이미 그 도시로 달아나 마스지드 자미에 모여 살해와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미르 샤 말릭과 알리 술탄 타바치는 500명의 보충병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였고 성

전의 칼의 타격으로 종교의 적이자 불운한 생명들을 지옥의 바닥으로 피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힌두인들의 머리로 쌓은 탑이 토성의 정점에 닿게 되었고, 그들의 몸으로 거

친 야생동물과 새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였다.

[시] 죽은 이들로부터 흘러나온 많은 피가 힌두스탄 도시를 감쌌다.
서로서로의 위에 넘어졌던 수많은 죽은 자들로 인해, 모든 지역이 전체적으로 산이
되었다.
그래! 이교도들의 불운과 폭정과 죄가 그 지역에서 죽음의 연기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 날에 모든 옛 델리를 약탈하였을 때, 살아남았던 그 지역 주민들과 거주자

들은 포승줄에 묶였고 점령의 굴레에 매어 포로가 되었다. 여러 날 동안 계속하여 포로

들을 도시 바깥으로 데려갔고, 투만과 코슌의 아미르들이 각각 무리를 차지하였는데, 그

들 중에 수천의 匠人들이 있었다. 명령에 따라 이와 같이 정해졌다. “가신들과 私的 누

케르들이 바깥으로 데려왔던 장인들 중에 일부를, (그 분과의) 동행의 행운이라는 이득

을 얻었던 샤자데들과 아가들과 아미르들에게 분배하고, 일부는 (그 분)의 행운이 자리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샤자데들과 아가들 및 그들의 누케르들에게 파견하도록 하라.”

사힙키란의 고귀한 마음은 펜으로 <믿는 자는 그 일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2335)라는

말씀을 마음의 판 위에 새겼고, (이들로 하여금) 사마르칸트의 마스지드 자미에 돌을

깎아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있을 것이다. 지시가 그에게서 반

2335)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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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었다. “모든 조각가들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라.”

그 사건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부인들은 <신께서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

려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으니 신외에는 보호자가 없느니라>2336)라는 내

용이 [941] 지식과 완성을 추구하는 아스합들의 통찰력을 지닌 눈앞을 가리게 되면, 비

록 왕다운 ‘용서’가 그 비난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標題 위에 안전을 담보하는 서명

을 날인하고, 그 지역에서 세계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의 장부의 序章이었던 후트바를

축복받은 이름의 영예로 장식한다 하더라도, 신의 의도의 중요한 목적이 그 반대라면,

검은 얼굴을 가지고 어두운 판단을 지닌 나쁜 신앙의 무리들이 뻔뻔한 발을 자신의 한

계 바깥에 두고, 저항과 적의로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를 향해 공격의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졌다.

[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운명이며, 우리의 손을 떠나 있음을 알도록 하라.
업무가 우리의 관할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신은 만물의 끝이다.>2337)

전술된 세 도시의 상태는 이와 같았다. 시리는 둥근 모양의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

고, 옛 델리는 삼각형으로 시리보다 더욱 컸다. 동쪽에서 북쪽을 향해 있던 시리의 성

벽에서, 서쪽에서 남쪽을 향해 있던 옛 델리의 성벽까지, 양 방향에서 벽을 세워 그것을

자한파나라 불렀으며, 이것은 델리보다 더욱 컸다. 시리 중에 세 대문이 자한파나로 열

려 있었고 네 개의 대문은 바깥에 있었다. 자한파나는 14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6개는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고 8개는 남쪽에서 동쪽을 향해 있었는데, 이 세 도시를

합쳐 델리에는 30개의 대문이 바깥으로 열려 있었다.

210. 승리의 깃발인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이동이 델리에서

힌두스탄의 다른 장소로, 성전을 위해 나아간 이야기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은 15일 동안 행운과 더불어 델리에 [942] 머물렀다. 세계 정

복과 통치의 훌륭함이자 해와 달이라는 거울에 녹을 제거하는, 승리의 깃발 위에 달린

초승달의 광선이 잠시드와 이스칸다르의 靈에 질투를 일으켰고, <신께서 누구시든 그에

게 신이 있다.>라는 진실의 근원인 신의 가호로, 행운과 성취의 업무에 질서를 부여하

고 해결하였다. 그의 승리의 벗이 처한 훌륭한 상황은, 획득한 물품과 전리품 및 갖가

2336) Qur'ān, Sūra al-R'ad : 11.
2337) Qur'ān, Sūra al-Ḥajj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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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귀중품들이 증대함으로 인해 <왕 중 왕의 자비와 은총을 입고 돌아왔다>2338)는 말

씀처럼 되었고, 사여자이신 신께서는 <권능을 사여하시는>2339) 행운의 궁정에서 그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한편, 부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빼앗는>2340) 말뚝으

로 그의 처벌을 완성하였다.

[시] 2341) 태양의 왕과 그 주변을 도는 달이 왕관과 왕좌와 모자를 밝혔다.
높이 오르고 싶은 자는 누군가를 매장하고 슬프게 한다.

델리는 순전히 잘못된 신앙을 지닌 예속민들과 그 주민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하느님이 한 고을을 멸망코자 했을 때 안이한 생활을 영위하던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

노라, 그러나 저들은 그 안에서 거역하였노라>2342)는 말씀에 따라 파괴되었다. 그리고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의 완전한 장악과 우세로 인해, <그리하여 그분은 진리로 그들

을 멸망케 했노라>2343)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자, 사힙키란은 이교도이자 반란의 백성들

을 처단하기 위해 다른 힌두스탄 지역으로의 진격을 결정하였다. 축복받은 이동의 시기

에, 그에게서 지시가 반포되었다. “사이드들과 카디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은 자한파

나의 마스지드 자미에 모이도록 하고, 특수한 가신 중에 한 사람을 그들의 다루가로 임

명하여, 자한파나 병사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의 먼지가 그 영예로운 무리

의 삶의 옷자락에 내려앉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801AH 라비 알 싸니 월 22일(1399년

1월 1일) 수요일 새벽(Chāsht-i Sulṭānī)2344)에 신의 도움으로 자한파나의 외곽에서 이

동하였고, 행운과 승리의 운명으로 도시로부터 3 쿠루흐 거리에 있던 피루즈아바드2345)

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경계의

2338) Qur'ān, Sūra al-E'mrān : 174.
2339) Qur'ān, Sūra al-E'mrān : 26.
2340) Qur'ān, Sūra al-E'mrān :26.
2341) Ferdowsī, Shāhnāma.
2342) Qur'ān, Sūra al-Asrā' : 16.
2343) Qur'ān, Sūra al-Asrā' : 16.
2344) 종종 시간의 개념에 ‘Sulṭānī'라는 단어가 수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曆法에서 이 단어는, 페
르시아어 문화권에서 히즈라력과 병용되었던 이란 고유의 財務曆의 일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루의 초반을 의미하는 ’Chāsht' 뒤에 이 단어가 붙어있을 때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래 히즈라력에서 하루의 처음은 해가 지고 난 직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개념, 특히
자정 이후를 하루의 처음으로 여기는 페르시아나 투르크인들과는 다른 시간관념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Chāsht’라는 페르시아 단어에 포함된 의미는 이 히즈라력의 하루의 처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란 고유의 재무력에 의거한 하루의 처음이라 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Charles Melville, “The Chinese-Uighur Animal Calendar in Persian
Historiography of the Mongol Period," pp.83-98).

2345) 델리 술탄국의 세 번째 왕조인 투글룩 왕조의 피루즈 샤 투글룩이 1351년 야무나 강변에 건
설한 성채이다. 그 안에 3개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에도 남아있는 'Feroz
Shah Kotla'이며 앞서 언급한 하우즈카즈, 자한파나, 시리 등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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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둘러보았고, 돌을 깎아 세워져 있던 자운 강변의 피루즈 아바드 마스지드에서

[943] 비할 데 없는 신을 위해 진심과 간절함으로 아침 기도를 수행하고, 근심과 걱정에

서 벗어나 있으신 신에 대한 감사를 행하였다. 그리고 행운으로 말을 몰아 피루즈 아바

드 대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아갔는데, 과거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에서 사신으로 라호르

(Lahāwar) 지역과 도시 쿠틀라(Kūtla)2346)로 갔었던 티르미드 사이드들 중에 사이드 샴

스 앗 딘과 셰이흐 쿠카리의 대리인 알라 앗 딘이 도달하여 보고하였다. “그 지역의 하

킴인 바하두르 나하르(Bahādur Nahār)는 복종의 머리를 명령의 한계 아래에 두었고 봉

사의 허리띠를 영혼의 가운데에 묶어, 금요일 낮에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에서 땅에 입

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행운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한나마’ 방면에서 와지르

아바드(Wazīr-Ābād) 근처에 안착하였고, 바하두르 나하르가 그들과의 대화를 위해 파

견하였던 하얀 두 앵무새의 사신들로 하여금 영예로운 보고를 행하도록 하였다. 그 두

앵무새는 술탄 투글룩 샤(Sulṭān Tughluq Shāh)2347) 시대부터 있었으며, 오랫동안 왕들

의 모임에서 시를 읊고 찬사를 행하곤 하였는데, 그 분의 훌륭한 마음은 그 밖의 모든

동물들보다 ‘말을 한다.’는 장점에 있어 뛰어나, 인간다운 아름다움이라는 창공을 날아오

르고 있었던 그 고귀한 선물로 점을 쳤고, 그 축복의 선물이 바로 그 때에 도달한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반구M iṣrā’] 2348) 상서로운 것은 상서로운 점괘를 갖는다.

델리로부터 와지르 아바드까지 이동하였고, 자운 강을 건너서 6 쿠루흐 길을 나아

가, 무둘라(Mūdūla)라는 장소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24일 금요일에 무둘라를 출발하여

6 쿠루흐를 나아가, 카타(Kata)라는 장소에 여러 천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그 날 바하두

르 나하르와 그의 아들 칼타시(Qaltāsh)가 적절하고 필요한 선물들과 함께, 하늘을 닮은

왕궁으로 왔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는 기쁨을 획득하였고 복종과 봉사의 의례를 수

행하였으며, 왕다운 보살핌과 위무로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되었다. 25일 토요일에 카타

를 출발하여, 바기부트(Bāgh-i But)2349)라는 장소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도달로 인

해, [944] 천국의 정원이 그 偶像을 지닌 사원의 열의와 용기에 대해 질투하게 되었는

데, 이 두 장소 사이의 거리는 6 쿠루흐였다. 26일 일요일에 바기부트를 출발하여 5 쿠

루흐의 길을 나아갔고, 두 강 사이에 있는 아사르라는 곳이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이 되

2346) 현재 파키스탄의 북서 변경에 위치한 도시로, 이슬라마바드에서 동북쪽으로 39km 떨어진 곳
에 위치해 있다.

2347) 델리 술탄국의 3번째 왕조는 1321년부터 시작된 ‘투글룩 조’이다. 그 중에 ‘투글룩 샤'라는 이
름을 가진 이는 티무르 침공 당대의 군주인 기야스 앗 딘 투글룩 샤이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에는 투글룩 조의 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348) Nizāmī, Panj-ghanj : Safar nāma.
2349) 偶像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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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틀을 그 곳에 머물렀다.

211. 미루트 요새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힌두 지역의 유명한 요새들 중에서 미루트(Mīrut)2350) 요새가 있는데, 사힙키란은

라비 알 싸니 월 26일 일요일에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와 아미르 샤 말릭과 아미르

알라다드를 아사르 지역에서 그 성채의 입구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28일 화요일에 그곳

에서 소식이 파견되었다. “일야스 아프가니(Ilyās Avghānī)와 마울라나 아흐마드 타하나

사리(Mawlānā Aḥmad Tahānasarī)의 아들과 사피 가브르(Ṣafī Ghabr)가 이교도 무리

들과 함께 미루트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있으며, 복속하지 않고 전쟁과 살해를 준비하

며 말하기를, 왕 타르마시린도 이 요새의 입구까지 왔지만 점령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

니다.”2351)

사힙키란에게 그 말은 영광스런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으며, 타르마시린 칸에게 저

질렀던 죄악에 대해 분노하여, 즉시 판단이 흐리고 불운에 처한 이들을 향해 분노와 보

복의 얼굴을 두었다. 바로 그 날 화요일 오전기도 시간(Namāz-i Pīshīn)에 행운으로 말

에 올라 10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룻밤동안 20쿠루흐의 거리를 통과하였다. 29일

수요일 오후기도 시간에 세계를 여는 깃발이 미루트 요새의 표면에 도달의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즉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쿠슌의 아미르들은 각기 자신의

맞은편에 굴을 파도록 하라.” 밤이 되었을 때, 각 탑과 벽의 맞은편에 10-15가즈의 굴

을 팠다.

이교도들은 그 상황을 보고 당혹하였고, 극도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몸과 영에서 힘

이 빠져나갔다. 마치 건강하지 못한 사냥감이 울부짖는 사자의 공격을 보았을 때 그 자

리에서 얼어붙는 것처럼, 그들의 손과 발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미

르 알라다드는 [945] 충성스러움으로 유명하였고, 카우친들로 구성되었던 자신의 코슌과

함께 요새의 대문으로 왔다. 성전사들의 신앙고백 및 신에 대한 찬사의 기도문이, 하늘

이라는 터키석 색 성벽 요새에 있는 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회개의 말씀이 되었다. 즉시

그의 누케르 중에 한 사람, 용기와 훌륭함이라는 숲의 사자였던 칼란다르의 아들 사라

이라는 이가 누구보다 먼저 밧줄을 요새의 흉벽 위로 던져 담벽 위로 올라갔다. 그 후

에 다른 바하두르들과 용사들은 마치 게자리에 있던 해처럼 성채의 정점에 올랐고, 루

스탐이 그와 비교하여 무능하게 비춰질 지경이었던 루스탐 바룰라스는 지체 없이 요새

2350) THTB에서는 'Myrthe'로 불렀다(THTB/Darby 2, p.69). 현재 뉴델리에서 동북쪽으로　
63km에　'Merut'라는　도시가　있다．

2351) 타르마시린의 인도 원정은 그가 칸이 되기 전인 서력 1327년에 이루어졌다(Biran, “The
Chaghadaids and Islam: the conversion of Tarmashirin Khan (1331-34),” pp. 7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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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령관들인 일야스 부카와 이븐 타하나사리를 마치 개처럼, 목을 묶어 이슬람의 피

난처인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요새의 대인들 중에 하나였던 사피 가브르는 전장에서

살해되었고, 잘못 숭배되었던 불은 보복으로 괴로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주마다 알 아왈

초(1399년 1월 9일) 목요일에, 이슬람 종교의 질투의 도살자가 성전의 칼을 승리의 갈

음질로 예리하게 하였고, 그 요새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의 죄악을 향해 생명의 껍질을

뻗어, 모두 예리한 칼날로 지옥불의 불꽃에 파견하였다.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슬람

의 노예가 되었다. 명령대로 불꽃을 굴에 던져, 그 성벽의 탑과 벽은 영광스러운 무력

의 지옥불이 지닌 힘을 갖게 되었다.

[반구M iṣrā’] 먼지로 얼룩진 이들이 땅처럼 평평하게 되었다.

이 승리는 값진 승리의 다른 목록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것으로, 당대의 사람들은

축복하며 이 물기어린 시를 노래하였다.

[시] 드높은 하늘에서 세세 대대로, 또 다른 승리로 승리를 거두도록 하라!
안개가 하늘을 감쌌던 모든 밤에 등불이 너를 밝혀줄 것이다.
매일 태양은 금색 왕관과 함께 너의 왕좌 아래에서 허리띠를 묶을 것이다.

비록 이 상황에서 사힙키란의 업적에 관해서는, 全集 중에 한 글자만큼, 흑진주 중

에 한 알만큼도 나타나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잘 살펴보면, [946] 그 분의 왕다운 인격

의 뛰어남과 영광스러운 상황에 관한 무언가가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요새를 타르마시린 칸도 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마음과 깨

끗한 의도로 ‘지고하신 신께서 그 (성문의) 개방을 우리에게 쉽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극도의 열의와 열정을 갖고, 쉼 없이 그 예의 없는 이들에 대

한 보복을 위해 나아가, 예를 들면 타르마시린 칸도 승리를 얻지 못했던 그 요새를 그

의 끝없는 군대 중에 한 무리가 단번에 열었고, 요새를 넘어뜨리기 전에는 강력함과

(신의) 가호로, 밝은 낮에 공공연히 성벽을 올랐던 것이다. 신이 창조한 이들 중에 강력

함의 극단이 이와 같은 정도에 다다르거나, 위대함이 이 정도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왕국은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홀로 계시며 절대자이신 신의 것이라>2352)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적절한 품성과 올바른 예의는, 요새에서의 승리 이전에 그에게

서 지시가 반포되었을 때, 일종의 경고 서한을 요새 주민들에게 써서 전통에 따라 그들

을 옳은 길로 초대하였으며, 압제의 타격으로 겁을 주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시들의

글 중에는 “우리가 타르마시린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쓰여 있곤 하였다. 보고

2352) Qur'ān, Sūra al-Ghāfir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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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때에 그 글이 읽혀졌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그 표현으로 인해 어두워져, 그런 식으로

기록하였던 소위 ‘글 쓰는 이(Nivīsanda)’라 일컬어지는 무리들에게 질책과 비난을 퍼붓

고 가르침의 혀로 말하였다.

“타르마시린 칸은 우리에게 선례이며 가장 훌륭한 이이다.” 사실상 역사 기록(이

갖는) 중요한 이득 중에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 이처럼 (사힙키란께서는) 고귀하시고

높은 지위와 수많은 도구와 넓은 왕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인성이 맑

고 깨끗하여 거만한 악마가 제공하는 혼란으로도 생각을 바꾸지 않아, 승리의 주인이시

며 행운을 지닌 이들을 자신의 典範으로 세웠고, 그들을 본받아 높은 지위와 훌륭한 업

적을 세웠던 것이다.

[시] 마음이여, 명성을 얻지 마라, 대인을 대신하여 앉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위대해져야 한다, 이 가르침에 도달하라, 대인들을 기억하여 자신에게
불러들여라. [ 947]

212. 이교도들과 갠지스 강에서 행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

미루트 요새의 상황이 승리로 완결되었을 때,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주마다 알

아왈 초 목요일에 명을 내렸다. “아미르 자한샤는 좌익의 군대와 함께 성전을 위해 자

운 강 상류로 향하여 그 지역의 이교도들을 공격하고, 그 지역의 무신론자들에게 성전

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령에 따라 유수진을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의

책임 하에 두어 보호하게 하고, 세계정복자의 깃발은 카라수2353) 강변을 출발하여 신의

가호와 더불어 갠지스(Ghangh) 강 방면으로 나아갔다. 미루트 요새와 갠지스 강 사이

의 거리는 14 쿠루흐였다. 길의 한 가운데에서 아미르 술레이만 샤가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합류하였고, 높은 소망을 지닌 마음은 그 지역과 주변 이교도들과의 성전을 목

표로 삼아, 6 쿠루흐의 길을 나아갔고 만수리(Manṣūrih)라는 장소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중심이 되었다. 밤에 그곳에 머물렀다. 2일2354) 금요일 이른 아침에 신의 가호와

더불어 이동하여, 거대한 바다와 같은 대오가 명령을 품고 갠지스 강 방면으로 나아갔

으며, 태양이 승리의 빛을 퍼뜨렸던 일출때에 ‘피루즈 누르(Pīrūz-nūr)2355)’라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하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 3 쿠루흐의 길을 나아갔다. 새벽에 도하

통로의 초입에 이르렀으나 군대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바닥은 찾지 못하였다. 기병 군

2353) 미루트　요새　내부를　흐르는　강은 'Kali Nadi'이다．
2354) 이란본Ⅱ에는 9일로 되어 있지만 이란본Ⅰ에는 ‘9일’이라는 부분이 없다. 실제 문맥상 9일일
수 없으며, 2일이 적절하다.

2355) 이란본Ⅰ에는 'Nūr'가 없다. 그러나 『歷史의 精髓』에도 ‘피루즈 누르’라 되어 있다
(ZT/Jawādī 2, p.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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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일부는 헤엄을 쳐 강을 건넜다. 바다같이 관대하신 사힙키란이 ‘강을 건너야 한다

고’ 판단하였을 때, 출석해있었던 아미르들은 무릎을 꿇고 보고하였다. “아미르자데 피

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가 좌익의 군대와 함께 피루즈 누르 근교에서 강을

건넜으니, 만일 왕국을 장식하는 (당신의) 판단이 (이를) 옳게 여기신다면, 오늘 강의

此岸에 머무르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허락의 반열에 올랐고 명령이 반포되었다. “일부 바하두르들은 강을

건너라.” 그리하여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투만들 중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의 아들 사

이드 호자와 말리카트의 아들 자한 말릭과 다른 용사들은 명령에 따라 그 통로를 건넜

으며, [948] 사힙키란은 강변을 따라 2 쿠루흐 거리를 가서 머물렀다. 그 달의 3일 토요

일에 갠지스 강가를 통해 이동하여, 갠지스 강 상류에 위치한 투글룩 푸르 방면으로 향

하였다. 그 지역에서 투글룩 푸르까지는 20쿠루흐였다.2356) 15쿠루흐의 길을 통과하였을

때, 그의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갠지스 강 끝에 수많은 힌두 인 무리가 모여 있습니

다.” 복속해야 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어, 투만의 아미르들, 예를 들어 아미르 무바샤르와

알리 술탄 타바치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은 5000명의 기병과 함께 그 지역으로 출발

하였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계속 투글룩 푸르 방향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세계와

세상 사람들의 건강이 비롯되는 (그 분의) 축복받은 건강상태에 예기치 못한 기질적 변

화가 일어나, 성취를 거두는 팔에 약간의 기포가 나타났고 고통과 아픔이 뿌리내렸다.

近臣들은 처치와 치료를 행하였다. 그 상황에서 소식이 도달하였다. “이교도들 중에 다

수의 무리들이 48개의 배를 몰고, 강을 따라 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는 마치 산의 일

부와 같고, 강에서 구름과 결합된 것 같으며, 혹은 살아있는 코끼리가 혼란스러워하며

푸른 강에서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시] 2357) 마치 코끼리가 전장에서 혼자 날뛰는 것과 같다, 그 코끼리를 다루는 자
는 바람이며 그 전장은 물이다.
가면서 새처럼 깃털이 일어나고, 모든 길을 뱀처럼 가슴으로 기어갔다.

이 소식의 향기가 정보를 입수하는 그 분의 코에 닿았을 때, 이교도들 및 적과 전

투를 (치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성전의 훌륭함을 쟁취하겠다는 강한 열망으로 인

해, 발생하였던 병의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

다. 지체하지 않고 행운과 건강함으로 말을 몰아, 그 지역에서 동행의 행운을 얻고 있

2356)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현재의 지명과 유사한 지명은 없다. 그러나 기록된 거리를 통해
살펴볼 때, 미루트에서 14쿠루흐(약 52km)에 해당하는 갠지스 강의 도시는 비이너(Bijnor)이며,
그 도시에서 20쿠루흐(약 60km) 갠지스 강 상류 방향으로 나아가면 히말라야 산맥의 남단. 힌
두인들의 聖地 도시이기도 한 하르드와르(Haridwar)에 닿게 된다. 티무르가 보았던 소의 彫像
은 이 성지를 장식하는 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357) Ḥakim Abū Naṣr Alī bin Aḥmad Asadī Ṭūs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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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1000명의 특수한 가신들 함께 강으로 향하였는데, (이는) 마치 자비롭고 훌륭한

강이 해변에 도달하여 <그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였다.>2358)

라는 형상이 나타난 것과 같았다. 승리를 동반하는 성전사들과 용사들은 신앙의 적에

맞서기 위해, 일부는 지체 없이 스스로를 강에 던져 고래와 같이 깊은 그 바다를 헤엄

쳐, 먼지로 얼룩진 이들에게 [949] 서둘러 갔다. 그리고 일부는 강 하구를 차지하고 전

쟁의 불꽃을 피웠으며, 신앙이 없는 저주받은 이들에게 강변에서 화살비를 내렸다. 한편

그들은 극도로 무지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전장에서 방패를 머리에 드리우고

화살을 쏘았다. 말과 함께 강에 뛰어들어 헤엄쳐 갔던 그들이 적에게 이르렀을 때, 용

기의 손을 배 옆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신의 가호와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로 수

많은 배를 장악하였고, 이교도들을 도검의 타격으로 제거하여 바다의 파도에서 지옥의

바닥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 데려갔으며 (神

의) 지시에 따라

[시] 너는 배에서 주저하며 스스로를 돌보지 마라, 신께서는 스스로 깨끗한 영혼이
시다.

‘신의 이름으로’ 장악하였던 배에 들어가 이교도인 적의 절멸에 집중하였다. 그리하

여 그 신앙의 적들에게 10척의 배가 남았는데, 바다 가운데에 서로서로를 묶고, 전투를

향해 무지와 용기의 손을 펼쳤다. 양측은 마치 푸른 바다의 파도처럼 서로의 위에 올라

탔다.

[시] 마치 전투의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 그 파도가 정점으로 치닫는 형태로.
전투의 고래들은 마치 바다처럼 흥분하였고, 소와 물고기에게 함성을 질렀다.

결과적으로 승리의 피난처이신 병사들은 신의 가호로, 모두를 화살과 도검의 타격

으로 살해하였다.

[시] 만일 물고기가 딱딱한 돌이었다면, 바닷속 고래의 사냥감이었을 것이다.
종이로는 결코 방패를 만들 수 없다, 그 후에 물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 950]

213. 사힙키란이 몸소 하루 만에 이교도들에게 수행하였던

세 번의 성전 이야기

2358) Qur'ān, Sūra al-Raḥman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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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하신 왕 중 왕께서 <실로 신 안에 있으며 그들이 바로 승리자라>2359)라고

<그들이 설명한>2360) 지고한 신의 말씀에 따라, 상서로운 승천(Ma'ārij)과 불운한 하강

이란 騰落은 그분이 베푸시는 호의와 제약의 영향중에 하나였다. 신성함과 비천함이라

는 서명이 행운과 불운의 주민들의 이마에 새겨졌으며, 그의 만족과 불만의 펜은 질서

를 뒤흔드는 말씀으로 된 문구를 통해, 완전하고 좋은 소식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는 곧,) ‘종교 국가의 수장들의 특별한 승리와, 빛나는 샤리아의 규정에 대한 복종’

이었다. 모든 성공의 주인의 후원자는 각기, 샤리아의 승리와 이슬람의 기치를 들어 올

림, 이교도들의 뿌리를 뽑아냄 및 우상 숭배자들의 파괴를 고귀한 마음의 목표로 삼았

으므로, ‘신의 道黨들‘이라는 칭호(를 얻을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리하여 마땅히 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신성하고 옳은 길을 벗어나고 외면하여, 죄와 무지의 황

무지를 돌아다니는 모든 불운한 자들은, 사탄의 도당이 되었고 당연히 패배하게 되었다.

[시] 2361) 누구에게는 하늘에서 지위를 주었다. 누구는 토성으로부터 우물로 데려갔
다.
마음을 밝혔다, 마치 등불처럼, 뜨거운 아픔으로 인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었다.

사실상 이러한 맥락에 해당하는 것이 (그 분께서 처한) 상황이었다. 사힙키란이 갠

지스 강에 있던 배의 소유주들에 대한 성전을 완료하였을 때, 즉시 강변에서 이동하였

고 승리를 형상화한 깃발은 투글룩 푸르로 향하였다. 그 장소가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

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달 4일 일요일 밤, 밤의 4/6이 지났을 때,2362) 정탐병으로 가 있

었던 아미르 알라다드와 바야지드 카우친과 알툰 박시로부터 두 사람이 도달하여 영예

로이 보고하였다. “그들은 좋은 통로를 찾았으며, 갠지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 방면에는

이교도들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풍부한 준비물과 함께, 다수의 도구와 함께 모여 있습

니다. 그들의 불운한 사령관은 무바락 칸(Mubārak Khān)이라 하는 어떤 말릭인데,

[951] 저항과 독립의 깃발을 들어 올리고 전투와 살해의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힙키란의 지식과 지혜의 빛이 그 상황과 사건에 드리워졌을 때, 신의 훌륭한 향

기가 불어오는 때인 새벽에 성전을 위해 말을 몰았다. 그 승리의 팔은 <신은 무리로부

터 그대를 보호하신다.>2363)는 기도문으로 장식되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신께

2359) Qur'ān, Sūra al-Māyde : 56.
2360) Qur'ān, Sūra al-Zakhraf : 82.
2361) Ferdowsī, Shāhnāma.
2362) 『歷史의 精髓』에는 ‘밤의 1/3이 남아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동일한 시각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 볼 수 있다(ZT/Jawādī 2, p.858).

2363) Qur'ān, Sūra al-Māydah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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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다>2364)라는 장식으로 꾸며졌으며, 승

리의 벗들은 큰 북과 게우르카의 울부짖음을, 보복의 화성의 귀에 전하였다. 그리고 많

은 등불을 피워 暴政者를 상징하는 힌두의 밤에게 밝은 낮과 같은 룸의 의복을 입혔다.

그 분은 아침이 되기 전에 1000명의 기병과 함께 갠지스 강을 건넜고 1쿠루흐 길을 나

아가 아침 기도를 바쳐 의무를 수행하였으며, 승리의 피난처인 모든 병사들은 갑옷을

입고 聖戰이란 목표를 위해 나아갔다. 적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무바락 칸은 10000명

의 기병과 보병을 정비한 상태로, 북과 깃발과 부족군과 가신들과 함께 서 있었다.

[시] 머리와 왕관은 主張으로 인해 동요되었고, 갖가지 속임수에 휘말렸다.

그 상황에서 숨겨진 비밀의 빛이 설계되는 곳이었던 사힙키란의 훌륭한 마음에 걱

정이 발생하였다. 신앙이 없는 힌두 인들은 수적으로 거대하였으며 이슬람의 군대의 수

는 이 장소에 적었기 때문이다. 주변과 사방으로 나아갔던 좌우익의 병사들은 거리상으

로 매우 멀리 있었으므로, 방법은 오직 강력하고 현명하신 신의 훌륭함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런 생각 도중에, 과거 사이드 호자와 자한 말릭과 함께 강을 건너 나

아갔었던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투만으로부터 5000명의 기병이 도달하여 축복받은 대오

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과의 모임을 약속했다.>2365)는 명령에 따라 약속한

대로 오른 편에서는 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업무를 처리하는 신의 고귀하신 본성이자,

가신들을 위무하는 친절함이라는 (신의) 은총의 신비 중 하나이다. [952]

[시] 신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의 훌륭함 외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
무엇을 원하든 그에게 청하라, 보물에 대해서는 옷의 외피 외에는 바라는 바가 없
을 것이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신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최대한 수행하고 명을 내렸다.

“아미르 샤 말릭과 아미르 알라다드는 동반하고 있던 私的 가신 중에 1000명의 기병과

함께 적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절대 그들의 위대함과 거대함을 호의의 눈으로 보지 말

라.” 성전의 광장의 전사들은 훌륭한 명령에 복종하고 믿음의 손을 성전의 칼에 뻗어,

걱정 없이 그 이교도들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이슬람의 행운의 힘과 하늘의 굴람인 사

힙키란의 행운의 영광으로 두려움이 그 불운한 자들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자, 지체 없

이 반기와 전투의 장소에서 황야로 달아났다. 마치 약한 몸을 지닌 새가 매에 대해, 힘

2364) Qur'ān, Sūra al-Baqrah : 137.
2365) Qur'ān, Sūra al-Anfāl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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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동물이 덤불 속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처럼 극도의 두려움으로

[반구M iṣrā’] 고삐는 등자로부터, 위는 아래로부터

무의식중에, 자칼처럼 정글을 기어갔다. 승전군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 그 신앙이

없는 이들 대부분을 성전의 칼로 베었다.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만들었고, 군

대는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그 전체 중에 소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기록과 숫자의 범위를 넘어섰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

사힙키란은 한동안 바로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때에 소식이 전해졌다. “갠지스 강

가에 있는 쿠폴라 계곡 자락에 다수의 이교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즉시 500명의 기병

과 함께 쿠폴라 방면으로 향하였고, 나머지의 군대들은 전리품을 취하였다. 축복받은 대

오가 그 계곡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적의 수는 많았고 신앙의 적들 중에 거대한 무리

가 모여 있었는데, 아미르들 중에 예를 들면 샤 말릭과 알리 술탄 타바치는 아군이 적

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사처럼 신앙고백과 신에 대한 찬사의 외침을 하늘에 맴돌게 하면

서 그들에게 달려갔다. [953] 물기 어린 칼의 타격으로 죽음의 불꽃이 이교도의 삶이라

는 짚단에 떨어졌다. 수가 많았던 그 이교도들을 패배시켜 파괴하였으며 풍부한 전리품

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군사들이 전리품을 얻어 차지하는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기병이 승리의

등자에 동행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교도 말릭 샤이히(Malik Shaykhī)라는 인물이

100명의 기병 및 보병과 함께 희생 전사처럼 칼을 뻗고 세계의 피난처인 대오를 향해

왔다. 사힙키란은 영광스러운 손으로 성전을 명하여 그 이교도들에게 서둘러 갔다. 가

까이 왔을 때, 여전히 화살이 그들에게 날아오고 있었지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조사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지체 없이 보고하였다. “이 자는 샤이히 쿠카리입니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 중에 있는 어전의 가신입니다.” 그 분은 이러한 이유로 산으로 나아갔지

만, 샤이히 가바리는 이슬람의 군대 중에 일부를 칼로 베었다. 사힙키란이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저주받은 이들을 향해 세계를 누비는 용사의 고삐를 꺾었고, 동시에 <난

폭하고 잔인하니 모든 것이 저주스런 태생>2366)이었던 강력한 이교도들의 배에 화살을

(꽂고) 도검을 머리에 휘둘러, 안장 위에서 땅 위로 넘어뜨렸다. 그리고 줄을 목에 묶어

승리의 등자 가까이로 데려왔다. 사힙키란은 그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는 대답 대신에

생명을 바쳤으며 세계는 그 저주받은 이들과 무지한 백성들의 사악한 존재로부터 벗어

났다. 그 성전의 올바른 대가 또한 축복받은 당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바로 그 때에 소식이 전해졌다. “이 곳에서 2 쿠루흐 거리였던 쿠플라 계곡에 이교

도 힌두인들 중 다수의 무리와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풀숲이 있었

2366) Qur'ān, Sūra al-Qalam : 13.



- 745 -

는데, 나무가 많고 나뭇가지들이 꼬여있으므로, 겁 없는 바람이 그 좁은 장소에서 발생

하여 바깥으로 불어오곤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대한 등숲이 있었는데 갈대들이

두껍고 강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감싸 안으면 두 손이 서로 만나지 못

할 정도였다. 사힙키란은 그 날 두 차례 말을 타고 위험에 노출되는 어려운 일을 견디

며 친히 성전의 전장에서 성전을 위한 중요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휴식의 장소에서 안

정을 취할 때가 되었다. [954] (그러나) 이 소식이 그의 귀에 이르렀을 때, 왕다운 마음

은 (성전으로 인한) 영원한 휴식보다 보상의 축적을 선호하였다. 즉시 전위로 있던 일

부 특수한 가신들과, 코슌의 아미르들 중에 몇몇 사람과 함께 계곡으로 향하였다. 통과

하기 힘든 덤불이 노상에 있고, 이교도 힌두인들은 다수인데다가 함께하고 있는 군대는

적었지만, 사힙키란에게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일 이 때에 자녀인 피르 무함마

드와 술레이만 샤가 도달한다면, 신이 하시는 일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일 전에 공격을 위해 그들을 먼 지역에 파견하였으므로, 이 지역에

나타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피루즈 푸르 맞은편에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세계를 여는 깃발이 강의 此岸을 향해 강을 건너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날, 일요일 오후기도(Namāz-i Dīghar) 시간에, 밝은 마

음에 그려져 있었고, 숨겨진 창문으로부터 象이 생겨났던 그 모습대로 (그 군대가) 도

달하여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시] 설령 운명의 판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의 왕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든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 판에 그와 같이 새겨졌다.

함께 그 이교도들을 향해 달려갔고, 복종의 혀는 신앙고백을 읊고 용기의 손은 도

검의 타격과 화살의 가격을 위해 펼쳐졌다. 수많은 적을 성전의 칼로 베었고, 수많은

전리품들이 이슬람 군의 손에 떨어졌다. 다양한 직물과 다수의 가축들, 심지어 수많은

소와 낙타는, 회계원들과 예리한 눈길을 지닌 이들이 함께 셈을 하여도, 그 숫자를 추측

하거나 유추하기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 하루 동안 3개의 성전을 행함에 따른 代價라는

은총이 사힙키란의 상서로운 시대를 감싸게 되었는데, 이는 친히 이교도와의 전쟁에 임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리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었다. 특히 높은 지위를

지닌 왕들에게는.

그 날이 끝에 이르러, 당대의 얼굴이 마치 힌두인의 얼굴처럼, 신앙 없는 자들의

어두운 판단력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을 때, 세 번째 성전의 장소였던 그 덤불에는

자리가 좁아 안착할 곳이 없었으므로 이슬람의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는, 승리자가 되어

전리품들과 끝없는 승리와 함께 [955] 두 번째 성전의 장소로 귀환하여 안착하였다. 승

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행운과 승리의 정점에 들어 올렸고, 사힙키란의 통치와 왕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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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혀를 꽃처럼 만들었다.

[시] 당신께서 신의 피난처에서 영원하시길 빕니다, 당신의 발걸음으로 해와 달이
순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당신으로 인해 기쁘게 되기를 빕니다! 나쁜 자들의 몸은 연기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항상 당신의 피난처가 세계의 정복이길 빕니다! 적들의 머리를 거꾸러뜨리기를 빕
니다!

214. 쿠플라 계곡에 있던 이교도들의 절멸과, 소의 모양으

로 그곳에 있었던 어떤 돌, 그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힌두인들이 그것에 경의를 보였던 이야기

계곡 쿠플라는 갠지스 강이 흐르고 있었던 어떤 산자락에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15쿠루흐 위쪽에 소 모양의 돌이 있었다. 그 강물은 그 돌에서 바깥으로 흘러 나왔으므

로 힌두 지역의 방황하는 자들이 그 돌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주변과 사

방에서 1년 여정으로 이 계곡을 향해 와서 그 돌로 된 소에게 순례를 하곤 하였다. 또

한 죽은 이들을 불에 태웠고 그 재를 가지고 가서 그 물 위에 부어 그것을 자신을 구

원해줄 도구로 여겼다. 그리하여 금과 은 또한 그 물에 뿌렸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 물

에 들어가 자신의 머리에 물을 부었고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그것을 (일종의) 숭배 예

식으로 여겼다.2367) 신앙의 주민 중에 이슬람의 기둥인 핫지의 위치에 (있었던) 아부 나

스르 오트비(Abū Naṣr 'Otbī)는 <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이 강과 관련하

여 힌두 이교도들의 옳지 못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키타비 야미니』(Kitāb-i

Yamīnī)에 기록하였는데,2368) 이와 같다. 나시르 앗 딘 사복 테킨과 그의 아들 술탄 마

흐무드가 여러 해 동안 힌두에서 훌륭한 성전을 행하였고, 그 지역 도시들과 요새들을

하나씩 연 후에, <성전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만족하여라.> 술탄 마흐무드

가 마지막에 칸누즈(Qannūj)2369) 방향으로 향하여 이슬람 군대를 이 영역으로 이끌고

2367) 이는 현재에도 갠지스 강에서 이루어지는 힌두교의 시신 처리 풍습과 유사하다.
2368) 아부 나스르 오트비는 11세기 중반∼12세기 초반에 활동한 가즈나 조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로, 아랍어로 된 역사서인 『키타비 야미니』를 저술하였다. 본래 사만조와 부이조의 접경이었
던 라이 출신으로, 사만 조 니샤푸르의 와지르에 올랐다가 가즈나 조 창시자인 사복 테킨과 그
의 아들 마흐무드에게 봉사하였으며, 마흐무드를 위한 역사서를 저술하면서 그 이름을 마흐무
드의 칭호 ‘Yamīn al-dawlā'를 따서 『키타비 야미니』로 삼았다.

2369) THTB에　의하면　갠지스　강　유역의　마을명이자　왕국명이다.　갠지스강의　두　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THTB/Darby 2, p.79). 전술한 『키타비 야미니』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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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야미니를 번역한 이는 [956] 그 성전을 ‘야민 알 다울라(Yamīn al-Dawla)’2370)의

지위 및 聖戰을 위한 설계라 여겼다.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고귀한 마음으로 힌두스탄

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초반에, 일부의 왕자들과 아미르들을 몇몇 군사들와 함께 어

떤 길로 파견하였고 스스로는 나머지 군대와 함께 다른 길로 출발하였으며 각각 두 집

단은, 길에 있는 도시이던 요새이던 장소들이던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교도의 백성들과

사악한 이들을 집어던진 후, 나아가 그 왕국의 수도였던 델리까지 이르렀는데, 이와 같

은 바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델리에서의 승리 이후에 갠지스 강을 건넜고, 이 지역

에서 성전의 의무들을 수행하였으니, <그들 중 일부는 지위를 다른 자 보다 높게 하였

다.>2371)

그 계곡에 이교도들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가축들과 動産 중에

수많은 물자들이 그들의 소유로 남아 있었으므로, 주마다 알 아왈 월 5일(1399년 1월

12일) 월요일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란 해가 출발의 수평선에서 떠올랐을 때, 하늘

의 병사들이 별처럼 많은 움직임을 보이며 이동하듯이, 쿠플라 계곡 방면으로 향하였다.

(그의) 오랜 숙원은 이교도 및 사악한 무리의 절멸이었으므로, 그 불운한 자들은 수적

우세에 대해 자만하여 바로 그곳에 머물렀으며, 대적과 전투라는 불가능한 상상이 뇌가

없는 머리에 떠올라 전투를 준비하였다. 태양이라는 동쪽의 잠시드가 하늘의 戰場 끝에

서 높은 깃발을 들어 올렸을 때, 이슬람 군대가 처벌을 위해 그 계곡에 이르렀다. 좌익

은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영예로 장식되었고, 우익은 일부

저명한 아미르들의 강력함과 경의로 꾸며졌으며, 중군의 전위에는 아미르 샤 말릭 및

다른 드높은 지위를 지닌 노얀들이 힘과 권력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크고 작은 북과

게우르카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산과 계곡에 떨어졌을 때 유일신에 대한 찬사와 성전

사들의 신앙고백의 외침이 그 영역에 발생하였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들이 흥분한 바

다처럼 울부짖었을 때 먼지로 얼룩진 이교도들의 무리들은 물이 되었으며 두려움과 조

급함의 불꽃이 그 준마들의 견고한 짚에 떨어졌다. 이에 모두가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무기력한 손을 달아남의 자락에 [957] 두고 산으로 달아났다. 이슬람 군대는 그들의 뒤

를 쫓아갔으며 독으로 물들인 칼은, 그 흐린 판단력과 검은 얼굴을 지닌 이의 밤과 같

은 색깔을 지닌 몸에서, 붉은색 루비와 같은 (피를) 바쳤다. 그렇게 그 수많은 無神者들

을 성전의 칼로 베었고, 아주 극소수만이 그 구렁텅이에서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빠져

나와 뿔뿔이 흩어졌다. 셀 수 없이 많은 물자들과 도구들은 즉시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

이곳은 마흐무드 가즈나비의 카슈미르 원정에서 동쪽 끝이었다고 한다. 현재 인도 우타르 프라
데시 주의 도시 칸나우즈(Kannauj)로 비정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남서쪽으로 350km, 칸푸르에
서 북북동쪽으로 75km 에 위치한다(Marjolijn Van Zutphen, "Faramarz's expedition to Qannuj
and Khargah", Shahnama Studies II : The Reception of F irdausi’s Shahnama, ed. by Chales
Melville, Gabrielle van den Berg, Brill: 2012, pp.55-6).

2370) 국가의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371) Qur'ān, Sūra al-Zukhruf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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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리품이 되었다. 그 지역과 주변이 이교도들의 사악한 존재로부터 정화되었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바로 그 날 철수하여 갠지스 강을 건넜고, 강가에서 오후 기도

를 수행하였으며, 값진 승리와 드높은 성취에 대해, 전례 없는 자비로움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와 동시에 말을 몰고 5쿠루흐의 길을 달려 갠지스 강 하류에 안착하였는데,

신의 가호는 이동하거나 멈출 때나 보호자셨고, 승리는 밤이나 낮이나 세계 정복자의

前衛였다. <신을 찬양하여라!>

215. 사힙키란이 힌두스탄 왕국에서 귀환을 결정한 이야기

<너희로 하여금 육지와 바다를 건너게 하는 분은 그분이시라>2372)는 말씀이 지닌

힘의 효과가 사힙키란에게 은총을 사여하고 도움을 제공하였으므로, 고귀한 마음이 훌

륭한 성전을 원하게 되어 이슬람 군대를 힌두 영역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명하였다.

“승리의 피난처의 군대는 여러 무리가 되어 각 무리가 각자의 길을 나아가도록 하고,

그 왕국의 경계부터 힌두스탄의 수도인 델리까지, 각 지역에 어떤 요새가 있으면 그것

을 모두 점령하고, 이교도와 우상숭배자라는 사악한 존재를 성전의 칼의 물기로 정화하

도록 하라.”

그리하여 델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 있는 적들의 말살을 완수하여 힌두 국가

의 핵심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갠지스 강가 전체와 쿠플라 계곡 및 그 나머지 지역에서

이교도와 사악한 자들의 관습과 예법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거울을 통해 외형적인 결과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고, 훌륭히 숙고하여 운명의 열

쇠를 열었던 그 분의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은, 귀환을 결정하여 [958] 주마다 알 아왈

월 6일 화요일에 행운으로 갠지스 강변을 출발하였고 축복받은 유수진 방향으로 고삐

를 돌렸다. 아미르들과 병사의 수장들은 각각 자신의 정해진 장소로 나아갔으며 축복받

은 명령이 반포되었다. “유르트치들은 나아가 유수진을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로 데려오

도록 하라.” 7일 수요일에 6쿠루흐의 길을 가서 머물렀다. 이 장소와 유수진 사이의 거

리는 4쿠루흐였다. 그곳에 소식이 도달하였다. “힌두스탄의 일부인 시발릭(Sivālik)2373)

산의 여러 계곡에, 힌두인 중에 나쁜 행동을 일삼는 여러 이교도 전사들이 모여 있습니

다.”

이 상황이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이라는 판 위에 새겨졌을 때, 세계

가 수긍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유수진에 있던 승전군은 이동하여 그 산 길로 나아

2372) Qur'ān, Sūra al-Yūnus : 22.
2373) 히말라야　산맥을　일컫는다고 알려져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前述한 하르드와르 서북쪽에
뻗어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남단 산줄기를 일컫는다. 현재에도 이를 'Shivalik'이라 부른다. 인더
스 강부터 동쪽을 향해 뻗어있고, 동쪽으로 'Brahmaputra' 강까지 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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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록 하라.” 그 분은 친히 원정을 감행하여, 시발릭 산까지 5쿠루흐가 남아 있던 어떤

장소에 지고하신 신의 가호와 더불어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 장소에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이 유수진으로부터 와서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다른 아미르들이 충심과 봉사의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고하였다.

“만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귀환하신다면, (그 분의) 비할

데 없는 본성은 행운의 왕좌 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가신들이 그

힌두 인들 방면으로 진격하여, 강력한 행운의 영예로 그들의 생애에 파괴를 일으키겠습

니다.” 그 분은 대답하였다. “만일 책의 기록이 빛이라는 펜의 끝으로, 그리고 요정의

눈과 같은 검은 색으로 <양피지 위에>2374)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내용이 ‘찬양의 집

(Bayt-i Ma'mūr)’2375)이라면, 적절할 것이다. 좋은 방법은 이것이니, 성전의 훌륭함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이득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내세의 보상을 쌓는 것이며, 하나

는 현세에서 승리와 전리품의 획득이다. 너는 생각이 이 두 가지 이익에서 멈추어 있으

나,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는, 영원한 행운의 성취가 있다. 내세를 위한 은

총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업무의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현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동

행하는 군대를 위한 것이다. <(이는) 놀라울 것이 없다>

부하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정의로운 왕들의 관습이었으며, 약한 자들과 곤궁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를 양성하는 왕들의 올바른 특성이었다. [959]

[시] 정의를 행하는 이가 뜨거운 낮의 태양 안에서 해방되자, 신의 그림자가 정의
로운 왕 위에 드리워졌다.

또한 그 날에 명령을 반포하였다. “좌익의 아미르들 중에 1주 정도 전에 자운 강

상류로 진격하였던 아미르 자한샤로 하여금 되돌아오게 하라, 그리하여 다른 아미르들

과 함께 이교도에 대한 성전의 훌륭함을 취하여 이득을 얻게 하라.” 아미르 자한샤는

명받은 대로 이슬람의 피난처인 궁정으로 서둘러 왔다.

216. 시발릭 산으로 공격을 행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주마다 알 아왈 10일 토요일에, 시발릭 산의 공격을 목표로 말을 몰았

다. 그 계곡에는 바흐루즈(Bahrūz)라는 이름의 길이 있었는데, 실로 나쁜 나날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어두운 길이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모여 있었고 끝이 없는 무리들이

2374) Qur'ān, Sūra al-Ṭūr : 3.
2375) 네 번째 하늘에 위치한 집 혹은 마스지드를 의미하며, ‘카바의 집’ 맞은편에 있다고 한다. 천
사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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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었으며 산의 험준함과 견고함에 자만하며 착각에 속게 되었다. 하늘처럼 훌

륭하신 군대는 좌익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 우익으로는 아

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자한샤, 중군의 전위에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

미르 샤 말릭과 여타 좌우익과 중군의 아미르들을 (배치하고,) 이교도에 대한 성전과

폭군인 말릭에 대한 기도를 위해 용기의 손과 행운의 혀를 연 채로 적에게 향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계곡의 입구에서, 마치 ‘일치(Tawḥīd)’라는 글자가 위선자들의 입에 매듭

을 묶은 것처럼 머물렀고, 페르카드 星을 빛바래게 하는 왕관의 영예가 모두의 마음과

팔 힘을 강화시켜 즉시 성전사들의 칼이 머리를 베어내기 시작하였고, 성전사들의 활이

라는 까마귀가 생명을 사냥하는 매를 날려 보냈다. 에메랄드 형태에 다이아 같은 기능

을 지닌 단도로 인해, 비난을 초래하는 적들의 눈과 마음은 칼집이 되었고, 그 계곡의

돌과 흙이 모두 검은 힌두인의 피로 인해, 루비 색으로 물들게 되었다.

[시] 이교도들의 몸이 편자 아래에서 흙으로, 피로 인해 그 계곡의 돌이 모두 루비
가 되었다,
승리의 봄에 창촉이라는 묘목이 이교도들의 머리에 열매를 맺었다. [ 960]
쓰러진 수많은 이교도들과 다른 노예들이 쌓여 그 계곡이 산의 정점과 맞먹게 되
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서 방울방울 떨어진 수많은 피로, 피가 힌두스탄에서 제이훈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승리의 호머 새가 이슬람 깃발의 그림자 위에 승리의 날개를 열었고, 악

마의 무리들과 이교도 무리들을 없앴으며 결국에 물자와 노예와 직물과 그 외의 풍부

한 전리품들이, 성전사들에게 승리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되었다. 그의 지시가 왕다운 애

정과 자비의 장소에서 반포되었다. “300-400명의 소를 차지한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소를) 다시 취하여 약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 공정함과 가신들에 대한 보살핌을

통해 군대의 각 단위와 무리들은 기병이던 보병이던, 높건 낮건 모두가 그 전리품으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되었고 어떠한 사람도 손해를 입지 않았다. 태양의 일족인 동쪽의 잠

시드가 서쪽의 잠자는 곳으로 으스대며 걸어갔던 일요일 밤에,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집에 머물렀고, 샤자데의 집은 (부친과) 함께 한다는 영예로움으로 인

해,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아치의 아홉 번째 테라스가 (그것을) 질투할 정도였다. 그리

고 일요일 낮 아침에

[시] 2376) 태양이 빛을 비추며 얼굴을 내미는 것처럼, 정원의 문이 회전하며 하늘을

2376)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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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다.

승리의 깃발이 그 구역 바깥으로 나아가 행운으로, 바크리(Bakrī) 주변에 있었으며

미야푸르(Mīyāpūr) 지역으로 유명한 바흐라(Bahra)라는 곳에서 축복받은 오르두에 도

달하였다. 12일 월요일에 바흐라를 출발하여 4쿠루흐 거리의 길을 갔고 샤크사르 사바

(Shaqsār-Sāva)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가 모아들였던 전리품

은, 운반하려면 천천히 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매일 4쿠루흐 이상의 길

을 가는 것이 어려웠다. 13일 화요일에는 그곳을 출발하여 칸다르(Kandar)2377)라는 장

소가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병영이 되었는데,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4 쿠루흐보

다 가까웠다.

하늘의 들쑥날쑥한 밤낮의 반복은 복종에 대한 소망에 의거하여, 그리고 현명한 왕

의 보호는 움직일 때나 멈추어있을 때나, 모든 곳에서 위대한 하늘과 같은 천성을 지닌

보호자였다. <신께 찬사를 드려라, 나는 신의 은총과 계속되는 전리품을 믿는다.> [961]

217. 시발릭 산의 다른 곳, 덤불에서 발생된 성전의 이야기

별들의 왕이 동쪽과 서쪽의 바다를 건너, 또다시 수평선에서 일출과 등장의 깃발을

세웠던 주마다 알 아왈 월 14일2378) 수요일에, 사힙키란은 칸다르 지역을 출발하여　자

운 강을 건넜고, 시발릭의 다른 한 끝을 세계를 여는 깃발의 중심으로 삼았다. 바로 그

날에 영광스러운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그 영역에, 라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힌두의

길 중에 한 곳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 함성을 지르고 (이목을) 끌기 위해 줄을 던지고

있으며, 다수의 조로아스터교도(Majūs)들과 여러 힌두인들이 주변과 연맹을 맺어 그의

통치와 지배의 굴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견고한 덤불에서 피난처를 얻

고 있는데, 산이 극히 높아 인해 시야가 그 아래에서 위까지 닿지 못하고, 수많은 덤불

의 나무들로 인해 햇빛과 달빛의 광선이 위에서 바닥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마잔다란

의 견고하고 단단한 산과 덤불을 통과하였던 것처럼, 나무를 베고 길을 찾는 것 외에는,

그곳을 통과하기란 불가합니다.”

사힙키란은 이같이 위험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정글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밤

을 지낸 후 15일 목요일 밤에 명을 내렸다. “코슌의 아미르들은 불을 피우고 군사들을

정렬하여 나아가라. 나무들을 베고 던져, 길을 만드는 데에 용기의 손을 펼치도록 하

라.” 강력한 행운의 도움으로 그 밤에 11 쿠루흐 정도의 길을 만들고 통로를 찾아 나아

2377) THTB에서는 ‘Kender’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Ⅰ에는 ‘Kandaj’라고 되어 있어 그 지명이 정확
하지 않다.

2378) 이란본Ⅱ에는 10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으로 볼 때 14일이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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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그리하여 빛나는 눈(雪)이 그 덤불에 내렸고, 별들의 군주가 금으로 수놓아진 깃

발을 청금석이 있는 ‘카프 산’에 세웠던 15일 목요일에, 이슬람의 승리로 귀결되는 깃발

들이 시발릭 산과 쿠케(Kūke) 산 사이2379)에 도달하여 머리를 카펠라 星을 향해 세웠

다. 라탄은 판단을 내려 그 장소에서 좌우익의 관습에 따라 정렬해 있었고, 예속민들과

함께 전투를 준비하며 전투와 살해 도구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큰 북과 게우르카와

뿔피리 소리가 그 산지에 울려 퍼지고, 성전사들의 신앙고백과 신에 대한 찬사의 함성

소리가 [962] 죄를 지닌 이교도들의 귀에 이르렀던 바로 그 때, 그들의 견고한 기둥과

다리가 흔들리게 되었고, 적들의 참을성과 인내의 기반이 파괴되었다. 이에 지체 없이

무기력과 다급함의 고삐를 패주의 길에 두어 달아났다. 쿠슌의 아미르들과 승리를 형상

화하는 군대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출발하였고, 물기 어린 칼과 불꽃을 가진 창촉으로

방탕한 이교도들의 나날에 파괴를 발생시켰다. 그 거짓을 말하는, 먼지로 얼룩진 이들

대부분을 성전의 도검으로 베었고, <악마의 거주지>2380)인 지옥의 불꽃으로 파견하였

다. 그리하여 수많은 물자들과 도구들, 조용한 것이든 소리를 가진 것이든 모두가 성전

사들의 손에 떨어졌는데, 이야기꾼이 그 이야기를 포함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어쨌든

모든 군사들은 각기 100-200마리의 소와 10-20명의 노예를 차지하였다.

바로 그 날 우익에서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가 다른

계곡에서 중요한 성전을 행하였고, 도검이 이교도들의 가슴 갑옷에서 개미에게 어떤 먹

이를 보상으로 제공하듯, 다수의 전리품들이 이슬람 군대의 손에 떨어졌다. 좌익에서는,

아미르 자한샤가 개별적으로 다른 계곡으로 공격을 행하여 신앙이 없는 힌두인들 중에

다수를 성전의 칼로 베었으나, 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지는 못하였다. 금요일 밤에, 좌익

과 우익의 군대가 모두 축복받은 대오로 합류하였고 두 산 가운데에 안착하였다. 이렇

듯 異敎라는 짚단이 불타오르고 이슬람의 업무를 세웠으며, 행운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행운의 깃발을 세웠다.

16일 금요일에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두 산 가운데에 있던 그 계곡에서 다시

시발릭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장소로부터 나가르콧(Nagharkūt) 왕국2381)까지는 15 파

르상이었다. 그 계곡에는 여러 험준한 정글이 있었는데, 헤아리고 파악하기 불가능할 정

도였고, 산의 험준함 때문에 그 위로 빨리 올라간다는 생각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2379) 시발릭 산줄기가 야무나 강과 맞닿은 곳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강 맞은편에 다시 산
줄기가 시작된다. 이곳을 쿠케 산이라 칭하고 있는데, ‘쿠케’라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투르크 어
의 푸른(Kὃk)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다.

2380) Qur'ān, Sūra al-'Imrān : 12.
2381) 이란본Ⅰ에는 ‘Nagharkūt’로 되어 있고, 이란본Ⅱ에는 ‘Bakarkūt’로 되어 있다. 이란본Ⅱ 각
주에 따르면 Kūt는 ‘성채, 요새’를 의미하며, 힌두의 한 지방 명으로, 사실상 앞에 붙은 부분을
떼고 ‘Kūt’라 하는 것이 이 부분에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한편 ‘Nagarkot’이라는 지명은 히마찰
프라데시에 위치한 현재의 캉그라(Kangra)라는 지역을 가리키는 옛 지명이기도 하다. 다만 시
발릭 산과 야무나 강이 만나는 곳에서 캉그라까지는 약 214km 정도 떨어져 있어, 15 파르상보
다는 훨씬 먼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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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에서 판단이 흐린 이교도와 불의를 확산하는 힌두 인들의 수는, 생각이라는 거울에

드러난 것보다 많았다. 사힙키란은 이교도들의 몰살을 위해 그처럼 위험한 지역으로 오

는 것이 [963] 필수적이라 여겼고, 아미르 자한샤가 그 담당자이며 후라산의 군대가 2일

먼저 가는 바람에 전리품을 거의 얻지 못했던 좌익 군대(에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너희는 먼저 성전에 나서서 공격하도록 하라.”

그 날에 사인 티무르는 정탐병이었는데, 이른 새벽에 승리의 피난처인 대오에 서둘

러 고하였다. “이교도들과 힌두의 무리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분 자신은

멈추었고 좌익의 군대와 후라산 군대는 명령에 따라 공격과 성전을 수행하여, 둥그런

형태로 전장의 중심을 감쌌다. 용기의 손이 힌두인에 대한 살해와 타격에 펼쳐져, 성전

의 도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개가 이교도들과 적군의 생명의 짚단을 불태웠고 풍부한

전리품과 끝없는 도구들을 획득하였다. 바로 그 날 오후기도 시간에 아미르 셰이흐 누

르 앗 딘과 알리 술탄 타바치의 코슌에서 소식이 도달하였다. “오른쪽 방향에 한 계곡

이 있고, 그곳에 이교도 중에 어떤 무리가 모여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수가 많고, 수많

은 동식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힙키란은 즉시 그 계

곡의 방향으로, 북풍과 동풍의 앞을 가로막으며 세계를 누비는 준마의 고삐를 틀어 명

하였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알리 술탄 타바치는 그들에게 향하도록 하여라.”

그들은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고 그 불운한 자들의 심장에 성전의 칼을 겨누어 피

의 홍수가 사방으로 흘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산꼭대기에 세워져 사힙키란의 행

운의 은총이 성전사들의 나날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가죽 허리띠에 손을 두고 있던 승리가, 성전사의 상황을 감싸 안게 되었다.

[시] 얼굴을 어디에 두던, 왕의 대오가 있었다. 그 승리는 모든 길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였다.

그 분은 그 산 꼭대기에서, 용기의 덤불 속 사자 및 용기의 광장의 전사들이 그 계

곡으로 걸어 들어와 어떻게 훌륭히 성전을 행하고, 이교도와 사악한 무리들에게 [964]

어떠한 방식으로 보복하여 목숨을 빼앗는지 보고 있었다. 신앙이 없는 수많은 악당들은

승리를 동반하는 성전사들의 聖戰劍의 타격으로 인해 죽음의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들

은 상처를 입고 달아나 도망갔다. 승전군은 끝없는 전리품과 함께 되돌아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왕다운 위무와 돌보심으로 특별하게 되었다. 그 중에, 수많은 동

식물을 약탈로 취하여 데려왔는데, 그 중의 일부에 대한 묘사조차 셈과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사힙키란은 완전한 자비로 저녁기도 때 까지 그 산 위에 머물러 있

었고, 지시를 내렸다. “병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든 전리품을 얻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

에게 일정한 몫을 주어 이득을 얻도록 하라.” 그리고 전리품이 극히 많았으므로, 모든



- 754 -

이는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차지하고 그 밤에 그 계곡에 머물렀다.

성스러운 가호는 신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이들의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전위

의 수장이 되거나 망을 보는 이가 (되기도 하였다.) 그 덤불과 정글에는 다수의 원숭이

들이 있었는데 밤이 되었을 때 와서 군사들의 무언가를 가져갔다.

1달의 기간, 즉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시발릭 산과 쿠케 산, 이 두 산 가운데에 있

었던 주마다 알 아왈 월의 16일부터, 잠무 영역에 도달하여 이교도 부족과 이원론자

(Sharak)들과 힌두교도들 및 우상숭배자들과 20개의 성전을 행하였던 주마다 알 싸니

월 16일(1399년 2월 22일)까지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0일 동안, 힌두 국가의 거대한 요새들, 모두 견고함이 마치 하이바르(Khaybar)2382)와

같았던 7개의 요새에서, (승전군은) 위대한 행운의 영예로 승리하였다. 견고함이 모두

일곱 하늘(Saba' al-Ṭabāq)2383)에 버금갔던 그 7개의 요새는 서로서로 1∼2파르상 위치

에 있었는데, 각 성채의 사람들은 다른 요새의 사람들과 서로 적대적이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라틴(Salāṭīn)2384)의 시대에 지즈야(Jizya)의 주민들2385)이었는데,

이 시기가 되자 이슬람 주민에 대한 복속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지즈야의 강요를 외면

하였다. 결과적으로 위대한 샤리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물자와 피가 소모되었으며, 그

들과의 전투는 聖戰의 부류에 있었다. [965] 그 성채 중에 하나는 ‘셰이후(Shaykhū)' 성

채였는데 말릭 셰이흐 쿠카리의 친족이었다. 그곳 주민들은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일부

무슬림 때문에 발걸음을 복종의 원 안에 두었고, 표면적으로 복종의 목을 명령을 받드

는 목걸이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적대의 핑계들과 악의의 상징들이, 그들의

상황이라는 페이지에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하여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이 그들에게 제

시되고 적들의 상황 속에 속임수와 혼란의 상징이 보였을 때, 용기의 완전함과 더불어

올바른 판단으로 질서의 길 위를 나아가고 있던 어전의 가신들 중 한 사람이, 그 구원

받을 수 없는 무리들에게서 무기를 분리한다는 훌륭한 생각을 해내어, 중요한 물자를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 형태로 얻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사소하고 가치가 낮았던

비루한 옷과2386) 낡은 활에 비싼 값을 매기자, 그 날 돌아가던 자들은 가지고 있던 모

2382) 사우디아라비에 메디나 북쪽 약 95마일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본래 유대인 집단 거주지
였으나 7세기 무슬림들의 침공으로 이슬람화된 도시이다. 과거에 이곳에는 7개의 요새와 평원,
갈대밭 등이 있었으며 알리의 손에 점령되었다고 한다.

2383) Saba' al-Ṭabāq : 일곱 개의 하늘을 의미한다(Abū al-Fazl Muṣafī,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p.368).

2384) 이 단어는 술탄의 복수로, ‘왕들’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티무르 침공 이전의 이슬람 국가였
던 델리 술탄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85) 무슬림 국가에서 비 무슬림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들에게 걷는 세금을 의미한다. 지즈야의
주민들이란 곧 이들이 무슬림에게 복속한 이교도였음을 의미한다.

2386) 이란본Ⅰ에는 ‘의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의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무기에
관한 단어들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歷史의 精髓』에는 동일한 사건에 관해 ‘무기
(Salāḥ)’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ZT/Jawādī 2, p.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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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무기를 모두 바깥으로 가져와 팔았다. 이러한 좋은 방식으로 어떤 무기도 그들의 손

에 남지 않았다. 그 후에 복종해야 할 명령이 반포되었다. “40명의 이교도들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 가신 중 하나인 힌두 샤 하잔(Hindū Shāh Khāzan)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 불운한 자들은 복속의 길을 벗어나 일부 무슬림들을 살해하였다.” 그

사악한 결과를 낳는 건방진 자들에 대한 보복은 이슬람 성전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 되

었다.

이교도들을 태우는 성전사들이 용감히 그 요새를 점령하여 그 곳을 획득하였으며,

2000명의 이교도들을 성전의 칼로 베었다. 그들의 집과 물자로부터 멸종의 연기를 피워,

연기로 가득 찬 하늘의 천장에 닿게 하였다. 그 모든 요새 중에 요새 말릭 디브라즈

(Malik Dīvrāj)가 있었고, 5개의 다른 요새 또한

[반구M iṣrā’]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정복되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은 이교도들과 종교가 없는 자들의 사

악한 존재로부터 정화되었다. 이교도들과 우상숭배자들의 기초는 파괴되었으며, 성스러

운 샤리아의 관례와 관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종교와 행운의 기반이 굳건해지게 되었다.

<그의 드러나거나 숨겨진 축복에 대해 신에게 찬양하여라.> [966]

218. 사힙키란이 잠무 주변에서 성전을 멈춘 이야기

지고하신 신께서, 강한 팔의 오롯한 힘으로, 종교의 광장인 성전사들을 <하느님의

군대는 정복을 할 것이니>2387)라는 신의 가호의 기도문으로 강화하였고, 이슬람 영역의

동맹자들에 대한 상서로운 칙령 위에 <실로 신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바로 승리자

라>2388)는 고귀한 인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그의 끝없는 가호는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

을, 은총과 도움의 이익으로 특별하게 하였다. 그의 행운의 신체에 <신의 원조>2389)라

는 값비싼 예복을 입혔으며, 결과적으로 그 깨끗한 믿음의 후원자께서는 奮鬪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승리의 호머 새는 행운의 날개를 펼쳐 자신의 그림자에 둥지를 지었다.

세계를 누비는 동물들을 몰고 데려갔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군대와 승리의 사신은

고삐와 고삐를 (나란히) 두고 함께 하였다.

훌륭한 마음이 시발릭 산 영역의 성전 및 그 주변의 업무를 완료하고 밝은 마음이

그 중요한 일의 수행을 완결하였을 때, 주마다 알 싸니 월 16일 일요일에 승리를 상징

2387) Qur'ān, Sūra al-Ṣāffāt : 173.
2388) Qur'ān, Sūra al-Māydah : 56.
2389) Qur'ān, Sūra al-Ṣaff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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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깃발이 만사르(Mansār) 장소에서 신의 가호와 함께 움직여 6 쿠루흐의 통과하였

고, 잠무(Jammū)2390) 주변에 있는 바일라(Bāyīla) 마을 맞은편에 안착하였다. 바로 그

날 아미르 셰이흐 무함마드 (이븐) 이쿠 티무르와 무바샤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투만 중에 이스마일 바룰라스가 바일라 마을로 향하였다.

그 지역 주민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험준한 정글을 가지고 있었고, 울타리들을

정글 옆에 세워 저항과 방어를 준비하며 적의와 반기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슬람 군

대의 전사들은 쉬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여 그 이교도들을 공격하고자 하였는데, 그 상

황에서 위대한 장소로부터 한 사람이 와서 명을 내렸다. “다음날, 승리를 증대시키는 깃

발이 그 방향으로 향할 때 까지 전투를 멈추라.” 17일 월요일에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

은 세계를 누비는 전사들 위에서 말을 몰았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대열을 펼쳐

좌익과 우익과 중앙과 전위를 정비하였으며, [967] 신앙고백과 신에 대한 찬양의 들끓는

소리를 하늘처럼 높은 산 위에 사는 이들의 귀에 이르게 하였다. 신앙이 없는 저주받은

자들은 북과 나팔이 울리는 소리, 성전의 주인이자 승리의 확증하는 군대의 포효 소리

를 듣자마자, 담즙(Zahra)이 갈라지고 간담이 쪼개져 쉼 없이 마을을 통과하여 덤불로

들어갔고 자칼처럼 정글에 숨었다. 성전사와 같은 바하두르들은 울타리를 제거하고 정

글 맞은편에 멈추어 섰으며, 군사들이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얻도록 마을로 들어가 수

많은 건초를 손에 얻고 이슬람 군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다. 바로 그 날 그 곳

을 출발하여, 4 쿠루흐 거리를 가서 안착하였다. 또한 그 날, 델리에서 사신으로 카슈미

르에 가서, 그들의 설명으로 인해 (그 분의) 복종해야 할 명령이, 그곳의 왈리인 샤 이

스칸다르의 이름으로 반포되도록 하였던 울제이 티무르 툰카타르(Ūljay timūr

Tūnqatār)2391)와 풀라드, 아미르자데 루스탐 및 무타마드 자인 앗 딘(Mu'tamad Zayn

al-Dīn)이, 샤 이스칸다르의 사신들과 함께 그 곳에서 고귀한 오르두로 와서 고하였다.

“샤 이스칸다르는 복종의 의복을 묶고, 바람의 얼굴을 행운의 키블라에, 소망의 카바에

두고, 자브한(Jabhān)2392) 방향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 (이스칸다르 샤) 측에

서 사신으로 와 있었던 마울라나 누르 앗 딘이 합류하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디반 알

라의 아미르들이 정하기를 30000마리의 말과 1 덩이 당 2.5 미스칼인 100000 덩이의

금2393)을 카슈미르에서 마련하라 하였는데,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 되돌아가 그 중요한

일을 완수한 후, 다시 (이쪽으로) 향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로 하겠습니다.”

이 뜻이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세계를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은 그것을 반기

지 않았고,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다시 요구하였다. “샤 이스칸다르는 역량이 닿지

않는 일(Taklīf-i Mālāyṭāq)2394)을 하고 있으며, 그의 왕국의 크기를 넘어서는 요구를

2390) 라호르에서　동북쪽으로　약　142km　떨어진　곳에　위치．　
2391) 『歷史의 精髓』에는 그의 이름이 울제이 티무르 카우친이다(ZT/Jawādī 2, p.866).
2392) 스리나가르에서 북쪽으로 40km인 곳에 위치한 'Jaban'으로 비정할 수 있다.
2393) 『歷史의 精髓』에는 말 3000마리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금덩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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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빛나는 등불과 반짝이는 별인 이성의 빛에 의하면, 각 왕국마다 그 크기와

폭에 알맞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조건에 알맞은 금액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진실한 사

신들은 샤 이스칸다르의 봉사와 복종을 요청하였으며 [968] 그의 완전한 충심은 다시금

복종하고 명령을 받들었다. 왕다운 애정은 그의 상황을 포용하여 명하였다. “절대 지체

하지 말고 급히 향해 오도록 하라.”

18일 화요일에, 샤 이스칸다르의 사신들과 무타마드 자인 앗 딘을 카슈미르 측으로

파견하였고 28일 후에 신드 강변으로 오기로 정하였다. 이 장소에는 산자락에 어떤 마

을이 있었는데, 다수의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가 그 장소를 공

격하자. 탁한 영혼을 지닌 힌두 인들은 물자와 집을 버려두고 마을을 자신의 손으로 불

질렀으며, 조급한 발로 달아나는 길을 택하였으니, 사실상 <그들은 그들의 손과 믿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들의 집을 파괴하였으니>2395)라는 말씀이 그 저주받은 자들의 상황

이 되었다. 이슬람 군대들은 그 마을에서 풍부한 건초를 거두었고, 바로 그 날 오후기

도 시간에 그곳 가까이 있던 2개의 다른 마을을 공격하여 수많은 건초들과 나머지 동

물들을 그 장소에서 운반하였다. 그 길 가운데에, 어전 가신 중에 있던 아라 티무르

(Arā timūr)에게 화살의 타격이 가해졌다. 19일 수요일에 그 장소에서 이동하여 잠무의

작은 마을 맞은편에 안착하였는데, 거리는 4쿠루흐였다. 이곳에서 약 네 파르상 거리에

해당하는 길은 농장과 농경지였고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보리밭을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의 가축이 쉽게 획득하였고, 그 초지에서 건초를 먹였다. 20일 목요일에,

승리의 피난처인 깃발이 잠무 마을로 향하여 잠무 강2396)의 水原인 계곡으로 들어갔으

며, 승전군은 여러 차례 그 강을 건넜다. 산자락에서 좌측 방향에 잠무 마을이 있었고

우측에는 마누(Manū) 마을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의 강한 신체를 가진 힌두인들은 무

지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산과 정글들은 극히 견고하였으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불운한 자들은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산으로 보내두었다.

그들의 수장은 비록 목숨을 다 한 노력의 결과를 상실하더라도, 생명을 소멸의 바람에

바치기 위해 죽을힘을 다 해 노력하였던, 탐욕스럽고 뻔뻔하며 무지한 이교도 힌두 인

들과 더불어, 산 속의 견고한 장소에 [969] 피난처를 두고 서 있었으며, 달이 떠오를 때

울음소리를 내는 개처럼, 함성을 지르며 화살을 쏘았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운명의 판의 寫本이나 다름없는, 사힙키란의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하는 판단은, 그 뻔뻔한 적들을 어떻게 해서든 정복의 덫으로 잡고, 악마와 같은 인성

과 야생의 천성을 지닌 이들이 이슬람 군대에게 어떠한 상처도 가하지 않기를 바랐으

므로 명하였다. “그들을 본래대로 두어 공격하지 말고, 마누 마을을 공격하라.” 승전군

2394) 이 표현은 다소 신앙적인 표현으로, 신께서 인간에게 강제한 의무인데 그 인간이 역량이 없
는 경우를 일컫는다.

2395) Qur'ān, Sūra al-Ḥashar : 2.
2396) 현재 도시 잠무를 관통하는 강은 타위(Tawi)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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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령에 따라 마을을 약탈하였고 되돌아오는 때에 잠무 마을로 들어왔다. (그리고 가

축의) 먹을거리를 위해 수많은 건초를 거두었다. 그의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여러

쿠슌 전사들은 정글의 매복 장소에 숨어 기다리도록 하라.”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는 병

사와 함께 나아가 21일 금요일에 잠무 강을 건너고 4쿠루흐 길을 달려, 체납 강가의 초

원이 여러 천막의 안착 장소가 되었는데, 그 장소에서 네 파르상 거리에 어떤 농장과

초지가 있었다.

축복받은 대오가 잠무와 마누 계곡을 출발하였을 때, 여우같은 힌두인들은 전투의

사자들로부터 덤불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여 정글 한 구석에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

는) 승리를 동반하는 군사들 중 여러 코슌이 매복 장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갑자기 그 용감한 바하두르들이 덤불 속에서, 마치 풀숲의 사자처럼 바

깥으로 쏟아져 나와 그 신앙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공격하였으며, 그들 중에 다수를 성

전의 칼로 베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의 투만 중에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

(Dawlat timūr Tavāchī)와 하산 말릭 카우친(Ḥasan Malik Qauchīn)이, 라이 자무르

(Rāy Jamūr)를 다른 이교도들 50명과 함께 붙잡아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의 뜰로 데

려갔다. 유일신도들의 행운의 등불을 켜는 자, 이교도들의 강력함의 짚단을 태우는 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힙키란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께 감사를 행하였으며, 그 보고에

대한 칭찬의 혀가 아미르들의 귀를 보석과 같은 말로 장식하였다. “그래! 완전하신 신

께서는 이 대담하고 겁 없는 이교도들을 예부터 자만과 저항의 자리에 (두고) 결코 (그

중의) 어느 누구에게도 호의를 보이지 않으시더니, 오늘날 모두의 목을 묶어 이슬람 군

대에게 정복되게 하셨다.” 그 승리를 신의 호의의 사여로 여겼고 [970] 절대 자신의 올

바른 처리나 훌륭한 노력에 의한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의 통찰력 있는 눈을 은총이

라는 코흘로 밝혔던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원인’은 (신

의) 지고한 힘의 영향이라 여겼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 이 근시안적인 생각은 하늘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짓말이었다.
땅과 하늘은 마치 문시처럼 복종하였고, 항복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봉사를 행하였
다.

즉시 그 불운한 자들을 구속하여 낮고 비천한 땅에 던졌다. 라이 자무르는 전투에

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슬람 군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세금을 얻기 위해 그를 치료하였

고, 경고와 좋은 소식의 전달 및 이슬람의 행운을 약조하였다. 비록 <그대는 그대가 사

랑하는 자를 인도하지 못한다.>2397)라는 말씀에 따라,

2397) Qur'ān, Sūra al-Qaṣaṣ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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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눈이 없는 자에게 등불을 보여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자만이 정
원을 원하게 된다.2398)

(위와 같이) 정해져 있었으나. 혀를 ‘일치(Tauḥīd)’라는 단어로 장식하고, 그 당나귀

같은 자들 및 그 혼돈의 무리들의 신앙에서 불법이었던 소고기를,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위해 먹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외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은 숨겨진 바를 판별하신

다.’는 말씀에 따라, 보살핌과 위무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 그를

보살피고 후원의 그늘에서 돌보기 위해 조건을 걸었다. 23일 일요일 역시 그 장소에 머

물렀으며, 라호르 왕국으로 갔었던 승전군이 위대한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219. 라호르 도시와 샤이히 쿠카리의 이야기

바로 그 장소에 소식이 전해졌다. 명받은 대로 그 방향으로 향하였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라호르 마을을 점령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취하였으며, 그의 마지막

상황이 처음 상태와 부합하지 않았던 샤이히 쿠카리 [971] 또한 잡았다고 하였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업무를 행할 때, 훌륭한 상황을 속임수라는 머리칼과 점으로 장식하곤

하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업무 처리로 인해 부끄럽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업무의 초반에는 봉사와 복속의 얼굴을, 명령에 따르고 복종을 행하는 붉은 뺨으로

밝혔으나, 마지막에는 시험이라는 거울이 가운데에 두어졌을 때, 검은 얼굴과 노란 얼굴

을 (그 거울에) 비추곤 한다.

[시] <모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친애하는 자가 더 평안을 얻는다.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빗이 이야기를 하였다, 모두가 거짓의 머리털로 얼굴 위를
덮었다고.>

특히 왕의 인장의 그림이나 통치의 예복의 밑그림이 ‘정직함에 구원이 있다’였던

사힙키란이므로, 나날이 증가하는 이 행운에 누구든 충성의 발걸음을 정직하게 두면, 당

연히 그의 목적이라는 카바는 희망을 실행하는 순례지가 될 것이다. 한편 이 흔들림 없

는 행운에 대한 봉사의 길에서 누구든 비뚤어진 생각을 마음속에 허용한다면, 상처와

비천함이라는 황야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구시] 이 길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정직은 영광과 행운(으
로 향하는) 방향이다

2398) Nizāmī, Panj-ghanj : Sharaf 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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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올바른 길과 증대의 방향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천개의 창이 피 위에 있을 것
이다.

상황은 이와 같으니, 샤이히 쿠카리 또한 이 상서로운 공격의 초반에 세계정복자의

대오에서 동행의 행운을 획득하였고, 왕다운 위무와 돌보심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그리

하여 힌두스탄 영역에서 어떤 힌두 인이 그에게 의탁하여 “우리는 샤이히 쿠카리의 예

속민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그들을 약탈하거나 포로로 잡지 않았다. 또한

(그는) 갠지스 강과 자운 강 사이에서 청하기를, 자신의 영역으로 가서 선물을 마련하

고, 라호르 강이라고도 부르는 라비 강가2399)에서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합류하겠노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허락을 얻었을 때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고, 기쁨의 장을 펼치

고 기쁨과 즐거움의 모임을 준비하였으나, [972] 위에서 정해져 있던 약속에 망각의 서

명이 날인되었고, 비록 적의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자 약속과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

하고 조심성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마와라안

나흐르 측으로부터 왔었던 어전의 가신들 중에 일부가 그 곳에 이르렀는데, 예를 들면

마울라나 우베이둘라 사드르2400)나 힌두 샤 하잔(Hindū Shāh Khāzan) 및 그 외의 이

들, 즉 그들 중에 한 명의 가르침을 통해 승격의 발을 영예의 정점에 둘 수 있었던 이

들에게 전혀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신이) 지시하신 내용 중에

[시] 행운의 허리에서 손을 떼지 말라, 마음의 주인에 대한 봉사에서 고개를 돌리
지 말라!
고귀한 장미꽃의 동료인 가시가 히야신스 자락에서 소홀함을 행하였다. <(이는) 놀
라울 것이 없다>

[시] 사람의 운명의 천을 직조하였을 때, 그것을 하얗거나 검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경지인 것이다.2401)

결국에는 무력을 지닌 영웅의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의 영역을 약탈하여 그들을

잡아 데려오도록 하라.” <불신자 외에 우리가 그러한 벌을 내린 적이 있더냐.>2402)

24일 월요일에 승리의 피난처인 대오가 체납 강을 건넜고 5 쿠루흐의 길을 지나

안착하였다. 그 날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누케르들이 타브리즈에서 도달하였고, 그 지역

에 있던 샤자데와 자녀들과 나머지 가신들 및 봉사하는 자들의 건강에 관한 소식을 전

2399) 이 역시 원 사료에는 ‘비야 강’이라 되어있으나, 현재 라호르를 관통하는 강은 라비 강이다.
2400) 이부 분의 실제 철자는 '압둘라(Abd-allah)'이다.
2401) ‘Arāqī, Dīwān-i Ashī'ār.
2402) Qur'ān, Sūra al-Sabā'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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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바그다드와 미스르와 샴과 룸과 킵착 초원의 소식들 및 알란작 요새의 상황

을 보고의 영예에 전하였다. 25일 화요일에 군대의 약한 자들 중에 몇몇이 강에서 익사

하였는데, 사힙키란의 자비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았고, 복종해야 할 명령을 반포하였다.

“고귀한 私的 말들과 낙타들을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려주어, 그들을 기병으로 삼아 무

탈하게 건너도록 하라.”

[반구M iṣrā’] 2403) 노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어찌 태풍에 걱정하겠는가. [ 973]

그 날 힌두 샤 하잔을 사마르칸트 측으로 파견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도달

이 가까웠다는 기쁜 소식을 그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의 귀에 전하였다. 바로 그 날 아

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의 누케르가 파르스에서 왔고, 그 샤자데

가 건강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또한 그 왕국의 상황이 견고하고 업무의 흐름이

의도대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선물들, 예를 들면 이집트의 도검이나 그 외의

것을 보고 장소에 가지고 왔다. 26일 수요일에 체납 강변을 출발하여 6 쿠루흐 길을 가

서 황야에 안착하였다. 그 날에 타브리즈의 사신 중에 하나를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세계정복자의 깃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영혼이 몸

에게로 으스대며 걸어가는 것처럼, 봄의 산들바람이 생명을 當代의 몸에 불어넣는 것처

럼 통치와 권력의 왕좌가 자리한 곳에 도달할 것이니, 신의 가호의 시야 속에 있는 승

리의 자녀들은 최대한 마중을 서두르도록 하라.” 바로 그 날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은

승전군보다 먼저 단다나(Dandāna)2404) 강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시] 2405) 도달의 장소가 가까워졌을 때, 애정의 불꽃이 더욱 타올랐다.

27일 목요일에 빠르게 나아가 6 쿠루흐의 길을 나아갔다. 사힙키란이 탄 수레가 성

스러운 가호와 돌보심으로 정글 주변에 위치한 어떤 언덕 위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 날

그 초원에서 사자 한 마리를 찾았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사방에서

그 사냥감을 몰았으며 아미르들 가운데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이 누구보다도 먼저,

2403) Sa'dī, Muvā'iz.
2404) ‘단다나 강’이 어떤 강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Elias가 편집한 『라시드
史』 번역본에서는 이 강을 신드 강이라 하였다(TR/Elias, p.503). 한편 Agha Hussain
Hamadani는 자신의 저서 The Frontier Policy of the Delhi Sultans에서 이 강을 젤룸 강이라
하였다(Agha Hussain Hamadani, The Frontier Policy of the Delhi Sultans, Atlantic, 1992,
p.213). 그러나 젤룸 강은 『勝戰記』에서 자마드 강이라 표기되며, 신드강은 인더스 강이다. 다
만 본문 아래에 카슈미르에 관한 기록에서 카슈미르 부근을 흐르는 신드 강의 지류 및 본류를
지역에 따라서는 단다나, 자마드 강이라고 부른다는 표현에 따라, 카슈미르와 그 남단의 젤룸
강줄기를 야즈디는 단다나 강이라 부른 것이라 볼 수 있다.

2405) 니자미의 시에서 변형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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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하게 공격을 행하여 코끼리를 쓰러뜨릴 만한 공격으로 그 사자를 넘어뜨렸다. 이

와중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자데 루스탐,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자한샤가 라호르에서 되돌아와 축복받은 병영에 이르렀다. (그들은) 성전을 수행하고

신앙이 없는 힌두인의 머리를 성전의 칼로 몸에서 분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은 후, 땅

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으며, 전리품들은 선물과 조공의 관례에 따라 보고의 장소

에 전하였다.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은 [974] 즉시 배석해 있던 모든 바하두르들에

게 사여를 행하였다. 그 중에서 그의 호의의 눈길이 무함마드 아자드에게 드리워졌을

때 지체 없이 그를 호의의 대열에 포함시켰고 특수한 의복과 특수한 箭桶을 금으로 된

끈과 더불어 사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료들 가운데에서 드높아졌다.

세계의 대인들과 위대한 자들은, 그 사힙키란의 보살핌의 눈길로 호의를 얻어, 드

높은 행운의 그림자가 그들의 상황에 드리워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당대의 통치의 기

둥들은 뛰어난 노력으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서 은사를 얻고, 행운의 호머 새가 그

들을 행운의 날개 아래에 두기를 일생동안 기다렸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호의의

눈길이 바라본 자는 누구든, 지상과 누대의 어느 왕보다 훌륭하게 되었다.

[시] 그의 창공에서 일어났던 자그마한 무언가는, 힘의 기반이 그 태양빛을 넘어섰
다.

그 날에 복종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좌익과 우익의 아미르들 및 나머지 코

슌의 아미르들은 각기 정해진 길을 통해 자신의 길과 거주지로 되돌아가도록 하고, 모

든 샤자데들과 노얀들과 투만과 천호 및 코슌의 아미르 각각에게 권력과 지위에 맞게

값비싼 예복으로 위무하도록 하라.” 그리고 샤자데 피르 무함마드 자항기르에게는 보석

으로 장식된 허리띠와 특별한 왕관으로 은혜를 부여하였으며, 힌두 왕국의 아얀들 중에

행운으로 세계정복자의 대오에 동반하였던 아미르들과 사이드들 모두에게도 왕다운 다

양한 애정으로 특별하게 하여, 값비싸고 고귀한 옷을 입히고 야를릭을 내린 후 귀환의

허가를 사여하였다. (특히) 사랑에게 붙잡혀 요새에 가두어졌다가 달아나서 델리의 영

역 중에 비야나(Bīyāna)라고 하는 무슬림 지역이었던 아후단(Ahūdan) 맞은편으로 갔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행운의 그림자를 그 지역에 드리웠을 때 승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정결한 얼굴을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에 두어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행복을

얻었고, 승리를 형상화하는 세계정복자의 대오에 동반하여 이 지역에서 왕다운 애정으

로 [975] 여러 특별한 호의를 얻었던 히즈르 칸(Khizr Khān)2406)에게, 물탄 지역의 영토

를 사여하였다.

2406) 델리의 술탄이었던 말릭 알 샤라크 말릭 술레이만의 아들로, 이후 1414년에 기존 델리 술탄
국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물탄을 기반으로 델리를 점령하여 사이드 왕조를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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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지역에서 간혹 사냥이 있었을 때, 널찍하고 관대한 마음의 무대처럼 그

곳에는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들과 짧은 다리를 가진 동물, 점박이 여우와 흑청색 사슴

과 그 외의 다양한 사냥감들이 많았다. 또한 많은 조류들 중에, 예를 들면 공작들과 앵

무새와 다른 새들이 종류 별로 셀 수없이 많았으므로, 사냥의 즐거움이 왕다운 이동의

치맛자락을 휘저었고, 사냥의 요구가 축복받은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이에 명령에 따라,

수많은 태양처럼 강력하고 입자처럼 많은 군사들이 포위망으로 나아갔고, 이교도들과

사악한 자들이라는 덤불 속 사자이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황야 속 맹수들, 異敎를 믿고

무지한 황야의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이들은, <망각함은 마치 짐승과 같더라>2407)라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많은 이들을 넘어뜨려 왔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동물의 사냥을 목

표로 하여, 덤불과 황야의 야생동물 및 창공의 조류들을 겨냥하였다.

[시] 다시 그 재빠른 것이 바깥으로 나아갔다, 사냥감의 피를 따라 발톱을 세웠다.
매가 사냥을 위해 정글로 들어왔다, 앵무새나 자고새(Darrāj)는 위에 머물지 않았
다.
오리의 길에 매가 목표를 정하였고, 깃털을 지닌 공작이 발톱으로 매를 내리쳤다.

그 덤불과 황야에서 신의 가호로 수많은 사냥감을 쓰러뜨렸는데, 확신의 발은 유추

와 추측을 거치지 않고, 의심의 손은 숫자를 헤아리는 옷자락에 닿지 않아, 그 중의 수

많은 늑대를 바하두르들의 칼과 창촉의 타격으로 살해하였다. 비록 늑대들은 완전한 힘

으로 말들을 기병과 함께 뿔로 쳐서 넘어뜨리고, 그의 가죽은 단단하고 견고하여 여러

가지 무기, 예를 들면 도검이나 화살촉 및 그 외의 것들로 타격을 가하여도 상처가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금요일에 사냥을 완료하였고 8 쿠루흐의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자브한이라

불리며 카슈미르의 영역 중에 농경지가 극히 아름답고 생기에 넘쳐, [976]

[반구M iṣrā’] 어떤 더러움보다 깨끗하여 마치 현명한 자의 마음과 같았던 (곳에)

수많은 천막이 쳐졌다.

220. 카슈미르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

카슈미르는 세계의 도시 중에 유명한 장소였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여행의

목적이 그곳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극히 소수만이 그곳에 도달하였다. 믿을만한 자를 통

2407) Qur'ān, Sūra al-I'rāf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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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혹은 그 지역의 거주자가 발견되어 연구와 조사를 거친 후에 그 곳의 일부 상황이

알려지고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의) 기원에 관해서는 지리지 중에 그 지

역에 관한 단락에서, 그 곳의 폭과 너비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책에서 인용하였

다. <은총의 신으로부터>

카슈미르는 이와 같은 왕국이다. 즉, 네 번째 기후대의 중간에 있다. 왜냐하면 그

기후대의 처음은 그 위도가 33도, 37분인 곳이며, 그 가운데는 그 위도가 36도 22분인

곳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38도 54분인 것이다. 카슈미르의 위도는 적도선으로부터 35도

였고, 경도는 ‘상서로운 섬’에서 105도였다. 그 지역의 너비는 길게 펼쳐져 있었고 사방

에서 라바사흐 산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남쪽 산자락은 델리와 힌두 땅 방면에 위치

하였고, 산 북쪽은 바닥샨과 후라산 방향, 그 서쪽은 아프간 부족들의 유르트 및 거주

장소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동쪽 방향은 티벳 지역의 초입과 맞닿아 있었다. 평평

하고 너른 장소의 너비는 동쪽 경계에서 서쪽 끝까지 약 40파르상이었고, 폭은 남쪽 방

향에서 북쪽 경계까지 20파르상이었다. 그 산지 가운데에 위치한 평평한 황야에 사는

무리 중에 10000개의 마을이 있었고, 맛좋은 샘물과 [977] 많은 물과 초지로 가득하였으

니, 일반인들 사이의 풍문은 이와 같았다. 산지와 초원으로 된 그 왕국 전체에서 100000

개의 마을이 도시와 농경의 장소였고, 훌륭함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그 뛰어난 풍광이

파르스 시인들의 이야기와 유사할 정도라 일컬어지는 이 지역의 기후는, 이와 같다.

[사구시] 카슈미르의 모든 전사들의 왕은 너다, 훌륭한 아미르의 병사들의 생기 있
는 마음은 너다.
훌륭한 아미르의 고고한 발바닥 안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천국의 여인을 ‘카슈’라 하는 것은 너다.

그 산과 황야에는 수많은 과실수들이 있고, 그 과실은 극히 훌륭하고 적당하였으

나, 그곳의 공기는 차가운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량의 눈이 내리곤 하였으므로, 더운

곳의 과일들 예를 들면 대추와 오렌지와 레몬 및 그와 유사한 것들은 그곳에서 수확되

지 않았다. 그러나 더운 지역에서 이리로 운반해오곤 하였다. 그 평원 한 가운데, 즉 동

쪽과 서쪽으로 산까지 각각 20파르상 떨어져있던 곳에 이 지역 하킴의 거주지였던 나

가르(Naghar)2408)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으며, 바그다드 방향으로 거대한 바다가

2408) 이란본Ⅱ을 보면 ‘Naghaz’와 ‘Naghar’라는 이름이 병렬되어 있다. 이란본Ⅰ에는 이 도시 이
름을 ‘Naghaz’라고 하였다. 그러나 Jivanji Jamshedji Modi는 이 도시의 이름은 나가르(Naghar)
이고, 스리나가르의 줄임말로 보인다고 하였다. 스리나가르는 전통적인 카슈미르의 중심지이다
(Jivanji Jamshedji Modi, "The Mogul Emperors at Kashmir: Jenangir's Inscriptions at
Virnag. An inscription on the Dal Lake," Asiatic Paper 3, Bombay: The British India Press,
192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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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의 일부가 바그다드의 티그리스를 통과하였다. 그리

고 독특한 점은, 이처럼 많은 물이 모두 하나의 샘물에서 분출되었다는 점이다. 그 水

原 또한 그 왕국에 있었는데 그것을 비르(Vīr)2409) 샘물이라 불렀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강 위에 약 30 개의 (배로 만든) 다리를 배와 체인으로 묶어 길을 열었고, 그 중에

7개의 다리를 이 지역의 중심이자 하킴의 지역인 도시 나가르에 두었다.

이 강은 카슈미르 영역을 통과한 후에, 지역에 따라 단다나 강, 자마드 강이라 불

렀다. 그리고 물탄 상류에서 체납 강에 합류하였으며 두 개 모두가 체납 강을 통과하

여, 물탄의 다른 방향을 통과하는 라비(Rāvi) 강으로 연결되었다. 그 후에 비야 강이 그

에 닿았고,2410) 모두 우자 가까이에서 신드 강에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그 모두를 신드

강이라 불렀다. 그리고 타타(Tatta) 땅 자락에서 오만 바다로 흘렀다.

신성한 지혜의 정확함에 따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초목이 자웅으로 성장케 하심

을 생각하지 아니 하는가>2411) 라는 창조주 건축가께서 견고한 산맥 속의 한 성벽을

그 넓은 지역의 둘레에 둘렀으므로, [978]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성벽으로 인해 적의 공

격의 울부짖음으로부터 안전을 얻었고, 보수의 어려움이나 시간의 반복 및 비바람으로

생겨나는 상처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모종의 문제가 그 곳에서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커다란 길은 세 방향이었다. 하나는 후라산으로 향하는데 그 길

은 극도로 험하여, 그 방향으로 향할 때 무거운 짐을 가축 등 위에 얹는 방식으로 운반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그 일에 익숙해져 그것을 어깨로 지

고, 며칠 동안 (이동하여) 가축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 지역으로 운반하곤 하였다. 힌두

스탄의 측으로 향하는 길 역시 같은 방식이었으며, 티베트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그 두

개의 길보다 쉬웠다. 그러나 여러 날 걸리는 길에 자연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건초가

많이 있었으므로, 동물들이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병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웠다.

[시] <그리고 신은 그에게 갑옷을 두 배로, 그리고 짧은 이야기에 대해 긴 보상을
주었다.>

요약하자면, 사힙키란은 29일 토요일 밤에 자브한 지역에서 이동하여 4 쿠루흐의

2409) 이란본Ⅰ에 따르면 ‘Dīr'샘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드나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어
vir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본문과 같은 표기가 정확하다. 이를 비르낙(Virnag)이라고도 불리는데,
전게서에서는 이를 스리나가르의 호수인 ’달 호수‘에 비정한다. 17세기 초 무갈 조의 군주 자항
기르가 이곳에 명문을 남겼는데, 이를 ‘비르낙 명문’이라고 한다.

2410) 이 설명만 보면 비야 강은 수틀레지 강인 것처럼 보인다. 혹은 수틀레지 강의 지류인 비야스
(Beas) 강과 혼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기록에 따르면 라비 강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2411) Qur'ān, Sūra al-Q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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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나아갔고, 단다나 강변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

승리를 새긴 깃발은 신의 가호를 받은 그의 지시에 따라 건설해 두었던 다리를 건넜는

데, 그 다리를 건너는 데에 타지크와 투르크 인으로 된 보병군이 매우 큰 도움을 제공

하였다. 미르 샤 말릭과 잘랄 이슬람이 임명되어, 모든 군대로 하여금 그 다리를 건너

도록 하였다.

221.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이 서둘러 통치와 영광의 왕좌

가 자리한 곳으로 나아간 이야기

주마다 알 싸니 월 말 일요일 아침에, 사힙키란은 군대보다 먼저 출발하여 사마르

칸트 측으로 나아갔으며, 단다나 강 하류로 20 쿠루흐의 길을 달려갔다. [979] 주디

(Jūdī) 산에 속해 있는 선바스트(Sānbast)2412)라는 장소가 훌륭한 존재인 바다가 안착하

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라잡 월의 축복받은 초(1399년 3월 9일) 월요일에, 선바스트

지역에서 재빠르게 회전하는 하늘, 즉 세계를 누비는 황색 말이 떠오르자, 상서로운 행

운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요새 부르자(Burūja) 주변은 상서로운 안착의 영예로 인해 드

높은 하늘의 질투를 샀다. 바로 그 첫 번째 날 오후 기도의 때에 기도를 행한 후에, 영

광스럽게 말을 몰아 잘랄리(Jalālī) 초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말을 몰아

저녁 기도 시간에 그 초원 바깥으로 나왔고, 파시 컬로 인해 나머지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모거키(Mughākī) 강변에 안착하였다. 부르자 마을에서 이 지역까지는 30 쿠루

흐였다. 이 황야의 이름이 잘랄리 황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 2일

화요일 새벽에 신드 강가는 자비와 사여의 바다가 도달하자 부끄러움의 땀에 잠기게

되었다. 나가즈 요새와 담벽에 대한 경계 및 주변 보호, 그 지역 길의 수호를 위해 임

명되어 있었던 일부 아미르들, 즉 피르 알리 술두스 및 다른 사령관들은 명령에 따라,

신드 강 위에 세 기둥과 작은 나무와 배로 다리를 세워두었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이 그 다리를 건너서 반 나절동안 그 강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미르 알라다드로 하여

금 그 다리 위에 머무르며, 뒤에서 오고 있던 유수진과 군대들을 건너게 하였다. 오후

기도 시간에, 때에 맞는 의무를 수행하고 행운으로 말을 몰아 10 쿠루흐의 길을 가서

안착하였다. 3일 수요일에 그 지역을 출발하여, 바누라는 지역이 축복받은 안착의 영광

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프간 인들의 소란의 격퇴를 위해 명령에 따라 바누에

있다가 7달 만에 다시 세계의 피난처의 뜰에서 동행하는 고귀함을 얻었던 피르 알리

타즈와 아미르 후세인 카우친과 다른 사령관들은, 이 장소에서 행운을 지닌 눈을 희망

2412) Sa'ādat-nāma에 의하면 서니스트(Sānīst)라는 이름이다. 현재 스리나가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49km 떨어진 곳에 산사트(Sansat)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그 남쪽에 계곡이 있어 그 계곡을 타
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스리나가르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진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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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코흘로 밝혔다. 복종의 입술이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은총의 도움으

로 그들의 희망의 눈이 훌륭함을 목도하게 되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980] 아홉 마리의

말과 천 마리의 소를 선물로 바쳤다. 사힙키란은 말들을 바로 그 바하두르에게 사여하

고 명하였다. “소들을 취하였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피르 알리 및 그와 함께 있었

던 무리들은 모든 군대가 그 영역을 통과할 때 까지 그 지역에 머물렀다. 4일 목요일,

노루즈였던 잘랄리 력 파르바르딘 月 초2413)에, 신의 가호로 나가즈2414)를 향해 나아갔

고, 5일 금요일에 나가즈 요새는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깃발의 도달로 인해 승전군의

병영이 되었다. 바로 그 날 샤자데 미란샤의 누케르를 파견하였고, 끝없는 승리의 획득

이라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 물자에 대한 걱정이 적어져 행운의 정원과 행복의 묘목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제르바이잔의 왕국에 전하였다.

[시] 세계정복의 군주이신 사힙키란, 행운의 샤한 샤의 행운으로 인해
세계는 끝에서 끝까지 하나가 되었다, 힌두스탄에서의 승리의 소문으로.

또한 바로 그 날 마흐무드 바라트 호자와 힌두 샤를 카불로 파견하여, 아프간 인들

이 일으킨 혼란을 몰아내기 위해 그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도록 하였다. (앞서) 이야

기하기를,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세계를 건설하는 깃발이 힌두스탄 방면으로 향하였을

때, 아프간 인들이 일으킨 혼란을 몰아내고 무슬림의 안전과 평화의 기초를 굳건히 하

기 위해 나가즈 요새를 명령에 따라 축조해두었다. 그러나 요새 옆에 달콤한 샘물 하나

가 성벽 바깥에 위치해 있었는데, 훌륭하고 올바른 빛의 원천인 사해 군주의 고귀한 태

양과 같은 판단은, 그 샘물이 요새 내부에 있기를 바랐다. 비록 자녀를 보고자 하는 소

망이 컸지만, 도시와 백성들을 위해 업무를 행하는 것이 자신의 꿈과 바람을 쟁취하는

것 보다 우선이라 여겼으므로, 그곳에 머물렀다. 별처럼 많은 군대 중에 어느 정도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와 함께 그곳에 도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거

세마 창고(Akhtā-Khāna)에 있던 도구 중에, 얼마만큼 편자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빛나

는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에게서 지시가 반포되었다. “승리를 동반

하는 등자에 동행한 그들에게 그 편자를 [981] 사여하라.” 사람들은 창공에서 편자를 얻

겠다는 열망의 불꽃이 켜지자, 병사의 수장들 모두는 각자 도달해 있었던 누케르들과

자신의 예속민들을, 일부는 그보다 많은 이들을 다시금 불러들였다. 그 후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요새를 보강하여 前述한 샘물이 요새의 내부가 되도록 하라.”

상세히 구획을 나누고 편자를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6일 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의

2413) Benno de Dalen의 변환기 상 변환내용과는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일도 하루 정도 차
이가 난다. 변환기에 의하면 801AH 라잡 월 3일은 수요일이며 1399년 3월 12일, 잘랄리 력으로
320년 마지막 날이다.

2414) 이란본Ⅱ에는 나가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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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기도시간까지 그 업무가 너끈히 행해졌고,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 발생하던 모든

아미르들과 귀족들은 자신이 명받은 대로 벽돌을 둘렀다. 월요일 저녁에 그 업무가 완

료되었을 때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누케르 중에 누스라트 카마리를 그의 코슌

중에 300명과 함께, 수장이 야룩 오글란이었던 3명의 조치 가문 오글란들을 400명의 우

즈벡 가문 사람들과 함께 요새의 보호에 임명하였고, 이리야브 요새와 샤누잔의 보호를

셰이흐 누르 앗 딘의 조카인 셰이흐 하산 사흐트 카만(Shaykh Ḥasan Sakht Kamān)에

게 맡겼다. 그리고 셰이흐 무바락 샤의 곤바드 측으로 영광스럽게 출발하여 그곳에서

안착하였다. 9일 화요일에 그 장소를 출발하여 카르마즈(Karmāj)라는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 계곡에서, 셰이흐 아흐마드 호자 아프가니(Shaykh Aḥmad Khwāja

Avghānī)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의 도달과 참석의 영예를 얻었고, 그들의 행운의

입술을 바다처럼 관대하신 손에 맞추어, 순결하고 달콤한 행운을 입술로 빨아들였다. 그

러나 셰이흐는 이 때에 식탁보를 펼치거나, 다양한 회합에서의 봉사와 같은 셰이흐로서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길을 정비함이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관례 또한 성공적

으로 행하지 않았다 - 축복이 은총의 아스합에게 있기를!

[시] 2415) 번성하여라, 이 축복받은 나무여! 그 그림자에서 의복을 취할 수 있으니.
그림자를 통해 생명에 안정을 부여할 수 있고, 때로는 과일로 테이블을 장식할 수
있다.

바로 그 날 오후기도 시간 때에, 아시카(Asīkā)라는 곳에 있는 셰이흐 압둘(Shaykh

'Abdul)의 집이 사힙키란의 영광스런 발걸음의 영예로, 천국의 정원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 셰이흐는 은총의 도움으로 봉사의 의무를 힘이 닿는 대로 수행하였다. 10일 수요일

에 [982] 아시카를 출발하여 라마크(Rāmak)2416) 입구로 들어와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

날에 마울라나 니마트(Mawlānā Ni'mat)2417)를 샤자데 샤루흐의 어전에 파견하여,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도달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11일 목요일에 수르합(Surkhāb)이라는 마을이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고 바

로 그 날 아침에 그곳을 출발하여, 카불의 공기가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먼지로 인해

좋은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떨어져 있던 여러 군사들 및 짐을 싣는 모든

당나귀를 출판 말릭 아가와 함께 그곳에 두고, 무바샤르를 남겨두어 그들을 돌보며 뒤

쫓아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곳을 통과하였고, 밤에 누(Nu) 라는 개울 입

구로 왔다. 그 개울은 물고기를 잡는 곳이었는데 그 분의 훌륭한 열의를 지닌 마음은

건축을 명하였으므로, 이 지시에 따라 그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다. 12일 금요일에

2415)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2416) 이란본Ⅰ에는 아라막(Ārāmak)라 되어 있다.
2417) 잠시 티무르의 어전에 있었던 니마툴라히 교단의 敎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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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개울의 입구를 출발하여, 가리안(Gharīyān)이라는 장소에 안착하였다. 거역할 수 없

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 길의 초입에 훌륭한 숙소를 벽돌로 짓도록 하라.” 축복받은

대오는 행운으로 나아갔고 복종을 행하는 자들은 명령을 수행하여 완성하였다. 13일 토

요일에 시바르투 산맥2418)과 그 좁은 계곡을 지났고, 산맥에서 약 두 파르상 거리에 위

치한 어떤 곳에 안착하였다. 그 날은 치명적인 화살의 적중으로 세계의 군주의 영광스

러운 손과 발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검은 포진이 정신없이 생겨났다. 하늘이 이 사건으

로 인해 멍해졌고 해가 그 현상으로 인해 혼돈에 떨어졌으며 즉시 정신을 잃기 시작하

였는데, 이러한 병을 얻었던 그 장소를 나후샤크(Nākhūshak)2419)라 불렀다. 바로 그 날

밤에, 헤라트에서 샤자데 샤루흐의 누케르가 도달하여 완화의 소식들을 영광의 귀에 전

하였다. 그 분의 심각한 병세로 인해 말을 탈 수 없었으므로 다음 날도 그곳에 머물렀

다. 세 번째 날에 그곳을 출발하여 휴식의 장소를 찾아 노새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 장

소에서도 여전히 병세가 심해졌으므로, [983] 근신들이 네모난 들통을 만들어, 세상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훌륭한 (사람) 운반 도구를 목에 잡고 계곡의 물길로 운반하였다.

그 길은 극도로 좁았고 그 가운데에 한 산맥이 있었는데, 시야흐 피치(Sīyāh-pīc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계곡 초입부터 그 산맥까지 26회, 그 산맥부터 계곡 끝까지

22회에 걸쳐 강을 건너야 했다. 15일 월요일에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 및 그 외

샤자데 부인들의 누케르들이 사마르칸트에서 도달하였고 선물을 보고의 영광에 전하였

으며 승리의 자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훌륭한 이들의 건강에 관한 소식을 보고하였

다. 사힙키란은 그들 중에 투만 아가의 누케르인 쿠틀룩 티무르를 파견하여 코끼리들을

유수진에서 서둘러 데려오도록 하였다. 축복받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가신들과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은 매우 슬퍼졌다. 밝은 낮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역

청으로 얼굴을 씻은 밤보다 더욱 어두웠다.2420) 17일 수요일의 늦은 낮에 계곡을 건넜

고, 평화의 영혼이 ‘신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라’라 하신 지고하신 신의 말씀

에 따라, 그 사해를 다스리시는 군주의 손과 발에 힘이 생겨났고, 회복과 건강이라는 아

침의 빛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신다>2421)는 日出地에서 떠오르게 되자,

세계와 세계 사람들의 평안의 원인이었던, 신앙을 지닌 왕의 위대한 건강상태가 신의

호의로 인해 평정의 상태로 돌아왔다. 추종자들은 감사의 의례를 수행하였고, 목요일 사

르업(Sarāb)이란 장소부터는 수레에 앉아 바클란 방면으로 향하였으며, 마지막 마을이

2418) 『勝戰記』에는 시바르투라는 지명을 지닌 곳이 두 군데 존재한다. 하나는 모굴리스탄 알말
릭 부근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미르 후세인이 살리 사라이에서 퇴각할 때 아무다리야를 건
너 머물렀던 곳이다. 본문에서 12일에 카불에 있었던 티무르의 군대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
해 천천히 진격하여 20일에 콜름에 이르렀는데, 13일 즈음에 도달하였던 곳이 시바르투이기 때
문에 카불과 바클란 사이의 산지를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419) ‘Nākhūsh’는 페르시아어로 정신이 없는, 혼미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2420) 이란본Ⅱ에서는 이 부분이 페르도시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 하였다.
2421) Qur'ān, Sūra al-Sh'urā'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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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로운 안착으로 인해 하늘보다 드높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죽을 먹었고,

행운으로 출발하여 카라불락(Qarābulāq)이라는 장소에 안착하였다. 미르자 피르 무함마

드의 부인들과 아미르 자한샤의 부인 및 아미르들, 그리고 바클란의 백성들이 적절한

선물을 갖추어 보고의 장소에 전하였다. 19일 금요일에 이슬람의 피난처의 깃발이, 새벽

에 사망간이라는 장소에 이르렀고, 바로 그 날 다시 이동하여 가즈닉(Ghaznīk)2422)이란

장소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20일 토요일에 콜름이 세계정복자 대오의 도달

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었고, 정오에 그곳을 출발하여 자정에 제이훈 강가에 이르렀다.

[984]

222. 사힙키란이 제이훈을 건넘과, 자녀들과 부인들이 축

복받은 만남이라는 행운을 얻은 이야기

라잡 월 21일 일요일에 사힙키란은 배로 강을 건넜고 그 곳에서 세계 정복과 통치

라는 하늘의 빛나는 별인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 및 드높은

장막이신 빅시 술탄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천막의 부인들,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켈

하눔과 투만 아가와 다른 샤자데들과 모든 아얀과 대인들과 귀족들이 사마르칸트와 주

변에서 마중의 목적으로 다가와, 고귀한 그 분과의 만남이란 행운을 얻었다. 즐거움과

기쁨의 혀가 승리의 축하로 장식되었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손이 금화와 보석을 뿌리

기 위해 펼쳐졌으며, 수많은 보석과 디나르가 금화를 뿌리는 관습으로 흩뿌려져, 모든

제이훈 강변의 모래들이 광산의 먼지처럼 보석과 금으로 뒤섞이게 되었다.

[시] 뿌려진 수많은 보석과 금으로 인해, 태양과 달빛이 가리어졌다.
너는 말하였지, 정결한 하늘의 회전으로 인해 모든 별들이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티르미드에 머물렀다. 월요일에, 예언자 가문과 관계되어 있는

그의 정직함이, 잘못은 가리어지고 의심은 사라지고 기반은 단단해져, 드높으신 태양보

다 영예와 영광이 확장되고 있었던 후다반드자다 알라 알 말릭(Khudāvand-zāda 'Alā'

al-Malik)이 세계 정복자 사힙키란을 위해 연회를 마련하고 적절한 선물들을 보고의 장

소에 전하였다. 23일 화요일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티르미드에서 자한샤의 동영지

로 이동하였다. 24일 수요일에 투르키 갸르마바(Turkī-gharmāba)라는 장소에 드높은

하늘과 같은 지위를 사여하였다. 25일 목요일에 카할카를 통과하여, 좁은 강이 자비롭고

훌륭한 바다의 안착 장소가 되었다. 26일 금요일에 자그달릭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2422) 이란본Ⅰ에는 ‘Ghazlīk’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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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었다. 27일 토요일에 쿠지 만다크가, 그리고 일요일에는 [985] 두르빌진

(Dūrbīljīn)의 장소가 (깃발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곳으로 샤자데 샤루흐가 헤라

트에서 도달하였고 그 행운의 눈이, 세계를 장식하는 세계 정복자 사힙키란의 얼굴을

보게 되어 밝아졌다. 축하와 금화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선물을 제공하였다.

[시] 샤자데가 부친의 앞으로 왔을 때 찬사를 바치고 금과 보석을 뿌렸다.
온 세계를 취하였던 세계정복자가 자신의 고귀한 (자녀를) 끌어안았다.
위무하였고 때와 장소의 상황에 대해 물었으며 그 만남을 기뻐하였다.

또한 사힙키란이 힌두스탄으로 향했을 때 사마르칸트의 유르트에 두었던 아미르자

데 우마르 이븐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발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이

때에 (그가) 정의의 확대와 예속민을 돌보는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므로, 보호와 돌

보심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곳을 출발하여 어떤 개울가에 안

착하였다. 그 달 마지막 날 화요일에 키시의 에람 바시(Iramvash)라는 지역이,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도달로 인해 천국을 닮게 되었다.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으로 셰

이흐 샴스 앗 딘 쿨라르와 다른 대 셰이흐들의 성묘 및 저명한 부친과 높은 지위에 있

었던 자녀들의 성묘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곤궁한 자들에게 자비로 수많

은 자선과 희생을 베풀었다. 이렇듯 15일 낮과 밤 동안 아크 사라이의 아름다운 묘소는,

상서로운 판단을 행하는 잠시드가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으며, 바라는 바와 목표에 따라

행운과 통치를 위한 명령이 수행되는 곳이었다.

[반구M iṣrā’] 규범을 지키는, 당대의 굴람인 하늘.

샤반 월 14일(1399년 4월 21일) 화요일에 키시를 출발하여 루다크(Rūdak)2423) 강변

에서 군주의 피난처인 궁정의 꼭대기가 해와 달의 정점에 닿았다. 15일 수요일에 차나

르 라바트(Chanār Rabāṭ)가 축복의 병영이 되었다. 16일 목요일에 그 산맥을 통과하여

쿠틀룩 유르트(Qutluq Yūrt)에 안착하였다. 17일 금요일에 그곳에서 그 분의 열의를 담

은 건축가의 건축물 중에 있었던 타흐타 카라차로 [986] 이동하였으며, 18일 토요일에

카라 테페(Qarā tūpe)2424) 정원에서, 자한나마(Jahānnamā) 왕궁이 그 분의 강력한 영예

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계를 안내(Jahān-namā)2425)하게 되었다. 19일 일요일에 다울라트

2423) 사마르칸트 영역에 위치한 마을 이름, 본문에서는 그곳을 흐르는 강을 가리킨다. 위치상 현
재의 샤흐리 사브즈 북쪽을 흐르는 카슈카다리야 강이라 볼 수 있다.

2424)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주에 속한 지명으로, 사마르칸드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
진 곳에 위치한다. 동일한 지명이 티르미드 부근 혹은 티르미드와 키시 사이에도 위치하여, ‘검
은 언덕’이라는 투르크어 의미를 지닌 만큼 흔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2425) ‘Jahān-namāy’라는 단어가 곧 ‘세계를 안내한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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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드(Dawlat Ābād) 정원이 상서로운 발걸음의 은총으로 인해, 이름과 그 이름을 지

은 자가 부합하게 되었다.2426) 20일 월요일 아침에 사힙키란은 영광스러운 時刻, 영예로

운 운명의 때에 그곳에서 딜구샤 정원의 궁정으로 갔다. 상서로운 명령으로 건축물이

새로 완성되어 있었는데, 점을 치고 축복하기 위해 그곳에 왕다운 연회를 마련하였고,

모든 부인들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얀이 출석하여 축복을 빌기 위해 축하의 혀를

열었다. 그리고 금화와 보석을 뿌리는 의식에 따라 많은 금과 디나르를 뿌려, 영예의

손님(Jūchīn)2427)들 하나하나에게 적절한 금액을 하사하였고 동반자 각각에게 모두 보석

을 만(Mann) 단위로 (주었으며), 금을 옷자락에 펼쳤다. 샤반 월 21일 화요일에 세계를

여는 깃발이, 마치 따스한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명의 왕이 왕국을 장식하는

것처럼 사마르칸트로 들어갔다.

[시] 숙명적인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시대가 바라는 그 희망이 떠올랐다.

상서로운 당대의 혀가, 비할 데 없는 사힙키란의 아름다움으로 귀결되는 시작을,

‘신을 찬송하라,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에 두시니 그 안에는 어

려움이 없으며 그곳에 서는 피곤함도 없노라>’2428)라고 찬양하였다. 목욕재개와 완전히

정화를 행한 후, 쿠삼 이븐 압바스(Farqad Qutham bin 'Abbās)2429) <그의 영혼에 평화

가 있기를!> 의 페르카드처럼 빛나는 성묘로 향하였고, 이웃들과 나머지 적절한 자들을

셀 수 없는 자선과 기도로 위무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귀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의

하니가로 왔으며, 오후기도 후에 치나르 정원과 나크시 자한 정원에 방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거이 이동하여 축복받은 방문의 영예로, (그 정원

들의) 비유적인 이름이 사실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에 뒤따라오고 있었던 코끼리 중에

한 마리가 도달하였는데, [987] 사힙키란은 그곳에서 높은 정원으로 이동하였고 뒤를 따

랐던 코끼리들과 유수진이 이르렀다. 전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었던 마와라안나흐르 주

민들은 그 거대하고 새로운 형체를 보고 놀랐으며, 경이로운 신의 완전한 창조물에 찬

사를 보냈다.

[시] 만일 코끼리의 발이 있다면, 만일 뱀의 비늘이 (있다면) 각각 연약함과 무력
을 그것에서 얻을 것이다.

2426) 일반적으로 OO아바드는 OO.라는 사람의 공헌으로 그 도시가 기초를 세우게 된 것을 기념하
여 짓는 地名이다. 그러므로 야즈디의 서술의 의미는, ‘다울라트 아바드’라는 도시의 이름을 짓
게 만든 ‘다울라트(행운)’의 이름처럼 이 곳이 행운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427)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99.
2428) Qur'ān, Sūra al-Fāṭer : 35.
2429)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티무르 조 시기 공동 무덤인 샤히 진다에 성묘가 위치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 마와라안나흐르로 이슬람을 전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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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을 사여하는 세계 정복자 왕의 애정은, 모든 샤자데들과 부인들, 왕국과 주변

의 백성들 중에 <각기 다른 계층에 있는> 모든 계층의 대인들과 귀족들에게 힌두 왕국

의 주요 물자와 희귀한 것들을 선물로 사여하였고, 각각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위에 따

라 보석과 금과 여 노예와 남 노예 및 그 외의 것으로 풍부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 그

리고 물탄의 하킴이었던 말루의 큰 형제인 사랑을, 두 무리의 코끼리와 힌두 왕국의 다

른 선물들 및 희귀한 물자들과 함께 아시파라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어전에 파

견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나머지 아미르들 모두에게 풍부한 선물을 제공하고

사여를 베풀었으며, 친절과 자비의 그림자가 세계와 세상 사람들의 정수리 위에 펼쳐지

게 하였다. 그 후 고귀한 샤자데, 샤루흐는 귀환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왕좌의 장소로

되돌아갔다. <신을 찬양하여라, 세계의 왕이신 분, 평화가 그의 창조물인 무함마드와 그

의 가문에 있기를!>

223. 사힙키란이 수도 사마르칸트에서 짓도록 하였던 금요

마스지드 건축에 대한 이야기

<실로 신의 사원을 방문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는 신과 내세를 믿고 예배를 드린

다.>2430) 는 쿠란의 시구가 이야기한 바에서 인용하자면, 마스지드 건물은 진실한 믿음

의 결과이다. 위대한 창조주의 본성과 기질 및 마지막 심판을 믿었던, 정의 확산의 후

원자이신 사힙키란은 이교도들과 적의 기반을 분쇄하고 이교도들의 [988] 배화 신전과

우상숭배 신전을 파괴하였던 힌두스탄 원정 도중에, 사마르칸트에 금요 마스지드2431)를

건축하고, 그 흉벽을 하늘의 단도(초승달)까지 높이기로 마음먹었는데, ‘믿는 것은 그 실

행보다 훌륭하다.’ 그리고 세계 정복자의 대오가 승리를 사여하고 길을 안내하는 신의

돌보심과 가호로 사마르칸트에 귀환하였을 때, 고귀한 명령이 그 하늘을 혼란케 하는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반포되었고 비할 데 없는 명령으로, 투시칸 해에 해당하는

801AH,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 14일(1399년 5월 20일) 일요일, 달이 사자자리에 있으면

서 태양과 이룬 60도2432)를 후회하고 금성과 60도를 이루게 되었을 때2433), 지식의 주인

2430) Qur'ān, Sūra al-Tūba : 18.
2431) 현재의 비비하눔 마스지드를 의미한다.
2432) Tasdīs : 어떤 별이든 그것이 다른 어떤 별과 (보통은 태양과) 땅에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60도 (천구 360도의 1/6)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책 내용에서 달이 태양과의 ‘Tasdīs’
을 후회하고 금성과의 ‘Tasdīs’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지구에서 보기에 달과 태양, 그리고 달과
금성 사이의 각도가 60도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는 12성좌를 지칭한다.
달이 만일 사자궁에 있다면 성좌 하나가 30도이므로, 2성좌를 건너 뛴 곳이 60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왼쪽으로는 전갈자리, 오른쪽으로는 소 자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이 둘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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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자들과 현명한 전문가인 장인들이, 상서로운 때에 알맞은 운명으로 그 기초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각각이 모두 (자신의) 지역에서 으뜸가는 자들이었던 민첩한 실무

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정확한 기술을 기초와 기둥의 견고함으로 드러냈다. 아제르바이

잔과 파르스와 힌두스탄과 다른 왕국의 조각가 중에 200명이 각 마스지드에서 일하였

고, 500명이 산에서 돌을 깎아 도시로 나르기 위해 배치되었다. 세계의 모든 거주지에서

수도로 모여들었던 여러 장인과 기술자들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

었고, 도구를 모으기 위해 힌두에서 사마르칸트로 데려왔던 산과 같은 체격을 지닌 95

마리의 코끼리 모두 일에 투입되어, 거대한 돌을 황소와 수많은 사람들로 끌었다. 그리

고 업무의 책임을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에게 부여하여, 노력을 통해 인간의 힘이나 인내

의 범위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와중

에 명령에 따라 이 시기에 자타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

이 특수한 가신 일부와 함께 도달하여 투만 아가의 하니가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

로 행운을 얻었으며, 금화를 뿌리고 조공의 관습을 행하였다. 사힙키란은 샤자데를 품에

안고 위무하였다. 그 분은 그 종교적인 업무를 완성하기 위한 극도의 노력과 헌신으로

스스로 건축에 참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989] 그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마스지드 주

변인 하님 마드라사와 투만 아가의 하니가에서 보냈다. 정의를 펼치고 백성들을 보살핌

에 매진하곤 하였던 신앙과 왕국의 법관들이 바로 그곳에서 판결을 내렸다. 즉, 축복받

은 호의의 은총으로 그 훌륭한 흉벽을, 마치 운명을 구축하는 사다리가 토성의 테라스

맞은편에 이른 것과 같고, 아름다운 뜰의 깨끗함과 영혼을 맑게 하는 공기의 청량함이,

망각의 줄을 천국의 정원에 대한 설명 위에 드리운 것과 같게 하였다.

[시] 그래! 천국의 여러 방이 그 드높음 때문에 모두 城이라고 인정하였던 거대한
건축물.

480개의 기둥이 돌로 조각되어 있었고, 각각은 7가즈의 폭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

높은 지붕과 새로운 카펫이 모두 돌판에 새겨져 완성되었는데, 그 높이가 바닥부터 지

붕까지 약 9가즈였다.

[시] 만일 그 작은 테라스의 지붕과 아치 중에 어떤 개울의 흔적이라도 (있다 하더
라도), 하늘과 은하가 아니라면 무엇도 말할 수 없다.

나에 태양이 있었다가 금성으로 바뀌었거나, 달이 사자자리에서 벗어나 이동하면서 각기 한 성
좌에 자리하고 있던 태양과 금성이 달과 이루는 각도가 60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Abū
al-Fazl Muṣafī,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pp.135∼6).

2433) 서력 1399년 5월 20일이다. 다만 이 시기의 별의 상황을 보면, 달이 사수자리에 있지 않아서
본문의 서술은 일종의 修辭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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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천정(Fard)가 있고 만일 하늘이 없었다면, 그 다음은 아치였을 것이다. 아
치(Ṭāq)는 만일 그 천장(Jaft)2434)이 없다면 은하였을 것이다.

그 네 구석 기둥 각각에서 미나렛이 머리를 하늘을 향해 뻗었고, <우리의 흔적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세계의 네 기둥에 전하였다. 그리고 일곱 번의

흥분을 준비하였던 그 거대한 문의 울음소리가 일곱 기후대에 있는 神의 노예(‘Abād)들

을 ‘이슬람의 안녕의 땅(Dār al-Salām Islām)’으로 불렀으며, 그 벽의 주변과 아치 둘레

의 안팎에 돌로 새겨 장식하였다. 그리하여 카흐프 장(Qur'ān, Sūra al-Kahf)이나 다른

쿠란 구절들의 말씀과 문구라는 광선이 그 위에 내리쬐었을 때, 그 제단과 키블라의 궁

극적인 아름다움은 실로 <그대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2435)라는 말씀

을 <너회가 어느 방향에 있든 간에 신 앞에 있는 것>2436)이라는 통찰력을 지닌 이들의

눈앞에 상기시켰다.

[반구M iṣrā’] 그것을 본 은총의 눈은........2437) [ 990]

그 철로 된 기도 장소2438)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한숨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

터>2439) 밝아졌고, <그것으로 신께서는 그들의 가장 훌륭한 행위를 받아주시어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준다.>2440)는 상황의 거울이 그에게 비추어졌다. 비록 그 거울이 한숨

으로 인해 어두워졌더라도, 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문 외우는 소리, 웅성대는 소리가

천상계에서 기도문을 외우는 이들에게 드리워지고, 그 거룩하고 신성한 소리가, <신께

서 명하신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명령받은 대로 엄하게 행할 뿐>2441)인 기도하는 자

들의 회당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신앙을 양성하시는 왕, 사힙키란에게 <신을 위해 마스

지드를 짓는 이는, 비록 시간의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천국에 집이 지어질

것이다.>2442)는 말씀에 따라 그 왕궁의 각 방에 천국만큼 훌륭한 문이 완성되었다. 그

리고 천국의 각 창문에, 그리고 각 이정표에 천국으로부터 <서둘러 천국으로 들라 그곳

은 하늘과 대지의 넓이이다.>2443)라는 말씀이 어느 날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조주와의

2434) 이 시에 등장하는 천정, 아치, 천장은 거의 동의어에 해당한다. 다만 이 단어들이 별도로 이
용되었으므로 구분을 위해 각기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2435) Qur'ān, Sūra al-Baqra : 144.
2436) Qur'ān, Sūra al-Baqra : 115.
2437) 이 부분은 실제로 공백이다.
2438) 키블라 방향으로 향한 기도장소.
2439) Qur'ān, Sūra al-Zārīyāt : 18.
2440) Qur'ān, Sūra al-Qāf : 16.
2441) Qur'ān, Sūra al-Taḥrī : 6.
2442) 이란본Ⅱ 미주 269에 의하면 6대 이맘 자파르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65).
2443) Qur'ān, Sūra al-Ḥadīd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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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만남의 장소였던 사향내 나는 모래밭에 있는 빛나는 설교단 위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라마단의 달에, 그

상서로움으로 귀결되는 낮에는 <단식은 즐거운 것이다>2444)라는 은총의 향기의 종결자

인 사향이 좋은 향기를 냈고, 그 고귀한 힘을 지닌 밤에는, 모임이란 등불의 빛이 밝아

졌다. 이렇듯 종교적 의무 수행이라는 은총과 단식의 관습 그리고 낮과 밤의 상서로운

(의무) 수행이, 행운의 이드 날을 위한 기도와 의무로 행해졌다. 바다와 같이 자비로우

신 사힙키란의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은, 딜구샤 정원의 기쁘고 즐거운 무대 위에 호의

의 광선을 드리웠고, 거대한 연회와 왕다운 잔치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 훌륭한 장막이

신 루키야 하니카가 연회를 마련하였는데, 하늘과 같은 터키석 색의 음료가 달과 같은

은잔에, 태양과 같은 금으로 된 큰 잔(Ṣaḥn)에 장식되었는데, 음악가인 금성은 이와 같

은 연회를 본 적이 없었으며, 처리의 주인이신 화살 노인(Pīr Tīr)도 그와 같은 것을 결

코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 <신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세상의 주와 창조의 창조주를 축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언제

나 항상, 아주 많이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주인이신 신께 찬사를 보냅니다> [991]

. 세계 정복의 시대 (1399∼1405년)

224. 사힙키란이 이란 영역으로 7년 전쟁을 행한 이유에

관하여

세계의 업무의 흐름이 공공연히 혹은 비밀스럽게, 그러나 확고히 결정되었던 하늘

의 운명의 명령에 따라,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시츠칸 해에 해당하는 798AH 가을

(1395-6년)에 코이 지역의 피르 우마르 나흐지르반(Pīr 'Umar Nakhjīrbān)2445)의 성묘

주변에서 즐거운 사냥을 행하였는데, 달리던 도중에 갑자기 어떤 산양과 부딪혀 안장

위에서 떨어졌다.

[시] 그 양을 산 채로 붙잡고자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운명은 다른 종류
의 계획을 세웠다.

지구상에 흔치 않은 전사였던 샤자데는, 머리와 목으로 땅에 떨어졌고, 땅에 심하게

2444) 이란본Ⅱ 미주 268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64).
2445) 혹은 피르 우마르 나흐자반이라고도 하며 『傳記들의 벗』에 의하면 마리드 황야에 그 영묘
가 위치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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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위대함이 사라졌다. 비명이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의

마음속에서 발생하였고, 대인과2446) 누케르들 모두가 모여들어 걱정과 근심에 잠겼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약간 움직임을 보였고 즉시 생명의 흔적이 그의 안에서 발견

되었다. 그러나 3일 밤낮에 걸쳐 여러 번 예기치 못한 졸도가 일어났고 改善의 담당자

였던 본성이, 도리어 改惡의 원인이 되었다. 아마도 그 또한 원인이었을 치료의 잘못이

실수 혹은 고의로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그 행운의 가문의 등불(이신 분의)

두뇌에서 커다란 병이 치명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의 지배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의 왕좌와 훌레구 칸 울루스의 원칙이 올바름의 완성 (단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992] 어떠한 발전도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하킴과 사령관들과 사방

의 군주들은 심지어 일생동안 복종의 머리를 어느 왕의 명령에도 숙이지 않았었고, 어

떤 왕에게도 순종의 발을 봉사의 어전에 두지 않았다가, (이 때에) 모두 그의 지고한

행운의 옷자락에 우정의 손을 두었고 복종의 발걸음으로 그 왕관을 세운 어전에 왔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라는 상상 속에서도 결코 주어진 적 없었던 군주다운 사

여와 다양한 위무를 얻고 있었다.]2447)

[시] 연회 날에 그의 마음이 관대한 손을 펼쳤을 때, 생각과 추측의 눈이 그 사여
로 인해 놀랐다.
그의 두려움이 증오의 칼을 전쟁에 뻗었을 때, 빛나는 태양이라는 샘물이 치명적인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발생 이후에 그의 행동과 말이 대부분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났

다. 때로는 단지 피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한 사람을 헛되이 살해하였고, 때로는 재물

을 낭비하였으며 건물을 파괴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군주에게

는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다. 그 중에 하나로, 이유 없이 초여름에 군대

를 몰고 바그다드 공격을 결정하고는 매일 두 (역참 거리만큼) 이동하였다. 사실 그의

의도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술탄 아흐마드의 견

고한 의지가 흔들리게 되어 바그다드를 두고 달아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샤

자데가 이브라힘 라크의 돔 형 건물에 도달하였을 때, 타브리즈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다.

“그곳의 일부 아얀과 귀족들이 연맹하고 맹세하여, 술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

다운 마음은,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되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달려 바그다드의 외곽에 안착하였다. 술탄 아흐마드는 (샤

자데가) 바그다드를 포위할 때가 아님을 알았을 때, 안정의 입술을 강한 이빨로 깨물고

2446) 이란본Ⅱ에는 아가(Āghā)로 되어 있으나 이 문맥에서 부인을 지칭하는 아가는 적절해보이지
않으며 이란본Ⅰ을 따라 대인(Āqā)이 더욱 적절하다.

2447) 이 부분은 타슈켄트본에만 들어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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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보전하였다. 타브리즈 측에서 다시금 와서 타브리즈 인들의 반란에 관한 의도를

[993] 되풀이하여 고하였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도달이라는 그림자를 그 지역에

드리웠던 승리의 샤자데는 이틀 후, 귀환의 목적으로 말을 몰아 타브리즈 방면으로 되

돌아갔으며 매일 2 (개의 역참 거리를) 이동하였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술수와 반란의

의도로 해악을 끼쳤던 무리들, 그 중에는 어떤 카디도 있었는데, 그 모두를 처벌의 칼로

베었다.2448) 그리고 바로 그 해 가을에 사이드 알리 샤키 아룰라트로부터 반역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는, 조사를 행하지도 않고 군대를 이끌어 그의 왕국을 약탈하였다. 샤자

데가 기쁨과 즐거움에 과도히 몰두하고 있으며, 왕국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질서를 유지

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을 때, (과거) 그들의 저항과 반역이

라는 악마가 사힙키란의 강력함이라는 유리에 부딪힌 적이 있었던, 사악한 천성을 지닌

이교도들이 용감하게 되었고, 그 분이 힌두스탄 원정에 나섰던 시기에 대담한 발을 복

종의 길 바깥에 두고 저항을 시작하였다.

그 때에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의 아들 술탄 타히르(Sulṭān Ṭāhir)는 예속 무리와

함께 알란작 요새에 있었다. 술탄 산자르 (이븐) 핫지 샤이프 앗 딘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줄곧 그 요새를 포위하고 있었고, 요새 주변과 사방의 모

든 성벽을 돌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요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

었고 바깥에서 요새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으며 요새의 주민들은 상당히 궁지에 몰

려 있었다. 그 때에 이교도들이 무신론자 중에 거대한 세력을 모아들였고, 사이디 알리

사키(Sa'idī 'Alī Shakī)는 비록 이슬람을 표방하였으나, 전술하였듯이 (그 분께서) 자신

의 지역을 약탈하였다는 이유로 이교도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포위의 고통으로 인

해 그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었던 술탄 타히르의 구출을 목표로 알란작 방면으로

향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지역으로 와서, 무슬림 왕국의 파괴를 위해 적의와 저항의 손을

열었다. 술탄 산자르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요새의 문을 버려두고 타브리

즈로 가서 상황을 아미르자데 미란샤에게 고하였다.

샤자데는 자신의 아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 여러 아미르들 예를 들어 술탄

산자르와 핫지 압둘라 압바스와 무함마드 카즈간(Muḥammad Qazghān)2449)과 셰이흐

무함마드 타바치와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그 혼란의 불길을 진화하도록 명을 내렸고

[994] 그들은 알란작 방면으로 향하였다. 이교도들이 알란작 요새에 이르렀을 때, 술탄

타히르가 내려와 그들에게 합류하였으며 요새를 핫지 살리흐(Ḥājjī Ṣālih)와 사이디 아

흐마드 오굴샤이(Sa'idī Aḥmad Oghulshāy)와 세 이교도 수장(Ajnāwar)에게 맡겼다.

2448) 이 반란은 전술한 파즐 알라 아스타라바디(Faẓ allah Astarābādī)의 후루피야 반란으로 볼
수 있다. 마흐디의 도래를 주장하며 사르바다르가 있던 후라산, 이스파한을 거쳐 아제르바이잔
과 시르반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는 1394-5년 사이에 미란샤에게 붙잡혀 알란작
에 가두어졌다가 처형되었다.

2449) 사본마다 그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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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도들은 대 아미르와 바하두르들을 ‘수장(Ajnāwar)’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의 목

적이 술탄 타히르의 구출이었으므로, 원하는 바를 이룬 이후에 되돌아갔는데, 바로 그

시점에 타브리즈 군대가 도달하였고 양측의 군대가 대열을 펼치고 전투를 벌였다. 이교

도들이 매우 우세하였으므로, 그들의 수장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 타브리즈 군의 좌

우익을 몰아내었다. 그리고 사아디 알리 샤키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방향을 틀어, 보복을

위해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 향하였다. 고귀한 샤자데는 1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

고 발을 굳건히 짓누르고, 한 대의 화살을 용기의 활 위에 올려 승리의 엄지손가락으로

쏘았는데, 사이드 알리의 투구 자락 위에 이르러 그것을 통과하여 그의 목 혈관에 안착

하였고, 그 뻔뻔한 자는 죽음의 땅 위로 떨어졌다. <(이는) 놀라울 것이 없다> <부전자

전이다!> 그러나 이교도들이 우세하여 타브리즈 군대를 몰아내었으므로, 샤자데 또한

방향을 돌려 무사히 그 구렁텅이의 바깥으로 나왔으며 이교도들도 자신의 영역으로 돌

아갔다. 한편 샤자데의 두뇌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 중에, 그의 본성이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와인 마시기와 주사위 놀이 게임에 몰두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명령이 그에게서 반포되었던 이유였다.

어느 날 그의 존경할 만한 부인인 한자데와의 대화 중에, 나쁜 추측을 불러일으키

는 저주의 말을 그녀에게 하였다. 드높은 장막 뒤의 여인은 그 말로 인해 매우 불쾌해

졌고, 그 중상모략에 대한 조사 및 근원을 (찾기 위해) 결연히 일어섰으며, 이 이야기로

인해 남자와 여자 무리들의 생명의 짚단이 그 고귀한 지위를 지닌 부인의 질투의 불꽃

으로 불타올랐다. 그 중에 와지르와 대리인 지위에 있었던 다울라트 호자 에이나크는,

겨우 자신의 부인과 함께 달아나 라이에서 바얀 카우친의 어전으로 갔고, 아미르로 있

었던 시기에 축적하였던 그의 일생의 성취를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다. 결국 이 공포

스런 사건은 한자데가 분노로 인해 사마르칸트로 향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사힙키란

이 힌두스탄의 성전으로부터 [995] 귀환하여 통치권이 자리한 곳에 안착하였을 때, 그의

고귀한 귀에 이란 왕국의 일부 상황, 특히 아제르바이잔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

식이 전해졌다. 또한 이 때에, 타브리즈로부터 왔던 한자데가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으며

차나르 정원의 왕궁에서 바닥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행운을 얻고, 자신의 남편 아

미르자데 미란샤의 두뇌에 발생한 죄악의 상황과 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불평을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전하였다. “만일 축복받은 깃발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

지 않는다면, 그는 저항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모든 야사를 포기하고 물자들

과 창고들을 낭비로 소모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힌두스탄 여행

의 고통에서 아직 편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긴 여행 후 통치의 왕좌가

위치한 곳에 4달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이란 왕국 방향으로 출발을 결정하였던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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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450) 세계는 商團(Kārivān)이요, 왕은 그 수장이었다, 그 상단은 짐이 매우 많
았다.
각 구석으로 짐들이 떨어지듯이, 업무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거기에서 업무들은 그의 벗이었고, 많은 피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225.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출발이 이란 땅으로, 7년 원정

으로 나아간 이야기

[시] 왕은 신의 그림자이다, 신에게 그들의 일은 별개의 방식이다.
비할 데 없는 힘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무지한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
심하지 않는다.
왕의 업무는 사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사람이 신의 그림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이에게, 身上의 편안함은 적절하지 않았다.
특히 그처럼 하늘 같이 현명한 왕은 보지 못하였다, 왕좌 위의 어떤 군주 중에서
도.

月은 매 달마다 창공의 밤색 말에게 새로이 편자를 박았다, 즉 낮과 밤에 계속 이

어지며 [996] 완전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태양은 매 아침저녁에 하늘의 자

락을 피로 물들이니, 즉 세계정복과 통치는, 칼을 휘두름과 우주를 누빔이 없이는 불가

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상서로이 시작한 후 완전한 노력을 계속 행한다 하여, 멍청한

운명이 길들여질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 해도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보복을

위해 길게 뻗은 칼이 계속하여 피를 마신다 하여 그의 행운의 계약이 질서를 얻는 것

도 아니고 그의 통치를 위한 규율들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넓은 하늘

과 같은 사힙키란 각하께서

[반구M iṣrā’] 그로 인해 영원히 세계 정복이 종결되었다.

비록, 1년 동안 계속 이동하고 멈추고, 황야와 산맥을 거치고, 전쟁과 살해의 어려

움을 견디며 이교도들 및 방황하는 무리들과 전쟁을 행하고 되돌아왔던 힌두스탄 원정

으로부터 어느 정도 휴식과 안정을 취하였으나, 보고받았던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다

시 이란 방향으로의 출발을 고귀한 마음으로 제안하였고, 왕다운 결정의 깃발을 들어

2450) Nizāmī, Panj-Gha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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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진동이 시공간에 드리워졌다. 대 타바치들은 명받은 대로 사방으로 사람을 파견하

여 병사들로 하여금 7년 원정을 준비하여,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 준비하는 한편,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였다.

[시] 샤의 출발의 결의라는 소식이 퍼졌을 때, 사방에서 군대가 움직였다.
사방으로부터 군대가 왔고, 각 지역에서 군대가 출발하였다.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아미르들 중에 있던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자한 말릭과 피르 무함마드 풀라드를 헤라트로 파견하여 그 샤자데로

하여금 군대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하게 하였고, 아미르 술레이만 샤를 먼저 타브

리즈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 이야기 속의 아미르들이 샤자데에게 이르렀을 때, 즉시, 후

라산 군대의 소집을 명하였고,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사이드 호자와 함께 지체하지 않

고 출발하였다. [997] 찬양받을 업적을 지닌 샤자데는 군대를 준비한 후에, 행운으로 말

을 몰아 바스탐과 담간의 길로 나아갔다. 자자름(Jājarm)2451)에 이르렀을 때, (그 때에)

제이훈을 건넜던 고귀한 오르두에서 타바콜 카르카라가 와서 명령을 전하였다. “후라산

의 병사들은 샤스만과 아스타라바드와 사리의 길로 향하라, 왜냐하면 대 오르두가 바스

탐과 담간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샤자데는 명받은 대로 결정의 고삐를 샤스만 방

면으로 돌렸고, 그 길에서 험난한 경로와 건초 및 위험한 식물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행운과 승리로 피루즈쿠흐에 이르렀다. 왕국을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으로 하여금 투란 땅의 보호를

위해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인 사마르칸트에 머무르도록 하였고, 경계를 지키고 있었

던 비르디 벡 (이븐) 사르부카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과 후다이다드 후세이니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사디크 타반과 아르군 샤 아흐타지와 일야스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다른 아미르들은 계속 샤자데와 동행하여 바로 그 업무

를 이어나가도록 하였으며,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 (이븐) 우마르 셰이흐를 안디잔과

그 영역의 수호에 임명하였다. 승리의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기묘한 우연으로 ‘승리에

가까운(Be-fatḥ Qarīb)’(이란 문구)를 연대표기명(Tārīkh)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도출

되듯이 투시칸 해에 해당하는 802AH, 초가을인 무하람 月 8일(1399년 9월 10일) 수요

일2452)에 이동하였다.

[시] 밝은 마음을 지닌 세계 정복자인 군주가, 훌륭한 왕좌에서 라카시(Rakhs
h)2453) 위에 올라탔다.

2451) 현재 이란 북후라산 주에 위치한 도시, 사브자와르에서 서북부로 약 142km　떨어져 있다．
2452) 앞서 801AH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be’가 빠진 형태였는데, ‘be’ 가 1을 의미하
므로 802AH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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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도움으로 깃발을 파견하였고, 세계의 병사들은 그의 피난처로 나아갔다.

카라 테페 정원은 축복받은 안착의 영광으로 고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

터 행운으로 출발하여 산맥을 통과하고 키시에 이르렀을 때, 셰이흐 샴스 앗 딘 쿨라르

의 성묘를 방문하여, 자선과 기도를 적절한 주인에게 전하였다. 그곳을 출발하여 티르미

드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상서로운 성묘 중에 특히 [998] 사이드들의 빛나는 순교자이

고 신의 벗이자 올바른 자였던, 세계의 축이신 분인 호자 무함마드 알리 하킴 티르미디

(Khwāja Muḥammad 'Alī Ḥakīm Tirmidī)2454), 대 셰이흐인 아부바크르 와라크(Abū

Bakr Warrāq)2455)와 다른 셰이흐들의 향기로운 성묘에 <신께서는 그의 영혼을 거룩하

게 하셨다> 마음 속 도움을 청하였고, 기도와 자선을 주변인들과 나머지 적절한 이들에

게 전하였다. 그리고 제이훈 강을 건너 발흐의 힌다완 성벽 아래의 초원에 안착하였으

며, 바로 그 곧은길을 지나갔다. 그 지역에서 쉬고 있는 신의 벗인 성스러운 영혼들, 특

히 호자 아카샤(Khwāja 'Akāsha)와 호자 자만(Khwāja Jamān)과 술탄 아흐마드 히즈

루야(Sulṭān Aḥmad Khizrūya)2456)와 푸자일 이야즈(Fuzaīl 'Īyāz)2457)와 수피얀 타우리

(Sufīyān Thaūrī)2458)와 나머지로부터 <신의 빛이 그들을 회복시킨다> 행운의 빛을 얻

고 흘러넘치는 사여를 베풀고는, 발흐의 관료였던 아미르 야드가르 바룰라스의 집에 상

서로운 발걸음의 영예로, 하늘처럼 드높은 강력함을 사여하였다. 그 아미르는 금화를 뿌

리고 비단을 바닥에 까는 의식을 행하였고 봉사와 연회와 조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운으로 말을 몰아 나아갔다. 그리고 여러 장소를 거쳐, 잠(Jām)2459)이라는

조그만 도적들의 장소가, 축복받은 안착의 막사가 되었다.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유수진

과 부인인 말릭 아가와 구하르샤드 아가(Ghuharshād Āghā)2460)와 자녀들이 헤라트로부

2453) 영웅 루스탐의 말 이름.
2454) 9세기의 순니 법학자이자 하디스에 정통한 전통주의자이나, 수피즘에 관한 유명한 저작을 남
기기도 하였다. ‘티르미드 도시의 大父(Ata Tirmidh)’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의 성묘는 현재 아
무다리야 강변, 티르미드 도시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455) 티르미드에서 태어나 발흐에서 활동한 수피 셰이흐, 수피즘에 관한 여러 저작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

2456) 히즈라력 3세기에 생존하였던 발흐 출신의 수피, 아타르 니사푸리의 집단성자전인
Tazkira-l-Ūlīyā에도 등장한다.

2457) 서력 8세기 사마르칸트 출신의 이슬람 신학자, Abu Ali 혹은 al-Talaqani이라는 이름으로 더
욱 유명하다.

2458) 서력 8세기 이라크 쿠파와 바스라 등지에서 활동한 울라마이자 하디스 집성자. 우마이야 조
에 대응하여 아부 탈리브 집안을 지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459) 같은 장에 ‘Jam’이라는 지명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아래에 등장하는 아흐마드 잠의 마자르
가 있는 곳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 이란 후라산 주의 토르바트-잠이며, 이 지명은 헤라트 동
쪽 213km에 위치한, ‘얌의 첨탑’으로 유명한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460) 향후 샤루흐의 통치시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샤루흐의 부인. 기야스 앗 딘 타르칸의 딸이며,
샤루흐의 정치 활동에 상당히 깊게 간여하였고 후계자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던 인물이
다. 마슈하드의 초석 역시 그녀가 닦았으며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마스지드와 마드라사 등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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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와서 그 곳에서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합류하였다.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

으며 보석을 뿌리고 조공을 바쳤다. 또한 이보다 4달 전인 801AH라마단 8일 목요일,

즉 잘랄리력 321년 호르더드 월 3일2461) 처녀궁이 상승점일 때, 헤라트에서 말릭 아가

로부터 태어났던 아미르자데 소유르가트미시(Amīrzāda Suyūrghatmish)를 사힙키란의

눈길 아래에 두었다. 그 분은 그의 얼굴을 향해 애정의 눈을 열었고, 기쁘고 즐겁게 되

었다. 또한 그 곳에서 아미르 아크부카가 헤라트로부터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복을

얻었고, 보석을 뿌리고 조공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였다. 왕다운 자비로 그를 위무하였으

며 특별한 예복으로 영광스럽게 하여 귀환의 허락을 사여하였다. 그곳을 출발하여 여러

장소를 거쳐 나아갔을 때, 훌륭한 지위를 지닌 셰이휼 이슬람, 아흐마드 잠(Aḥmad

Jām)2462)의 고귀한 마자르, <그들의 비밀을 거룩케 하라>에 이르렀다. 그의 정결한 巡

杯者가 훌륭함과 뛰어남으로 가득한 ....을2463) 제공하였고 가난하고 곤궁한 동료들을 희

생(맹세)과 자선의 음료로 기쁘게 하였으며, 성묘의 주인의 위대한 영혼에게 마음에 대

한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루스탐을 시라즈에 있던 그의 손 윗 형제 아미

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어전으로 파견하여, 형제들이 함께 바그다드로 향하도록 하였

다. 또한 아미르 순자크로 하여금 2000명의 기병과 함께 그와 동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하르가르드(Kharghard)와 파라흐가르드(Farāhghard)2464)의 황야에서 사냥을 즐겼다.

포위망이 서로 만난 지 2일 후에

[시] 넓은 초원 안의 각 구석에서 사냥감을 넘어뜨렸다, 한계 이상으로 많이.

그곳에서 지고하신 신의 보호와 더불어 니샤푸르와 바스탐의 길로 나아갔는데, 길

마다 승리자를 상징하는 군대에게 군량을 지급하며 라이 지역으로 들어갔다. 하르

(Khwār)2465)를 통과하였고, 아이바나크(Iywānak) 마을이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로 인해

토성의 테라스의 부러움을 샀다. 명령에 따라 마잔다란의 길로 진격하고 있었던 아미르

자데 샤루흐는 그 곳에서 세계정복자의 대오에 합류하였다.

226. 명령에 따라 먼저 왔었던 술레이만 샤의 사건의 나머

설하였다.
2461) 이 두 날짜는 모두 1399년 5월 14일을 가리킨다. 처녀궁이 상승점인 때는 12∼14시 사이이
다.

2462) 11-12c 수피이자 저술가. 시인으로, 현재 이란 후라산 주 ‘토르바트 잠’이라는 도시에 영묘가
있다.

2463) 이 단어에 대해서 이란본Ⅱ에는 ‘Kvūs’로 되어 있으며, 타슈켄트본이나 이란본Ⅰ에는 북
(Kūs)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두 단어 모두 의미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2464) 잠에서 서북쪽으로 약 102km 떨어진 곳에 위치.
2465) 이란 피루즈쿠흐와 다마반드 경계에 위치한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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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에 따라 먼저 타브리즈로 향하였던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라이에 이르러 라이의

다루가였던 바얀 카우친의 이야기에 따라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두뇌의 변화에 대해 파

악하였을 때, 타브리즈로 가는 것을 善策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마단으로 가서

머물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여, 아

미르 술레이만 샤의 앞으로 서신을 써서 마땅히 와야만 한다고 하였다. 아미르 술레이

만 샤가 타브리즈에 도달한지 2일 후, 아미르자데 미란샤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

를 상징하는 깃발을 마중하도록 파견하였을 때,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가 타브리즈의

외곽의 쿰 테페(Qum Tūpe)2466)라는 초원에서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고 예복을 입혔으

며 수많은 말들을 선물하였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

두르에게는 말과 의복을 주었고 그곳에서 카라바그로 향하였다. 승리의 사힙키란이 라

이와 샤흐리야르를 통과하였을 때, 아미르자데 미란샤가 도달하였지만, 그 날에는 만남

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1000] 바로 그 날, 아만이 시라즈에서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가 파견하였던 선물들과 함께 왔고,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획득하였으며,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보고의 장소에 전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

샤는 다음 날 발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으나, 그가

행했던 죄로 인해 은애의 눈길로 (그를) 보지 않았다.

[반구M iṣrā’] 그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난 그 불쌍한 자여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와 잘랄 이슬람은 명받은 대로 샤자데의 상황을 조사

하기 위해 먼저 타브리즈로 갔고, 그의 대리인들과 실무자들을 잡아 구속하였다. 그리고

디반의 장부들을 소환하여, 디반 알라에 속해 있고 샤자데가 쓸데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수 년 치에 해당하는 두 부분(Dū dāngah)2467)의 세금을, 장부에서 추출하여 모

두 되돌려 받았다. 그리고 고귀한 귀로, 왕국의 무질서의 원인이었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샤자데의 과도한 지향 때문에, 일부 측근들이 곁에 있던 장인들과 물자를 만드는

자들을 줄곧 선동하여 그에게 (쾌락을 위한 물자를) 제공하게 하였음을 듣고는, 복종할

필요가 있는 명령을 반포하였다. “그들을 경고의 나무에 매달게 하고, 샤자데의 모임의

측근들, 예를 들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제들에 관해 시와 산문과 방식으로 (저술하

2466) 타브리즈에서　서북쪽으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
2467) 본래 이 단어는 지명으로 많이 쓰이지만, 본문의 문맥상 지명이라기보다는 ‘Dānghah’의 본래
의미인 ‘부분’이라는 의미에 따라 두 종류의 세금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세목
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세목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문맥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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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지한 내용이나 우스갯소리 등에 있어서 당대의 독보적인 자이자 놀라움이었던

마울라나 무함마드 쿠히스타니(Mawlānā Muḥammad Quhistānī)2468), 모든 음악 기술에

서 시대의 유일한 자였으며 당대의 으뜸이었던 우스타드 쿠툽 앗 딘 나이(Ustād Quṭb

al-Dīn Nāī)2469)와 하빕 우디(Ḥabīb 'Ūdī) 및 압둘 무아민 구얀다 ('Abd al-Mu'amin

Ghūyandah) 모두를 붙잡도록 하라.” 그리고 나무 기둥에 데려갔을 때, <너는 내가 죽

을 때 살아난다>2470) 는 말씀에 따라 마울라나 무함마드가 농담으로 우스타드 쿠툽 앗

딘에게 말하였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수장이자 우두머리였던 우스타드에 대한 봉사

에 의거하여, (지금)도 바로 그 방식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무거운

돌이 쿠툽 나이를 긴 끈으로 아래로 던져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 순번이 마울라나 무

함마드에게 이르렀을 때, 이 두 시구를 지어 불렀고 시구가 자신의 운명이 되었다,

[1001]

[시] 만일 당신이 어쩔 수 없었다면 잘못된 신앙은 일의 마지막이며 인생의 끝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승리자가 당신을 이긴다면 교수대에 남자답게 발을 두라, 세상은 고정되어 있
지 않다.

그들의 친구 또한 바로 그 (죽음의) 음료를 맛보았다

그리고 사힙키란이 술타니야에 이르렀을 때 무자파르 나탄지(Muzaffar Naṭanzī)가

이스파한에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갖가지 종류의 도구

들과 귀중한 것들과 희귀한 것들로 된 풍부한 조공을 바쳤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카라다라와 아르다빌을 통해 카라바그 방면으로 향하였으며, 무간(Mūghān)2471)과 아크

탐 황야에서 사냥을 행한 후 아라스 강변에 안착하였다. 그 강 위에 배로 다리를 엮어

행운과 건강함으로 건넜고, 카라바그 아란을 영광의 천막을 치는 곳이자 행운의 깃발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고귀한 오르두는 우마르 타반의 유르트였던 카투르켄트(Qaṭūrkint)

주변에서 동영하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그곳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행운을 얻었고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아미르들과 그의 군대의

아얀들이 각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공을 바쳤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샤키 지역의 왈

리였던 사이디 알리 아룰라트가 조지아 군대와 동맹하여 알란작 요새로 왔으며 그 무

지한 자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므로, 이 때 그의 무리와 왕국의 지배 책임자였던 그의

2468) 이란본Ⅱ 미주 273에 의하면 그는 점성술이나 신비적 학문에서 이름난 학자였다고 한다
(YZN/Ṣādiq, p. 1465).

2469) 이븐 아랍샤에 의하면 그는 미란샤의 근신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2470) 이란본Ⅱ 미주 271에 의하면 이는 예언자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65).
2471)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접경지대, 아라스　강　유역에　위치한　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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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이디 아흐마드는 그의 부친의 죄로 인해 하늘의 굴람인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시르반의 말릭 아미르 셰

이흐 이브라힘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그는 훌륭한 충심으로 그 분의 가신들을 따라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

[시] 누구든 헌신으로 복종하는 자의 머리는, 고개를 외면하는 자의 그것보다 높아
질 것이다.

셰이흐 이브라힘은 왕다운 용서를 청하며 그를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고

귀한 발치로 데려가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에 이르게 하였다. 사이디 아흐마드는 복속

의 땅을 예의의 입술로 맞추었고 [1002] 셰이흐 이브라힘은 그의 죄에 대한 용서를 왕

다운 자비의 지지자에게 청하였다. 사힙키란의 애정이 그의 죄라는 밑그림에 용서의 펜

으로 서명하였고, 다양한 위무와 돌보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부친의 지위와 자리

를 그에게 사여하였다. 셰이흐 이브라힘은 수많은 선물을 가져와 연회를 마련하였고, 그

연회를 위해 여러 말과 양들을 잡았는데 어떤 주방으로도 그 조리가 불가능해지자, 타

바치들이 그것을 군대에게 분할하여 모두를 요리하였고 연회의 날에 바카울들에게 맡

길 정도였다. 다른 연회의 도구들도 모두 그에 걸 맞는 정도였다. 그 후에 조공을 바쳤

고 여인들과 굴람들과 동물들과 다양한 직물들과 천과 장인들과 조공 품목과 무기들과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그 중에 6000마리의 말을 바쳤다.

227. 주변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새가 도달한 이야기

앞서 말한 상황 중에,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상징 및 확증에 해당하는, 평화와

관련된 소식들이 세계의 주변과 사방에서 이르렀는데, 그 중에 (이와 같은 소식이 있었

다.) 티무르 쿠틀룩 오글란이, 툭타미시 칸의 약화 및 패배 이후에 사힙키란의 어전에서

(모굴리스탄으로) 갔고, 울루스 조치의 칸位가 그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

여 한계를 넘어 스스로를 충만하다 생각하도다.>2472) 라는 말씀대로 배은망덕을 행하여

반항하였으나, 이 시기에 사망하였고 그 울루스는 좌절하며 흩어지게 되었다. 다른 것

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국을 통치하였던 말릭 알 자히르 바르쿡이, 덧없는 삶의 저당

금을 다시 맡겼다(사망하였다,) 이에 그의 아미르들과 왕국 사람들 사이에 저항과 전투

가 발생하여 갈등과 살해가 행해졌으며 그의 아미르들의 아얀 중에 다수가 살해되었으

나, 부친의 후계자(Walī 'Ahad)2473)인 그의 아들 파라즈(Faraj)2474)는 존재감과 권위를

2472) Qur'ān, Sūra al-'Alaq : 6-7.
2473) 아랍어로 'Walī al-'Ahad'이며 군주권을 이어받을 왕세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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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걱정에 잠기게 되었다.

또 다른 것은 키타이 지역에서, 그 왕국의 왕이며 한동안 신을 모르고 길을 잃은 채로

살았던 톤구즈 칸이 사망하고 혼란이 그의 울루스와 무리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다

른 것은, 자타의 하킴인 히즈르 호자 오글란이 [1003] 죽음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자, 그

의 아들들, 샤마이 자한 오글란과 무함마드 오글란(Muḥammad Ūghlān)과 시르 알리

오글란(Shīr 'Alī Ūghlān)과 샤 자한 오글란(Shāh Jahān Ūghlān) 간에, 사악한 사람들

의 선동으로 인해 적의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 (이

븐) 우마르 셰이흐가 아미르들과 함께 안디잔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모굴리스탄으로

가서 거대한 행운의 영예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적들을 패배시키고 황폐하게 하였

다는 점이다. 하루 만에 도달한 이 모든 소식들은, 소식을 전하고 행운을 바라는 이들

의 행복과 기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신을 찬양하여라!>

그 중에 전술한 아미르자데와 관련된 사건은 이와 같다. 자타 울루스가 히즈르 호

자 오글란의 사망으로 인해 걱정에 잠기게 되었을 때,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는 그 상

황을 기회로 여겨, 비록 15세의 연소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잔 군대를 징집하고

그에게 동반하고 있던 아미르들, 예를 들면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와 누락 바룰라스

(Nūrak Barlās)와 바얀 티무르 (이븐) 벡직 자타와 피르 핫지 마라시(Pīr 'alī Malash)

와 바흐만 자운 쿠르바니(Bahman Jaun Qurbānī)의 아들 시르 마스트(Shīr Mast)와 함

께 모굴리스탄으로 진격하였다. 또한 고귀한 명에 따라 자타에 있었던 아미르들, 예를

들면 비르디 벡과 후다이다드 후세이니와 아미르 샴스 앗딘과 압바스와 다드 말릭 바

룰라스(Dād malik Barlās)와 사디크 타반과 나머지들 또한 진격하였다. 샤자데의 수행

원들이 카슈가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들이 그에게 합류하였으며 함께 용감한

얼굴을 그 방향에 두고 야르칸드(Yārkant)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통과하여 사룩

코메시(Sāruq Qumish)과 카핑(Kaplīn)2475)과 일리 호수와 야쿠르간(Yāqūrghān)과 차하

르 타크(Chahār Tāq)2476)과 키유크 바그(Kīyūk Bāgh) 모두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우시

(Ūsh)2477)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주변에 유르트를 두고 있었던 무리와 울루스들이, 일

부는 복속을 위해 앞으로 나왔고 일부는 이동하여 악수(Aqsū)의 길로 향하였다. 굳건한

요새가 있었던 우시를 갖은 노력으로 점령하였다. 악수에는 세 요새가 있었는데, 서로

길로 연결되어 있었고 무척 견고하여, 그 지역과 주변 주민들이 그곳을 재앙으로 얼룩

2474) 맘룩 술탄국 부르지 왕조의 바르쿡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알 나시르 파라즈(1386-1411).
2475) 중국 신강성의 악수(阿克苏) 남서부로　1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명. 하평현(柯坪县)
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476) 이곳에서는 이 단어가 고유 지명으로 쓰였으나 이 단어는 본래 4개의 아치, 즉 사각형 모양
을 가지고 네 면에 모두 아치 모양으로 뚫려있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集史』의 기록 중에 쿠
차 부근에 ‘차하르카하’라는 지명이 있는데, 카하가 울타리, 뜰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을 때
의미가 상통하는 지명이라 볼 수 있다.

2477) 악수에서　서쪽으로　８５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스현(乌什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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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혹독한 당대의 희망의 장소로 여기고 있었다. 그 아미르자데는 아미르들과 함께 출

발의 고삐를 악수 방면으로 꺾었고, 도착하였을 때 외곽에 안착하였다. 공성전 도구 준

비 및 구축, 예를 들면 임시망루2478)의 축조와 굴 파기, 사다리와 노포 및 그 외의 것들

을 마련하였다. 약 40일간 전투를 행하였을 때, 요새의 주민들이 [1004] 복속하여 조공

을 문 밖으로 파견하였고, 그곳에 있었던 키타이의 상인 무리들을 또한 물자와 함께 바

깥으로 내보내어 스스로를 희생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파이(Pāy)2479)와 쿠산(Kūsan)2480)

방면으로 약탈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파이는 하영지였고 쿠산은 동영지였다. 승

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파이와 쿠산을 공격하고 아미르 히즈르 샤의 부인, 핫지 말릭 아

가(Ḥājjī Malik Āghā)와 그의 딸인 이순 말릭(Isun Malik)과 나머지 모두를 포로로 잡

았으며 타림(Tārim) 또한 공격하여 다수의 무리들을 그 장소에서 이동시켰다.2481) 그

2478) 사전 Farhang-i Iṣṭilāḥāt-i dīvānī dūrān-i Mughūl에 의하면, 이 단어 역시 ‘Murchal’과 마
찬가지로 군대가 만나기 위해 구축된 장소, 병영을 의미한다고 하나, 문맥에 따르면 그와는 거
리가 멀다(Shams Sharik Amīn. Farhang-i Iṣṭilāḥāt-i dīvānī dūrān-i Mughūl, p.76).

2479) 악수에서　동북쪽으로　 1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이청 현(拜城县)을　의미한다.
『歷史의 精髓』에는 이 지명을 ‘바이’라고 하였으므로 실제 발음에 더욱 가깝다. 하피즈 아브루
는 ‘아미르 후다이다드 모굴’, 즉 모굴 칸국의 초창기에 6인의 군주를 모셨던 두글라트 부 울루
스벡 출신의 아미르가 이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시드 史』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카말 앗 딘에 의해 투글룩 티무르 칸의 모든 후예가 살해되었을 때, 히즈르 호자 칸을 비호하
여 그를 데리고 카슈가르, 바닥샨과 호탄, 샤릭위구르, 롭과 카탁을 돌아다녔고, 투르판과 카라
호자 등지에서 세력을 재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TR/Thackston, p.31). 그가 악수의 패배 소
문을 듣고 바이 성채를 열어둔 채로 산으로 도망갔으므로, 그곳에서 이스칸다르가 아미르 히즈
르 샤의 부인 핫지 말릭 아가와 그 딸인 이순 말릭 아가를 취하였다(ZT/Jawādī 2, p.896).

2480) 이는 서역의 도시 중에 하나인 ‘쿠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明 洪武帝 시기에 귀부
한 샤릭위구르를 구성하는 네 개의 衛 중에 曲先이란 衛로 볼 수도 있다. 본래 이 위소명이 쿠
차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문 하단에 등장하는 ‘타림(帖里)’을 ‘타림 분지’를 가리키는 지역명이라
기보다 샤릭위구르에 속하는 4개의 위소 중 하나인 타림衛라 본다면, 쿠산 역시 위소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集史』나 『라시드 史』에서는 쿠산(Kūsān)과 쿠차(Kūjā)를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문에서 ‘쿠산’이라는 단어가 특정 군민집단인 衛의 이름이 아니라 바
이청과 동-하영지의 쌍을 이루는 지명으로 쓰이고 있는데다, 14세기 말에 샤릭위구르는 본래의
지역인 롭과 카탁 등에서 동진하여 청해성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 쿠산은
예부터 서역에 존재하였던 오아시스 도시인 쿠차를 가리키는 단순지명일 가능성도 있다.

2481) 타림은 가욕관 서쪽에 위치한 明代 관서 8衛 중에 4개를 구성하는 샤릭위구르 출신 衛의 명
칭이다. 그러나 명이 이 위소들을 주도적으로 설치하였다기보다는, 샤릭위구르가 스스로 명에
복속하였을 때 이를 安定衛라는 위소로 삼은 한편, 그 휘하에 있었던 수장 4인에게도 각기 金
印을 주어 별개의 위소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샤릭위구르가 홍무제에게 복속한 것은 1375년
(洪武7년 6월 28일)인데, 그 이후 그들 간의 내분 및 關東에 위치한 티벳계 위소의 침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와해되고 명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가, 1396년 경 藍玉의 西征軍에 항복하고
陳誠이 샤릭위구르로 파견되어 새로운 군주인 타가이 쿠툭투(塔孩虎都魯)를 安定衛 指揮로 세
우는 한편, 關東에 위치한 甘州의 肅王 등이 이 지역에 명의 세력을 확대하여 다시 샤릭위구르
및 關西 위소들이 명에게 복속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스칸다르의 타림분지 침입은 그 이후
인 1399년에 해당하므로, 타림분지의 세력들이 점차 티무르조와 멀어지고 명과 긴밀해지는 상
황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타림분지의 위소들은 당시 베쉬발릭에 위
치하였던 모굴 칸국 히즈르 호자 칸 및 그 자손들이 티무르와 혼인 동맹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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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차지한 후에,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는 악수에서 호탄으로 향하였는데, 호탄에서

키타이의 수도인 칸 발릭까지는 물길로 161개 역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카

라호자까지 35개 역이고, 카라호자에서 키타이의 경계인 투트카울까지는 산에서 산으로

벽이 둘러져 있었으며, 대문이 있고 집과 역참들이 세워져 있고 어떤 무리들이 그곳에

서 변경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31역이었다. 그곳으로부터 키타이의 도시 중

에 하나인 섬서까지 55역이었고 그곳으로부터 칸발릭까지 40역이다. 한편 40개의 역 외

에도 다른 길이 있어, 호탄에서 키타이의 경계까지 40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어떠한 마을도 없고 모래가 많았다. 또한 그 황야에 팠던 우물은, 아무리 빨리 물을

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독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이 마셨을 때 사망하게 되었

다. 이상하게도 두 우물 사이가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는 죽음을 일으키

고 하나는 맛좋은 곳인 경우가 있었다. 호탄으로부터 카슈가르까지는 50일 거리였으며

카슈가르로부터 사마르칸트까지는 25개의 역이 있었다. 호탄에는 두 강이 있어 그것을

우랑 카시와 카라 카시로 불렀다. 그 강의 돌의 다수는 옥이었고 그곳에서 다른 왕국으

로 운반되곤 하였다. 두 강의 물은 모두 카란구 타크로부터 흐르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가 호탄에 이르렀을 때, 그 주민들이 복종의 발

걸음으로 바깥으로 나와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사힙키란의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그

지역의 요새와 성묘들을 차지하였다. 그 아미르자데는 카란구 타크 방향으로 갔는데, 그

곳에는 [1005] 어떤 산이 있어 높고 극도로 가팔랐으며, 계단의 아래가 닫혀 있고 그 위

로 높이 솟아 있어, 호탄의 거주민들과 예속민들은 혼란스러운 사건들과 피난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산의 요새로 향하였다.

아미르자데가 그 산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되돌아와 그 겨울을 카슈가르

에서 지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굴인들과 아름다운 호탄인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하여,

셰이흐 야사울과 더불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후에

설명될 시리아 공격 때에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이르렀다.

한편 한 여인과 한 마리의 말을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파견하였다. 그는

군대와 함께 자타의 공격을 목표로 투르키스탄에 왔었으나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가

(그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사실이 샤자데의 마음을 무겁게 하

였으므로 그의 선물들을 거절하고 그곳으로부터 귀환하여 사마르칸트로 갔다. 그리하여

봄이 되었을 때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는 안디잔으로 와서 그곳에서 다시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만나기 위해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그리고 아크 쿠탈(Āq Kūtal)2482)

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샤자데의 마음이 바뀌어 그대를 잡을 생각

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 걱정하게 되었고 안디잔으

맺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2482) 사마르칸드와 후잔트 사이에 위치한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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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환하여 요새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던 아미르들, 예를 들면 피르 무함마드 (이븐)

타가이 부카와 피르 핫지 이븐 말라시는 이 뜻을 저항과 적대로 여겨, 안디잔의 군대를

모았고 요새를 포위하였다.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는 그들과 이야기하여, 요새 바깥으로

나와 장미 정원에 안착하였다. 그 곳은 아미르자데 우마르 셰이흐가 세웠던 정원이었

다. 그들은 그의 사적 누케르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이 소식을 사마르칸트의 아

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측에 파견하였는데, 그에게 저항의 생각이 있어, 요새로 들어

갔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私的 누케르들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하였다. 샤자데의 어

전에서 사람이 왔고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를 누케르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보냈으며,

쿠하크 강변에서 그를 샤자데에게 보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재판을 하여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는 감옥에 가두었고, 그의 아타벡인 바얀 티무르 (이븐) 벡직을

그 아미르자데의 26명 누케르와 함께 살해하였다. [1006]

228.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움직임이 조지아

의 이교도들을 향하여, 함샤 계곡 방면으로 움직인 이

야기

<선지자여, 믿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라.>2483)라는 말씀대로,

이교도들에 대한 성전 및 신앙 없이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멸종은, 항상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마음 속 눈길이 닿는 곳에 있었다. 그리하여 카라바그가 승리가

움트는 병영이었던 바로 그 겨울, 802AH2484)에 조지아로의 성전을 위한 진격이 결정되

었다. 그리고 셰이흐 이브라힘과 사이드 아흐마드에게 예복을 주어, 다양한 위무와 보살

핌으로 특별하게 하였으며 귀환의 허락을 사여하였다. 그리고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

이 반포되었다. “모든 군대에서 10명 당 3 사람이 10일분의 군량을 취하여 세계 정복자

의 대오에 동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군대와 유수진들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보호와 더불어 원정을 시작하여, 모든 샤자데들과 함께 그 왕국

으로 향하였다. 쿠라 강변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복속의 필요가 있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배를 모아 강의 초입에 다리를 만들도록 하고, 샤와 병사들은 그

다리로 건너도록 하라.” 셰이흐 이브라힘이 시르반 군대와 함께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

에 합류하였으며 사이드 아흐마드 또한 동반하였다. 축복받은 대오가 그곳에서 이동하

2483) Qur'ān, Sūra al-Anfāl : 65.
2484) 802AH은 서력 1399년 9월 3일부터 시작되는데, 티무르 군대가 마와라안나흐르에서 진격한
때가 802AH 무하람 월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도달하여 카라바그에서 동영을 하고, 그 중에 일
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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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샤키를 통과하였고, 이교도들의 거주지였던 함샤(Khamshā)2485) 계곡 쪽으로 나아갔

다. 그 모든 계곡은 정글이었고, 꼬여있는 나무들로 인해 불어오는 바람조차 쉽게 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다.

[시] 하나의 풀숲이 이처럼 좁고 혼란스러우니, 그곳을 가는데 걱정이 앞선다.
그곳의 나무들은 마치 서기들의 글씨처럼 서로 얽혀 들어갔다.
하늘에서 그 안으로 태양이 내리쬐지 않았고, 길의 좁았으므로 개미에게 피부를 긁
혔다.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승리의 전문가인 군대들은 10그루의 나무

를 [1007] 낫과 도끼와 톱으로 넘어뜨려, 5-6코슌이 서로서로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

의 폭으로 길을 만들라.” 그 때 20일 동안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었고, 계속하여 구름

이라는 어두운 색깔의 비단 천에서 산과 평원 위에 장뇌 가루들을 흩뿌리고 있었다. 이

슬람의 군대가 저주로 귀결될 이교도들의 영역에 이르렀을 때, 성전사들은 신에 대한

찬사와 찬양의 함성을 터키석 색 아치의 굽어진 곳(하늘)에 드리웠으며, 성전의 칼을

보복의 칼집에서 뽑아들었다. 왜가리의 깃털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땅의 눈 위를

믿음이 없는 자들의 피로 (붉게 하여), 튤립과 박태기 꽃의 (붉은) 얼굴이 (그 붉음을)

질투할 정도였다.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안전은 얻지 못하였고,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사

라지게 되었다. 그 망할 죽은 자들의 수장이자 지지자였으며,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있을>2486) 함샤는 무력하게 다급히 집과 물자를 두고 달아남을 선

택하였으며,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은 그를 찾기 위해 악수 계곡까지 서둘러 좇아가

수많은 소와 양, 그 외의 물자들과 귀중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 함샤가 사자를

사냥하는 성전사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불꽃처럼 정글로 달아났을 때, 믿는 이들의 피

난처인 병사들은 지옥의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질렀고, 마을들을 파괴와 약탈의 태풍으로

황폐케 하였다.

[시] 지옥의 거주자들과 집들이 불탔고 신앙의 얼굴이 성전사들의 승리로 밝아졌
다.

그 방황하는 자들의 즐거움은 술 없이는 불가하였다. 그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것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그리하여 누구든 죽으면

2485) 샤키에서 조지아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나, 포도나무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트빌리시 동쪽, 알라자니(Alazani) 강을 따라 형성된 알라자니 계곡으로 보인다.

2486) Qur'ān, Sūra al-Muṭaffīn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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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언이었다,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을 술로 씻고, 포도나무로 관을 만들어라.

술이 없이는 매장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 이교도 인을 괴롭히고 그들의

즐거움을 망치기 위해, <지옥이 그들의 안식처이다.>2487) 라는 말씀에 따라 고귀한 명

령이 반포되었다.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에게 정원을 할당해주고 모두 산 위로 올라가,

지옥의 주민들이 [1008] 맛있는 술을 위해 키우고 있었던 포도나무들을 뿌리부터 캐내

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껍질을 파내며, 그 지역의 건

축물들, 특히 먼지로 얼룩진 그 자들의 옳지 못한 기도 장소였던 교회들을 무너뜨려라.”

사힙키란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기묘한 우연 중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바르

스 해였던 지난 해 겨울에는 힌두스탄 마을과 델리 지역과 주변 및 갠지스 강에서 성

전을 행하였고 우상사원들을 파괴하였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번 투시칸 해 겨울에

는, 조지아 지역에서 성전을 행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신은 누구의

말인지 안다.>

[시] 너의 출발이라는 빠른 말이 힌두로부터 걸음을 거두어, 두 번째의 걸음을 아
란(Arrān)2488)을 몰아내는 데에 두었다.

맹세컨대 만일 이스칸다르가 있었다 한들, 그의 행운의 말은 이 너른 곳에서 수천

번 땅으로 고꾸라졌을 것이고, 만일 에르도완2489)이 뛰어다니며 말을 몰았다 하더라도,

단지 거리를 통과하는 책임 이상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시] 정의의 벗이 돕는 사람, 그의 이야기는 별개의 상황이다.

229. 승리의 깃발이 함샤 계곡의 성전에서 귀환한 이야기

성전의 광장에 있던 전사들은, 약 1 달 동안 그 도시의 위아래를 점령과 우세함이

올라탄 작은 배에 맡겼고, 수많은 이교도 수장들과 믿음이 없이 사악한 행동을 행하는

일반인들을 불꽃을 지닌 물기어린 칼로 지옥의 바닥으로 보냈다. 그들의 하킴 함샤의

명성은 약화되었고 이교도 지역은 극도로 황폐해졌는데, 그때에 공기의 강력한 차가움

이 한계를 넘어섰으며 길은 엄청난 눈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1009]

2487) Qur'ān, Sūra al-Tūbeh : 73.
2488) 아제르바이잔의 왕의 이름이자, 해당 지역의 지명이기도 하다.
2489) 파르티아 제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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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름이 장뇌 색 조각들을 흩뿌렸고, 눈眼은 마치 칼의 샘물처럼 시들었다.
세계는 나이든 하늘(Charkh-i Chanbarī)의 형태로, (흰) 수염과도 같은 눈을 모았
다, 마치 사자처럼.
불도마뱀(Samandar)2490)의 아름다운 색깔에 대한 질투로, 물 가운데 있던 오리가
불꽃(Āzar) 위에 (앉았다.)
전날(Dey) 목화 작업장에서 목화솜을 뽑아냈다, 봄이라는 향수 商人이 가게를 차
렸다.
바흐만(Bahman)이 피해갈 정도인 자비 없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꽃이
돌과 鐵 안으로 (들어갔다).
추위라는 화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밝은 태양(M ihr)은, 검은 구름 바깥으로 머
리를 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군대들은 힘을 얻지 못하였고, 말들에게는 나무껍질을 외에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가축들이 사망하였다. 사힙키란은 귀환의 대오

를 허벅다리 아래에서 출발케 하여, 쿠라 강을 건너 승리와 기회 및 휴식이라는 말을

타고 카라바그로 귀환하였다. 축복받은 오르두에 안착하였으며 자녀들의 희망의 눈을

상서로운 영예로 밝혔다. 그 곳에서 ‘위대함의 주인’께서 내리신 선물로 아미르자데 할

릴 술탄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상서로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를 바르칼(Barkal)

이라 이름 하였다. 며칠 동안 연이어 축하와 금화를 뿌리는 관습을 행하였으며 왕다운

연회를 마련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이 더해졌다. 그 사이에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었

다. “알란작 부근에서 발생한 조지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잘못을 저질러 달아났었던 아미

르자데 미란샤의 아미르들을 대 디반에서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라.” 아미르자데 샤루흐

와 아미르들은 명령을 이행하였으며, 상황에 대한 심문과 조사 후에, 사건의 경과를 영

예로이 보고하였다. 복종해야 할 명령이 반포되어, 핫지 압둘라 압바스(Ḥājjī 'Abd allah

‘Abbās)와 무함마드 카즈간을 야사의 나무 앞뒤로 때리고, 제일 먼저 달아났었던 윰 함

자 아파르디(Yumn Ḥamza Apardī)를 야사에 처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샤자데

들의 청원으로 목숨을 구하였고 그 또한 나무 앞뒤로 때렸으며, 그들 각각에게 처벌로

300마리 말을 바치도록 하였다. [1010] 또한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누케르인 모든 귀족들

에게, 상황에 따라 50마리부터 200-300마리의 말을 (처벌로) 배당하였고 그 모든 말들

을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보병들에게 할당하였다. 한편 왕다운 애정은 그 전투에서

용기를 내어 사이디 알리 샤키를 한 대의 화살로 죽음의 땅에 내던졌던 아미르자데 아

부바크르에게, 다양한 위무와 돌보심으로 은총을 사여하였다.

2490) 살라만더, 불꽃 안에서 산다는 상상속의 동물. 불의 정령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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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왕은 신의 그림자이다, 그에게 보상을 내렸고 피지배민들의 옳고 그름에 따라
친절과 무력으로 보상을 내렸다.

또한 이 때, 전술하였듯이 여러 차례 잘못된 행동을 보였던 부르한 오글란에게 다

시금 거대한 처벌을 내려, 무력의 샤흐나의 지시에 따라 야사에 처하였다. 그의 아들

또한 바로 그 쓴 잔을 맛보았으며 그의 코슌과 누케르들을 루스탐 풀라드(Rustam

pūlād)에게 주었다. <영광이 그에게 있다. 누가 원하겠는가, 그분이 원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다.>2491)

230. 잠에서 시라즈 방면으로 향하였던 아미르자데 루스탐

의 나머지 상황들과, 그의 손윗형제 중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에게 나타났던 처벌에 관한 이야기

아미르자데는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명에 따라 잠에서 시라즈로 향하였고, 아미

르 순자크가 2000명의 기병과 함께 명령에 따라 그의 등자에 동반하였음은 前述하였다.

그들이 야즈드와 아바르쿠흐 길을 통해 시라즈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

드는 형제를 위해 카라바그에서 연회를 베풀고 예복을 입혔으며, 100,000케베키 디나르

를 사여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순자크, 시라즈에 있었던 그의 조카

하산 잔다르와 하산 차그다올은 명령에 따라 비바한과 슈시타르 길을 통해 바그다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미르 압바스의 친족 중에 있었던 아미르 사이드 바룰라

스2492)와 알리 벡 이사('Alī bīk 'Īsa)는 시라즈에서 도시의 보호를 위해 [1011] 머물렀

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지시가 반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내려져, 그들의 뒤를

쫓아 나아갔다가, 몸이 지쳐 앓고 있지도 않는 병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는 슐 지방의

요새 나반잔에서 되돌아왔다. 한편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앞서 말한 아미르들은 루르 아

스타라그(Lur Āstarag)2493)를 람 호르무즈에서 공격하여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였고 그

곳으로부터 원정을 행하여 데즈풀을 건너 두분다르(Dūbundār)2494)라는 곳에서 모든 사

키(Sākī)2495)와 필리(Fīlī)2496) 무리들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아가, 바드라

2491) 이 아랍어의 문구는 Qur'ān, Sūra al-'Imrān : 26의 구절과 유사하나 같지는 않다.
2492) 앞에서 ‘아미르 아부사이드 바룰라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2493) 대　루르인　중에　한　갈래인,　두라키　바흐티야르　부족의　일파이다．
2494) 데즈풀 근교,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2495) 루리스탄, 후지스탄과 하마단 등지에 거주하는 부족명.
2496) 이들 역시 루리스탄, 특히 ‘필리 지방’이라는 특정한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며, 루르 인과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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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ādrā)와 바스카(Bāskā)를 약탈하고 포로로 잡았다. 802AH주마다 알 싸니 월(1400년

1∼2월)에 만달리(Mandalī)2497)에 이르렀을 때, 술탄 아흐마드의 명령으로 그곳에 있었

던 아미르 알리 칼란다르는 전투를 원하였으나 그를 한 번의 공격으로 패배케 하였으

며, 그의 사람들 중에 11명을 붙잡아 머리를 깨부수는 칼로 제거하였고 만달리를 파괴

와 약탈의 무대로 삼았다. 한편 꾀병을 이유로 길에서 되돌아갔던 아미르자데 피르 무

함마드는 시라즈에 이르렀을 때, 그와 동반 중이었던 나쁜 일부 타직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혼란스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살해의 독이나 다른 옳지 못한 생각들을 실

제로 준비하였다. 그의 누케르들 중에 아미르 사이드 바룰라스의 무리들이 그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조사의 때에 그의 면전에서 말하였다. 아미르 사이드는 그를 파한다

르(Fahandar)2498) 요새에 가두었고, 스스로는 그를 지켜보기 위해 요새에 머물렀으며,

알리 벡 이사를 도시에 두고 고귀한 왕좌의 발치로 소식을 파견하였다. 사힙키란의 안

착의 병영이었던 카라바그의 동영지에 아미르 사이드의 사신이 도달하여 상황을 고하

자,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아미르 알라다드가 시라즈로 가도록 하라,

샤자데를 잘못 가르쳤던 선동가들을 야사에 처하고, 아미르자데 루스탐을 그의 큰 형제

대신에 임명하니 그를 묶어 데려오도록 하라.”

아미르 알라다드는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시라즈에 이르렀을 때, 잘못 가르친

선동가들 중에, 마울라나 무함마드 할리파(Mawlānā Muḥammad Khalīfa)와 사이드 자

라흐(Saīd Jarāḥ)와 루스탐 후라사니(Rustam Khurāsānī)를 바로 그곳에서 야사에 처하

였고, 무스타파 코슈치(Mustaufa Qūshuchī)의 손과 발을 베었으며 무바락 호자

(Mubārak Khwāja)와 무힙 [1012] 샤르바트다르(Muḥib Sharbatdār)와 셰이흐자데 파리

드(Shaykhzāda Farīd)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인장을 이라키

아랍의 아미르자데 루스탐 어전에 파견하였다. 만달리에서 흩어진 후에 아미르 알리 칼

란다르가 그에게 이르렀고, 전술한 아미르자데는 명령에 따르고자 쉬지 않고 그곳에서

시라즈로 향하였다. 그리고 명받은 대로 하산 잔다르와 하산 차그다왈은 그와 함께 돌

아왔다. 아미르 순자크는 참차말 길을 통해 축복받은 오르두의 장소인 카라바그로 향하

였다. 만달리에서 승전군의 용감한 타격으로 인해 달아났던 아미르 알리 칼란다르가 바

그다드에 이르러 상황의 형태를 술탄 아흐마드에게 고하였을 때, 거대한 괴로움이 그에

게 발생하였고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명을 내렸다. "모든 문을 닫고 다리를

열도록 하라." 이 때에 드높은 행운의 업무책임자들로부터 어떤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

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힙키란은 후지스탄의 지배와 그 보호를 시르반이라는

이에게 사여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세금 징수에 마음을 다하여 장악의 손을 펼쳐, 샴스

앗 딘 디흐다르와 그 지역의 다른 유지들 및 일반인들을 여러 가지 稅目으로 괴롭혔다.

르드 인이 혼합되어 있다.
2497) 바그다드에서　동북쪽으로　약　1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란－이라크　국경도시．
2498) 본래는 파한다르(Panhandar)가 더욱 정확하다. 시라즈 근교의 요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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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바이자 대인들 중에 일부를 살해하였으며 1000명의 정비된 기병과 함께 바그

다드로 향하여 봉사의 허리띠를 묶고, 지지의 발걸음으로 술탄 아흐마드의 어전으로 나

아갔다. 술탄 아흐마드는 그의 도달을 따스하게 맞이하였고, 갖가지 보살핌으로 은총을

사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밀리에 아미르들과 예속민들과 함께 우정의 문을 빠져나갔

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액, 10000∼300000 바그다드 디나르를 받아냈다. 그런

데 신성한 운명의 우연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세한 세목이 그의 서기에게서

사라져 쿠라 바하두르(Kūra Bahādur)라 하는 술탄 아흐마드의 누케르들 중 한명의 수

중에 떨어졌으며, 술탄 아흐마드가 극도의 두려움으로 대문들을 닫는 사이에, (그 내용

이) 그에게 보고되었다.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1000배가 되어, 전체의 금액 중에 10000

디나르를 신의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술탄 아흐마드는 즉시 그를 소환하여 자신

의 손으로 목을 베고자 하였다. 본래 시르반을 일부 아미르들, 예를 들어 쿠툽 하이다

르(Quṭb Ḥaydarī)나 만수르(Manṣūrr) 등과 함께 오이라트(Ūīrāt)2499) 공격을 위해 파견

해두었는데, [1013] 야드가르 아흐타지(Yādghār Akhtājī)를 파견하여 아미르들에게 메세

지를 주어, 시르반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바그다드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또한 1주

일도 채 되지 않아 도시에서 자신의 사람들 중에 약 2000명을 살해하였으며, 그의 모친

의 자리에 있었고 그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와파 카툰(Wafā Khātūn)을 워스트로 보

내어 베개를 그녀의 얼굴 위에 짓눌러 살해하였으며, 그의 행운의 하렘에 있었던 다른

부인들과 수많은 하인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여 티그리스에 던졌다. 그 후에 집의

문을 닫고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길을 내어주지 않아, 바우르치들이 자신의 죽을 가지고

오면 문을 두드려 그것을 맡기고는 다시 문에서 돌아갈 정도였다. 여러 날 이렇게 어두

움 속에 머물렀으며, 近臣 중에 6명에게 명령을 내렸다. “私的 목장에서 7마리의 짐 나

르는 말을 잡아 그 쪽에서 티그리스로 데려가도록 하라.” 어느 날 밤, 배를 타고 도하하

여 그 6명과 함께 말을 몰아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에게 향하였다. 그러나 한동안 요리

사들은 계속하여 음식을 (그의) 집 문 앞에 가져가 봉사하는 자들에게 맡기곤 하였고,

사람들을 그의 사라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술탄 아흐마드가 카라 유수프에게 이르렀을 때, 그와 그의 군대들은 도시의 약탈에

욕심을 내어 바그다드로 왔다.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강 맞은편에 위치한 한 장소에 두

고 자기 스스로는 배로 건넜다. 카라 유수프와 투르크멘에게 제공된 수많은 현금과 직

물과 무기들과 아랍산 말들과 그 외의 귀중한 물자들은 그들을 기쁘게 하여, 반역의 손

을 펼치지 않고 넘어가게 하였다. (그들은) 사힙키란 군대의 공격에 대해 극도로 두려

워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첩자들을 파견하여 그 분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었다. 802AH말

에 소식이 도달하였는데, ‘국가를 개창하는 깃발이, 출발의 얼굴을 시바스 측으로 두었

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만일 하늘과 같은 군대가 룸과 시리아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2499) 타슈켄트본에　있는　모음기호에　따랐다(YZN/Urunbayeb, 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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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구원의 통로가 될 퇴로가 닫히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파라즈를 도시의 보호를

위해 남겨두고 부인과 자녀와 물자들과 자신의 소중한 물자들을 집어 들고, 카라 유수

프와 함께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룸으로 달아났다. 알레포에 이르

렀을 때, 그곳의 하킴인 티무르타시가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도시 바깥으로 나와 그들

의 길을 막았다. [1014] 전투가 발생하였을 때 패배가 알레포 군대에게 발생하였다. 그

들은 그곳을 출발하여 룸으로 갔으며, (이후) 시바스 공격에서 그들과 마주쳤던 일부

승전군과의 사건은, 발생한 때에 서술할 것이다.

231. 사힙키란이 조지아로의 성전을 위해 쿠릴타이를 한

이야기

기독교도의 상징인 제비꽃과 유대교를 의미하는 수선화의 때였던 겨울이 마지막에

이르렀고, <그것을 죽은 대지로 보내어 죽은 땅을 다시 소생케 하니>2500)라는 시구의

내용을 전하는 산들 바람이 무슬림과 관련된 붉은 꽃을 피웠다는 좋은 소식, 즉 <붉은

장미의 향기로부터, 예언자 알리는 나의 눈꺼풀이었다 - 신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을 때, 하늘처럼 강력하신 승리의 사힙키

란은 루이 해 초2501)에, 동영지 바깥으로 나왔다.

[시] 봄에 땅 위가 마치 아름다운 얼굴과 같아졌을 때, 쿠릴타이를 하였다.
모든 샤자데들과 대인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모였다.
세계 정복자는 군주들과 함께 결정을 내렸고 주변에 현자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
왔다.

논의의 술잔을 돌린 후에, 이교도 및 적의 무리에 대해 聖戰을 행하는 것이 고귀한

바람을 담은 마음 속 목표가 되었다.

[시] 그 후로 도구들이 마련되고 연회가 세워졌으며 왕다운 축제가 준비되었다.
세계 정복자인 군주가 밝은 마음을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로 들어올렸다.
평원의 뜰이 음료로 가득 찼고, 모두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기쁨과 즐거움이 극에 달한 후에, 행운의 업무들을 결정하였다.

고귀한 태양과 같은 판단력이 전우들의 상황 위에 위무와 호의의 광선을 드리워, 승

2500) Surah-i Fāṭir : 9.
2501) 루이 해는 서력 1400년 1월 27일에 시작한다. 히즈라력 802AH 주마다 알 싸니 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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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깃발인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모든 군대들에게 사여를 내렸으며, 보병들을 기병

으로 만들었고, [1015] 조지아 방면의 길과 역참들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리고 신의 보호와 함께 카라바그에서 말릭 기오르긴(Malik Gurgīn)의 영역으로 향하였

다.

[시] 왕좌 위에서 말 위로 올라탔고, 운명의 힘으로 깃발을 파견하였다.

10일 이후에 바르다 황야가 수많은 세계정복자 대오의 병영이 되었고, 하늘을 닮은

왕궁의 지붕이 달의 정점에 닿았다.

[시] 모든 황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막과 차양들로 가득하였다.

과거 신의 돌보심으로 그 분에 대한 복속과 봉사를 통해 은총을 얻었던 타하르탄

이 에르진잔에서 도달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

쳤다.

[시] 땅을 입술로 날인하였다, 찬사를 펼쳤고 찬양을 늘어놓았다.

사힙키란은, 갖가지 왕다운 애정과 자비를 그에게 사여하였고, 예복과 모자와 허리

띠로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툭과 깃발, 큰 소리를 내는 북을 만들어 에르진잔으로 귀환

의 허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자기가 자리한 곳의 수호와

지배에 노력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 영역을 룸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

라.”

[시] 세계 정복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공정과 사여를 향해 깨어있으라, 노력하고,
일을 하라!
그 지역 사람들을 돌보라, 그리고 룸의 적을 경시하지 말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였고, 사냥을 하면서 여러 장소를 거쳐 나아

갔다. 그리하여 조지아 지역이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먼지로 인해 좋은 향기를 갖게

되었을 때, [1016] 기오르긴의 어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타히르 이븐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를 우리에게 보내라.” 사신이 사악함으로 귀결되는, 나쁜 신앙을 지닌 그자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는 극도로 무지하고 사악하였으므로 올바른 방식으로 대답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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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운으로부터 어떤 득도 보지 못한 자, 그에게는 지식의 광선이 내리쬐지 않
는다.
그의 혀가 칙령의 길을 가리었으므로, 쓸모없고 옳지 못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
다.

사신이 되돌아와 상황을 보고하였을 때, 믿음 없이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고통

으로 귀결될 뻔뻔함으로 인해 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꽃이 더욱 불타올라, 유수진에서 분

리되어 급히 나아갔다. 그리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에게 명하였다. “조지아 영역으로

들어가, 이교도의 지역에 신에 대한 찬미와 찬양의 울부짖음을 드리우고, 이교도들과 사

악한 백성들에 대한 성전을 위해 용기의 손을 펼쳐, 그들의 지역과 거주지를 파괴하고,

나무와 곡식들을 익은 과일과 늘어진 송이들과 함께 뿌리부터 베어내도록 하라.” 조지

아인들은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높은 산과 험준한 동굴로 피난하였고, (그곳에) 도달

하여 장악하고 점유한다는 것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험준한

장소에 요새를 확고히 세우고 거주지를 닫았다. 이슬람 군대의 바하두르들에 대한 용감

한 도우심이 사힙키란의 거대한 행운의 힘으로 견고하였으므로, (그들은) 깊이 고민하

지 않고 이교도의 말살을 위해 용기를 내어, 일부 용감한 자들은 생명을 포기하고 상자

에 앉았으며, 그 일부를 체인과 줄로 단단히 하고 상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어

동굴의 맞은편에 이르게 하였다. 그 전투의 용사들은 연결된 상자에서 용감하게 일어서,

성심을 다해 聖戰으로 손을 펼쳤고 사악함으로 귀결되는 이교도들에게 이슬람의 복수

를 행하였다. 그 동굴에서 은신하고 있던 잘못된 신앙을 지닌 비 종교인들을 화살과 창

의 타격 및 도검의 가격으로 제압하였고, 동굴로 들어가 그 먼지로 얼룩진 이들을 물기

어린 칼로,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 불에 이글거리고 있다>2502)는 (지옥의) 불꽃으로

파견하였다. [1017] 그리고 그들의 은신 장소였던 곳에 불꽃과 기름을 던져 나무로 지었

던 건축물들을 태웠다. 비록 이교도 주민들과 사악한 자들의 수가 많아, 저항과 전투를

행하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목숨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매번 <실로 신 안에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승리자라>2503)라는 말씀에 따라, 신성한 승리의 미풍이 끝없는 호

의의 (바람 부는) 곳에서 이슬람의 깃발 위로 불어왔고, 승리의 호머 새가 힘과 운명의

창조주의 돌보심이라는 창공에서, 신앙을 양성하고 정의를 펼치는 왕의 군대 위에 구원

의 날개를 펼쳤을 때, 이 지역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이교도들의 도움과 후원의 기반이

었던 50개의 유명한 요새가 점령되었다. 그리하여 모두 <신은 그분의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신다.>2504)는 감화와 가르침으로 이슬람의 행운을 부여하였고

그에게 안전을 사여하였다. 그러나 누구든 극도의 방황과 저항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2502) Qur'ān, Sūra al-Baqrah: 24.
2503) Qur'ān, Sūra al-Māyedeh : 56.
2504) Qur'ān, Sūra al-Baqrah: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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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쿠란을 믿지 아니한다.>2505)고 하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의 머리를 몸으로부터 聖

典의 칼로 베어냈다.

[시] 신의 은총으로, 종교를 향하여 길을 나아가는 모든 이는 구원되었다.
왕국을 취하는 성전사들의 수장은. 이교도들의 목숨에 안전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힙키란은 후라산의 군대 중에 일부 저명한 자들과 보병 군대를, 트빌리시의 수호

에 임명하여 머무르게 하고 무크란(Muqrān)2506) 초원에 안착하였다. 믿음이 없는 기오

르긴은 샤리아를 지지하는 자들의 증오의 흔적을 확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늑대가 덤

불에 도사린 사자를 두려워하며 달아나듯이 달아났다.

[시] 적들이 무기력해지고 비참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희망 없이 떠돌아다녔다.

조지아의 수장과 그 지역의 대인들은 극도의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비참함과 미약

함으로, 위대하고 드높으신 끼블라를 향해 간청과 요청의 얼굴을 두었고, 복종의 장소에

서 후회와 울부짖음의 혀로 안전을 청하였다. [1018]

[시] 사힙키란의 왕궁으로 왔다. 찬사를 읊으며, 울부짖으며 왔다.
마음이 목숨으로부터, 희망이 이승으로부터 도려내어졌고, 모두가 용서를 청하는
혀를 열었다.

그 지역을 이슬람의 보복의 화성인 군대가 점령하고 소유하게 되자, 오랜 기간 동

안 줄곧 그 근본 없는 불운한 자들의 옳지 못한 숭배 장소였던 교회와 두르(Dur)2507)

모두를, 승리의 도끼와, 종교에 관해서는 관용이 없는 정으로 무너뜨려 땅과 평평하게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도문 외우는 소리와 신에 대한 찬사의 소리가 그 거주지에 드

리워지고, 그 영토가 은총의 주인인 성전사들의 도착이라는 은혜로 인해, 아잔(Azā

n)2508)을 읊고 가장 훌륭한 종교의 순나와 율법을 이행하며 예언자들의 명령을 수행하

여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 이익은 시대의 끝까지 견고히 지속되는, 기반이 단단한 운

명의 나날로 이어졌다.

2505) Qur'ān, Sūra al-Sabā' : 31.
2506) 트빌리시에서 서북쪽으로 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초원.
2507) 교회에 상응할 만한 의미를 ‘Dur'의 여러 뜻 중에서 찾을 수 없었으나,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이 이름을 지닌 건축물이 있다. 예를 들면 샴스 앗 딘 쿨랄의 영묘는 ’Dur al-Talavat'인데, (독
경을 읊는 집)으로 해석된다. 일종의 종교적 건축물을 통칭하는 단어라 볼 수 있다.

2508)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마스지드의 첨탑에서 외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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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힙키란이 성전을 위해 자니 벡 그루지에게로 향하

였던 이야기

말릭 기오르긴 왕국에서의 승리와 점령 이후, 성전의 행운을 동반하는 사힙키란의

분명한 (그 분의) 판단은 조지아의 여타 영역으로 마음의 눈길을 두어, 다른 유수진을

놓아두고 무크란 황야를 출발하여 자니 벡 그루지(Jānī bīk Ghrujī)의 계곡을 향해 깃발

을 들어올렸다.

[시] 왕좌에서 왕좌로 나아갔다, 하늘과 같은 능력을 지닌, 만월처럼 살찐 갈색 말
을 타고.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먼저 나아갔다, 모두 대열을 갖추고 빠르게, 단도를 지니
고.

페르카트와 같은 천막 위 초승달이 그 계곡의 日出地에서 떠올랐을 때,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가 영역과 사방을 장악하였고, 트럼펫과 북과 뿔피리 소리로, 진동을 그

산과 계곡에 [1019] 드리웠다. 그 지역 주변을 공격하여 다양한 전리품과 셀 수 없이 많

은 물자가 이슬람 군대의 승리의 다른 부산물이 되었다. 자니 벡의 목숨은 경각에 이르

러, 마치 머리가 반쯤 베어진 닭처럼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 피에 젖어 팔딱팔딱

뛰며 복속의 발걸음으로 바깥으로 나오자, 성벽과 동굴(에 있던 이들이) 단번에 두려움

으로 인해 복속하였다.

[시] 적들이 단번에 항복하였을 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밖으로 나왔다.
사힙키란의 어전에서 절하였고, 왕국의 안녕을 그 분의 가신들에게 맡겼다.

승전군은 성전의 허리띠를 묶고 팔을 펼쳤으며, 승리의 유약으로 녹을 닦아내었던

성전의 칼에 승리의 샘물을 주었다. 그리고 죽음의 불꽃이 이교도들의 삶의 짚단에 던

져져 모두를 지옥의 <비참한 여행>2509)으로 파견하였다. 그들의 거주지도 불태웠으며,

사힙키란의 위대한 행운의 영예로 이승에서의 전리품 축적과 저승에서의 훌륭한 보상

을 저축하였다.

[시] 약탈의 바람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쓸고 가는 것처럼, 불꽃이 그 곳에 던져졌
다.

2509) Qur'ān, Sūra al-Baqrah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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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흙을 제외하고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 후에 불꽃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되었
다.

그곳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로 귀환하여 유수진에 합류하였다. 사힙키

란은,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를 사마와(Samāwā)의 길을 통해 서둘

러 파견하였으며 아미르 자한샤를 좌익의 군대와 함께 계곡의 입구로 급히 파견하였다.

세계정복자의 대오가 신의 도우심과 더불어 사마와 길을 통해 출발하였고, 사방으로부

터 서둘러 나갔던 군사들은 승리자가 되어 말과 양과 그 외에 셀 수 없는 전리품과 함

께 축복받은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사자를 사냥하는, 개미와 같이 많은 군대는, 그 모든

지역의 주변에서 이교도를 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곡식들을 빼앗았고, 교회들

을 황폐화 하였다. [1020]

[시] 무력의 타격으로 인해 그 지역에는, 건축물이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았다.

계곡 입구에 필(Pīl)라는 이름의 요새가 있었는데 견고하고 드높으며 단단함의 극치

에 있었다.

[시] 마치 사랑하는 이의 명령처럼 견고한 성벽은, <신이여 용서하소서!> 하이바
르를 떠오르게 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그곳에 드리웠을 때 즉시 복속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반포되었고,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바로 그 날 전투를 벌여 그곳 또한

정복하고 황폐케 하였다.

[시] 성벽은 점령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견고하였다.
군대의 용사들은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점령하였고 길가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그곳을 출발하여 조지아의 황야가 행운의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사힙키란은, 아미

르 자한샤와 다른 아미르들을 승리를 동반하는 모든 군대와 함께 파견하여 믿음이 없

는 기오르긴을 찾게 하였는데,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저주받은 자는 마치 자칼처럼 덤불

과 계곡을 헤매고 있었다. 승전군이 무리지어 그를 찾기 위해 서둘렀으며 덤불과 계곡

가운데에 들어가 그를 발견하였다. 그의 근신인 누케르들 중에 여럿을 잡았으나 그는

잡을 수 없었다. 수많은 약탈을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귀환하여 축복받

은 병영에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쿠라 강을 건넜고 행운으로 안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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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공의 벗이자 나쁜 것을 멀리하는 눈이, 승전군의 승리의 전위가 되었다.
[1021]

233. 자리야트 요새와 사바니아트 성벽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에 상황을 조사하는 정탐병들이 고귀한 귀에 (소식을) 전하였다. “조지아

수장 중에 여러 무리들이, 자리야트(Zarīyat)2510) 요새를 피난처로 삼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 그 요새는 극히 견고하고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그곳을

무력으로 장악하였다는 소식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그 발밑까지 닿았고,

그 땀이 이마를 스쳐 지나가곤 하였으며 세계를 유람하는 바람이 그 무리들의 윗부분

과 싸움을 벌이다가 지나치곤 합니다.”

[시] 그 길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이가 지쳐, 도중에 무력해져 돌아가곤 하였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은, 처리의 밧줄을 그 흉벽 위에 던지고 나아

가, 승전군을 그 아래로 이끌어 그 주변을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으로 삼았다. 하늘처럼

강력한 동료들은 투척기와 노포와 다른 전쟁 도구들을 준비하였다. 7일째에, 복속할 필

요가 있는 야를릭이 반포되어,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왕다운 전쟁을 행하여 그 요새

를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정복하였고, 또한 바로 그 날 (요새의 밑둥을) 파고 넘어뜨려,

땅과 하나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잘못된 신앙을 지닌 모든 조지아인들을 성

전의 칼로 베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는 주변과 사방으로 공격을 행하여, 신앙이 없

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을 붙잡아 데려갔고, <그들에게는 후회만 있을 것>2511)이라는

말씀에 따라 모두를 聖戰의 칼로 <지옥의 비참한 여행>2512)에 파견하였다. 명백한 샤리

아의 명령으로 원한의 땅에 흘렀던 수많은 피가 너른 땅을 튤립 밭으로 만들었고, 신앙

의 적들의 탄식의 밭이 되게 하였다. 서로 넘어져 있는 수많은 살해된 시신으로 인해,

황야가 모두 산이 되었고, 산자락은 피로 인해 개울이 되었다.

2510) 일부 사본에는 그 이름이 자리야브(Zariyab)로 되어 있다.　THTB에서는　 'Zerit'로　되어　
있다. 트빌리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67km 떨어진 곳에 'Zerit'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조지아 역
사서에서는 'Dzovreti'라고 하였다(Donald Rayfield, edge of Empires: A H istory of Georgia,
London: Reaktion Books, 2012, p.150).

2511) Qur'ān, Sūra al-Tūba : 36.
2512) 이 부분은 지옥에 관한 쿠란의 다양한 節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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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슬람)에 대한 적의로 살해된 수많은 이교도들이, 땅에서 드높은 하늘까지
쌓여 있었다. [1022]
그 살해의 현장에 이르러 통과하였다, 피의 물기가 물고기에, 그 열기가 달에 (닿
았다)
세상은 수많은 상처를 지닌 시신으로 인해, 모두 구멍 뚫린 샘물이 있는 산처럼 되
었다.

이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다. “저주받은 기오르긴이 사바니야트(Sawāniyat)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잠들어 비참함이라는 가시가 불운의 발을 부수었다. 사힙

키란은 길의 조사와 기록을 명하였고, 각 방향으로 공격을 나갔던 병사들의 소집을 지

시하였다. 군대의 절반을 유수진에 두고 왕다운 결정의 깃발을 들어 올렸으며, 신의 보

호와 더불어 다른 절반과 함께 원정을 위해 길을 나섰다.

[시] 세계 정복자가 정의와 신앙과 더불어, 성전을 결정하여 선택된 병사들과 함께
나아갔다.
먼지로 인해 하늘이 검게 되었고, 갑옷으로 인해 땅이 물고기의 등처럼 되었다.

기오르긴은 승리를 동반하는 깃발이 다가오고 있음을 듣고는, 당혹하여 비참하게

사바니아트를 떠돌게 되었고, 목숨이 위험하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압하즈

(Abkhāz)2513) 방향으로 달아났다. 승전군이 사바니야트 요새에 도달하였을 때, 사힙키란

의 굳건한 행운의 영예로, 그곳을 단 한 차례의 공격을 통해 열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서 기오르긴에 대한 증오를 키워 그를 추격하기 위해 나아갔고, 그의 많은 예속민들을

쫓아가 살해하였다.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기오르긴은 이구르(Īghur)2514)와 카를란

(Karlān) 강을 건너, 수천 번 죽음의 고비로 인해 반쯤 정신을 잃고 그 구렁텅이에서

바깥으로 빠져 나왔다.

[시] 신체의 발끝에서 머리칼까지 자유롭게 되었다, 마치 화살이 엄지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의 상황이 궁지에 몰렸고 칼이 뼈에 닿았을 때, 힘을 지닌 그의 손이 술탄 아흐

마드 잘라이르의 아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알고, 그를 쫓아내었다. 그는 룸에 있

는 부친의 어전으로 갔는데, 그의 부친이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

2513) 흑해 남쪽 연안과 카프카스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동일한 이름을 지닌 부족이 거주하고
있다.

2514) 조지아 서부와 압허지아 사이를 흐르는 강인 인구리 강(ენგურ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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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기오르긴은 이스마일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고, 상황의 절박함과

혼란스러운 상태를 간청과 탄원의 방식으로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서서 고하도록 하였

다. “저는 제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나쁜 행동의 결과를 [1023] 보았고 그 괴로움을 맛

보았으며, 應分의 대가를 치렀고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왕다운 자비로 臣

에 대한 처벌에 용서의 날인을 행하여 이 불쌍하고 곤경에 빠진 이의 목숨을 구해주신

다면, 이후로 복종하여 명령의 수행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슬람의 백성에 대한 괴

롭힘을 지양하여 무슬림이라면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關稅와 地稅를 필

수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매년 세금을 번영의 창고에 전할 것입니다.”

[시] 만일 나에게 왕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봉사의 길을 외면하지 않겠습니
다.
(저는) 머리를 조아리는 자리에서 생명을 다하여 당신의 가신으로 봉사할 것입니
다.
비록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나날들이 어두워졌으나, 나는 여전히 당신께 용서를 청합
니다.

234. 사힙키란이 조지아의 이바니 방향으로 향하였던 이야

기

말릭 기오르긴이 곤궁과 비참함의 문을 빠져나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였

고 술탄 타히르 잘라이르의 보호에 관해 그가 행하였던 뻔뻔함을 후회하였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어전에서 멀리 하였고, 이스마일을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여 용

서를 청하고 울부짖으며 ‘일생동안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고, 세금과 지즈야를 이행할 것

이며, 경시와 잘못은 불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사힙키란의 자비는, 그의 처벌 장부에

용서의 서명을 그렸다. 그리고 조지아의 대 아미르 중에 하나가 있는 이바니(Īvānī) 지

역으로 왕다운 견고한 출발의 고삐를 돌렸다.

[시] 세계 정복자인 군주 사힙키란이 승리의 광선을 허벅지 아래에 비추었다.
신의 도움으로 군대들이 나아가, 수많은 국가를 취하였다.
병사들은 취한 코끼리처럼 뒤섞였다, 모두 창과, 철퇴와, 단도를 손에 (쥐고)
[1024]

승리의 형상인 깃발이 그 지역에 들어왔고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가 그 주변과 사

방을 공격하여 이슬람의 깃발을 세웠을 때, 신에 대한 찬사와 찬양의 울부짖음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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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된 방식대로 성채를 점령하고, 거주지 및 죄 많은

이교도 무덤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롯히 강력하고 장엄히, 산자락을 거쳐 달

려가 카라 칼칸릭(Qarāqalqānliq)2515)으로 향했다. 그 주민들은 산에 거주하는 날렵한

병사들이었는데, 그 지역 또한 공격하여 그들의 성채를 열었다. 무력의 불꽃을 그 악마

들의 거주지에 던졌고, 신성한 가호와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그 모든 지역과 주변

조지아 인들을 약탈하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성전의 칼로 베었다. 그리하여 <신께서

는 이렇듯 죄지은 자를 다스리니>2516)라는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다. <승리는 신으로부

터만 오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2517)

235. 사힙키란이 조지아 방면에서 귀환한 이야기

예언자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에 대한 믿음의 강화와 샤리아의 실행을 위해 이용되었던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드높은 소망을 지닌 마음이, 조지아의 성전을 마치고 그 모든 지역과 도시로부터 혼란

과 방황을 야기하는 주민들의 사악한 존재가 聖劍의 물기로 씻어졌을 때, 세계를 장식

하는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귀환을 위해 이동하여 여러 장소들을 거친 후에, 망굴이라

는 하영지가 축복받은 대오의 안착 장소가 되었다. 승리를 동반하는 깃발의 위대한 영

예로 인해 그 지역의 지위는 드높은 하늘을 넘어섰다. 다시 그의 고귀한 귀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지아의 무신론자 중에 일부가 파라스(Faras)2518) 지역에 모여 있다고 하

였다. 복종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영광의 장소에서 반포되어,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을 영광을 구현하는 군대와 함께 원정에 나서게 하였다.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향하

였다. 사힙키란의 왕다운 마음은, 왕국과 종교의 큰일과, 신앙과 행운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스스로 행하기를 바랐다. [1025] 며칠 후에 출발의 깃발을 들어 올려, 하늘처럼

훌륭한 군사들을 정비하고 유수진으로 하여금 그들의 뒤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는, 행

운으로 길을 나섰다.

[시] 그 대오가 승리의 지도자를 따랐다, 그 길의 벗들은 승리의 군대였다.

며칠 밤을 진격하여, 말무리로 인해 발생한 파라스 창공의 먼지는 좋은 향기를 지닌

사향내 나는 방향제가 되었다. 5일 동안 믿음이 없는 조지아인들의 요새들 중에 7개를

2515) THTB에　의하면　조지아의　부족　중에　하나라　한다(THTB/Darby 2, p.143). 검은 방
패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516) Qur'ān, Sūra al-Ṣāfāt : 34.
2517) Qur'ān, Sūra al-I'mrān : 126.
2518) THTB에서는　이곳을　Farasgherd라　칭하고　있다(THTB/Darby 2,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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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하여 땅으로 무너뜨렸으며, 유일신을 믿는 성 전사들의 칼이라는 혀가, <신을 셋

중에 하나라 하는>2519) 수많은 다신론자들에게 네 차례 ‘죽은 자에 대한 기도(Takbīr-i

Fanā)’2520)을 생명의 귀에 전하였다.

[시] 성전사들의 깃발이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승리하였을 때.
그 백성들을 단번에 근절하였고, 수많은 요새를 뒤엎었다.
그 옳지 못한 신앙을 지닌, 잘못된 본성을 가진 이들을 사방에서 수없이 살해하였
다.

승리의 깃발이 신의 가호로 그곳에서 귀환하여, 망굴의 축복받은 오르두에 안착하

였다. 그 곳에서 여러 날 동안 기쁨과 즐거움의 극치를 누리고 위대함과 행운의 완성을

이루며 머물렀다. 이 사이에 사신들이 프랑크(Frank) 측에서 도달하였고, 룸의 황제 중

에 하나이며 그들의 감옥에 잡혀 있었던 아미르 무라드(Amīr Murād)2521)의 아들을 데

리고 왔다. (그는) 聖戰의 정부의 중진들에 의해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

으며, 자신의 아미르들의 支持의 상황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서있는 자에게 보고하였

다. 왕다운 애정이 그들을 위무하였고 예복을 입혀, 좋은 마음으로 되돌려 보냈다.

[시] 그 어전에 필요함을 청하는 모든 자, 그에게 행운을 향한 문이 열릴 것이다.

그들은 트라브존(Ṭrabzūn) 길로 되돌아갔으며. (그 분은) 세계를 누비는

(Kayhān-pūy)2522) 오르두로 하여금 가축을 보살피도록 두 달 가량 망굴의 황야와 초지

2519) Qur'ān, Sūra al-Māida : 73.
2520) 이는 죽은 자의 시신 옆에서 읊는 기도를 의미한다. 본래 'Takbīr'라는 것은 ‘신은 위대하다
(Allah-u Akbar)’를 되뇌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경우에 이 타크비르를 행한다. 그 중에서
도 신앙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5차례를 읊어야 하며, 이드 날에는 9번, 그 외에도 일상 기도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심지어는 여행이나 무역을 할 때에도 정해진 만큼 읊어야 한다. 다만 죽은
자에 대한 타크비르의 수가 본문에는 4번이라 되어 있다(출처 : http://wikifeqh.ir/قه(#تکبی یر_)ف تکب
.(واجب20%ر

2521) 이 시기 오스만의 군주는 바야지드 1세(별칭 이을드름)이었는데, 그의 부친은 무라드 1세이
다. 무라드 1세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명은 부친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부친에 의해 눈이
멀었고, 다른 하나는 바야지드가 살해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무라드가 눈을 멀게 하였다는 그의
아들 ‘Savcı Bey’의 아들 ‘Davut’이 헝가리로 달아났고, 헝가리의 군주를 지지하여 오스만과 맞
섰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문의 ‘아미르 무라드의 아들’은 헝가리로 달아난 Davut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이 사신은 티무르가 1398-9년 사이에 유럽으로 파견한 사신에 대한 답례의 사신으로 볼
수 있다. 티무르는 최종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지만, 헝가리를 통치한 왕가
는 프랑스 카페家의 방계이므로 헝가리에 투항한 무라드의 아들이 이 사신단과 함께 티무르에
게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해제의 1절을 참조.

2522) 이 칭호는 페르시아 어 사료에서 오르두의 수식어로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데, 사전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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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었다. 모든 아미르들과 군대들이 [1026]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 모여들었다. 주변

과 사방의 왕들이 복종의 머리를 예속의 어전에 두었고, 도움의 손이 소망과 바람이라

는 문을 행운을 향해 열었으며, 나날들이라는 길들여지지 않은 순종 말을 힘으로 길들

여, 동쪽과 서쪽의 왕국들을 명령에 복종케 하였다 <환영과 경의의 주인이신 신을 찬양

합시다,>

236.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대오가 시바스로 향한 원인

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를 비천함의 먼지 위에 던져버리곤 하는 특성을 지녔던 창조주께서는, 원

인 중에 원인이었던 神 <그의 이름은 축복받으셨도다>의 예언자인 理性을 특정한 이유

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그와) 관계있는 존재 및 성취와 관련지었다. 세계의

업무의 흐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완벽한 힘의 온전한 영향이, 눈이 있는 자들의 믿음의

시야에서 <그것이 지켜보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2523)라는 거대한 시장을 드러내었듯

이, 포함되어 있던 지혜의 아름다운 비밀 또한 얼굴을 열고 드러났다.

[시] 모든 창조물은, 무엇보다 먼저 그가 이성적이어야 한다.
무엇도 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비록 힘이 온전하다 하더라도.

창조하시고 돌보는 자이신 神의 명령은, 모든 것이 그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것이

아니니 <신의 명령은 한마디 말로 눈 깜박하는 것과 같느니라>.2524) 유일성(Aḥdiyat)을

지닌 강력한 명령은, 매 사건마다 상황에 적합한 명령을 ‘하나 됨(Waḥadatī)’과 연결 지

었는데, 그 다양한 결합은　꼭 한결같지 않아서, 결코 질서를 갖지 않았다. ‘칼리파들의

나라’의 상황의 체계를 예로 들면, 소우주('Ālam-i Ṣaghīr)인 인간의 형상은, 자아의 처

리에 ‘하나 됨’이 연결되는데, (그것은) 그의 호의의 광선 없이는 절대 영원하지 않고,

무엇도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우주('Ālam-i Kabīr)의 사회에서 정해지

고 고정된 규범은, 왕권의 권력 및 自主와 관련되어 있어 선례가 있을 수 없다. (즉,)

왕의 올바르지 못한 처벌은, 왕국의 질서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여 결국 혼란과 분열로

귀결된다. 그리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곤 하였다. <왕을 국가에 비유하는 것은, 생명

을 몸과 연결 짓는 것이다.> 개인적인 처리나 힘의 작용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동물적인

것이니, [1027] 그의 대리인이 되어 훌륭한 전통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워진다면 그것

는 ‘세계를 뛰어다니는’이다.
2523) Qur'ān, Sūra al-Ḥashar : 2.
2524) Qur'ān, Sūra al-Qamar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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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올바르게 될 것이며 그의 상황은 건강함과 온전함의 길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만일 그 처리와 실행이 정의로운 규범과 공평의 범위 하에 있지 않다면, 몸이 속임

수로 인해 건강이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결과는 혼돈과 갈등으로 귀결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만일 어떤 왕국의 군주나 국가의 왈리가 정의와 올바름의 곧은길에서

일탈을 모색하고, 거만한 악마의 유혹으로 올바르지 못한 반대의 길을 간다면, 결국 그

의 행운의 별은 잘못된 결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 왕국 주민들의 상황에는 무질서가

발생할 것이고, 그의 옳지 못한 움직임이라는 불운으로 인해 그 왕국은 재앙과 고통의

홍수가 쏟아지는 삼각주가 될 것이다.

[시] 暴政이 행해지고 있으면 집에 거주하라, 행운은 덜 괴롭힘에 남아있다.

이 도입부와 같은 상황이 룸의 황제(카이사르) 및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의 상황

이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서 나쁜 행동과 옳지 못한 움직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사힙키란

의 분노의 불꽃이 불타올랐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눈이 흥분한 까닭은 바로 이 때

문이었다. (그리하여) 비록 여행의 기간이 연장되고 각자의 지역에서 온 승전군의 계약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두 왕국을 연이은 단 한 번의 공격 및 거대한 행

운의 힘을 통해 각각 점령하였으니, 두 왕국의 모든 도시와 역량과 영토가 승리의 대오

의 말들이라는 작은 배에 (의해) 점점 쇠약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수많은 고통과 손해

가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 발생하였다.

[반구M iṣrā’] <그러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훌륭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와 같다. 그 시대에 룸의 황제였던 이을드

름 바야지드(Īldrum Bāyazīd)2525)는 넓은 왕국과 강력함에 있어 이전 황제들보다 뛰어

났고 대다수의 룸의 영역, 예를 들면 아이딘(Āydīn)2526)이나 만타샤(Mantashā)2527)나 카

르미얀(Karmiyān)2528)과 카라만(Qaramān)2529) 과 같이 그의 조상들의 장악의 손이 미

2525) 터키어 전사방식으로는 Yıldırım Beyazıt이며, 바야지드 1세를 가리킨다.
2526) 앞서 아라랏 산 남쪽의 바야지드 성채를 ‘아이딘 성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으나, 여기
의 아이딘은 그 아이딘과는 다르다. 현재 터키 이즈미르에서 동남쪽으로 약 9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리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며 기원전 수 백 년 전부터
리디아인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거대한 제국의 총독령이 되어 자치를 유지해나갔다. 이후 이을
드름 바야지드가 이곳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2527) 룸의 도시 중 하나로　아이딘 지역을 구성하는 다섯 성채 중의 하나이다.　아이딘에서　동남
쪽으로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

2528) 이라크와　이란　접경지역,　이라크령　쿠르디스탄에　위치하였던　토후국(Emirate)　중에　
하나．

2529) 콘야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라만　주의　주도이며, 15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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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했던 곳들을 점령과 장악한데다, 프랑크 영역으로부터 [1028] 네 달거리에 있는

곳까지 복종케 하였다. 그 후에 카라 우스만(Qarā U'thmān)2530)과 카디 부르한 앗 딘

(Qāzī Burhān al-Dīn), 시바스의 하킴을 전투에서 붙잡아 살해하였고 군대를 이끌어 시

바스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알레포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던 말라티야(Mallaṭiyya)2531)

영역까지 지배하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줄곧 시리아에 속해 있었던 말라티야를 포위

하여 장악하였다. 시바스에는 무스타파라는 이름의 아미르를 다루가로 두었으며 말라티

야의 지배를 무스타파의 아들에게 사여하였다. 이후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않게

되자 건강하게, 다수의 전리품들을 취하여 지배와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귀환하

였다. 그리하여 그의 수많은 군대와 예속민들이 12000명의 집지키는 개(Saghbān)를 갖

게 되었을 정도였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자만의 열기가 그의 두뇌에 착각을 일으켰으

며 그의 통찰력이 올바름의 길을 뒤덮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시] 위와 아래를 창조하신 신은, 모든 손의 匠人으로, 그 ‘손’을 창조하셨다.

한편 반란에 대해 걱정하여 사신을 타하르탄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너는 이후로

이쪽에 복종해야만 한다. 에르진잔과 에르주룸 및 주변과 사방에서 지세를 거두어 우리

의 창고로 보내도록 하라.” (이렇듯) 선례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메시

지를 보냈다. 타하르탄은 그 상황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서 있는 자에게 고하였다.

사힙키란은 룸의 주인이라는 악마가 자만이라는 불운의 길을 나섰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잉크통이라는 어두움에서 생명의 물에 이르렀던 히즈르라는 펜이 그의 길을 안내하도

록 맡겼다.

237. 상서로운 발걸음으로 운명적인 공격을 행하는 사힙키

란이 룸의 황제에게 서신을 보낸 이야기

왕국을 장식하는 세계 정복자, 군주의 판단력이 밝은 마음을 지닌 현명한 서기에게

요구하여 [1029] 명령을 내렸다. “비난을 섞은 충고의 서신을 야일다룸 바야지드에게 쓰

도록 하라 - 통치권과 지위 및 군대와 병사들의 질서에 (발생한) 무질서에 대해 각성하

고, 올바르게 건강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능변을 상징하는 서기인 파즐 마울라나 샴

스 앗 딘 문시(Mawlānā Shams al-Dīn Munshī)는 적절한 펜을 명령에 따라 꺼내어,

소아시아　반도에서　토후국 중에　하나．
2530) 터키 동부를 다스리던 아크 코윤루의 투르크멘 부족 수장. 시바스와 동맹을 맺어 오스만에
대항하였으며, 티무르에게 복속하여 디야르바크르의 지배권을 얻었다.

2531) 시바스에서　동남쪽으로　약　19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터키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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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내를 풍기는 펜을 섬세히 그림 그리는 손가락으로 잡았고, 신에 대한 찬양, 그리고

관대하고 현명한 사이드 <그와 그의 가족과 동반자들에게 최고의 기도와 가장 완벽한

평안이 있기를!> 및 군주에게 안녕을 기원함으로써 글의 序文을 장식하였다.

[시] 2532) 서신의 머리말에서 신에 대해 찬양하였다. 그는 두 왕궁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세계를 자신의 명령 아래에 두고 있는 신, 시공간이 그의 아름다움에 잠겨 있다.
명백한 판단력으로 신에 대한 찬사를 행하였고 예언자를 거론하였다.
그 후에 현명한 펜으로 글을 썼다, 생명에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모든 비난과 충고의 소리가 마치 칼처럼 원한의 다이아를 날카롭게 하였다.
비난이 단번에 위협과 두려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읽자 마음이 반으로 쪼개졌
다.

이는 <신께서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분수 이상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신다.>2533)는 말씀에 근거하였다. 그 내용은 이와 같다. “신께서 자신의 힘과

기초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발을 뻗지 않는 가신들에게 자비를 사여하시기를! 오

늘날 지고하신 신께 감사하게도 세계의 왕국들이 우리 가신들의 소유 下에 있으며, 우

리의 명령이라는 종마가 머무는 너른 땅 위에 (있다.) 세계의 왕들과 주변의 군주들이

복속하고 있으며 통치와 지배에 관한 업무들은 소망과 바램에 따라, 세계의 군주들과

통치권 및 영토를 현재 우리의 책임 하에 두었으며, 세계의 높은 지위를 지닌 이들이

우리의 복종의 어전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시] 바다에서 바다까지 나의 군대이다. 이승은 나의 왕관으로 가득 차 있다
당대의 왕들이 대열을 이루어 (서 있고,) 너른 땅이 군대로 좁아져 있다
땅 위에서 목숨을 다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지배자는 어디에 있는가?
[1030]
무거운 돌로 된 산이, 우리의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단 한 번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였다.

움직이는 하늘은 예속민들의 복종을 외면하지 않았다.

[시] 하늘이 만일 나의 바람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기둥이 두 조각이 되고, 그 축
이 굽어지게 될 것이다.

2532) 페르도시의 시를 변형한 형태.
2533) 이란본Ⅱ 미주 279에 의하면 이는 예언자 알리의 말씀 중에 일부이다(YZN/Ṣādiq, p.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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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밝은 판단에 따르면 배를 지키는 투르크멘이 될 너의 자손과 대리인들의

상황은 분명하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 너의 가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드러난 것이든 숨겨진 것이든
내가 고려할 것이다.
모든 룸의 사람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귀족이던 일반인이던 너의 기
원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교역의 배가 자만과 공상에 빠져 있음을 걱정하여 대담함의 돛을 끌어 내리고, 건

강함의 해안에서 회개의 정박을 행하여, 이어지는 보복과 처벌의 파도로 인해 재앙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금, 의무적인 聖戰을 수행하기 위해 성전의 허리띠를 묶고, 프랑크 군대에 대한

성전에 용기의 팔을 펼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러한 이유로 전혀 주의와 공격의 고삐

를 그 지역으로 꺾지 않았는데, 이는 그 영역이 이슬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여, 승전군의 반복된 통과로 인한 분리라는 먼지가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이라는 치맛자락 위에 앉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오 신이시어! 무슬림의 고통과 신앙이 없는 자들의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

[시] 자신의 조상들의 길을 안전하게 돌보아라, 자신의 권력의 한계를 넘지 말라.
(네가) 스스로의 목숨을 깎는 것이다, 참새가 되어 독수리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왜 자신의 영역을 돌보지 않는가, 자신의 운명의 얼굴을 검게 하지 말라.
발을 자신의 분수 바깥에 두지 말라, 재앙의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이 후에, 자만의 발걸음으로 주변에 참견하려 들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착각으로

차가운 철을 으깨지 말라]2534) [1031]

[반구M iṣrā’] 태양의 촛불은 절대 죽지 않음을, 이 차가운 숨결로 확신하였다.

<이처럼 살아있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2535)는 뜻을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이성을 지닌 대인들은, ‘그냥 놓아두어라’는 말을 밝은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스스로에

게 혼돈의 문을 열지 마라.

2534) 이 [ ] 안의 내용 역시 타슈켄트본에만 존재한다.
2535) 이란본Ⅱ 미주 271에 의하면 이것은 예언자의 하디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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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떤 이도 결코 하려 하지 않았던 일은 하지마라, 너의 안내자는 악마이다,
끝!
네가 나를 이처럼 배반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네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음을
모르는가.
너의 마지막에 어떤 새로운 이익이 있겠는가, 별은 어디 있으며, 태양은 어디 있는
가.
만일 모기에게 불사조의 열기가 있다 한들, 만일 너에게 나에 대한 원한이 있다 한
들,
어찌 이 작은 새(Ṣa‘va)가 어느 날 매와 맞설 수 있느냐?
너는 룸의 풀숲을 맴돌고 있으니, 용사들의 전투를 어디서 봤겠느냐.
네가 만일 유럽과의 전투에서 예언자에게 기도와 신앙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더라도,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마라! 그들은 너의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너에게 내가 이야
기 한 것이 옳게 들린다 하더라도.
코끼리와의 전투를 개미의 힘으로 모색하지 마라! 재앙을 너의 머리 위에 펼치지
마라.
제비가 매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겨냥하는 것이다.
자칼이 만일 강한 사자에게 손톱을 할퀸다면 자신의 운명을 꺾는 것이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무지하게 제 손으로 제 발 위에 곡괭이를 내리치지 마라.
어째서 나와 함께 하였던 이 판단에 대해 내가 다시금 말해야 하는가, 너는 함께
있었다.
그러니 너에게 이것들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투르크멘들의 지혜는 쓸모가 없다.
결코 이와 같은 나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라, 단언컨대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이
다
만일 내가 룸으로 들어간다면 병사들은 마치 힌두 인처럼, 그 모든 주민들이 검게
될 것이다. [1032]
내가 땅과 하늘을 뒤엎는 원한의 광선을 그곳에 드리우지 않기를 바란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든 메시지로 주었다, 너는 알아두고 스스로 처리하라.

그리고 서신은 고귀한 인장으로 장식되어, 몇몇 경험 많은 자들과 더불어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어전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마치 벼락처럼 빠르게 나아가 룸으로 향하였고,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서신을 전하며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펜의 반짝

임이나 책과 칙령의 과즙으로 완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이라는 검은 물질이 룸

황제의 두뇌를 차지하여, 옳지 못한 대답을 하고 대담한 혀를 과장된 말로 열었다. “내

가 그들과 전투를 한지 오래 되었다. 이번에 결정을 이와 같이 내렸다, 수많은 용감한

군사들과 함께 향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오지 않는다면 타브리즈와 술타니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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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겠다.”

[시] 하늘 저 멀리까지 보자, 머리를 아래에서 태양으로 들어올리고.
혹, 이 미천한 일을 하고자 하는 하늘의 궤도는 견고하지 못하다. [1033]

238.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시바스 방면으로 향하여

그곳을 점령한 이야기

사신들이 룸에서 귀환하여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이을드름의 올바르지

못한 대답을 그 분의 가신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왕다운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

고 무력의 용사들이 룸의 도시를 향해 깃발을 세웠다. 우니크의 지역이 승리의 피난처

의 병영이 되었을 때, 명령에 따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를 시라즈에게서 데려오기

위해 갔었던 아미르 알라다드가 도달하였고 그를 줄로 묶어 데려왔다. 복종해야 할 명

령이 반포되었다. “大 디반에서 재판관이 그 아미르자데를 심문하여 야사의 杖으로 때

리도록 하고, 포승줄을 제거한 채로 두도록 하라.” 그리고 그를 잘못 가르쳤다는 이유

로, 줄에 묶어 데려왔던 셰이흐자데 파리드와 무바락 호자를 야사에 처하도록 하였다.

사힙키란은 훌륭한 부인들인 사라이 말릭 하눔과 한자데와 다른 샤자데들의 부인들, 그

리고 훌륭한 샤자데인 울룩벡 및 통치와 세계 정복이라는 성좌의 거대한 별들을 아미

르자데 우마르와 아미르 알라다드의 큰 형 후다이다드 및 마울라나 쿠툽 앗 딘의 책임

하에 두어 술타니야로 파견하였으며, 상서로운 색깔의 깃발이 행운으로 출발하여 신의

보호와 더불어 나아갔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 안에서, 정렬되어 있는 수많은

군대, [1034]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던 끝없는 모든 무리가 용감히 길을 나섰다.

[시] 2536) 울부짖는 바다와 같이 무리지은 군대들, 하나하나가 빠른 파도와 같은 기
병들 모두,
각각의 파도마다 이빨과 같은 도검과 발톱과 같은 창을 지닌 고래 하나가 안에 숨
어있다.
창촉이 높은 하늘의 구름에 세워졌고, 큰 소리가 발생하였다.

룸의 드높은 하늘이 세계를 정복하는 대오의 먼지로 인해 좋은 향기를 내게 되었

고, 황야의 공간은 천막과 장막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타하르탄이 어전으로 와서 승리

의 피난처인 병영에 합류하였으며,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2일 후에, 세계의

2536) Asadī Tūsī, Gharshāsp 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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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오르두가 이동의 게우르카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출발하여 에르진잔을 통과

하였고, 사힙키란은 803AH 무하람 월 초(1400년 8월 22일)에, 진격하여 시바스로 나아

갔다.

[시] 자신과 용맹한 전사들이 시바스 방면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노래가 2 마일까지 전해졌다. 앞에는 군대가. 안에는 북과 코끼리가.
땅 위에는 모기의 작업장이 없었고, 창공에는 바람이 길에 머무르지 않았다.
기병들의 흥분과 코끼리의 먼지로 인해 땅은 푸른 바다의 움직임과 같았다.
이처럼 그 근교에 들어왔다, 시바스는 그 작업장의 이름이었다.
도시 방향으로 군대가 도달하였을 때, 병사들의 황야의 위아래에 천막을 쳤다.
머리를 하늘 위로 들어 올리고 보니, 사람들과 무기와 깃발들로 가득하였다.
딱딱한 돌을 강의 끝으로 던졌다, 구름 안에 그 돌 찌꺼기들이 펼쳐졌다.
모든 도시에서 창공에 함성이 발생하였다, 갑옷을 입은 자들이 흥분하여 담벽으로
갔다.

그 곳에서 정탐병들이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자신의 아들인

쿠라시지(Karshajī)2537)를, 룸의 대 아미르들 중에서 당대에 용감함으로 뛰어났던 티무

르타시와 다른 아미르들 및 여러 군사들과 함께 전위로 시바스에 [1035] 파견하였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견고한 기반이 흔들려

룸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순자크와 사이드 호자 (이

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다나 호자(Dāna Khwāja)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과 군대

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원정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카이세리(Qayṣariyya)2538)를 통과

하여 그들에게 이르렀고 모두를 궤멸하였으며, 그 지역과 주변 전체를 공격하여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냈다.

[시] 그 선택된 병사들이 서둘러 나아갔을 때 칼과 원한과 함께 적에게 이르렀다.
수많은 이들을 땅 위에 던져 먼지에 뒹굴게 하였고, 그 달아난 자들을 단단한 칼로
그 자들을 베었다, 그로 인해 룸의 황제가 두려워하였다.

승전군은 셀 수 없이 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귀환하였고, 시바스 외곽에서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합류하였으며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2537) 바야지드 1세의 아들 중에 무함마드 첼레비(1382-1421)를 의미한다. 아나톨리아의 총독을 거
쳐 이후 술탄 메흐메드 1세가 된다.

2538) 현재 터키 소아시아 반도 중부, 시바스에서 서남부로 약 165km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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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스 도시는 성벽이 극도로 단단하고 견고하였으며, 기초부터 흉벽까지 모두 돌

로 조각되었는데, 각각이 2가즈 이상이었고 그 두께는 1가즈 이상이었다. 그 벽의 너비

는 10가즈였고 그 벽의 윗부분은 6가즈였으며 그 높이는 성벽 윗쪽까지 20 가즈였다. 7

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축가는 알라 앗 딘 케이쿠바드 셀주키('Alā' al-Dīn

Kayqubād Saljūqī)2539)였다. 동쪽과 북쪽과 키블라 방향인 남쪽으로 거대한 해자를 물

로 가득 채웠으므로, 굴을 파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였는데, 왜냐하면 1가즈라도 파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안착하였던 그 도시 서쪽

방향에 굴을 파기로 결정하였다. 도시 내부에서는 룸 황제의 명에 따라 다루가였던 무

스타파가, 스스로를 각기 루스탐과 이스판디아르의 반열에 두고 있었던 4000명의 기병

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투의 도구를 준비하며 항전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1036]

[시] 성벽은 견고하였고 도구로 가득하였다. 병사들은 마음에 죽음을 염두에 두었
다.
문은 철로, 성벽은 돌로 되어 있었으며, 성채의 병사들이 전투에 임하였다.

하늘처럼 강력한,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은 성채의 주변과 사방에 노포와 투척기를

세웠고 이라크 대문(Darvāza-yi 'Arāq) 맞은편에 임시망루를 세웠다.

[시] 사방에 투척기를 세웠다, 그 대정맥과 같은 담벼락 아래에.
각 마을에서 심판의 날이 발생하였다. 달아날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鑿掘이 행해지고 있던 도시 서쪽 방향에서는, 철과 같은 손톱을 지닌 나큽치들이

쉬지 않고 굴을 파고 있었으며, 양측에서 용기의 주인인 전사들이 원한의 허리띠와 용

기의 팔을 연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거대한 전투를 일으켰다.

[시] 하늘 위는 검은 먼지보다 더욱 검게 되었고, 땅 아래는 죽은 이들의 피로 바
다가 되었다.
하늘은 뱀의 비늘로 가득하게 되었다, 시공간은 울부짖는 사자로 가득하였다.

계속하여 노포와 투척기의 돌이 담벽에 틈을 만들어 굴을 완성하고 탑을 나무 조

각 끝으로 막은 지 18일 만에, 무력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파 놓은) 굴에 불꽃을 던지

고 탑들을 넘어뜨리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요새의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당혹감의 연기

가 머리 위에 피어올랐고, 세계 정복자의 병사가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걸맞지

2539) 룸 셀주크조의 군주로, 1220년에서 1237년까지 재위하였다. 주변국에 대한 원정으로도 유명
하였으나 수많은 건축물로도 유명하였다.



- 817 -

않은 이름을 취한 것 외에는 어떤 행운도 없었던 다루가 무스타파는 극도의 무기력과

곤경에 처해져 궁핍과 패배의 발로 바깥으로 나왔고, 모든 대인들과 귀족들과 사이드들

과 카디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은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에 희망을 두어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시] 방법이 없었을 때 도시와 군사들은, 평안과 용서를 청하였다.[1037]
두려워하며 왕의 왕궁으로 왔고 찬사를 행하고 용서를 빌었다.
어린 아이들과 모든 남녀노소들이 울부짖으며 모여들었다.

복속할 필요가 있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무슬림을 안전하게 두고 안전을 담보하

는 세금을 거두어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아르메니아 인들과

크리스찬 등 이교도들은 포로로 삼도록 하라.” 도시에서 저항의 발을 짓누르고, 무지와

잘못으로 인해 전투와 살해를 위해 뻔뻔한 손을 치켜들었던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군대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인들이었으므로, 명을 내렸다. “4000명의 병사들을 투만으로 나누어

라. 그리고 처벌을 위해 모두를 산 채로 우물에 집어넣고 흙을 (그 위에) 쌓아, 다른 적

들에 대한 경고가 되도록 하라.” (또한) 순종해야 할 명령이 반포되었다. “시바스 성채

를 바닥에서 위까지 파괴하도록 하라.” 명받은 대로 무너뜨려 땅과 평평하게 하였다.

[시] 성채를 돌보는 왕의 무력으로, 성채가 파괴되었고 고갈되었다.

포위 도중에 그의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카라 유수프와 함께 바그다드에서 달아

났었던 술탄 아흐마드가 룸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 반포되

었다.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 중에 일부는 그들을 잡기 위해 출발하라.” 명령에 따라 수

행하여 그의 유수진에 이르렀으며, 용기의 손을 파괴와 약탈을 향해 펼쳤다. 그리고 그

의 누이인 술탄 딜샤드(Sulṭān Dilshād)와 그의 부인들과 딸들을 포로로 잡고 체포하였

다. 그는 머리칼에 상처를 입은 채로 그 구렁텅이 바깥으로 목숨을 던져 룸의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어전으로 갔다. 승리의 깃발인 병사들은 안전히, 전리품과 함께 귀환하였다.

239. 사힙키란이 일비스탄(Ilbistān)2540) 방향으로 향하였

던 이야기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시바스의 정복을 행하였을 때, 일비스탄의 일부 선동가

2540) 카이세리서 동남쪽으로 159km 떨어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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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지와 뻔뻔함의 극치에서 승리의 깃발인 군대의 말을 [1038] 훔쳐 갔는데, (그들은)

가시로 사자의 이마를 할퀸 것과 코끼리의 코를 가지고 장난친 것이 자신의 죽음을 재

촉할 것이며, 생각 없이 독을 마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시] 누구도 가시로 맹수의 등을 할퀴지 않는다. 누구도 구름으로 돌과 싸우지 않
는다.

그리하여 세계 정복자의 판단이 시바스의 업무를 마무리 지었을 때, 보복의 고삐를

일비스탄 측으로 돌렸고, 타하르탄을 에르진잔에 두어 변경을 보호하게 하였다. 아미르

자데 샤루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전위의 관습으로 출발하였으며, 아미르 술

레이만 샤와 여러 다른 아미르는 선발되어 기록되었던 일부 승전군과 함께, 그 샤자데

의 행운의 등자에서 동행하였다. 샤자데와 아미르들이 원정으로 서둘러 나아가 일비스

탄에 이르렀을 때, 모든 투르크멘은 그들이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시를 두

고 달아나 산들과 황야에 흩어져 헤매고 있었다. 용기를 형상화한 샤자데의 왕다운 마

음은, 용감한 루스탐의 말을 분노의 박차로 예민하게 하여, 서둘러 그들을 쫓아갔다. 보

복의 화성과 같은 병사들이 그 사악한 부족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

움으로 다급한 손톱을 전투에 뻗었는데, (샤자데는) 길의 먼지가 불꽃의 고래와도 같은

공격의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모두를 마치 먼지처럼 흩어지게 하였고 그 메마르고

먼지로 얼룩진 수많은 사람들을, 칼의 물기로 죽음의 땅에 내던졌다.

[시] 세계 정복자는 돌아다니며 살해하였다, 다수의 투르크멘을 처벌의 칼로,
적의 피로 인해 땅이 붉은 색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고래들에게 보복하여 죽였
다.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노새, 풍부한 소와 양이 승전군의 전리품이 되었으며, (그들

은)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에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회유의 서신과 함께 사신을 말라

티야에 파견하였으며 그들을 복속과 복종으로 초대하였다. [1039] 그곳의 다루가였던 시

바스 하킴 무스타파의 아들은, 투르크멘들의 천성이 으레 그러하고 대부분의 룸의 주민

들이 그러하였듯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신을 가두었다. 이 소식의 전해지자 왕

다운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 방향으로 향하였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 무리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에게든 그의 예속민에게든 한계를 넘어서는 일

이었으므로, 그 날 적들은 어두운 밤에 도망을 선택하여 달아났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

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말라티야에 드리웠을 때, 원한을 지니고 적을 태우는 병사들은

그 날 즉시 그곳을 점령하였고, 조지아 인들과 아르메니아 인들을 포로로 잡는 한편 무

슬림들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책정하여 (그것을) 군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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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사힙키란은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아미르들에게 원정을 명하였다. 다함께 용기와

끈기를 드러내는 것, 적들에 대한 무력의 수행을 완수하는 것, 처벌과 겁을 주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각 투만의 일부가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였다. 아미르들은

승리의 깃발인 군대와 함께 복종의 발을 필연의 등자에 두었고, 순종의 고삐를 명령의

방향으로 돌려 출발하여 카크타(Kākhta)2541) 요새까지 공격하고 우세함의 깃발을 세웠

다. 공격과 약탈의 물결이 그 지역과 주변의 위아래에 드리워졌다.

[시] 승리의 병사들은 앞으로 서둘러 나갔고 모든 붙잡은 것들에 안전을 제공하지
않았다.
도달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창을 든 손으로 그들을 약탈하였다.

말라티야의 경계에서 그 지역까지 수많은 요새들을 공격하였는데, 일부는 무력과

반항을, 일부는 복종과 복속을 (행하였다). 그 지역 모두를 약탈하여 저항하는 자들의

목에 복종과 복속의 굴레를 씌웠고, 풍부한 전리품과 끝없는 물자와 함께 귀환하여 말

라티야에서 고귀한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왕다운 호의와 자비는, 말라티야를 예속민과

부속물과 함께 투르크멘의 카라 우스만에게 사여하였다. 변함없는 행운의 힘으로 짧은

시간 안에 룸과 시리아라는 두 왕국의 영역이 거대한 행운의 보살핌을 받아 정복과 소

유 下에 들어왔는데, [1040] 이 승리의 소문의 웅성거림이 동-서 양 방향에 전해지자,

세계 군주들의 마음과 눈이 극도의 공포로 인해 멍해지고 어두워졌다. <신께서는 그분

의 뜻에 따라 승리를 거두신다.>2542)

240.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사힙키란이 시리아로 향하였던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가 본 것에 대해 거짓이 없었다.>2543)는 바다의 진주 채취자가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심해의 바닥에서 <나는 첫 번째와 마지막

지식을 알게 되었다> 끌어올려 강력한 세력을 지닌 무리들의 행운의 장막 뒤에 있던

여인의 장식물로 삼았던 명령과 비밀이라는 초승달과 진주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러

한 말씀이었다. <만일 신께서 자신의 명령을 관철하려 하신다면, 현자들에게서 그들의

지식을 강탈한다.> 그 표면상의 의미는 이러하다, 지고하신 신께서 자신의 명령을 관철

2541) 디야르바크르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에　위치한　도시．
2542) Qur'ān, Sūra al-'Imrān : 13.
2543) Qur'ān, Sūra al-Nazm : 11.



- 820 -

하고자 하시어,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식인들

에게서 理性이 사라지고, 옳고 훌륭한 길이 그들의 시야에서 가려져, 자신의 옳지 못한

생각으로 여러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불운과 처벌의 원인이 되니, (이는) 무

엇이든 ‘신의 의도 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가 바라는 바에

대해 말하고 있는,>2544) 기적을 표현하는 혀가 알려주듯 이 비밀의 새롭고 상세한 바는

이와 같다. 운명이라는 서기가 <말라버린 (운명의) 펜>으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에 사라진 사료에 대해 기록할 때, 시리아 지역에서 그 전쟁의 나날 동안에 있을 무력

과 보복에 대해 기록해놓았다. (그리하여 과거) 그 왕국들의 하킴과 왈리들은 기쁨과

자만이라는 홍수의 재앙으로 인해 지혜의 눈이 빛을 상실하였고, 올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행동으로 바그다드에 승리의 그림자를 드리운 적이 있었다. 사힙키란은 이라키

아랍의 정복 이후,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인이라는 옷(Darrā'ah)을 위대함과 훌륭함이라

는 재단 방식으로 장식하였던 사비의 셰이흐들 중에, 좋은 가문에 속한 훌륭한 종교인

한명을 사신의 관례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의 하킴인 바란둑에게 파견하였고,

이 내용은 바그다드의 승리의 章에 서술되어 있다. 그 셰이흐는 시리아의 경계에 있는

라흐바(Raḥba)2545)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1041] 약속된 관습에 따라 머무르며 소식

을 이집트에 파견하였다. 바르쿡은 지혜의 부족과 무지의 완전함으로, 술탄 아흐마드 잘

라이르의 꼬드김에 빠져 그들을 살해하였는데, 사신을 괴롭히는 것은 왕국과 종교의 샤

리아(Shar’ī)나 형법(Siyāsī)이나 관습(Rusūm) 중에 어떤 규율 및 조항에도 허용되지 않

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이를 모든 동행자들과 함께 폭정과 뻔뻔함

의 칼로 베었으며, 그와 같은 비난받을 만한 중대한 행동이 가져올 위험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미) 세계 정복자인 칭기스 칸의 상인들과 사

신의 살해를 행한 술탄 무함마드 호라즘 샤의 이야기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반구M iṣrā’] 그것은 상당히 긴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理性을 상실하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으니, 영

광스러운 말씀의 내용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시] 2546) 운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모든 현명한 자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
게 되었다.

2544) Qur'ān, Sūra al-Nazm : 3.
2545) 현재 레바논 북부에 동명의　지명이　보인다．　베이루트에서　동북쪽으로　약　 92km에　
위치．

2546)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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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라키 아랍의 왕국을 정복과 지

배 下에 두고 킵착 초원 방면, 러시아와 체르케스와 나머지 북쪽 도시 방향으로 왕다운

호의의 고삐를 돌렸을 때, 우니크 요새에 두었었던 아틸미시 카우친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라짐과 동시에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의 포위에 둘러싸여 운명이 명하는 바에

따라 붙잡혔다. 카라 유수프는 그를 묶어 이집트로 파견하여 바르쿡에게 보냈다. 바르

쿡은 그의 투옥과 억류를 과거에 대한 처벌로 연결 지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묘한

것은, 이번에는 하늘의 노예이신 사힙키란께서 말라티야에서 사신을 서신과 더불어, 부

친이 사망한 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이 되었던 바르쿡 아들인 파라즈의 어전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 서신의 내용은 이러하다. 너의 부친에게서 옳지 못한 여러 행동이 나타났다. 그

중에 이 쪽 사신을 이유 없이 살해하고, 우리 왕국의 가신 중에 하나인 아틸미시를 가

두고 무리들을 차지한 사실이 있다. [1042] 그가 덧없는 삶의 옷을 양도하여 그에 대한

심문과 보상이 ‘심판의 날’의 법정에 떨어졌으니, 너는 자기 자신과 왕국의 주민에 대해

자비를 베풀고 아틸미시를 즉시 이리로 파견하여, 피를 마시는 우리 병사들의 증오와

무력의 어두움으로 인해 이집트와 시리아 주민들의 건강함이라는 낮이 밤에 이르지 않

도록 하라. 만일 적의와 악의라는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나의) 이 뜻에 대한 반항이

마음속에 생겨난다면, 그 모든 지역은 승전군의 통과로 황폐하게 될 것이며, 무슬림들의

죄와 곤경, 피와 물자가 너의 목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사신이 알레포에 이르렀을 때,

약속된 방식에 따라 그들을 억류하고, 소식을 이집트로 파견하였다. 끝이 좋지 못할 파

라즈는 부친의 잘못된 방식을 좇아, 사람을 파견하여 사신을 붙잡아 요새에 가두었다.

[시] 지혜의 주인이 이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훌륭하다고 여기고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근본이 고귀하지 않았던 사람은, 설령 나쁜 본성이 있다 한들 이상할 것이 없다.
바르쿡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이 아니었다, 노예이며 그의 주인 또한 노예였다.
근본 없는 자나 마찬가지인 노예였다.2547) 여러 차례 자신이 판매됨에 대해 부끄러
워하였다.
주인의 행운보다 힘이 증대되었을 때, 속임수의 칼집으로부터 기만의 칼을 뽑았다.
자신의 후원자를 살해하였다, 이런 사람에게서 해방을 구하지 마라.
뻔뻔함과 기만으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비록 신성한 도움으로 차지하였다 한들
그러나 그의 가문이 왕이 아니었으므로, 그에게는 왕다운 천성이 없었다.
올바르고 깨끗한 길 위에 있어야 할 한 무리가, 방황하여 체르케스로부터 온 것이
다.

2547) 이란본Ⅰ에서는 이 부분이 ‘바르쿡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이었을 때’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이 부분은 이란본Ⅱ을 따라 부정문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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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쿡은 이와 같았고, 그의 아들 파라즈는 마치 나쁜 뿌리로부터 굽어져 자라는
나쁜 가지와 같았다.
어릴 때 부친을 대신해 왕이 되어, 어떤 이에게서도 방식이나 관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춥고 더운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 보지 않았다, 판단을 내릴 때나 전투의 때나.
나쁜 근본을 지닌 부친이 지식 없는 아들(을 낳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
었다.[1043]
투스(Ṭūsī)의 재담꾼2548)이 얼마나 적절히 기록하였는지, <본성이 생기 없는 나무
에 관해>2549)

바로 그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라, 사실상 이곳에 더욱 알맞을 것이다.

파라즈의 담대함에 관한 소식이라는 향기가, 사힙키란의 정보의 향기 맡는 곳에 이

르렀을 때, 전술한 이유로 인해 그 분의 고귀한 마음에 있었던 분노가 증폭되었다. 이

을드름 바야지드는 용감한 선언이나 앞서 사신을 통해 전달하였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늘처럼 훌륭하신 병사들이 모두 그의 왕국인 시바스

와 말라티야에서 카흐타와 그 주변까지 정복과 파괴를 행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숨을 죽이고 어떤 방식으로도 공격하거나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먼저 행운을 이행하는

출발의 고삐를 이집트와 시리아 영역 및 도시 방향으로 돌렸다. <그리고 신의 심판에

응답하였다.>

241. 하늘의 굴람인 사힙키란이 시리아와 이집트로 향한

이야기

<어느 누구든 준비하고 있으면 무엇이든 그를 위해 만들어질 것이다.>2550) <그에

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라는 상서로운 지시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누구든 위대한 일과 방대

한 업무를 위해 창조되었다면, 그 일은 그의 마음의 눈길에서는 쉬운 일이며 그의 강력

함으로 쉽게 달성될 것이었다. 비록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걱정은 그것을 불가능한 것

이라 여기고, 불가능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과거에 신의 호의가 세계 정복을

위해 사힙키란에게 창조의 예복을 사여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행운을 통해 그 사건들

가운데에 나타났던 영향력은, 당대 백성들의 염려나 걱정의 형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2548) Ferdowsī, Shāhnāma,
2549) Ferdowsī, Shāhnāma
2550) 이란본Ⅱ 미주 283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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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주가 그의 부친의 옛 죄악에 자신의 옳지 못한 잘

못을 더하여 대담하게 그 분의 사신을 억류하고 투옥하였는데, 고통으로 귀결될 그 대

담함에 관한 소식이 영광스러운 귀에 이르렀다. [1044] (그 분의) 왕다운 분노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여, 그 왕국으로의 진격을 결정하였다. 그 진격과 실행에 관해 세계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중요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유명한 아

미르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하였다. “한동안 힌두스탄으로 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고 귀환한 후에, 승전군은 자신의 장소에서 휴식을 행하는 기간

없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란 지역으로 향하여 조지아에 대한

성전 및 그 지역의 요새와 도시에 대한 정복을 위해 여러 차례 훌륭한 공격을 행하였

고,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후에, 마치 저 위에서 깜빡이는 페르카트의 천막

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그림자가 룸의 영역 위에 드리워졌고, 시바스에서 알레포까지

(모든 도시들을) 위대한 운명의 힘으로 열었으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

금 이 상황에서 룸의 영역 및 이집트와 시리아로 향하는 것은 극히 가혹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높은 성채 및 요새와 함께 있으

며, 그 지역의 수많은 군대와 무기 및 값비싼 물건들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 그 분

께서 만일 어려움을 해결하는 판단을 내리려 하신다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에게 허

락을 주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여러 날 휴식을 취한 후 마구를 새로이 하고, 이 왕국을

정복하기에 알맞은 (준비를) 갖추고 와야 할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하늘의 계시에 감화되어 대답하였다. “승리는 당대의 벗이신 신의 호의

가 베푸시는 일종의 사여이니, 군대의 우세함이나 도구의 많고 적음과는 큰 관계가 없

다. 그리고 신의 호의가 어떻게 그처럼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해결하고, 강력한 적들을

우리의 장악과 함락의 덫에 걸려들게 하였는지 여러 번 보고 배워왔다. 드높은 열의를

지니고 마음을 신에게 묶어, 목숨과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신뢰와 충심의 그림을 그리고

신께 도움을 청하며,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라 업무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아미르들이 입술을 기도와 찬사로 열었고, 복종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묶었으며,

마음을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에 두었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군대의 준비에 호

의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왕다운 견고한 의지의 깃발을 승리의 정점에 세웠다. [1045]

이동을 위한 게우르카의 함성이 시공간에 진동을 일으켰고,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가

무리지어 마치 파도가 가득한 바다처럼 나아갔다.

[시] 세계가 왕좌에서 안장을 향해 움직였을 때, 너는 말하였지, 모든 지상이
태양의 주변에 치마를 늘어뜨렸다, 재앙이 전쟁의 소매를 휘감았다.
황야에 용기 없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다. 온 하늘에 회전하지 않는 성좌는 하나
도 없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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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비히스니와 안테프 요새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승리의 빛나는 해가 승리와 연관된 깃발을 상서로움과 행운이라는 아침의 日出地

에 상서로운 징조로 세우듯이, 시리아 방면으로 향하는 광선이 드리워졌다. 복종해야 할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일부 대 아미르와 함께 전위가 되어 먼저 출

발하라.” 비히스니(Bihisnī)2551) 성채에 이르렀을 때, 그 성채의 주변에 안착을 위한 천

막의 줄들이 서로 뒤섞였다. 사힙키란은 나머지 세계정복군과 함께 도착하였으며 요새

가까이의 높은 곳에 자리하여, 플레이아데스성단 중 하나와 같은 그 요새의 위아래를

경계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 요새는 거대한 강의 계곡 사이에 있었으며 그 담벽과

탑은 마치 그 분의 행운의 규범과 마음이라는 사다리처럼 극히 높고 견고하였고, 그 높

이는 마치 깜빡거리는 페르카트의 흉벽과 같아, 토성의 테라스가 부끄러워 할 정도였다.

그 건축물의 기단은 높고 견고한 산꼭대기에 견고하게 펼쳐져 있었고, 담벽과 탑의 흉

벽은 열두 성좌의 아치를 넘어섰다.

[시] 그의 재빠름은 하늘의 셔츠가 뜯어질 지경이고, 그 드높음은 땅 아래로부터
하늘 위까지 기둥이 이어질 정도였던 반란군.
그 담벽 위에서 망을 보는 자가 어두운 밤에 달을 (보았는데), 마치 물고기의 눈이
깊은 곳을 보는 것과 같았다.
만일 예를 들어 그 벽면 위에 메뚜기가 앉았다면, 그 다리가 (벽면의) 부드러움으
로 인해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1046]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는 사방으로부터 도시의 기단을 점령하였고, 약탈의 손으로

어떠한 것이든 물자라는 이름이 그 위에 붙여져 있으면 차지하였다. 그 요새에는 시리

아 왈리의 허가를 받아, 무카발(Muqabal)이라는 이름의 불운한 자가 그 곳의 보호 책임

자로 있었는데, 그의 자만이라는 악마가 무지함이라는 투척기로 두뇌라는 요새를 점령

하였고, 그 성벽의 견고함에 유혹되어 올바른 길을 벗어나 있었다. 비할 데 없는 사힙

키란이 요새의 시찰을 명하였을 때, 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움직이는 투척기에서 반

항과 적의의 창공을 통해 무거운 돌을 그 분에게 던졌다. 그 돌은 그 분의 특수한 천막

가까이에서 땅에 떨어졌고 그 곳으로부터 미끄러져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왕다운 분노

의 불꽃이 그 뻔뻔하고 대담한 자들을 향해 불타올랐고, 운명의 영향인 야를릭이 반포

되었다. “요새의 주변을 아미르들에게 할당하여, 요새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하도록 하여

라.” 왕국을 차지하고 요새를 여는 바하두르들이 명령을 수행하여 20개의 투척기를 그

성채 주변에 설치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적의 돌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

2551) 말라티아에서 서남쪽으로 약 82km 떨어져 있으며, 현재의 이름은 베스니(Besn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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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투척기에서 던진 첫 번째 돌이 위대한 행운의 힘으로 내부의 투척기에 떨어져

그것을 부수었다. 이와 같은 우연은 명백한 승리와 권력의 도움에 의한 지시가 발현됨

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아미르자데 루스탐이 파르스 군대와 함께 시라

즈에서 와서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에 합류하였다. 전쟁에 능숙한 아미르들과 용사들이

사방에서 전투를 행하였고, 나큽치들이 업무를 행하여 짧은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요새

를 사방에서 텅 비웠으며, 투척기의 돌의 타격으로 인해 균열로 가득하였던 그 성벽과

탑을 나무 막대기 끝으로 지탱하였다. 무카발은 그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

에 반쯤 죽은 새처럼 곤경에 처한 채 계속 사람들을 훌륭한 왕좌의 발치로 파견하였으

며 무력함과 항복을 선언하고 고하였다. “그 분의 영광과 통치권의 강력함이 두려워 바

깥으로 나갈 힘이 없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자의 길을 왕다운 끝없는 자비로 중재해 주

시어, 무력해진 臣에게 자유를 주시고, 흘리던 흘리지 않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

신에게 별 영향이 없을, 이 미천한 자의 피를 용서해 주십시오.” [1047] 사힙키란은 명

하였다. “너의 요새를 점령한 후에 자유를 줄 것이다, 만일 그 전에 군대를 거둔다면,

이 성채는 견고함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소견 좁은 사람들이 ‘우리의 병사

가 그 (요새를) 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 적에 대한 친절은, 모든 이가 의심하게 되어 세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03AH 사파르 월 7일(1400년 9월 27일)에 명을 내렸다. “굴에 불을 지르고, 탑을

넘어뜨리도록 하라.” 그 상황을 보고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부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카발의 견고한 기둥들이 마치 요새의 탑과 벽처럼 한 번에 파괴되었다.

즉시, 카디들과 이맘들과 사이드들은 각자 자신의 역량이 닿는 한 다양한 선물과 희귀

품들과 요새에 있던 모든 말을, 선물의 관습으로 바깥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승리의 샤

자데인 샤루흐를 중재자로 세워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이르렀다. “무카발은 그 어전

의 가신에게 복속하는 위치에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 때문에 노란 얼굴과 검은

이름을 갖게 되어, 곤경에 처한 혀로 사과와 용서를 청하기 위해 열었으니, 지체 없는

자비가 도달하여 그의 목숨에 안전을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힙키란의 애정

은 그를 그 샤자데에게 사여하였고, 그의 중재를 승인의 자비로 허가하여 모든 죄악을

용서하였으니, 모든 사신들이 기도와 찬양을 읊으며 되돌아갔다. 그리고 설교단 위와 금

은화의 표면을, 그 분이 지니신 영광스럽고 상서로운 칭호로 장식하였다. 그 중요한 일

이 끝났을 때,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이동을 알리는 큰 북의 울부짖음에 따라 움직였

고, 안테프(‘Antāb)2552) 방향으로 고삐를 돌렸다. 그 도시는 극히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외부 양쪽에 각기 하얀 돌을 새겨 세워두었다. 그 깊이가 30가즈이며 그

2552) 현재 터키 남부, 알레포 북부의 시리아와의 변경에 위치한 가지안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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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대략 17가즈였던 해자를 그 주변에 파고 다리를 그 위에 세웠으며, 그 돌로 만들

어진 제방 속을 비워 [1048] 기병이 그 안에서 달릴 수 있고 궁수들을 둘 수 있게 하였

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그 요새 위에 드리웠을 때, 풍부한 재물

과 끝이 없는 건초 및 과실로 가득한 도시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부유하고 깨끗한 대

인들과 지주들은 모두 달아난 후였고, 몇몇 백성들이 대문을 닫고, 축복의 대오가 도달

하였을 때 도시를 맡겼다. 그리하여 이 또한 다른 승리의 부산물이 되었다. <도우시는

신으로부터>

243. 세계정복자의 수행원들이 알레포의 도시와 요새로 향

하였던 이야기

사힙키란은 <우리는 한 달간의 행진을 두려워하였다.>2553) 라고 말씀하신 분의 지

고하신 가문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에게 갖고 있

었던 진실한 우정과 온전한 애정으로 인해, 충분하고 완전한 행운이라는 이로움을 얻었

다. 그리고 그의 세계정복자의 깃발이 향하였던 사방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 상대편

왕과 군주들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자, 극도의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올바른 방법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시] 두려움으로 인해 그 자는 마음이 자리를 떴고, 당혹감으로 인해 올바른 길을
죄와 구분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 승리의 귀환처인 오르두가 비히스니와 안테프에 있었을 때에, 알레포의

하킴인 티무르타시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왕국의 수도인 이집트로 소식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시리아 영역 및 도시의 군사들은 완전한

준비 및 도구를 갖추고 각 지역에서 알레포로 향하도록 하여라.” 운명이 그 위에서 비

웃고 있던 이 방책에 의거하여, 다마스쿠스의 말릭 올 우마라(Malik al-Umarā)인 슈둔

(Shudūn)이, 호전적인 군대 및 수많은 지원물품과 함께 알레포로 왔으며, 홈스(Ḥum

ṣ)2554)와 하마(Ḥamā)2555)와 안타키야(Anṭākiyya)2556)와 트리폴리(Ṭrābulus)2557)와 나불

2553) 예언자의 하디스(Sunan an-Nasa'i).
2554) 시리아 중부의　도시,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약 １42km　떨어져　있다．
2555) 홈스에서　북쪽으로　약　４４km　떨어져　있는　시리아　중부　도시．
2556) 고대 도시 안티오키아로 유명하며 현재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대, 알레포에서 서쪽으로 약
87km 떨어진 곳에 위치.

2557) 현재 레바논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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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Nābulus)2558)와 바알베크(Ba'lbik)2559)와 가나안(Kana'ān)2560)과 가자(Ghaza)2561)와

라믈라(Ramla)2562)와 예루살렘(Qudus)과 카라크(Karak)2563) 및 룸의 요새들과 그 주변

의 나머지 도시 및 영역에서 아미르들과 사령관들이 저항과 방어를 위한 도구를 준비

하여 [1049] 무리지어 그 방향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병사들

과 끝없는 군대가 알레포에 모였다.

[시] 함성으로 가득한 군대가 사방에서 알레포로 향하였다.
사방에서 무리들이 다가왔다. 운명을 생명으로 마중하였다.
수천 명의 이름 있는 귀족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와 함께.
도구나 방식에 대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뼛속에 닿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알레포의 말릭 올 우마라였고 지혜나 생각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뛰어났던

티무르타시는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논의를 펼쳤다.

“이는 우리가 손을 댈 필요 없고 쓸모없는 일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

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강력한 군주는,

위대한 행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그의 예속민에게서 신기한 영향과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향하고 있는 곳마다, 만일 도시와 요새라면 그곳을 점령하

여 열었고, 그에게 맞서는 모든 사람은 후회의 손등을 유감의 이빨로 깨물었다. 그에

대한 보복은 가장 나쁜 형태로 결론지어졌다. 생각해 보라, 호라즘과 같이 넓은 왕국과,

투르키스탄, 후라산, 자불리스탄, 힌두스탄에서 갠지스 강의 끝에 위치한 마을들, 타바리

스탄과 이라크와 파르스와 후지스탄과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과 디야르바크르에 이르

기까지 모든 예속민들과 부속 지역이 이름난 강력함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훌륭한 왕들

의 장악의 손아귀에서 단시간 안에 해방되었고, 장악과 권력 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되

었는데, 그의 대리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누케르 중에 몇몇과 함께 한 도시를 다스리게

된다면, 이란과 투란에서 어떤 이도 참견이라는 얼굴을 대담한 손으로 할퀼 수 없을 정

도였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신의 위대한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2558) 예루살렘 북쪽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평원.
2559) 현재 레바논 중북부, 베이루트에서　동북쪽으로　67km 떨어진 곳에 위치．
2560)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지명으로, 성경에서는 요르단 강 서쪽지방을 가리켰으나, 일반
적으로는 이집트와 소아시아 사이의 지중해 동해안을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2561)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가자지구.
2562)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에서　동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곳에　위치．
2563) 요르단 중부의 도시, 십자군이 세운 요새 유적이 있다.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84km　떨
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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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와 같은 일들은 신께서 하신 것이다, 신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 [1050]

내 마음속 방책은 다음과 같다, 복종과 타협을 통해 의례와 세케와 후트바를 그의

이름으로 장식하고, 이들 외에는 그의 어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사이드들

과 이맘들과 울라마들을 우리의 중재자로 삼고 적절한 선물과 적당한 물자들로 가능한

한 바치는 식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그의 주의를 이 지역에서 돌리게 하고, 이 왕국이

안전하게 남도록 하는 것이다.”

[마스나비] 왕관과 도검과 왕좌의 주인이, 운명의 힘으로 깃발을 움직였을 때
행운과 예리함, 기개가 강력하여, 마치 불꽃처럼 분노를 태웠다.
이 불꽃을 서둘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닷물로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
다.

티무르타시가 이처럼 이야기하였을 때, 지혜와 현명함으로 비교적 많은 이득을 보

았던 무리들은 실로 올바른 방법이었던 그의 판단을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대

부분, 특히 다마스쿠스의 하킴인 슈둔은 착각이란 두뇌가 자만의 열기로 뒤얽혀져 있었

고, 무지함과 경솔함의 침대에서 행운이라는 꿈을 꾸었으므로, 구원과 건강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허풍을 일삼는 혀를 갖가지 과장된

방식으로 열었다. ‘<아무리 두려워하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공포에 떨게

하려 해도 바라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곳이 네가 나열하였던 다른 왕국들

과 무슨 상관있는가, 그들의 도시는 탑과 담벽이 진흙과 벽돌로 이루어졌으나, 우리의

성벽은 모두 단단한 돌로 (되어있다. 또한) 이 지역의 여러 도시는 돌로 된 성채 안에

전투의 도구와 저장물품들이 가득하여 우리의 소유 하에 있으니, 만일 그들 중에 누군

가가 전투를 하고자 한다 한들, 여러 해가 지나도 (점령이) 불가능할 것이다. 너의 마음

에 생겨난 것은 무슨 근거 없는 두려움이냐. 그리고 만일 너의 생각이 그들의 많은 무

기와 도구 때문이라면, 혹은 많은 군사 때문이라면, 이곳 또한 지고하신 신의 도움으로

그들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활은 다마스쿠스의 것이며 우리의 도검은

이집트의 것이고 창은 아랍의 것, 방패는 알레포의 것이다. (게다가) 이 왕국에는 거대

한 도시 외에도, 60000개의 마을이 [1051] 기록되어 있으니, 만일 각 지역에서 1-2사람

씩만 와서 군대에 합류하게 된다하여도, 어떤 병영에도 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피난처는 포승줄과 壽衣이며 우리의 성채들은 흉벽에서 바닥까지

돌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운명의 펜이 자만과 무지함이라는 황야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죽음에 서

명하였으므로, 아무리 티무르타시 및 일부의 현명한 자들이 ‘전투가 어디로 귀결될 지는

사람이 알 수 없으며, 숨겨진 근원에서 승리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는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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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니, 아부와 타협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상황에 보다 더 알맞고 적절한 방향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건강과 구원에 한층 가까워지도록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도,

[시] 지혜를 좋아하는 현인에게 들었다, 일에서는 온건함과 부드러움이 좋다.
부드럽게 일을 행할 수 있을 때에는,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행하지 말라.

일부 거만한 자들이 혼돈에 빠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였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강

경하게 용기를 발휘한다면, 무기력함과 악하고 지친 마음 때문에 혼돈과 쇠약과 무질서

외에는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화 후에 대부분의 업무가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즉, 도시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의존의 등을 견고한 성채에 두어 공

격자들의 공격의 소 화살의 타격으로부터 도시를 돌보도록 한다. 즉,

[시] 화살과 돌에 의존하고, 마치 고래처럼 적을 밀어붙이자.
활의 모퉁이를 귀 쪽으로 가져가자, 화살촉으로 피를 들끓게 하자.
전투의 날에 전쟁을 행하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에.

아군에서는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견고한 기둥과도 같은 행운의 계시로, 안테

프에서 행운과 희망으로 출발하였다. 6∼7파르상을 한두 번 만에 이동한 후, 단단하고

무거운 등자를 무겁게 하고 고삐를 충분히 늘려 잡은 채로 매일 약 반 파르상 정도씩

이동하였다. 안착한 후에는 승인의 원인이 되는 명령을 반포하여, [1052] 승리를 동반하

는 병영 주변에 해자를 파고, 성벽과 같은 울타리를 그 둘레에 둘렀다. 이와 같이 하여

하룻길을 1주일 만에 통과하였으며, 모든 장소에서 신중히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적들

은 그 분의 훌륭한 방책에 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모종의 두려움이나 걱정

이 있어 빨리 앞으로 진격할 힘이 없다고 착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용감해졌고, 올바

른 길로 향하는 결정에 반발하였으며 용감하게 도시 바깥으로 나와, 혼란의 유혹과 미

숙한 생각이라는 창공에 죄로 귀결되는 공포의 천막을 세웠다.

[시] 행운이 사라진 사람들은 길을 서두르다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루이 해에 해당하는 라비 알 아왈 월 9일(1400년 10월 28일) 목요일에, 세계정복자

의 깃발이 도달의 그림자를 알레포 근방에 드리웠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은 몇몇

私的 누케르들과 함께 적들의 정탐병에게 다가갔고, 비록 (상대방이) 훨씬 많았으나 지

체 없이 그들을 공격하여 단번에 창으로 기병들을 안장 위에서 땅 위로 떨어뜨렸고, 그

를 붙잡아 전장 바깥으로 데려갔다. 그의 누케르들 또한 최대한 훌륭하게 행동하여 사

람들을 붙잡았다. 나머지 군사들은 이전까지 본 적 없었던 그 용감한 포획을 보았을 때



- 830 -

모두 달아났다.

[시] 전쟁이라는 소동의 불꽃이 발생하였을 때, 알레포는 돌의 친구인 유리가 되었
다.
부서지는 것 빼고는 그에게 무슨 수가 있는가, 알레포에서 그 위로 단단한 돌이 떨
어졌을 때.

바로 그 날에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6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섰는데, 거

대한 군대가 그들 맞은편으로 와서 거대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갖은 노력 끝에 양측에

서 전투의 場이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바하두르들 중에 일부가 말을 몰고 적의 맞은편에 섰으며, [1053] 어느

누구도 앞으로 한 발자국을 뗄 수 없었다. 세 번째 날, 태양이라는 동쪽의 아프라시압

이 승리를 비추는 칼을 어두운 칼집에서 빼어 들고 광장을 활보하였을 때, 수많은 군사

들은 밤의 初부터 새벽 끝까지 그들의 위대하고 강력한 깃발의 중심, 하늘을 회전하는

터키석 색 성채인 이집트의 삶이라는 낮을 밤으로 만들었다.

[시] 하늘의 아프라시압이 동쪽에서 얼굴을 든 지 3일 만에
모든 시리아의 용사들 무리들이, 금으로 장식된 칼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사힙키란은 승리를 동반하는 병사들에게 말을 몰고 전투와 증오의 깃발을 들어 올

릴 것을 명하였다.

[시] (지위가) 높고 낮은 군사들이 움직였다, 용사들의 힘은 갑옷으로 강해졌다.
전장이 사자와 도검으로 가득하였다, 철로 된 갑옷과, 금으로 된 투구.
울부짖는 북과 게우르카를 두드리며 다가왔다, 담즙은 강한 악마에 대한 두려움으
로 인해 물이 되었다.

왕국을 장식하는 판단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우군의 보호와 관리는 아미

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루흐 및 대 아미르들과 노얀, 예를 들면 아미르 술레이

만 샤와 다른 유명한 아미르들에게 맡겨졌고, 수장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였다.

[시] 승리의 샤자데가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을 정렬하였다,
원한을 찾는 무리들이 목숨을 희생하였으며, 사람들의 눈썹 위에 주름이 드리워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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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에는 술탄 마흐무드 칸과 아미르 자한샤 및 그들의 고귀한 노얀들과 투만의

아미르들이 세계정복자인 병사들을 정렬하였으며, 용기를 발휘하였다. 그들의 수장은 술

탄 후세인이었다. [1054]

[시] 수없이 많은 군대가 정렬하였다, 복종과 忠心으로, 생명을 쳐부수는 함성소리
로.
모두가 전장이라는 풀숲의 용맹한 사자였고, 전투의 바다에서 용감한 고래였다.

하늘을 닮은 중군은 사힙키란이라는 태양의 피난처인 천막의 그늘 아래, 수많은 사

람들과 짐승들과 갖가지 세계 정복을 위한 도구들을 가득 채웠는데, (이는)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 모든 훌륭하고 거대한 도구 중에 산처럼 거대한 코끼리 대오

가, 힌두와 델리 지방의 성전에서 획득한 모든 물품 및 전리품과 더불어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고 있어, 적들의 단단하고 견고한 기둥은 마치 기반이 약한 벽처럼, 코끼리

전사의 타격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시] 철로 된 기병들은 3마일에 달하는 담벽이다, 그 모든 담벽의 탑은 살아있는
코끼리였다.
철갑 같은 몸을 지닌 모든 코끼리의 등이, 던져진 불꽃과 쏘아진 소화살로 가득하
였다.
코끼리들의 코가 모두를 파괴하였다, 마치 구부러진 뱀들이 휘어진 곳으로 들어가
듯이.

개미처럼 많고 사자를 사냥하는 군대를 열병하여 위대한 샤자데와 고위 아미르들

의 장소를 결정하였을 때, 복종해야만 할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유능한 1투만의 기병을

전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언덕 위에 서 있도록 하고, (마치) 안정을 찾은 닻처럼, 자기

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비록 적들이 패배하여 일제히 달아나더라도.”

알레포와 시리아의 군대 역시 모든 좌-우-중군을 훌륭하게 구축하였고, 대열을 이

끌어 저항과 독립의 깃발을 세웠다.

[시] 병사들은 도구들을 갖추고, 모두 재빨리 목을 치켜들고 영광스럽게.
각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원한이 마치 잘의 아들 루스탐보다 많았던 무리들이.
파괴의 때에, 모두 용감하게 울부짖는 사자에게 타격을 가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
拍車로 亞麻 빛 배를 할퀴었다, 창으로 모루를 강제로 몰래 훔쳤다. [1055]



- 832 -

그리고 양측에서 북이 울부짖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열의의 피가 바하두르들의 훌륭한

핏줄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시] 산에서 원한의 북에 한숨이 발생하였다, 화살촉으로 인해 철로 된 구름에 빗
방울이 생겨났다.
기병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코끼리들이 매복 장소로부터 바깥으로 달려 나왔다.
피로 인해 창의 둥근 부분이2564) 튤립과 같이 되었다. 창촉은 제비꽃이, 칼은 석류
꽃이 되었다.
각지에서 전투가 가혹하게 치러졌다, 주변을 돌며 일에 임하는 것이 운명이었다.

우익에서는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가 승리를 상징하는 병사들과 함께 훌륭한 노력

을 기울여, 신의 가호로 마치 구부러지고 꼬인 보라색 머리칼이 아침의 바람에 흩어지

는 것처럼, 적들의 좌익을 몰아내었다.

[시] 승리자 아부바크르는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원한의 전장에서 지체 없이.
적들의 생명이 세계에서 사라졌다, 모든 전쟁 도구와 깃발이 검은 색을 떨구었다.
흙과 피가 머리에 흘렀다. 투구와 전통은 그들의 칼날로 인해 죽음의 칙령이 되었
다.

좌익의 바하두르들은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자한샤의 용감한 힘으로, 적의 우익을

서로 분리하여 흩어지게 하였다.

[시] 술탄 후세인, 그 창을 가진 용사가 적들에게 용감하게 파괴를 일으켰을 때,
누군가는 안전을 요청하였고 다른 이는 사방으로 달아났다, 입은 것들을 흘리며.
누군가는 전통을 떨구었고 다른 이는 달아나는 자의 모자를 잡았다. 길이 있건 없
건.

용기가 당연한 것이었던 용사들은 승리를 동반하는 중군에서 최대한 용감하게 행

동하여, 창촉과 화살촉을 적들의 눈과 가슴에2565) 두었고, 훌륭한 허벅지를 지닌 코끼리

가 험난한 땅으로 진격하였다. [1056]

2564) ‘창의 둥근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본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이란본Ⅰ에는 (타격을 방지
하는) 헬멧(Khūd), 이란본Ⅱ에는 ‘가죽으로 된 바구니(Ayba)’로 되어 있다. 본문은 캘커타본
(Ghayba)을 따랐는데, 이란본Ⅰ의 것은 의미는 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본과 비교했을 때 동떨
어져 있기 때문이다.

2565) 이란본Ⅱ을 보면 ‘훌륭함(Sanīya)’이라 되어 있으나 가슴(Sīna)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출판사
의 오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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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566) 코끼리 코를 밧줄처럼 구부러뜨려 전사들의 목에 묶었다.
이빨로 인해 상처에 불꽃이 일어났으며, 모든 먼지가 피와 뒤섞였다
하나를 이빨에 두었고 하나는 발아래에 던졌다.

슈둔과 티무르타시는 그 상황을 보자 강력하고 견고한 기둥이 흔들리게 되었고, 두

려움의 고삐를 달아나는 방향으로 쥐고 만쿠사(Manqūṣa) 대문으로 향하였다. 적의 모

든 군사들이 흩어졌는데 대부분이 다마스쿠스 측으로 달아났다. 일부 승전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 다수를 살해하였으며 일부는 잡아 데려왔고 말과 무기를 취하였다. 그리

하여 이처럼 많은 무리들 중에, 달아나 그 소식을 다마스쿠스에 전하였던 한 기병을 제

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멀쩡히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

[시] 전쟁을 즐기는 輕騎兵들은 날카로운 도검으로, 시리아 人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처하게 하였다.
많은 병사 중에 한 용사도 남지 않았다, 그 기병 중에 몸에 머리가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승리의 동쪽으로부터 희망의 아침이 떠올랐고, 시리아(Shām)의 지배층이라는 낮이,
밤(Shām)이 되었다.2567)

알레포의 군사가 패주하여 다급히 달아나 도시와 요새의 내부로 향하였을 때, 도시

의 大路와 대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람들에게 통과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고삐를 재촉하며 나아갔고, 도달한 모든 장소에

서 (적을) 원한의 칼로 베었다. 결과적으로 극도의 공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자에

떨어져 말과 사람이 뒤섞이게 되었으며, 대문의 아치 근처까지 서로서로의 위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그 모든 노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서로의 위에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렵사리 이곳을 통과하였다면, 넘어져 있는 이들의 위를 밟고

걸어서 지나간 것이었다.

[시] 사람 위에 말이, 말 위에 사람이 넘어졌고, 모든 곳이 피로 가득하였다
[1057]
모든 마음이 긴 화살 같고, 모든 두뇌가 갈라졌으며 모든 옷에 피가, 모든 희망에
먼지가 (있었다.)
어떤 자는 전투복을 입었으나, 머리가 철퇴로 인해 (바닥에) 떨어졌다. 어떤 자는

2566)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2567) ‘시리아’와 ‘밤’이라는 단어가 동음이의어(Shām)라는 점을 이용한 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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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단도를 쥐었으나, 머리를 잃고 넘어졌다.

일부 승전군은 잘못된 판단으로 도시 바깥에 나와 있던 그들의 오르두를 약탈하였

고, 무엇을 얻었든 약탈하였다.

[시] 大帳殿과 천막을 세웠고, 무기와 가축을 정렬하였다.
모두가 수많은 양을 그러모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 흩어졌다.

바하두르 및 용사들 중에 일부는 용감하게 도시로 공격을 행하였고 바로 그 날,

803AH 라비 알 아왈 월 11일(1400년 10월 30일) 토요일에 도시를 강력한 행운의 힘으

로 차지하였다.

[시] 그 후에 약탈을 행하고자 도시와 시장과 골목으로 향했다.
(불길이) 치솟았다, 마치 지옥불처럼, 여인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포로로 붙잡았다.
도시 안에는 말과 노새가 남아있지 않았다. 병사들은 가축이면 무엇이든 몰고 갔
다.
숨어있든 드러나 있든 무엇이든 도시에 있으면, 모두 급히 약탈하였다.
금이건 7색 비단 천이건, 연회의 도구이건, 전투의 무기이건
많은 옷과 값비싼 장식품, 값비싼 보석으로 가득한 문서들.
금으로 된 도구들과 은으로 된 그릇들, 사람에게 있을법한 정도 이상의 것을.
현금과 귀중한 물품, 친애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을만한 모든 종류의 것들.

244. 알레포 요새의 전투와 그 승리의 이야기

티무르타시와 슈둔이 승전군의 바하두르들의 공격적인 타격으로 인해 도시로 달아

났을 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요새에 들어갔다. 그 요새는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산이었는데 [1058] 꼭대기를 푸른 돔의 정점에 뻗었고 그 자락에 해자가 30가즈의 폭으

로 강과 연결되어 있어, 그 물에 배를 띄우고자 해도 가능할 정도였다.

[시] 그 위에 대해 말하기를, 우물 구덩이에서 (보면), 달은 하늘의 샘물이며 물고
기의 눈이다.
새는 그곳에서 슬픔 없이 위로 (날아올랐고). 매는 아래를 향하여 물고기에 닿았다.

요새의 제방은 해자의 밑둥부터 성벽까지 100가즈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져, 기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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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곳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슈둔과 티무르타시는 성벽의 견고함에

의존하여 저항과 반기의 깃발을 다시 한 번 들어 올렸으며, 요새의 주민들은 흥분하여

함성을 지르며 담벽과 탑으로 달려 나가 북의 부르짖음을 세계에 드리웠다. 기름병 던

지는 자들이 사방에서 강력한 손을 펼치고 화포를 쏘기 시작하였다.

[시] 원한으로 인해 시리아 사람들의 눈썹이 주름지게 되었고 담벽 위에서 창으로
벽을 지켰다.
돌비가 태양을 가렸고 화살촉으로 인해 매의 깃털이 아래로 떨어졌다.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행운으로 도시에 들어왔으며, 요새의 맞은편에 영광스럽

게 멈추어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안착하였다. 복종의 원인이 되는 명령을 반포하였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는 해자의 주변에 자리하여, 화살의 타격으로 공포의 비명소리조

차 남지 않도록, 적들이 탑과 담벽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 수 없게 하라.”

[시] 길 주변에서 움직이는 무리들이 씻겨 나갔다. 화살 입들을 갑옷이 가득 채웠
다.
매의 깃털들이 자그 새에게 활을 쏘았고, 적의 가슴이 화살의 눈을 꿈꾸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민첩한 손을 가진 나큽치들이 힘과 능력의 팔로 해자

의 주변을 [1059] 거친 체처럼 구멍 내었고, 용기를 발휘한 일부 바하두르들의 후원 및

굳건하고 강력한 행운의 도움으로, 해자의 물을 가로질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 노력의 허리띠를 묶고 기술을 펼쳤으며, 곡괭이로 타격을 가하였다.

그 상황에서 5명의 용사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용감한 발로 요새의 대문 바깥으로

나왔으며, 신중하게 성벽 위에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있던 줄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

고는, 빠르게 제방 아래로 내려갔다. 두려움 없이 원한의 칼을 보복의 칼집으로부터 빼

어 들어, 굴을 향해 서둘러 갔다. 나큽치들과 함께 있던 승전군의 바하두르들이 굴 바

깥으로 나와 모두를 화살의 타격으로 넘어뜨렸다.

[시] 두 개의 구부러진 활은 커프(ک)가, 활줄은 덜(د)이 되었고, 그 긴 화살은 가벼
운 날개를 지닌 매가 되었다.
그 발톱에 닿은 모든 이들은, 그의 생명이라는 새가 몸에서 빠져나갔다.

요새의 주민들은 그 공격의 화살로 인해 마치 수양버들처럼 흔들렸으며, 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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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들을 위로 끌어올렸다. 그 후에 사람들은 탑의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면 어

디로 가야 할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동료들에게, 나날이 증가하는 이 행운의 사건들은 하늘이 명령한 바

이며, 그와 싸우고 맞선다면 후회와 고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힙키란은

한 사람을 사신으로 삼아 서신과 함께 그들에게 파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왕

다운 영광이신 신의 가호로 세계를 우리의 지배하에 장악하였으며, 신의 힘이라는 영원

한 도우심은 세계의 왕국들을 우리의 권력의 손아귀에 맡겼으니, 요새와 성채의 견고함

도 우리 군대를 막을 수 없으며, 병사와 도구의 풍부함도 우리의 분노의 타격을 막을

수 없다. 만일 자신의 목숨에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너는 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렇

지 않다면 자신과 주민들과 가족의 목숨을 재촉하게 될 것이며, 그 죄가 쌓일 것이다.’

[1060] 요새의 주민들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치맛자락에 매달렸

다. 슈둔과 티무르타시의 운명의 옷깃에 있었던 손은 왕국의 사이드들과 카디들과 이맘

들과 귀족들과 함께 왕국의 열쇠와 창고의 걸쇠들을 집어 들고 대문을 열어, 패배와 곤

경에 빠진 발걸음으로 세계의 피난처의 왕국으로 왔고, 무력함과 겸손의 얼굴을 땅에

두었다. 복종의 원인인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소둔과 티무르타시 및 그들과 함께 요새

에 있었던 사령관들과 군대 중에 약 1000명의 사람들을 각 투만에게 분배하여 가두도

록 하라.” 그리고 요새가 그 굳건함과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구현하는 바하두르

들의 용감함과 호전성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되었을 때, 그 흉벽의 일부를 武力의 정으

로 파내어, 마치 부끄러워하는 자의 머리처럼 앞으로 넘어뜨렸다. 적을 가두는 세계 정

복자의 판단은, 요새에 붙잡혀 있었던 이순 부카 다바트다르(Isun Būghāy Davātdār)를

이집트 바르쿡의 아들 어전에 파견하여 메세지를 전하도록 하였다. “소둔과 티무르타시

는 우리 가신들의 손에 포로가 되었으니, 이들의 해방은 아틸미시가 도착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이쪽으로 그를 빨리 파견하면 포로들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자

유롭게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약속 시점을 정해 주고 급히 파견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위해 요새로 올라갔으며 2일 후에 바깥으로 나왔다. 아미르 자한샤는 요

새의 대문에 앉아 물자들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왕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저장하였었

던 오래된 창고와, 도시의 주민들이 이 시기에 그곳으로 가져다 놓았던 수많은 물자들

과 도구들로 가득한 요새의 전리품 중에, 수많은 현금과 물자들이 희망의 대리인의 보

호 下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수와 셈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이와 같은 것들이 왕들

의 열의와 군주들의 천성으로 장식되었다.

[시] 세계를 칼로 차지하였고, 채찍 끝으로 분배하였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아미르들과 군사들에게 사여하였고, 유수진과 세금을 창고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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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함께 알레포 요새에 두었다. 사이드 아즈 앗 딘 말릭 하자르가리(Saīd 'Az

al-Dīn Hazārgarī)와 시스탄의 왈리였던 샤한 샤, [1061] 그리고 무사 투이부카(Mūsa

Tūybūghā)와 바얀 티무르 (이븐) 아크부카의 아들 술탄 마흐무드(Sulṭān Maḥmūd)와

술탄 말릭(Sulṭān Malik)과 무라드 카우친(Murād Qauchīn)과 파얀다 추라(Pāyanda

Chūrahh)와 셰이흐 우마르 타바치(Shaykh 'Umar Tavāchī)를 요새의 지배와 보호에 임

명하였고, 15일을 그곳에 머무른 후에 왕다운 결정을 내려 다른 시리아 도시를 정복하

기 위해 출발하였다.

245. 하마 도시 및 요새 점령과 홈스에서의 승리의 이야기

사힙키란은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알레포 외곽에 안착해 있던 때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순자크와 다른 아미르들을 전위로 삼아, 유수진을 둔 채로 하마 방향으로 파견

하였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도시의 성채를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열었으나 도

시 내부 요새의 점령은, (그곳이) 극히 견고하였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세계를 장식하는

세계 정복자의 판단에 의거, 알레포 사건이 끝나고 지지자들의 바람에 따라 휴식을 얻

었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성한 가호와 보살핌의 그림자 아래에서 하마 방향

으로 출발하였으며, 가는 도중에 그 지역 및 주변에 있었던 3-4개의 요새를 하늘같은

병사의 용감한 타격을 통해 모두 정복하였다. 페르카트와 같은 천막이 도달의 그림자를

그 지역에 드리웠고, 하마 요새의 주민이 성채 위에서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의 거대하

고 강력한 위용을 멀리서 보았을 때, 복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차지

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다급히 조공과 선물로 지불하였다. 간청과 탄원의 발로 요새

바깥을 향해 나와, 먼저 와 있었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에게 피난하였고 그들을 중재자

로 세워 안전을 요청하였다. 왕다운 자비가 그들을 용서하였으며 그 지역의 모든 전리

품들과 획득한 바를 전술한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에게 사여하였다. 20일 동안 그곳에 머

물러 군대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가축들이 계속되는 고통으로부터 편안해지도록 하

였다. [1062] 그 기간 동안 그 분이 머무를 수 있도록 디반하나2568)를 건축하여 완성하

였으며,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 또한 자신을 위해 집을 건설하였다.

[시] 오르두에 거주하였던 1-2주 동안에 그 장소는, 마치 도시처럼 거주지와 건축
물로 가득하였다.

2568) 디반하나는 일종의 건축물이다. 주로 군주가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로, 거대한 리셉션
홀을 보유한 건물 형태를 의미하는데, 디반에 속한 이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관청 같은 건물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티무르의 거주를 위해 건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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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아미르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어떤 방책을 생각해내어 축복받은 영예로

보고하였다. “승전군이 여행 한 지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길을 통해 나아

갔고, 때로는 적에 맞서 파괴와 타격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거대한 병사들

및 말과 함께 휴식하며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일 고귀한 판단이 올바르다

여기신다면, 이곳에서 트리폴리 해안으로 (군대를) 이끌어 이번 겨울에 군대와 가축들

을 그곳에서 쉬게 한 다음, 초봄에 힘을 가득히 채워 적들을 섬멸합시다.” 이 방책이 비

록 (인간의) 통찰력으로 검토를 행하는 현명한 책략가의 관점에는 훌륭하였으나, 세계

정복자 사힙키란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밝은 마음의 기준에는 온전하지 않았으므로, 그

방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시] 사자의 마음을 지닌 왕, 코끼리의 몸을 지닌 왕이 그에 대해 주변인들과 상의
하였다.
서둘러, 적들이 안정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왕다운 훌륭함으로 승리를 드러내는 깃발이 홈즈 방면으로 나아갔다. 대 아미르들

중에 하나가 정탐병의 관습으로 먼저 도시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에 대한 올바른 숙고와

후원으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로 너희에게 왔노라>2569)라는 말씀을 실현하였고, 그곳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결과가 일으킬 혼란에 대해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 지역의 공기가

하늘처럼 강력하신 대오의 먼지로 인해 향기롭게 되었을 때, 홈스의 귀족들은 복속의

허리띠를 매고, 조공과 금화를 뿌리는 관습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서둘러

왔으며 땅에 입을 맞추는 의례를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1063] 분의 애정의 태양이

정의와 자비라는 성좌의 정점에서 평화와 안전의 빛을 그 왕국 위에 드리웠고, 알리 아

크바르('Alī Akbar)를 그들의 다루가 및 대리인으로 세웠다.

[시] 안내자에게서 충고를 받아들였다, 재앙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246. 바알베크 요새의 승리의 이야기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행운으로 홈스를 출발하여, 승리의 피난처이자 승리의

전위인 병사들과 함께 바알베크 도시로 향하였다. 역참 한 개 만큼의 거리를 이동한 후

에 어떤 소금 호수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고 그곳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일부는 해안에서 시돈(Ṣīda)2570)와 베이루트

2569) Qur'ān, Sūra al-Nūr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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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rūt) 방면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바알베크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 성벽을 살피던 자들은 경악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매우 큰 돌로 세웠

기 때문이다. 즉 요새의 벽 한 구석에 있는 하나의 돌이 정원 방향으로 굳건히 서 있었

는데 한 면이 (샤리아 가즈로) 28가즈였고 다른 쪽은 16가즈였으며 높이는 일곱 가즈였

다. 바알베크는 요새의 독특함과 건물의 높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소문에, 술레이만 <예

언자께 평화와 안녕이 있기를!>의 건물군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2571) 사실상 <그

들은 그의 뜻에 따라 그를 위해 일하여 궁전을 만들었으며,>2572) 그 수리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운의 영예로 인해 어

떤 고통도 없이 (그 분의 군대에) 점령되었고, 많은 건초와 과실 및 갖가지 종류의 군

수물자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서 반포되었던, 복종해야 할 명령

에 따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아미르 순자크와 다른 아미르

들은 30000명의 기병과 함께 다마스쿠스로 향하였다. [1064]

247. 사힙키란이 다마스쿠스로 향한 이야기

바알베크는 산 가까이에 위치하였으므로, 겨울이 다가오자 공기의 차가움이 심해지

고 눈과 비가 내려,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주마다 알 아왈 월 3일

(1400년 12월 20일) 일요일, 해가 염소자리의 6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2573) 승리를 상

징하는 깃발은 그곳을 출발하여 1개의 역 거리를 간 후 예언자 노아의 성스러운 정원

을 순례하기 위해 <예언자께 평화와 안녕이 그와 함께 있기를!> 카라크(Karak)2574)로

갔다. (그리고) 이득과 행운의 빛을 통한 사여와 福을 얻은 후에 다마스쿠스로 향하였

다. 이 가운데에 시돈과 베이루트로 향하여 그 쪽과 그 주변을 공격하였던 일부 승리의

병사들이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건강하게, 만족해하며 세계정복자 대오에 합류하였다.

이 때에 시리아의 백성들은 하늘의 굴람이신 사힙키란이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이 이집트였으므로, 아미르들과 아얀들은 모두 그 새로

2570) 베이루트　남부　３９km에　위치한　레바논　지중해　연안의　도시．
2571) 12세기 중반 모로코 지리학자인 무함마드 이드리시는 바알베크의 두 사원이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고 그의 왕궁이라 하였다(Samuel Jessup, "Ba'albek," P icturesque Palestine, Sinai, and
Egypt, Div. II, New York: D. Appleton & Co., 1881, pp.475–6).

2572) Qur'ān, Sūra al-Sabā' : 13.
2573) 서력 1400년 12월 20일. 다만 이 때는 페르시아 태양력인 잘랄리력으로 10번째 달인 데이 월
14일인데, 데이 월이 염소자리를 가리키는 것은 맞으나 날짜는 다소 다르다.

2574) 현 레바논 중부에 위치한 마을로 바알베크 근처에 있다. 이곳에 석관이 있는데, 알 무까다시
(al-Muqaddasi)나 알 디마시키(al-Dimashqi)등의 기록에 따르면 10세기에도 이곳은 노아의 무
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의 지명 자체를 ‘Karak-i Nūḥ’로 바꾼 것은 맘룩 조 시기
이며 그들은 와크프를 이곳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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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소식을 당대의 이집트 왕좌의 주인인 바란둑의 아들 파라즈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에게 다마스쿠스 측으로의 출발을 선동하였는데, 그는 그들의 유혹으로 인

해 正道를 벗어나게 되었다. 군대의 정렬하고 장비를 갖추었고,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모아 강력함의 극치와 끝없는 장엄함과 더불어 현명한 자들과 이성적인 이들의 상식을

거슬러 시리아 방향으로 향하였다.

[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주가 원한의 팔로 보복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힘으로 병사들을 모아들였는데, (그) 규모가 셈의 범위를 넘어섰다.
용사들의 무리들은 전쟁의 때에 고래의2575) 입에서 이빨을 뽑아냈다.
함성의 장소로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밤은 전투의 낮과 이어져 있었다.
원한의 때에 철로 된 손톱을 지니고 철을 찢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을 때 출발의 고삐를 시리아 방향으로 돌렸
다. [1065]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도시와 요새의 장악과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경계를 행하는 한편, 거짓된 안전을 청하는 속임수를 책략의 기반으로 삼았다.

고행자의 형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혀를 놀리는 사기꾼 하나를 두 명의 무지한 벗과

동행케 하고, 각각에게 모두 독으로 얼룩진 단검을 주어 사신의 관습으로 사힙키란의

어전에 파견하였는데, 어쩌면 메시지를 보고할 때 기회를 얻어 책략을 행하기를 바랐다.

그 분이 다마스쿠스 주변에 이르렀을 때, 그 저주받은 책략의 사기꾼들이 축복받은 대

오에 합류하여 두려움 없이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에서 책략을 시도하여,

서신을 보고드릴 때 자신의 소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번 그 분의

가까이에 다가가는 행운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축복받은 천성의 보호

자였던 신의 가호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그

뻔뻔하고 나쁜 천성을 지닌 이들의 속임수와 사악한 생각의 내용이 대디반의 대서기였

던 호자 마스우드 심나니(Khwāja Mas'ūd Simnānī)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들을 붙잡

아 심문하였을 때, 그들은 독으로 얼룩진 칼을 부츠의 다리 부분에 가지고 있었다. 그

불운한 자들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었고 그들의 수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급히 보고

하였다.

[시] 만일 반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낸다면, 신께서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심
이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2575) 이란본Ⅰ에는 표범(Palang)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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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사힙키란이 신에 대한 감사의 의무를 행하였고, 기도와 자선을 필요한 자

들에게 전하였으며, 행운의 계시를 번역하고 올바름을 드러내는 혀로 말하였다. “왕들의

관례와 규율에 있어서 사신을 살해하는 것은 (옳은) 관습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자는 스

스로 이처럼 뻔뻔하고 악독하게, 오롯이 스스로를 미끼로 하여 속임수를 행하고 커다란

혼란을 자아내었으니, 그가 일으킨 혼란은 한편으로는 그를, 한편으로는 타인을 동시에

괴롭힐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사악한 음모는 음모자를 에워쌀 뿐이었노라.>2576)는 말

씀에 따라 그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독검으로 베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066]

[반구M iṣrā’] 만일 독수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라는 노래가 생명의 귀에 드리워졌다. 그의 시신은 나쁜 생각을 하는 다른 자들에 대

한 경고를 위해 불태워졌고, 그 두 벗들은 살해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귀와 코를 베어

서신과 함께 이집트 하킴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행운으로 말을 몰았고, 하늘처럼 훌륭하

신 병사들을 정렬하여 다마스쿠스로 향하였다. 별들의 지붕(Qubah-i Siyār)2577)으로 유

명하였던 언덕 자락이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이 되었다. 신중을 기하고자 군대의 주변에

해자를 팠고 울타리와 흙벽돌로 견고하게 하였다. 드높으신 사힙키란은 언덕 위에 머무

르며 그 도시와 외곽을 경계의 시각으로 둘러본 후 지시하였다. “정탐병들은 전투를 향

해 용기의 팔을 펼치고, 길 주변을 차지하여 적들이 당혹하게 하라.” 명령에 따라 아미

르 순자크는 다른 정탐병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그 중에 사인 티무르 바하두르와 아파

치(Apāchī)의 아들 다나 호자와 타바콜 바우르치와 알툰 박시와 타무크 카우친의 아들

타칼(Takal)이 진격하여 공격의 바람으로 전쟁의 불꽃을 피웠다. 전투의 불꽃이 피어올

랐을 때, 오른쪽에서는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왼쪽에서는 아미르자

데 루스탐이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고, 큰 노력을 기울였다.

[시] 2578) 전투의 북과 피리가 울부짖었고, 땅은 먼지가 되었으며 하늘과 함께 뒤섞
였다.
전사들의 함성소리가 세계를 차지하였고, 태양이 핏빛으로 얼굴을 붉혔다.

불타오르는 태양의 칼인 아침이 동쪽 병사들의 용기가 솟아오르는 곳에서 떠올랐

2576) Qur'ān, Sūra al-Fāṭir : 43.
2577) 다마스쿠스 도시의 동북쪽, 카시운 산(Qāsīoūn)에 위치한 압바스 왕조 알 마문 시기의 천문
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이 산은 해당 천문대 외에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 예언자 이브라힘과 예
수 등의 기도 장소라던가,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장소로 지목되는 등 다양한 종교적인 전설이
전해지는 장소이다(온라인 출처 : https://ar.wikipedia.org/wiki/مرصد_جبل_قاسيون, 접속시간 :
2019.7.9).

2578)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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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시리아 군대의 정탐병들은 곤경에 처하자 후퇴하여 달아났다.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바하두르들이 피를 마시는 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낮을 죽음이라는 저녁으

로 바꾸었으며 수많은 이들을 붙잡아 승리의 피난처인 병영으로 보냈다. 무력의 전사들

은 적들을 살해할 것을 명하였고, 그들과 슈둔과 알레포에서 데려왔던 포로 무리들 모

두를 [1067] 처벌의 칼로 베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마술사인 하늘의 장난으로, 이상

한 상황과 기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이 과도하게 취한 상태에

서, 일부 타직인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대담하게 正道를 벗어나 다마스쿠스 내부로

향하였다. 시리아 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쁨의 아침이 슬픔의 산에서 떠올랐으며,

그를 왕들의 관례에 따라 도시로 데려왔고 그의 발걸음을 거대한 환영인사와 완전한

경의로 맞이하였다. 이집트의 하킴인 파라즈는 그의 합류를 ‘고난 후의 승리’로 생각하

여, 경의와 환대의 섬세함에 있어 머리털 한 올 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하였고, 술탄 후

세인의 누케르 중에 후세인 바라트 호자(Ḥusayn Barāt Khwāja)와 아두크 (이븐) 아미

르 샤 말릭(Adūk Amīr Shāh Malik)에게 그 상황을 알려 그 상황을 그의 귀에 전하였

다. 낮이 되었을 때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출발하여 이동하였고, 가나안과 이집트 방

향이며 황야가 펼쳐져 있던 다마스쿠스의 옛 길로 약 1파르상 길을 가서 안착하였다.

또한 순응해야 할 명령에 따라 상서로운 안착과 행운의 이동을 행하는 오르두의 주변,

성벽 사방에 큰 사람의 키보다 높게 돌을 쌓았으며, 그 주변에 해자를 파고 정탐병들을

사방으로 보냈다. 한편 투만과 천호의 기병과 보병을 정탐병(Chandāvul)으로 삼아 바깥

으로 내보내어 밤까지 정탐을 행하도록 하였다. 2일 후에 사힙키란은, 부란(Būrān)의

왕2579)을 사신으로 삼아 이집트 하킴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의 신중함과 판단에 관해서는 (행해진) 일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의 드높은

열의는 (우리가 추구한) 목표의 완성과 성취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니, 현명한 자들은

업무를 행할 때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열의임을 알 것이다. 만일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면, 왕들의 본래의 목적은 군대를 이끌고 국가를 개창함에 있어, 이 모든 두

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속되기 위해

서는 결국 단순히 물자를 모으고 이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 2580) 모든 세계의 일에는 원칙과 명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겨우 (미
약한) 반쪽 빵으로 끝나는 것이다. [1068]

(우리는) 여러 차례 아틸미시를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을 붙잡아 두었고 그 상

세한 이야기에 대해 여러 차례 변명을 하고 미루어, 결국 출발의 고삐를 (당기는) 우리

2579) 이 이름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군주명 중에 하나이나, 여기에서는 아미르 티무르의 가신 명으
로 되어 있다.

2580) At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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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손을 이 방향으로 향하게 하였고 수많은 파괴가 이 왕국의 상황에 나타나게 되

었다.

[시] 만일 산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것이다, 죄악의 가지는 좋은 과일을 맺지 않는
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아틸미시를 파견하고 세케와 후트바를 우리의 이

름으로 장식하면, 펼쳐진 갈등을 덮어버리고 스스로에게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원하는 우리의 사나운 군사들이 적의 살

해와 응징 및 도시의 획득과 문화의 말살을 약조하여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시] 관용의 길과 전투의 길, 그로써 평화가 떠나가고 이로써 심판의 날이 (다가온
다.)
(나는) 너에게 이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올바른 하나를
선택하라.

사신이 그들에게 도달하였을 때, 이전과는 달리 그의 발걸음을 환대와 경의로 맞이

하였고 인사와 존경을 표하는 관례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서 불꽃놀이와 화포

쏘기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그들 앞에서 행하고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

람들을 모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힘과 강력함을 자랑하는 것이라 여겨졌다. 그들의 상

황은 비유의 방식으로 아래의 시구의 내용과 같았다.

[시] 눈물이 흐른다, 200 물주머니 분량의 물그릇을 가진 물장수가 그 물자 중에서
하나의 빵을 주었다.

요약하자면, 사신에게 여러 가지 봉사를 제공하여 되돌려 보냈고, 그의 뒤를 따라

일부 대인들과 귀족들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서있는 자에게 영예로이 보고하였다. “우리 가신들은 복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틸미시를 5일 후에 파견할 것입니다. 만일 그 분이 우리의 처벌을 면제해주신다면

[1069] 이후로 명령의 수행과 복종의 의무를 수행할 때 잘못하거나 소홀하지 않을 것이

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고귀하신 가신들이 만족할 만

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다운 호의가 사신들을 자비와 위무로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복과 기도로 은총을

부여하였다. 선한 약속을 행하고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파견하였다. 그 지역 주

민들은 그 타협의 체결로 인해 매우 기뻐하게 되었다.



- 844 -

248. 사힙키란이 이집트 술탄과 전투를 벌여, 장악 및 행운

과 더불어 승리한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10일 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으므로, 건초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명을 내렸다. “유르트치들은 다마스쿠스 동쪽에 위치한 구타(Ghūṭa)의

건초를 살펴보라.” 그들은 명령에 따라 상태를 보고하였으며, 세계가 따르는 명령이 반

포되었다. “군사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 구타에 안착하여 가축들이 건초를 얻을 수 있도

록 하라.”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이동하였고 하늘의 운명이 그 지역의 파괴로 흐르게

되었을 때, 도시의 주민들은 무지로 인해, 그들(티무르 군)이 두려워하고 약해져, 달아나

기 위해 말을 몰아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 여겼다. 그와 같은 옳지 못한 추측에

따라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이동시키면 어느 누구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이

기회를 잡아 일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수많은 군대와 함께 바깥으로 나아가 한

꺼번에 그들의 뒤에 나타나 공격한다면, 당연히 당혹하고 어쩔 줄 몰라 흩어져 달아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명성을 세계에서, 부활의 날까지 사람들이 이야기 할 것이다.’ 라

고 생각하였다. 사탄의 유혹의 결과인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대가

모두 말을 몰았다.

[시] 2581) 輕騎兵 군대를 정렬하였고, 모든 도시가 분연이 일어섰다.
땅이 먼지로 인해 달과 같은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착각이 집결한 문이 열렸다.
[1070]

내부에 모여 있었던 도시와 왕국의 악한과 일반인들은, 누구든 자신에게 약간의 힘

이라도 있다고 여기면, 기병을 쫓기 위해 고개를 돌려 그들의 뒤를 쫓았다.

[시] 일반인들 중에 끝없이 많은 무리들이, 도를 넘은 추측과 착각으로
모두 자만하여 여러 칼을 집어 들었다.

여러 백성들이, 마음을 죽음에 두고 얼굴을 전투에 두고 단도와 철퇴와 나무도막과

돌을 손에 (쥐고) 도시 바깥에 나왔으므로, 온 다마스쿠스 황야가 기병과 보병으로 가

득 차게 되었다. 기병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얹었으며, 자기 자신을 다양한 무

기와 전쟁 도구로 완전 무장하였다. 보병들은 활과 화살과 도검과 방패와 철퇴와 도끼

2581)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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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무엇이든 얻은 것을 집어 들었다. 이렇듯 무력과 약탈의 상황이 어둡고 무지한 두뇌

에서 착각의 판에 합쳐져 새겨졌는데, 다마스쿠스 외곽의 사방에 백성들이 집결하였던

그 사실은, 어디에서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것이었다. 정탐병들이 사힙키란에게 그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 시리아 인들의 건강이라는 낮이 밤에 가까워졌고, 그들의

행운의 해가 불운의 벽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다. 신의 영원한 자비와 도움으로 마음

을 강화하고,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판단에 그 사건의 처리를 맡기고 방향을 돌려, 용기

있게 그들을 마주보고 명하였다. “군사들은 그 자리에 멈추고 돌과 도구들과 물자들로

자신의 앞에 피난처를 세워, 즉시 천막과 집을 짓도록 하라.” 그 분은 私的 동반자들 중

에 15명의 사람들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갔고, 약속된 방식대로 기도하였다.

약자들을 위무하는 신의 어전에 기도와 필요한 바를 고한 후, 의존의 갑옷을 입고

영원과 결합하는 행운의 밤색 말 위에 올라타 행운으로 말을 몰았다. 많은 북과 게우르

카 소리, 열심히 노력하는 병사들이 하늘이라는 어두운 아치의 구부러진 곳에 드리웠던

피리와 함성 소리로 인해 진동이 시공간에 발생하였다. 이 때에 좌익 군대가 완전히 도

달하였다. [1071] 시리아 병사들이 앞으로 나와 가까워졌는데, 하늘처럼 강력하신 승리

의 사힙키란이 우익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다른 투만의 아미르들로 하여금 용기

있게 적에게 저항하고 방어할 것을 명하였다. “하늘처럼 강력한 나머지 병사들은 공격

이란 바람으로 전쟁의 불꽃을 피우도록 하라, 먼지로 얼룩진 적들의 인생이라는 짚단을

번개 같은 예리한 칼로 불태우도록 하라.” 그리고 좌익에서는 술탄 마흐무드 칸과 아미

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 자한샤와 기야스 앗딘 타르칸과 아미르 타바콜 (이븐) 야드

가르 바룰라스와 셰이흐 아르슬란과 투글룩 호자 바룰라스와 피르 알리 술두스와 다른

투만과 천호의 아미르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과 함께 공격을 행하고 적의 머리를

베기 위해 왔다.

[시] 양측에서 적을 쳐부수는, 원한을 지닌 용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적의 머리를 칼로 베었다, 마치 가을 잎사귀가 바람에 떨어지듯이.
시공간은 용사들의 피가 혼란스럽게 흩어지자 커다란 개울이 되었다.
서로의 위에 넘어져 있는 많은 시신으로 인해, 사방에 머리로 된 산이 세워졌다.
전장에 넘어져 있는 시신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길이 좁아졌다.
많은 시리아 인들을 살해하였고 수많은 이들을 먼지로 얼룩진 흙 위에 넘어뜨렸다.
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 강처럼, 원한의 황야에 범람을 일으키는 많은 피를 흘렸
다.

투만의 아미르들 중에 서두(Muqadame)와 전위와 중군이었던 아미르 순자크와 아

미르 샤 말릭과 사이드 호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코슌의 아미르들 중에서는 사인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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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와 무함마드 아자드와 타바콜 바우르치와 다리야 [카우친] (Darīyā Qauchīn)과 다

른 바하두르들이 용기의 말을 전장에서 몰았다. 모든 좌익과 우익과 중군에서 전투가

이어져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하늘이 <신께서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을 상기하

라>2582)고 하신 약속을 두려워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지경이 되었다. [1072]

[시] 2583) 전투의 북을 두드렸고, 재앙을 감싸 안는 함성이 단번에 흥분하여 일어났
다.
두 군대가 마음을 죽음에 두고 화살을 양측에서 우박처럼 쏟았다.
피로 인해 땅 위가 무늬로 어룽졌고, 화살촉으로 인해 세계의 마음과 눈동자가 상
처를 입었다.
구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에 휩싸였고 칼은 모든 곳에서 챙챙 소리를 냈다.
살아있는 마음이 창촉에 붙잡혔다. 희망 위에 죽음이 미소 지었다.

결과적으로 승리의 아침이 변함없는 행운의 日出地에서 떠올랐을 때, 패배가 시리

아의 병사들에게 발생하였다. 승전군의 바하두르들은 용기의 팔과 행운의 팔뚝이 가하

는 타격으로, 그 끝없이 많은 군대를 다마스쿠스 건축물까지 몰고 가서 패주하게 하였

다. 그리고 수많은 기병들과 칼을 가진 이들을 망신을 주는 도검으로 죽음의 바닥에 던

졌다. 넘어지고 사망한 보병들의 수는, 전사들이 그 수를 기록하고 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시] 2584) 수많은 무리들이 쓰러졌고, 살해된 무리들이 사방을 언덕처럼 만들었다.
모든 황야에 피의 강이 흐르게 되었고 전쟁 도구와 깃발과 머리가 던져져 있었다.
도시로 들어갔던 용감한 사람들, 다시 바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모든 곳에 흩뿌려져 있는 많은 피로 인해, 땅이 마치 슬픔에 빠진 듯하였다.

이 사건은 루이 해인 803AH, 주마다 알 아왈 월 19일(1401년 1월 5일) 화요일에

발생하였다. 일전 일퇴의 전투와 혹독한 싸움 도중에, 시리아 군대의 좌익을 그의 깃발

위 초승달 아래에 정렬하고 있었던 술탄 후세인이,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

루흐의 맞은편이 되었다.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가신 중에 있었던 투팔라크 카우친이 그

에게 다가왔고, 그의 고삐를 잡아 샤자데의 어전으로 데려왔으며, 급히 사힙키란의 귀에

소식을 전하였다. 위대한 명령은 처벌과 경고를 위해 그를 투옥하라 명하였고, 며칠 후

에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중재로 그를 막대기로 때리기만 하고 용서해주었으나, 여전히

2582) Qur'ān, Sūra al-Anbiyā' : 104.
2583)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2584)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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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의 장막 속에 남겨두었고 축복받은 모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49. 다마스쿠스의 승리의 이야기

다음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약간의 거리를 이동한 후에 어

떤 언덕 자락에 안착하였다. 정직이라는 아침의 깃발이 높이 솟아오르고 어두운 이마를

가진 시리아 인들의 밤이 등을 돌려 패주하였던 다음날, <죄지은 자들은 근절되었으니

모든 영광이 만유의 주님이신 신께 있다>2585)는 기쁜 소식의 소리가 세계에 발생하였

다.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큰 북소리와 함께 이동을 시

작하였다. 복종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는 중무장과 열병

을 행하도록 하고, 군사 대열의 앞에, 하나하나가 모두 평범하기보다 철로 덮여 있는 산

과 비소툰 같고, 약속된 관습과는 달리 四肢를 뛰어넘어 흐르는, 알반드(Alvand)2586)같

은 코끼리들을

[시] 신체가 산을 가득 채웠고, 그로 인해 비소툰 평원이 四肢로 흘러들었다.
그의 견고한 성채의 요새는 철로 (되어 있었고), 그의 이빨의 타격은 성벽을 넘어
뜨렸다.
마치 푸른 하늘처럼 모든 길에서, 그의 손바닥이 검은 돌로 인해 코흘처럼 뭉그러
졌다.
그의 연회에서는 아래부터 위까지, 밧줄을 던지는 분노한 뱀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
다.

길 한 가운데에, 우익의 처음부터 좌익의 끝까지 대략 3∼4파르상 정도가 되는 군

대가 코끼리를 앞에 배치하고 대열을 정렬하여, 동쪽에 있는 높은 곳에서 도시로 들어

갔다. 설령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군대건 백성이건 그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의 거대함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많은 규

모의 군대가 모두 그 높은 곳에서 대열을 정렬하고 휴식을 취하였다가 칼을 빼들고 북

을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다. [1074]

[시] 함성이 일어나 세계가 들었다, 너는 말하였지, 심판 날의 비명소리가 일어났
다고.

2585) Qur'ān, Sūra al-An'ām : 45.
2586) 하마단에 위치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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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을 출발하여 도시 가까이에 있는 해자만한 깊은 개울가에 안착하였고, 울타리

와 소牛 (모양의) 방패와 삼각대로 승리의 장소인 병영 주변에 성채 같은 것을 세웠다.

그리고 신중히 고려한 후에, 명령을 내려 기병들로 하여금 개울을 건너 적의 맞은편에

대오를 펼치고 좌-우-중군과 양익이 열병하게 하였다. 적의 측에서 아무리 기병과 보병

이 끝없이 많고, 무기와 도구들을 준비해두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보았던 약탈로 인해

커다란 공포를 갖게 되어 앞으로 진격할 여력이 없었다. 이집트의 하킴은 대 아미르들,

예를 들면 노루즈 하피지(Naurūz Ḥāfizī)와 야쉬바크(Yashbak)2587)와 슈둔 타즈와 샤이

히 하시기(Shaikhī Khāṣīghī) 및 일부 近臣들과 함께 상의하였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방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일부가 말하였다. “비록 치명적인 상처가 생겨나고 우리 사

람들 중에 다수가 살해된다 하더라도 도시와 요새는 지속될 것이고 칼과 창을 든 사람

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마음을 굳게 먹고 전투를 준비하며, 도시와 요새를 돌보

아야 합니다.” 정보와 지식이 풍부하여 뛰어났던 일부 사람들은 이 판단을 옳다고 여기

지 않고 불가하다고 하였다. “잘못된 착각으로 스스로를 도박에 거는 것은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지배나 보호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움직여,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상황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수를 이끌고 정렬된 상태로

그들 뒤로 가서 최대한 노력을 기한다면, 각자가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방책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넘기고 밤이 되었을 때, 밤의 어

두움을 안전을 담보하는 옷으로 삼고 이집트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도록 합시다. <머리

를 보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한 것이며> 군대 중에 수많은 이들이 도시와 요새에

있으니, [1075] 세계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알게 된 일반인들로 하여금 무리들과 물자

와 가족을 위해 생명을 다하여 노력하게 하여, 만일 행운이 도와주고 도시를 돌보아준

다면 우리의 목적은 수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황이 그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

리는 어쨌든 이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이 이야기를 적

절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결정한 후에, 이집트 하킴인 파라즈가 사신을 선물과 함께 사

힙키란의 앞으로 파견하였다. “어제 발생하였던 것은, 일반인들의 소동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리를 벗어났고, 무지하고 악랄한 이들이 무모하게 (감히) 용기를 내어 스스로

應分의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고하였던 바로 그 조약을 따를 것이니,

만일 군대가 오늘 전쟁을 미루고 온전히 멈추어 계신다면, 내일 그 분의 명령을 무엇이

든 수행할 것이며,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무엇이든 수행할 것입니다.” 사신이 세계의 피

난처인 어전으로 와서 사신의 업무를 보고하였을 때, 세계가 수긍하는 야를릭이 반포되

었고 용감한 군대가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되돌아가 안착하였다. 그리고 하늘 도시

의 왈리가, 시리아에서 발생하였던 새벽의 출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쪽 방향으로

달아났고, 밤이라는 침상에 어두움이라는 검은 색 커튼을 사방에 매달았을 때, 이집트와

2587) 다른 사본에는 파쉬바크(Pashbak)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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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지배층은 여러 아미르들 및 정부의 중진들과 함께 탈출을 준비하여 금요일

자정에 말을 몰고 이집트로 달아났다.

차크마크(Chaqmāq)2588)가 그들에게서 도망하여 급히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어전으

로 왔고 상황을 알렸다. 샤자데는 그를 고귀한 그 분에게 파견하였고 왕국을 장식하는

판단력이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자, 그의 지시가 반포되어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우익에서, 아미르 자한샤는 좌익에서 도시의 주변을 포위하여 어떠한 사람도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유명한 아미르들과 높은 지위의 노얀들 중에, 순자크와

아미르 누르 앗 딘과 샤 말릭과 알라다드와 바란둑과 자한샤와 알리 술탄은 다른 사령

관들 및 바하두르들, 많은 군대와 함께 달아나는 자들의 뒤를 쫓아 나아갔고 그들 다수

를 말에서 끌어내려 죽음의 땅에 던졌다. 나머지는 말과 낙타와 당나귀 등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려두고 반쯤 영혼이 나가서 천신만고 끝에 달아났다. [1076]

[시] 밤이 병사들의 먼지로 인해 검어졌다, 마치 검은 비단 천을 덮은 것 같은 색
이었다.
깨끗한 세계는 지옥의 어두움과 같았고, 그에게 불꽃같은 칼과 연기 같은 밤이 나
타났다.
적들은 서두르며 길을 따라 달아났고, 병사들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뒤를 쫓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도 겪지 않기를! 먼 길이 앞에 (있고) 적이 뒤에 (있
는).
무기를 던졌고, 옷을 하나 흘렸다, 하늘은 먼지 같은 것을 운명의 머리 위에 뿌렸
다.
도구와 의복, 모든 것이 길에 떨어져 있었다.

낮이 되었을 때, 사힙키란은 상서롭고 행복하게 말을 달렸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

사들에게 도시 주변을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다음날, 전술한 달 23일 토요일, 태양이라

는 동쪽의 왕이 행운의 깃발을 하늘이라는 터키석 색 성벽의 정점에서 들어 올렸을 때,

<신이 그와 그의 군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에 따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모든 군대를 이동시키고, 차례로 나아가 정원을 통과하여 도시의

숨통을 죄도록 하라.” 명받은 대로 나아가 요새 맞은편에 있던 이집트의 왕 말릭 알 자

히르의 건물군2589) 중의 아블락 城(Qaṣr-i Ablaq)2590)이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로 인해,

2588) 본래 이집트의 가신이었던 그는 이후 샤루흐에게 투신하였고, 현재 야즈드를 대표하는 아미
르 차크마크 건물군은 그를 위해 지어진 것이다.

2589) 킵착 초원 출신으로 아윱 조의 노예, 맘룩이 되었다가 스스로 군주가 된 맘룩 바흐리 조의 4
번째 군주. 그들은 아윱조가 몽골 침입의 영향으로 멸망하고 압바스 칼리프들의 명맥이 끊어지
던 13세기 후반에 오로지 무력으로 전임자를 계승하여 등극하는 국가 체계를 세웠다. 중간에
맘룩의 공급지가 킵착 초원의 투르크 인에서 체르케스 인으로 변화하면서 왕조가 바뀌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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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이라는 왕궁의 질투를 얻게 되었다. 샤자데들과 노얀들과 아미르들과 군사들

은 도시 외곽에 있는 건물에 안착하였으며, 다마스쿠스가 유래하였던 외부 장소들이 오

롯이, 지체 없이 하늘처럼 훌륭하신 군대의 소유 下에 들어왔다. 물자와 자산과 무기와

수많은 직물과 여러 가지 생산품이 그들의 손에 떨어졌는데, 재빠른 회계원들의 손끝이

그 일부를 세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였다. 종교를 양성하는 사힙키란은 진실한 의도와

정결한 숙고로, 예언자 무함마드(Sayyid Kāināy wa Sarvar Makhlūqāt)의 순결한 부인

들 중에 살라마의 모친(Umm-i Salama)2591)과 하비바의 모친(Umm-i Khabība)2592)

<지고하신 신이시여!> 의 성묘를 향해, 그리고 빌랄 이븐 라바(Bilāl Ḥabshī)2593) <신이

그를 위해 기뻐하신다> 의 성묘를 향해 행운으로 말을 몰았으며 각 성묘에서 충분히

[1077] 지고하신 신에 대한 기도를 행하고 도움을 청한 후 축복받은 집으로 되돌아갔

다.2594) 다마스쿠스의 주민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떨었고, 사이드들과 카디들과 이맘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과 안전을 구하는 자들이 대문을 열고 복종의 발걸음으로 바깥으

로 나와, 통치와 영광의 장소에서 탄원과 절규와 더불어 선물을 바쳤으며 상서로운 선

물과 희귀한 물건들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 있던 가신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안

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수용하고 되돌아갔으며 명령을 받았다.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아미르들에게 분배하고 그들을 해방하도록 하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아미르 알라다드와 비틱치들 중에 호자 마스우드 심나니와 잘랄 이슬람이

도시로 들어가 명받은 대로, 8개의 대문을 석회와 돌로 메우고 파라디스 대문(Bāb-i

al-Farādīs)만을 열어두었으며, 아미르들과 서기들이 그곳에 앉아 물자를 기록하였다.

회계원들은 내부에서 도구와 물자들을 획득하여 바깥으로 가져와 맡겼다. 금요일 낮에

우마이야(Banī Umayya) 마스지드2595)에서 축복받은 이름의 영예로움으로 후트바가 장

식되었다.

였으나, 맘룩 조 자체는 1517년까지 존속되었다. 바이바르스는 이집트에서 등극한 후 시리아에
서 몽골의 침입을 저지하며 시리아까지 장악하였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의 건물군은 그의
도서관이자 영묘, 목욕탕, 마스지드, 마드라사 등을 포함한 대형 건물군(Complex)이다. 이는 우
마이야 마스지드의 북부에 위치하여, 본문의 기록대로 요새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

2590) 이 이름으로 유명한 궁정은 이집트 카이로에 있으며 바이바르스 본인이 건설한 것이다. 그러
나 다마스쿠스에도 같은 이름의 궁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Ablaq'은 본래 밝고 어두운 색의 돌
을 교차하여 쌓는 건축양식을 말한다. 시리아 남부에서 유행한 오랜 건축양식이며, 우마이야 마
스지드나 아젬 왕궁 모두 이 양식을 따르고 있다(Nasser O. Rabbat, The Citadel of Cairo: A
New Interpretation of Royal Mameluk Architecture, Leiden, New York, Kὃln: Brill, 1995,
p.200).

2591) 무함마드의 부인 힌드 빈트 아비 우마이야를 일컫는다.
2592) 역시 무함마드의 부인 움무 하비바이며, 무야위야 조 가문 출신이다.
2593) 예언자의 아스하브 중에 하나이자 최초의 무에진으로 알려진 인물.
2594) 전술한 세 개의 성묘는 다마스커스 성의 대문 중에 ‘Bāb-i Ṣaghār’ 바깥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는 다양한 시대의 성묘들이 집결해있다.

2595) 바이바르스 건물군의 남쪽에 있다. 705년 우마이야 시대 알 왈리드 1세에 의해 건설되었다.



- 851 -

250. 다마스쿠스 요새의 점령의 이야기

도시의 상황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야즈다르 쿠투왈은 그곳에 있

었던 일부와 함께, 그 요새의 굳건함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의존하여 뻔뻔하게 저항을

선언했다. 사실 그 요새는 세계에서 이름난, 훌륭한 요새 중에 하나였다.

기초부터 흉벽까지 거대한 돌로 세웠는데, 극히 높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해

자는 20가즈의 너비인데 아마도 그 주변을 판 것이었다. 견고하기도 하거니와 많은 창

고와 셀 수 없이 많은 도구들, 기술 도구 및 전투 도구들로 가득하였다. 용감한 전사들

이 이처럼 견고한 성채 위에 화포를 전시하고 투척기를 열기 시작하였으며, 화살과 소

화살과 기름병(Qārūrihā-yi Nafṭ)들과 그 외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올 기회를 주

지 않았다. 복종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어 [1078] 샤자데들과 투만의 아미르들과 군대

들은 요새의 사방에서 질서 정연하게 진격하고, 사령관들은 구획을 나누고 攻城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투척기와 노포를 세웠다. 또한 나무도막으로 계단을 지어 세 개의 임시

망루를 세웠다. 이렇게 요새에 가까워지자 해자의 물을 파서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해자

내부에 架臺를 설치하였으며, 나큽치들은 진지하게 최대한 빨리 일을 행하였다. 그리하

여 위와 아래 전체에서, 내면의 ‘의미(Ma'nī)’의 반대인 ‘외면(Ṣūrī)’의 것이 나타나,

[시] 철을 찢는 전사들이 분노로 가득하였고, 바하두르들의 머리는 마음 속 원한으
로 가득하였다.

간혹 송곳니와 같은 분노의 활에서 죽음의 뱀이 생명의 혈관에 닿았고, 혹은 재앙

이라는 산의 저항이라는 투척기 및 노포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돌을) 던지고 있었다.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火箭(Kamān-i R'ad)2596)의 타격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지고, 화살

촉이 가슴에 박혔다. 때로는 기름병의 예리한 속성 때문에 연기가 머리 위에 발생하였

고, 불꽃이 간담에 떨어졌다.

[시] 활은 씨앗을 심는 특성을 가진 농부가 되었다, 그에게 씨앗인 화살촉과 논밭
이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 씨에서 수확이 생겨날 때 마다, 피를 마셨고 죽음의 보르쉬(Bursh)2597)가 흘렀

2596) 물론 이 단어는 ‘천둥과 같은 활’ 정도의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는 노포나 투척기, 기름병 등 당대의 공성 도구, 특히 화약류 무기들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일
종의 무기 이름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간혹 R'ad 자체가 ‘천둥’이라는 명사가 아닌 무기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를 본문에서 화포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이를 이용하
여, 火箭이라 새겼다.



- 852 -

다.
하늘은 화살로 인해 벌집이 되었고, 石雨로 인해 태양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노포의 加擊은 매번 무거운 돌을 머리 위에 내렸다.
그 비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내렸던, 전투를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구
름이다.
한 나무가 있었고, 너는 말하였지, “요새로 진격하라, 그것의 나뭇가지는 철로, 잎
사귀는 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새들이 둥지를 짓고 전투를 행하였다, 마치 죽음의 힘을 지닌 부리와 발톱
을 가진 새처럼.
모든 그 새들이 그곳에서 날아갔고 그 타격으로 인해 산 가운데가 도구로 가득하
였다.

이 사이에 고귀한 업무가 반포되었다. “샤자데들 중에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

자데[1079] 샤루흐, 그리고 노얀들 중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아

미르들은 가나안 방면을 동영지로 삼고, 모든 군사의 가축을 그 대오의 보호 하에 초지

로 운반하라.” 명받은 대로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나큽치들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업

무에 임하였고, 거대한 돌을 불로 달구고 식초를 그 위에 부었으며 정으로 부수어 바깥

으로 꺼냈고 탑과 담벽을 나무토막 끝으로 막았다. 가장 높은 탑이자 사령관 알툰 박시

가 지휘하였던 타르마(Ṭārma) 탑의 굴이 제일 먼저 완성되었다. 명령이 반포되었다.

“불꽃을 그곳에 던져라.” 무력의 불꽃이 그 굴에서 타오르게 되었을 때, 그 높고 견고하

던 탑이 완전히 내려앉아 길을 열었고 성벽의 문이 드러났다. 승전군의 바하두르들은

방패를 머리에 드리우고 급히 뛰어가서 그 구멍을 통해 요새로 들어갔다. 갑자기 벽에

다른 틈이 생겨났고 거대한 먼지가 일어났는데, 후라산과 시스탄 및 다른 지역 사람들

중에 약 70-80명의 사람들이 그 아래에 남아있었다. 용기 있게 요새를 향해 가고 있었

던 군대의 전사들이 멈추어 섰고, 성채의 사람들은 기회를 얻어 그 구멍을 다시 견고히

막았다. 그러나 커다란 두려움과 완전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발생하여 걱정하고 우

려하였으며, 저항의 선언 때에 드러냈던 무모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여력이 없었다. 다시 운명적인 명령이 고귀한 분으로부터 반포되어 다른 여러 굴에도

불을 놓도록 하였다. 요새 중에 한 쪽이 단번에 무너졌고 야즈다르 쿠투왈과 요새의 대

인들은 다급히 대문을 열고 곤경에 빠진 발걸음으로 바깥으로 나와, 창고와 저장물들의

열쇠를 맡겼다. 그러나 나무도막 끝으로 막았던 요새의 다른 측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복종해야 할 야를릭이 반포되어, 요새 주민들의 수장이었던 야즈다르를 야사에 처하였

다.

2597) 고기와 토마토 등을 섞어 끓여낸 물기를 지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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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M iṣrā’] 전투가 끝난 후에 복종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수 세기 동안 그곳에 모여 있었던 풍부한 물자와 도구들, 그리고 끝없는 귀중한 물

품과 희귀한 물건들을 [1080] 디반 알라 소속 대리인들의 지배와 소유 下에 두었다. 또

한 요새에는 귀중한 창고가 있었는데, 두 聖地2598)의 와크프에서 거둔 수확물로 인해,

거대한 곡식단이 그곳에서 제단 노릇을 하였다. 신앙을 양성하는 사힙키란이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명령을 내려 어느 누구도 그 곳을 공격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

데 타바치 중에 한 사람, 하리 말릭이라는 자가 100만의 보리를 집어 들자, 그를 나무

도막으로 앞뒤를 때려 그 값을 치르게 하였다. 그리고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정직

하고 믿을만한 이들이 그것을 1샤리아-만2599) 당 3 케베키 디나르로 팔게 하라.” 비록

한 해의 마지막이고 혼란

의 나날들이기는 하나 완전한 값어치를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값비싼 금액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그 금액 모두를 두 성지의 대리인에게 양도하였다. 다양한

위무를 행하고 성지로 파견하였다. (그곳의) 병사들은 모두가 굴람들로, 대부분이 에티

오피아 및 검은 피부를 지닌 병사들과 노예들이었는데, 모두를 요새 바깥으로 데려와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요새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은 높건 낮건, 남성

이든 여성이든 모두를 포로로 잡았다. (한편) 종교인들은 그들에게서 분리하여 도시의

장인들 중에 뛰어난 다른 자들과 함께, 명령에 따라 가문 통째로 아미르들에게 분배하

여 사마르칸트로 데려가도록 하였다. 그 중에 특히 의사인 마울라나 잘랄 앗 딘 무함마

드(Mawlānā Jalāl al-Dīn Muḥammad)2600)와 마울라나 술레이만(Mawlānā Sulaymān)을

가족과 함께 이주시켰다. 이 가운데에 사힙키란은 아블락 성에서 시리아의 대 아미르였

던 무타자스(Mutajās)의 집2601)으로 이동하였고, 매우 깨끗하고 생기 있는 그 훌륭한 장

소에 승리의 빛이 빛나게 되자,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빛나는 마음에 이러한 뜻의

형상이 그려지게 되었다. 즉, 이처럼 너른 영역에, (일반) 사람들은 이 全 지역에 견고한

2598) 메카와 메디나.
2599) 현재의 도량형으로 약 833g에 해당한다. 1샤리아-만에 3케베키 디나르라는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809AH(1406-7년) 헤라트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1 샤리아-만의 밀(1 Mann
Ghandum be Wazn-i Shar')에 3 케베키 디나르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Faṣīḥ Khwāfī,
Mujmal Faṣīḥ 3, Tehrān: Asāṭīr, 1386 Sh./2007-8, p.1029). 본문의 곡식은 보리인데, 중동에서
는 보리의 가격이 밀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은 일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베아트리스 만츠(Beatrice Forbes Manz)는 자신의 저서인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에서 Mujmal Faṣīḥ 의 上記 기록의 ‘Mann’을 2.9kg로 보았는데 이것
은 그 뒤에 ‘샤리아(Wazn-i Shar’)’라는 단어를 보지 않아 일어난 착오로 보인다.

2600) 아랍샤에 의하면 그는 시리아의 의사들 중에 최고의 실력을 간춘 인물이며,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광물로 된 묘약을 먹고 항상 어린 여인처럼 젊음을 누렸다고 한다.

2601) 아랍샤는 그를 아미르 티하스(Tīkhās)라고 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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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정결한 부인을 위한 장소와 아름다운 정원들과 기분을 돋우는 사라이를 건설

하곤 하였다. 그러나 예언자의 부인들을 위해서는 <그와 그의 가문에 가장 훌륭한 경배

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자애의 얼굴이든, 신앙의 길이든, 어떤 자도 그들의

영광스러운 聖廟 위에 4개의 벽을 세울 마음은 없었다. [1081] 그리하여 그 분의 놀라움

을 자아내는 혀는 보석을 흩뿌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어, 고귀한 지시가 그에게서

반포되었다. “그 두 영광스러운 성묘 위에 두 개의 높은 돔을 세우도록 하라.”2602) 그리

고 그것의 완성을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자데 할릴술탄, 아미르들 중에서는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알리 술탄과 망갈라이 호자의 책임에 두었는데, 25일 만에

두 개의 하늘을 닮은 돔이 하얀 돌로 조각되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통용되는

현금은 순도가 낮은 은이었으므로, 그 운반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짚으로 묶었던 은과 금을 풀어서 동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00미스칼과 50미스

칼과 10미스칼과 그 외의 것을 축복받은 이름과 호칭을 써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군

사들 사이에 은의 양은, 짧은 시간 내에 고귀한 오르두의 조폐국(Dār al-Zarb)이 취한

것이 바로 600.000케베키 디나르에 달할 정도였다.2603)

그의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었다. “왕좌가 자리한 곳 및 여타 이란과 투란 왕국으로

승리의 서를 반포하라.” 능변의 상징인 문시들과 위대한 필사자들은, 섬세하고 우아하게

보고하는 갈대 펜으로 승리의 서를 완성하고 벼락처럼 빠른 전령사를 세계의 사방에

파견하였으며, 시리아의 왕좌에서 상서로운 영예로 고귀한 이름이 새겨졌던 金銀錢들을

부인들과 샤자데, 그리고 나머지 이란과 투란 왕국의 귀족들과 아얀들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세계정복자 사힙키란은 호자 하산을 급히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

루흐의 어전으로 파견하여,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자한샤로 하여금 프랑크

(Afranj) 바닷가와 그 주변을 아카(Akka)2604) 도시까지 공격하도록 하였다.

2602) 『歷史의 精髓』의 기록은 이보다 더 자세한데, 그는 다마스쿠스 영역이 무야위야나 야지드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네 번째 칼리프이자 이맘 알리)의 집안 및
파티마 자흐라 부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적의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들이 마치 악마 혹
은 다신교도들과 다름없다고 비난하면서 위와 같이 파티마의 영묘를 장식하였다(ZT/Jawādī 2,
p.924). 이는 표면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하나피 계 순니 전통을 이어받은 티무르가 시아적인 성
향을 지녔다는 일부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순니와 시아의 명확한 구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확언하기 어렵다. 이 마스지드는 다마스쿠스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603) 이에 관해서는 Al-Maqrīzī와 Bertrando de Mignanelli이 보다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티무르가 처음으로 안전을 위한 저당금을 책정하였을 때, 해당 금액은 빠른 속도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티무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000투만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다. 본래 천투만은
10,000디나르이나, 디나르의 가격이 양쪽 사이에 차이가 있어(다마스쿠스 디나르와 케베키 디나
르의 차이), 결국 1억 디나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Bertrando de Mignanelli는 시리아
의 디르함이 사실은 상당한 구리가 섞여있는, 순도가 낮은 디르함이기 때문에 티무르가 불만을
가졌다고 서술하였다(Stefan Heidemann, “Timur's Campmint During the Siege of Damascus
in 803/1401," Studia Iranica Cahier 21, Paris: 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Etudes
Iraniennes, 1999,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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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지역들이 (그들에 의해) 장악과 무력을 태운 작은 배에 맡겨졌을 때, 수많

은 물자들과 도구들을 획득하여 가나안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이에 사힙키란에

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였고, 여러 날 동안 이슬람과 무슬림의 믿음의 기반이었

던 영광스러운 등에 어떤 물질이 흘러내렸으며 상처가 생겨났다. 축복받은 건강상태는

평형의 상태를 벗어났고 고통스러운 병을 야기하였으므로, 동반자인 아미르들 중에

[1082] 아라 타무르를 가나안으로 파견하여 샤자데들과 대 아미르들로 하여금 빨리 귀

환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도착이 가까워졌을 때 그 병이 잦아들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시는>2605) 병원에서 급히 치료하였다. 이 사이에 사힙키란에게 어

떤 생각이 떠올라, 사이드들과 울라마와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 중에 특별한 무리들

에게 명하였다. “항상 우리의 귀에 전해지기를, 우마이야 가(Marwāniyān)2606) 사람들이

예언자 가문의 사람들, 특히 그의 사위이자 조카이자 후계자인 이맘 알리('Alī

al-Martazī) <승리의 알리시여,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파괴나

살해나 포획 등 존경해야 할 그 무리들에 관해 할 수 있는 (나쁜) 행위는 무엇이든 행

하였는데, 시리아 주민들도 그들과 함께 그 옳지 못한 행동과 올바르지 않은 움직임에

동조하여 도움을 주었다. 理性은 이러한 행동을 극히 이상하고 생소하게 여겼는데, 예언

자의 가장 훌륭한 추종자이며 그의 안내라는 빛의 도움으로 이교도들과 사악한 자들의

황야에서 해방되어 이슬람과 先知學의 왕국에 이르렀던 그 무리가, (어째서) 그 예언자

가문을 외면하고 그들의 적과 동맹하여 갖가지의 불공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들의 권

리라 여겼는가. <실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2607) 이 때에 이 움직임을 조사하여 만일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왕의 정의의 디반에서 이러한 應報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이 그 분의 향기로운 뇌리에서 발생하여 효과적인 혀

로 표현되었을 때, <무슬림의 권리의 기본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2608)라는 말씀이 명

령이 되어 모든 예속민들의 머릿속에 퍼져나갔다. 803AH 샤반 월 초 (1401년 3월 17

일) 수요일 낮에,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가 약탈을 위해 장악과 무력의 손을 펼쳤으며

무력의 얼굴을 도시를 향해 두었다.2609)

2604) 시리아의 옛 도시 중 하나로 바닷가와 접하며,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 아크레(Acre)라고도
한다. 이곳을 프랑크라 하는 이유는 이곳에 1291년까지도 십자군이 남아있었던 최후의 보루였
기 때문이다. 이곳의 십자군은 맘룩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한동안 황폐화된 채 남
아있었다.

2605) Qur'ān, Sūra al-Shurā'a : 80.
2606) 우마이야 칼리프 조의 계보 중 하나이다. 우마이야조를 건설한 수피얀 가문을 전복시키고 등
극한 마르완 1세의 이름을 따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2607) Qur'ān, Sūra al-Sad : 5.
2608) 이란본Ⅱ 미주 302에 번역이 있다(YZN/Ṣādiq, p.1476).
2609) 시리아 인들이 이맘 알리를 핍박하였던 前過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야즈디는 이 내용을
티무르의 대대적인 다마스쿠스 약탈의 원인으로 사용하는 한편, 하피즈 아브루는 단지 파티마
자흐라의 성묘를 건설하는 이유에 붙이고 있다(ZT/Jawādī 2, 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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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방에서 약탈이 일어났다, 당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안전을 청하였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이르렀다, 너는 말하였지, 심판 날의 비명소리가
떠올랐다고.
모든 지붕마다 여인들이 있었고, 모든 구역마다 남성들이 (있었다), 모든 도시마다
슬픔이, 모든 하늘에 먼지가 (있었다). [1083]

남자든 여자이든 다마스쿠스의 주민들에게 선물을 얻어냈고, 그들의 일용품과 귀중

품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많은 금과 보석과 귀중한 것들과 값비싼 상품들과 직물들, 모

든 종류의 도구와 수많은 희귀한 것들로 인해 <대지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도

다.>2610)라는 형상을 보게 되었다. 동료들의 놀라움의 혀는 그 방대한 물자들을 보고,

<인간은 비탄하고 고함치니 어찌된 일인가>2611)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 왕

국에서 얻은 전리품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 시바스 영역에서 사람들의 손에 다시 들어

왔던 오르두의 가축들, 온갖 말과 노새와 낙타가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

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차지하였던 이집트와 키

프러스와 러시아와 그 이외의 귀중한 물자들과 직물과 의복들을 집어던지고 금과 은으

로 된 현금과 보석과 집기들을 운반하였다. 이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았던, 믿을 만한

말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던 것이다. 한편 다마스쿠스 건물들의 상태는 이와 같

아서, 아래층을 돌로 두고 그 위에 2-3층을 나무로 지었으며, 많은 곳에 장식을 위해

색과 기름칠을 하였으므로 불에 태우기 극히 좋았다. 신의 불꽃이 그곳에 떨어졌다. 비

록 카디들과 대인들과 아얀들이 즉시 그것에 대비하고 백성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정 구역 정도 이상은 불타지 않았고 불꽃이 내려앉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은 평화와

안정의 나날들에 거대한 파란을 일으켰으며, 샤반 월 2일 목요일에 어떤 사람의 의도나

고의성 없이, 불꽃이 도시에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방황하여 그것을 진

화할 여유가 없었다.

[시] 2612) 깨끗한 세계가 그 같은 불꽃으로 인해 불타올랐고 땅 아래에 소와 물고기
가 불탔다.
불꽃이 흩날리며 사방으로 흘렀다, (네가) 하늘의 별들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 산드루스(Sandrūs)2613)에서 바다가 끓어오르고, 그 열기가 흑단나무(Ābinūs)
를 취하듯2614)

2610) Qur'ān, Sūra al-Zalzalah : 2.
2611) Qur'ān, Sūra al-Zalzalah : 3.
2612) Asadī Tūsī, Gharshāspnāma.
2613) 산에 사는 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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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이 천국보다 좋은 상태였는가, 공포의 불꽃으로 인해 못난 지옥이 되었다.
[1084]

신앙을 양성하는 사힙키란의 아름다운 노력이 마스지드와 성묘의 보호를 위해 관

용을 베풀고자, 아미르 샤 말릭을 파견하여 우마이야 가의 자미 마스지드를 불꽃의 타

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천정 또한 막대기와 납 조각을 회반죽 지

붕 대신 그 위에 발랐으므로, 그 때에 신성한 무력의 불꽃의 광선이 그 지역에 비추어

지자 아무리 군사들이 갖가지 노력을 하여도 무력의 불꽃은 더욱 피어올라, 그 마스지

드 동쪽의 돌로 세워진 미나렛이 모두 재가 되어 무너졌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의 혀로

‘하얀’ 미나렛이라 불리어왔고, 예수께서 <예언자께 경배와 평안이 있기를!> 그 미나렛

에 자리할 것이라 약속되어 있으며, 비록 그 기둥이 나무였으나 그 표면을 석회로 발랐

던 ‘아루스’ 미나렛2615)이 멀쩡히 남은 것을 제외하고는,2616) 다마스쿠스가 전체적으로

불타올랐고 그곳에 있었던 무엇이든 약탈하였다. 나머지 시리아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

하였을 때,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세계를 장식하는, 세계정복자의 왕다운 판단이 귀환을

결정하였고, 지시가 그의 자비로운 장소에서 반포되었다. “다마스쿠스의 포로들과 시리

아의 나머지 지역을 해방하라.” 잘랄 이슬람은 그 중요한 모든 일을 행하고 모두를 모

아 다마스쿠스 도시 내부로 향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

[시] 이야기가 많았고 그 기록은 필연적이었다, 은총의 펜이 나를 붙잡기를!
이 세계 정복자의 영향으로 인해, 마지막 날의 치맛자락이 보석으로 가득하였다.
이 행운의 영향이 생겨나는 형태(를 보면), 다른 어떤 행운도 이처럼 강하지 않다.
비록 이보다 전에 많은 훌륭함이, 찬양의 의미를 수없이 말하였고,
왕들의 상황을 산문으로, 또는 시로 기록하여 왔지만
어느 누구도 연대에 따라 예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저술하지 않았다.
각 사건의 형태가 명백해진다, 예를 들면 왜인지, 언제인지, 어디에서인지. [1085]
이 디자인을 가진 의복을 내가 짰다, 누가 할 수 있는가, 나처럼 수 천 번을.
충정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서둘러 나아갔다, 그것에서 예외를 얻었다.
비록 나의 생각이 이 무화과나무의 새가 아니더라도, 의도의 진실은 바뀌지 않는
다.

2614) 이 부분은 여러 사료마다 다른데, 문맥에 맞게 타슈켄트본을 선택하였다.
2615) 현재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마스지드(Jāmi' Banī 'Umayya al-Kabīr)에 있는 ‘예수의 미나
렛’이다. 본래 이곳은 사도 요한에게 봉헌된 성당이었으나 705년 우마이야 왕조 알 왈리드 1세
가 마스지드로 변경하였다. 무슬림들 또한 예언자인 예수가 재림 때에 이 미나렛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616)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마스지드의 방화에 대해서는 이븐할둔의 관련 기록과 비교해볼 수 있
다(Walter J. Fischel, Ibn Khaldun and Tamerlane, California, 1952,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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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업무가 나의 역량을 넘어서더라도, 사힙키란의 행운이 돕는다.
이 의미의 마지막은 처음부터 이야기되었다, 이 선택된 보석들에 구멍 뚫어졌을
때.
훌륭한 생각을 지닌 왕의 마음의 호의로, 행운에 따라 왕과 신앙에 피신하게 될 것
이다.
귀중한 보석과 같은 신앙을 양성하는 군주, 그에게 인류의 특권으로 왕국이 제공된
다.
요약하자면, 정의로운 왕과 정의로운 종교의 창조자, 그 주인은 세계 모두에게 자
애로우신 분(예언자 술레이만)이시다.
달의 宿인 플레이아데스2617)의 샤 아불 파트흐, 달은 왕국의 정점이며 그 광선은
정의로웠다.
결국에 마음의 주민은 세계에, 생명을 보호하는 이브라힘 술탄의 이야기를 하였다.
운명의 고귀함은 조용함이란 예절을 지켜, 때로 표현이 그 칭찬하는 이의 입술을
묶었다.
그의 역량의 기반이 의심의 이해를 넘어섰다. 그의 설명의 옷자락보다 이해의 손이
짧았다.
그의 정의는 하늘에서 한숨의 길을 베어내었고, 정의를 바라는 혀는 그의 공정함으
로 인해 말을 잃었다.
그의 정의의 화살이 높이 솟아올랐다. 폭정의 어두움이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의 정의의 샤흐나가 세계를 장식하였다, 심판의 날까지 정의의 타격으로부터 안
전하였다.
그의 명령의 별이 온 나라에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괴롭힘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
러워지지 않았다.
그의 사여의 광선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질 때, 그의 소망은 다시는 무엇도 기억
하지 않았다.
그의 빛나는 나날에 혼돈이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목표라는 보물은 그의 속임수를
잠갔다.
훌륭하다! 그의 보석을 흩뿌리는 펜은, 그의 행운의 가지이며 행운의 벗이다.
계시를 내리는 님프(Ḥūrī)2618)의 옷을 재단하고, 계시의 형태라는 의복을 짓는다.
이 왕관의 장식의 훌륭함은 뛰어나니. 그 왕권의 근원이다.
세계의 신비주의학자('Arifān)의 세계는 다른 것이다, 의미의 단계가 외면보다 더욱
높다.

2617) 이는 달이 지나는 길을 28개의 만질(Manāzil)로 나누어 그 위치를 파악하는 관념을 의미한
다. 중국의 28宿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 중에 양자리의 마지막에서 소자리로 넘어가는 위치에
해당하며, 세 번째 만질이 곧 플레이아데스성단(al-Turyā)이다.

2618) 천국의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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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면은 생명의 동반자이신 창조주 신의 왕국과 종교의 질서에 몰두한다. [1086]
그의 마음 위에 고귀한 빛이 비추었다, 선천적인 지식('I lm-i Ladunnī)에서 이득을
얻었다.
그의 빛나는 바다의 보석은 숨겨진 비밀이며, 그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동반한다.
신의 그림자인 술탄의 천막은 고통을, 권한의 주인이신 그는 왕관과 왕좌를 가졌
다.
신이시여, 이 행운을 영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운의 성취와 가호의 은혜를.
이 상서로움이 훌륭하게 영원하도록 해주시오소서, 그의 왕국과 거주지인 이 세계
가 모두 복속하게 해주시오소서.
내면이 선지자들의 빛으로 빛나고, 강력한 신의 명령이 드러나게 (해주시오소서).

251. 승리로 귀결되는 깃발이 시리아에서 귀환한 이야기

일란 해 초에 해당하는 때의 샤반 월 4일 토요일(1401년 3월 20일)에, 하늘의 일곱

기후대의 왕이 자신의 고귀한 집으로 귀환하였던 때에, 유일무이한 사힙키란은 상서롭

고 행복하게 다마스쿠스의 외곽에서 이집트 방향에 위치하였던 쿠바이바트(Qubaybāt)

를 출발하여, 카라(Qāra)2619)와 나브크(Nabk)2620) 길로 나아가 구타에 안착하였다.2621)

그곳에서 그의 지시가 반포되었다. “순응해야 할 2개의 명령이 기록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은 이와 같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모굴리스탄 영역에 자리하고 있

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일러 그 지역의 보호와 지배를 후다이다드 (이븐) 후

세이니와 비르디 벡 (이븐) 사르부카와 그곳에 있었던 다른 아미르들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향해 와서 훌레구 칸 왕좌의 영역에서 적절하고 권

리를 지닌 피임명인이 되도록 하라. 다른 명령의 내용은. 고귀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로

하여금 자녀들과 함께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향하도록 하라.” 복속해야 할 명령들

이 영광스러운 애정으로 장식되었을 때, 다나 호자를 동반하여 파견하였다. 세계의 마을

인 오르두가 구타를 출발하여 카라와 나브크를 지나 세 개의 역참을 통과한 후, 홈스의

2619) 홈스와 다마스쿠스 사이에 위치한 역참 명. 현재　다마스쿠스에서　동북쪽으로　약　83km　
떨어진　곳에　위치．

2620) 다마스쿠스에서　동북쪽으로　약　70km에　위치．
2621) 이 부분의 서술은 아래의 실제 진격에 따른 위치와 다소 다른 편이다. 이 부분에 의하면 티
무르 군대는 다마스쿠스를 지나, 카라와 나브크를 거쳐 구타에 이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구타는 다마스쿠스 동부에 위치하며, (ZT/Jawādī 2, p.919;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야즈
디의 『勝戰記』에는 ‘구타’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歷史의 精髓』에는 ‘다마스쿠스 동부의 물
과 건초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카라와 나브크는 다마스쿠스에서 홈스로 가는 길 중간
에 있다. 바로 아래쪽에 티무르가 실제로 진격할 때에는 반대로 다마스쿠스의 구타에서 카라와
나브크를 지나 홈스에 이른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므로 본문 하단의 서술이 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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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에 축복받은 대오의 먼지로 인해 좋은 향기를 갖게 되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행운

의 안내를 받아 복속과 복종의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승전군의 통과로 인한 어

떠한 [1087] 혼란이나 손해도 그들에게 발생되지 않았다. 사힙키란은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하여,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반포하였다. “우익 중에서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

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10000명의

기병과 함께, 예언자 술레이만께서 <예언자께 경배와 평안이 있기를!> 지으셨고 그 건

물이 돌로 조각되어 있었던 타드무르(Tadmur)2622) 도시로 출발하여, 그 황야에서 달아

났던 둘 카디르(Jū al-Qadir)2623) 유목민들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좌익 중에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바란둑은 5000명의 기병과 함께 안타키야 측으로 나아가고, 중군

중에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와 티무르 호자 (이

븐) 아크부카와 알리 술탄 타바치와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와 타바콜 카르카라

(Tawakul Qarcarā)는 50000명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변에 안착해 있었던 쿠픽(Kūpik)의

투르크멘 인2624)들을 목표로 삼아 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모두 명령에 따라 출발하여, 우익의 군대는 타드모르 도시까지 서둘러 갔으며, 둘

카디르 유목민으로부터 대략 이만마리의 양을 취하였다. 그들은 낙타와 말과 함께 달아

나 메카 방향으로 향하였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승전군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되돌

아와 황야를 통과하여,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와서 강의 상류로 나아갔다. 좌익군이 안타

키야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어시 강(‘Āṣī)2625)이 길에 흘러 거대한 진흙탕이 생겨났다.

그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하고 알레포로 향하였다. 길에서 아미르

자데 할릴 술탄 깃발의 그림자 아래에 있던 중앙군에게 합류하였고, 함께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룸의 요새 주변에서 투르크멘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들은 무지의 극치에서 용기의 발을 짓눌렀고, 전투를 향해 용기의 손을 펼쳤다.

[시] 전사들의 함성소리가 구름 위에 이르렀고, 피의 물줄기가 칼이라는 샘으로부
터 흘렀다.
理解라는 창촉이 혀를 구속에서 풀어주어, 용사들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주었다.
능력 있고 저명한 자들로 인해, 창과 화살이 흔들렸고 뛰어다녔다. [1088]

2622) 홈스에서　동쪽으로　146km에　위치． 홈스 영역에 속하며, 현재의 이름은 빨미흐(Palmyra)
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슬람 이전의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역사가 누적되어 있는 고대도시이
다. 이슬람권에서는 이 도시를 술레이만에게 복무하였던 진(Jinn)이 건설한 도시로 보고 있다
(Irfan Shahîd, Byzantium and the Arabs in the Sixth Century - Part 1 : Political and
Military H istory.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1995, p.282).

2623) 1337년∼1522년 사이에 동부 아나톨리아에 위치하였던 투르크멘 왕조이다.
2624) 일부 사본에서는 KRBK로 되어 있어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다.
2625) 시리아의 홈스와 하마에 있는 수로의 이름, 현재의　오론테스　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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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군에 대한 저항이 적들의 결말을 (밝은) 낮으로 되돌리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의 칼란타르였던 작은 아들 셰이흐 후세인이 살해되었고, 그의 다른 형제들은 예속민들

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다급히 달아났다.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살해되었으며 말과 낙타

와 가축 무리들로 된 풍부한 전리품들이 하늘처럼 훌륭한 승전군의 부산물이 되었다.

예를 들면 양은 800,000마리를 넘었으며, 군사들은 말들과 낙타와 다른 동물들을 이끌고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하마 주변에 이르렀고 그곳의 사람들이

사악함과 불운으로 인해 저항을 선언하였을 때,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이곳에) 건

설해두었던 건축물이 도려내어지고 파괴되어 있었으므로, 그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세계를 불태우는 분노의 불꽃이 불타올랐다. 군대는 그 도시에 있던 모두를 약탈하고

거주민을 포로로 삼았으며 불꽃을 그들의 거주지에 던졌다.

[시] 무엇이든 올바르다면 정화하였다. 온 도시에 불꽃을 재빨리 던졌다.
모든 영토에 불꽃과 먼지가 발생하였고, 사방으로부터 남녀의 울부짖음이 일어났
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알레포로 향하였는데, 다마스쿠스에서 알레포까지는

80파르상이었다. 여러 역참들을 거쳐 그 영역에 이르렀을 때, 알레포 요새에 있었던 사

이드 아즈 앗 딘 하자르가리와 샤 샤한과 무사 투이 부카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은

명받은 대로 그곳을 (무너뜨려) 땅과 평평하게 만들었다. 남아있던 도시의 나머지를 불

태웠고 행운으로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합류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유프라테스 강변에 도달하였는데, 이 장소에 와 있었던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우익의 아미르들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도달했으며 아미

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중군과 좌군 아미르들은 강의 상류에서

왔다. 모두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으며 말과 낙타와 그 외 다수의 선물

들을 바쳤고, 여러 전리품 중에 수많은 동물들이 축복받은 병영에 모여, [1089] 그 오르

두에서는 그 커다란 양 한마리가 1 디나르가 될 정도였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이

이 원정에서 용기를 발휘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복종하였으므로, 왕다운 애정이 그의 죄

라는 그림을 용서의 깨끗함으로 완전히 씻어내었고, 자비로운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그는) 발에 입을 맞추는 고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호의의 눈길로 그의 행운의

눈을 밝혔다.

252. 사힙키란이 병사들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사

냥을 행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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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위해 갔었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주변과 사방에서 건강하게, 승리와 전

리품과 함께 되돌아와 고귀한 오르두에 합류하였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

었다. “유프라테스를 건너,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바아라(Ba'ra) 마을에서 私的 의

복의 운반을 위해 두 척의 배를 보내도록 하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모든 군사들은

헤엄으로 강을 건너 바아라 요새 주변에 안착하였다. 그곳의 아미르들은 조공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자신의 힘과 역량에 맞게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그의 상황을 포용하였고, 그 도시의 지배를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곳의

주민들은 무사하게 되었고 어떠한 타격도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 카라

우스만이 도달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영광을 얻었으며, 조공을 바치고 왕다운

위무로 은총을 얻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였고, 축복받은 마음이 사

냥을 원하게 되었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좌·우익의 군대는 포위망으로 나아갔고, 5

일 거리에 걸친 포위망을 만들었다.

[시] 행운으로 사냥을 결정하였다, 사냥의 때였고 봄이었다.
튤립이 이슬방울로 (마치) 진주를 입에 머금은 것 같았고, 장미는 터키석으로 셔츠
를 입은 것 같았다. [1090]

라스 알 아인이라는 水原에서 포위망이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날 동안 수많은 사

냥감들을 화살과 창으로 넘어뜨렸고, 동시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로 구성된 많은 사냥감

들이 모여들어,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것은 칼로 베었다.

[시] 말떼가 수없이 많아 태양이 검게 되었다, 전사들의 구부러진 줄로 야생당나귀
의 목을 [맸다.]
표범의 매복 장소가 여우들을 향해 열렸다, 마치 도둑이 商團을 향해 공격을 펼치
는 것처럼.
용감한 매가 여우 위에 앉았다, 마치 높은 말 위에서 사자가 전투를 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동물들을 넘어뜨렸으므로, 황야가 살해된 것으로 가득하였다.

戰場의 천막에는 사냥감의 고기로 가득하였고, 가득 찬 컵들이 아름다움을 지닌

巡杯者들의 손 위에서 배분되었다.

[시] 손바닥 위에 술잔, 귀에 루바브2626) 소리, 불꽃 위에 구워진 큰 사슴의 머리.

2626) 역시 타르류의 악기인데 중앙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래한 작은 크기의 현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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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그곳을 출발하여 상서롭고 행복하게 나아갔고, 루하 도

시의 창공이 세계정복자의 깃발의 도달이라는 생기로 신선하게 되었을 때, 대인들과 아

얀들이 선물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고 지체 없는 자비를 입어 평화롭고 편안한 마음으

로 되돌아갔다.

[시] 세계 정복자는 그들의 생명에 평화를 주었다, 도시를 향해 그들을 즐거운 마
음으로 파견하였다.

그곳을 지나 축복받은 대오가 저항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영역이었던 어떤 성채를

통과하였을 때, 복종의 원인인 야를릭이 영광의 장소에서 반포되었다. “성전의 바하두르

들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이슬람을 그들의 존재라는 얼룩으로부터 정화하고, 그들의

물자와 도구들을 약탈하며 요새를 지면과 같이 평평하게 되도록 하라.” 그 사이에 사마

르칸트로부터 힌두 샤 하잔치2627)가 왔고, 신성한 보호의 창고에서 비롯한 사힙키란의

행운의 영예로, 그 도시와 영역이 자비를 얻어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다는 평안과 건강

의 소식을 보고하였다. [1091] 또한 사마르칸트에 있는 훌륭한 부인들의 어전으로부터

투켈 하눔과 투만 아가의 누케르, 그리고 술타니야로부터 말릭 하눔의 누케르가 힌두

샤와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와서 선물과 예복을 바쳤고, 샤자데들의 건강함의

소식을 그의 귀에 전하였다.

253.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이 마르딘 도시로 향한 이

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가호 및 보호와 더불어 마르딘으로 향하였으며, 그

지역에서 힌두 샤 하잔치 및 그와 함께 왔었던 고귀한 부인들의 가신들을, 위무와 애정

의 펜으로 기록한 사여품 및 서신과 함께 돌려보냈다. 하산 케이프(Ḥassan Kayf)2628)로

유명하였던 술탄 하산 케이파(Sulṭān Ḥassan Kayfā)2629)와　아르진(Arjīn)2630)의　술탄

과 다른 아미르들과 그 지역의 사령관들이 금화를 뿌리고 조공을 바치며 하늘을 닮은

어전으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획득하였다. 마르딘의 말릭은 이전에 세계의

2627) 앞서 셰이흐 쿠카리에게 사신으로 갔던 종교지도자가 ‘힌두 샤 하잔’이었는데 그와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2628) ‘Kayf’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의 별명은 그가 즐거움을 누리는 군주라는 뜻이
다.

2629) 바트만에서　동남쪽으로　약　31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2630) 타슈켄트본에는 Āvarin으로　되어　있다(YZN/Urunbayeb, p.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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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인 어전 가신들의 포로로 붙잡혀 술타니야의 요새에 구금되었던 적이 있는데, 일

정 기간 후에 영광을 쌓고 죄를 태우는 왕다운 용서가, 그 구금을 풀어 (밝은) 낮이 되

게 하였다. 그에게 자비의 예복을 입히고 다양한 위무와 돌보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였으

며 그는 그 분의 가신들과 함께 조약을 확실히 맺었다. “봉사와 복속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무엇이든 수행할 것이며, 하늘의 노예인 가신들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절대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절대 허락하거나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

이 요구하는 바는, 시리아의 공격을 위해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와 동행하는 것, 만일 적

들과의 대치로 인해 (동행하기) 어렵게 된다면, 자녀나 형제 중에 하나를 그 행운의 업

무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 이에 관해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러

자신의 사악한 내면에 두려움이 생겨났지만, 현재는 상서로운 징조인 깃발을 맞아들이

는 의례를 행하였다. [1092] 그리하여 마르딘의 외곽이 승리를 상징하는 대오의 발걸음

이라는 영예로 인해 드높은 우주의 질투를 사게 되었을 때, 감사의 태양인 사힙키란의

관대함이 그의 상황을 돌보기 위해 호의의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보호와 고려라는 좋은

소식으로 소환하였다. 그러나 그의 봉사는 이전부터 ‘나는 상서롭다.’는 무지한 불운으로

인해 잘못 행해지고 있었고, 불운의 등으로 요새의 견고함에 기대었으며, 전술한 것처럼

그 요새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포위의 장기화로 인해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그 주변

에는 하늘처럼 훌륭하신 병사들이 머물 수 있는 초지가 없었으므로 결국에는 명을 내

렸다. “모든 건물, 바자르들과 집들과 그 이외의 것을 파괴하고 불을 질러라.” 그리고

왕국을 장식하는 판단력은, 카라 우스만의 영토가 그 요새와 가까웠기 때문에 환대의

예복으로 드높이고 다양한 위무로 특별함을 부여한 후 그에게 명하였다. “그 성채를 포

위하고, 그 주민들을 압박하여 숨을 조이고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라.”

또한 왕다운 애정은 복속의 발걸음으로 통치의 둥지인 어전을 향해 서둘러 왔던 술탄

하산 케이파와 술탄 아르진 및 그 지역들의 다른 하킴들을 위무하였고 금으로 수놓아

진 예복 및 兩星과 쌍둥이자리(Dū-paykar)가 질투하는, 금으로 된 도검의 허리띠를 사

여하고 귀환의 허락을 베풀었다. 이 사이에 사힙키란은 아미르 알라다드를 사마르칸트

로 파견하여 그곳으로부터 아시파라로 가서, 자타와의 경계를 지키게 하였다.

254. 이슬람의 피난처인 사힙키란이 조지아와 바그다드 지

역에 공격을 행한 이야기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마르딘을 출발하여 이동하였을 때, 귀환에 대한 허가 명령

이 떨어졌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

흐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티무르 호자 아크부카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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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호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다른 아미르들은 호전적인 군대와 함께 길을 나서서

알란작과 조지아 지역으로 향하여, [1093] 알란작 요새를 획득하고, 조지아로 향하도록

하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랐고 알란작은 10년 만에 다시 승전군의 포위

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 기간에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이 순차적으로 그곳의 포

위를 행해왔다. (과거에) 승리로 귀결되는 깃발이 시바스나 시리아 방향으로 나아갔었

을 때,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군사 중에 셰이흐 무함마드 다루가,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군사들 중에 피루즈 샤가 명령에 따라 그곳으로 가서 포위를 행한 적이 있으므로 그

성채의 백성들은 좋지 못한 상태에 처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만이

남게 되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낡은 살과 가죽 및 그와 같은 것들로 남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용하였으며 그조차도 남지 않았을 때, 다급히 바깥으로 나와 요새를 맡겼

다. (승전군은) 그곳의 쿠투왈 사이드 아흐마드 오굴샤이를 붙잡아 세계의 피난처인 왕

궁으로 파견하였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우니크 주변에 도달하여 알란작의 승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조지아로 진격하였고, 그 지역의 약탈을 위해 장악과 우세의 손을

펼쳤다. 말릭 기오르긴은 그 상황으로 인해 당혹하고 근심하게 되어, 무력함과 비천함의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와 사람을 파견하였다. “저는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의 노예들 중

에 가장 미천한 노예입니다. 그러니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행운의 그림자를 이쪽으로

드리울 때,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기 위해 서두를 것입니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

은 사람을 파견하여 그의 복종과 복속의 상태를 고하였고, 고귀한 왕좌의 발치를 지키

도록 하였으며, 그 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한 파괴와 손해에서 손을 거두어, 적절한 하영

지였던 망굴과 그 주변에 머물렀다.

[반구M iṣrā’] 세계 정복자인 군주로부터 명령이 올 때 까지

또한 그 나날에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따라야 할 명령이 반포되었다. “술탄 마

흐무드 칸과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무자라브 (이븐) 자쿠

와 루스탐 타가이 부카와 순자크 바하두르와 타바콜 바하두르와 다른 투만과 코슌의

아미르들은 [1094] 승리의 피난처인 다수의 군대와 함께 원정으로 바그다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들은) 명령에 따랐으며, 여러 장소와 역참을 거쳐 나아갔을 때, 바

그다드의 옛 방향이 그들이 머무르는 병영이 되었다. 잘라이르 부족 중에 파라즈라는

인물이 술탄 아흐마드의 명령으로 그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투르크와 아랍인들의 수적 우세로 인해, 자만과 오만의 새가 그의 혼돈에

빠진 두뇌라는 둥지에서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알을 낳았고, 무지의 고삐가 속임수라는

손으로 파멸로 귀결되는 소망과 바람을 제공하였으므로, 성채의 견고함과 셀 수 없이

많은 동료의 수적 우세를 믿고 용기 있게 전투로 향하였고 저항과 방어의 장소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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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631)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의 (진격) 소문이 확산되었을 때, 아미르 알리 칼란다

르(Amīr 'Alī Qalandar)가 만달리로부터, 잔 아흐마드(Jān Aḥmad)는 바쿠바(Ba'aqūb

a)2632)에서 다가와 마뎅 근처에서 티그리스 강을 건넜으며, 파라흐 샤(Farakh Shāh)는

알레포로부터, 미카엘(Mīkā'il)은 시브(Sīb)로부터 나아가 사르사르에서 서로 만났다. 그

리고 3000명과 함께 대열을 정렬하여 용감히 진격하였다. 아군에서는 아미르자데 루스

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다른 아미르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와 함께 말을 몰았

고, 그들을 사냥감처럼 가운데에 두고 포위한 채 티그리스의 방향으로 몰아내어, 아미르

아흐마드의 건물군 주변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잔 아흐마드는 여러 바하두

르들 및 군사들과 함께 살해되었으며, 일부는 불꽃을 지닌 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물에 던져 대부분이 익사하였다. 그리고 다른 아미르들은 천신만고 끝에 그

위험에서 목숨을 건졌다. 그들에게서 발생한 이와 같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파라즈는 그 조상의 뿌리가 위대함과 지배권을 갖추지 않은 채로 그 지위를 과분

하게 얻었던 바, 그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 빠르게 지위나 위상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상황의) 완화를 위한 물을 혼돈의 불꽃 위에 부었다. (즉) 속임수의 꾀하는 혀를 사과

를 위해 열었는데, “술탄 아흐마드가 우리에게 결정을 강요하기를, 만일 사힙키란이 친

히 온다면 도시를 양도하고 백성을 재앙에 던지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는 어느 누가,

어떤 군대가 오던 간에 마땅히 저항의 장소에 발을 견고히 하고, 왕국을 돌보며 어떠한

사람에게도 맡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러한 변명으로 반역의 붕대를 [1095] 사악한 이마에 붙였으며, 적의와 저항의 깃발을 들

어올렸다. 또한 백성들과 군사 중의 일반 사람들을 유혹하여 담벽에 머무르며 도시를

보호하게 하였고, 기회가 될 때 마다 살해와 전투의 불꽃을 불태우게 하여 도발하였으

며, 배를 타고 진격하여 전투의 바다에 물결을 일으켰다.

[시] 세계가 그의 존재로 인해 충분해졌고, 그의 마음에 무지한 악마가 가득하였
다.
혼란에 빠진 불가능한 생각으로 탐욕의 이빨을 왕좌와 세금에 두었다.
그의 머리가 군주를 위해 사라질 때까지 백성과 군사가 함께 살해되었다.

2631) 잘라이르 조 술탄 아흐마드의 문제는 뒤에서 바야지드 이을드름을 원정하고자 룸으로 진격
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다. 술탄 아흐마드와 카라 유수프가 티무르 군을 피해 달아나 바야지드
에게 피신해 있었는데, 이들의 선동으로 바야지드가 타하르탄의 에르진잔을 공격하고 그들의
가족을 부르사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후 술탄 아흐마드는 바그다드를 향해 출발하여 힐라와
하르비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아르빌 등지에 있었던 오이라트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또한 오이
라트의 칼란타르인 사이드 아흐마드를 살해하였고, 바스라까지 진격하였다. 게다가 티무르 군대
가 시리아를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아에서 본거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여 바그다드를
파라즈에게 맡겼고 자신도 바그다드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티무르가 마
르딘에 도착하였을 때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의 상황이었다(ZT/Jawādī 2, pp.930-1).

2632) 바그다드에서　동북쪽으로　５５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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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마을인 오르두는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의 깃발의 그림자 아래에서 타브

리즈로 향하였으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포위망으로 가서, 모든 길에

서 사냥을 행하며 나아갔다.

[시] 왕과 군대는 사냥감을 넘어뜨리는 사냥의 사자처럼 황야 안으로 나아갔다.
민첩한 손을 지닌 자들이 활에서 화살을 당겼다, 마치 사자가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떤 무리들이 표범의 구속을 제거하였고, 어떤 무리들은 야생당나귀 위에서 칼을
시험하였다.
개의 무리들이 재갈을 풀고 날카로운 함성을 지르며 사냥감을 좇았다.
매의 무리들을 날려 보내어 두루미들을 발톱으로 낚아챘다.

길 도중에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가 견고한 요새인 누세이빈(Nuṣaybīn)2633) 요새를

통과하였을 때, 그의 고귀한 지시가 그 곳의 점령을 명하였다. 요새의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적절한 선물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와 요새의 열쇠를 어전으로 가져왔다. 왕

다운 자비는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였으며 승전군이 통과하는 도중에 어떠한 피해도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가 모술에 이르렀을 때, 세계가 복속하는

명령이 반포되어 티그리스 강 위에 배로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주 동안 꼬박 오르

두가 그 강을 건넜다. [1096]

255.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바그다드로 향함과 그 승리

의 이야기

명령에 따라 바그다드로 갔었던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사람을 파견하여 파라즈의

저항의 상황 및 저항의 변명으로 삼았던 그의 말을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의 동반자들

에게 보고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자, 친히 하늘처럼 훌륭한 일부

군대와 함께 원정을 행하여, 훌륭한 요람이신 출판 말릭 아가를 유수진 및 나머지 군대

와 함께 남겨두었고 그 보호를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맡겼다. 그리고 아미르 샤 말릭

을 그 등자의 동반자로 삼고, 차나란(Chanārān)2634)과 쿨라기 길을 통해 타브리즈로 가

2633) 마르딘에서　동남족으로 5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북부　도시.
2634) 현재 이라크와 이란 변경에 위치하며 술레이마니에에서 북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에 동
명의 마을이 존재한다. 만일 알툰 쿠프라크에서 유수진과 원정군이 갈라졌다면, 유수진은 동쪽
으로 뻗은 길을 따라 타브리즈로 향한 것이며 원정군은 그대로 남쪽으로 향하여 바그다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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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가호 및 보살핌과 더불어 알툰 쿠프라크

(Altūn Kuprak)2635) 길을 통해 바그다드로 향하였다. 도달의 그림자가 그 곳에 드리워

졌을 때, 티그리스 강변에서 강의 하류의 ‘까리야 알 우캅’ 대문 맞은편에, 하늘과 유사

한 왕궁의 돔을 태양과 달의 정점에 닿게 하였고, 도시의 주변과 사방이 보복의 바흐람

과 같은 병사들의 병영이 되었다. 따라야만 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철로 된 손톱을

지닌 나큽치들은, 지체 없이 용기의 팔을 펴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샤자데

들 중에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노얀들 중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바란둑 자한샤와 루스탐 타가이 부

카와 알리 술탄과 다른 투만과 천호와 코슌들의 아미르들이 각기 자신의 업무를 위해

나큽치들을 고용하였고, 경험이 많은 용감한 바하두르들은 그들의 보호를 위해 머물러

있었다.

행운으로 귀결될 수 없는 파라즈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사힙키란의 축복받

은 상서로운 얼굴을 보는 영예를 얻었던 믿을만한 자를 사신의 관습으로 바깥으로 파

견하여 상황을 정확히 알아오도록 하였다. 그 사신이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을 때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구술로 된 메시지를 보고하였고, 예복과 위무로 은총

을 얻은 후에 되돌아왔으며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든 파라즈에게 전하였다. 그

러나 그에 대한 운명의 결정이 어두움으로 기울어졌으므로, 비록 올바르게 말하고 있음

을 알았으나 무지함과 불운으로 인해 그를 거짓으로 모함하였고 [1097] 감옥에 가두어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나아

가기를 거절한 것을 비밀로 두고 계속하여 전투를 행하였다. 그리고 손해로 귀결될 그

대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 운명이었던 불운의 별은 그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그가 행하는 무슨
일이든 모두 그를 고통 속에 두었다.

이 와중에 망루 업무를 담당하였던 호자 마스우드 심나니와 망갈라이 호자에게 운

명의 엄지로부터 화살이 도달하였으며, 어쩔 수 없는, 계획에 없던 사건이 시작되는 원

인이 되었다.

[시]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운명의 장소로부터 그 돌은 화살의 원인
이 되었다.

른 셈이 된다.
2635) 아르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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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라크만 타바치(Laqmān Tavāchī)를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어전으로 파

견하여 유수진과 함께 귀환하여 이쪽으로 오도록 하였다. 라크만은 쿨라기라는 곳에서

샤자데에게 도달하였고 그들은 명령에 따라 귀환하였다. 끝없이 많은 군대가 翼을 형성

하여 바그다드에 이르렀을 때, 적들에게 당혹의 연기가 머리로부터 피어올랐다. 이슬람

의 수도라 불리곤 하였던 바그다드가 그들에게는 ‘어두움의 도시’가 되었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가 도시의 사방에, 그리고 강의 此岸과 彼岸에 안착을 위한 천막의 차양을

나란히 펼쳤으므로, 바그다드의 너비는 비록 그 둘레가 대략 두 파르상에 달하였으나,

마치 반지 속의 보석처럼 에워싸여졌다. 운명의 영향을 받는 명령이 반포되어, 까리야

알 우캅 아래에 티그리스 강 위로 다리를 설치하고, 명령을 받잡는 활잡이가 그곳에 매

복하여 어떤 사람도 강의 하류로 달아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강의 상류의 보호는 대

샤자데들인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맡겼다. 그들은 수크 술탄(Sūq

Sulṭān) 대문 맞은편에 안착하였다. 강 반대편에서는 무함마드 아자드와 텡그리 바르미

시 호자(Tenghrī Barmish Khwāja)가 몇몇 군대와 함께 명에 따라 도시의 맞은편을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피조물도 나갈 수 없게 하였다. 모든 도시가 사방에서 이처

럼 포위되어, 비록 (성채) 한 쪽이 티그리스와 도시 내부에서 만났고 거대한 배를 보유

하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어떤 방향으로든 해방의 길을 찾아 달아날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1098] 그리고 이 와중에 전술하였듯이 알란작 요새의 쿠투왈이었고 (그곳에서

승전군이) 승리한 후에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였던 사이디 아흐마드 오굴샤

이를 데려왔는데, 무력의 용사들이 그의 죽음을 요청하였으나 결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복종의 야를릭이 반포되기를, 요새를 말릭 무함마드 우브히(Malik Muḥammad Ubh

ī)2636)에게 맡겨서 그곳의 지배와 보호를 행하도록 하였다. 사이디 아흐마드를 세계의

피난처의 어전으로 데려왔었던 그 사람은 야를릭과 함께 되돌아갔다.

또한 이때에 마와라안나흐르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어전에서 왔던 아미르

무사가, 그 지역의 안전과 건강의 소식을 축복받은 보고로 전하였고, 바닥샨의 광산에서

얻었던 120미스칼 정도의 루비 조각을 바쳤다. 결말이 없는 파라즈는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의 눈이 어두워졌고, 통찰력의 눈이 혼란에 빠졌으며,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광기 어린 공격을 행하였고 희생적인 행위로 목숨을 다해 노

력하였다. 승전군은 (파놓은) 굴에 불꽃을 놓고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곤 하였는데, 그

들은 즉시 그 구멍을 구워진 벽돌과 석회로 메워 요새를 견고히 하였다. 그러나 공교롭

게도 여름이었고, 태양은 티르 월(위치)2637)에 있었으며 바그다드는 더운 도시였다. 열

기의 혹독함은,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의 침이 입에서 끓어오르게 하였고, 공기 중의 새

가 더위의 열기로 인해 간담이 타올라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2636) 이 니스바는 헤라트 근교의 마을인 우베흐(Ūbih)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니스바를 지닌 역사
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후라산 출신이었다.

2637) 페르시아력으로 네 번째 달이며, 여름의 초입에 해당한다. 서력으로 6월∼7월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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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더위로 인해 산에 틈이 나타났는데, 돌을 불꽃의 보호막으로 삼았다.
하늘의 촛불은 장뇌를 피웠고, 그 광선으로 인해 백성들은 마치 나방처럼 불타올랐
다.
이렇듯 태양이 달구어져, 그의 전설만으로도 강철이 부드럽게 되었을 정도였다.
피는 열기로 인해 몸에서 말라붙었다, 마치 호탄의 사향이 사슴의 배꼽에서 (말라
붙은 것처럼).
땅은 마치 솥이 불꽃 위에서 울부짖는 것과 같았고, 뼈 사이에서 두뇌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드넓은 바다 가운데의 조개는, 가슴에 보석을 마치 석류의 알갱이처럼 (품고 있었
다). [1099]

승리를 동반하는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갑옷을 입고 망루를 세웠

으며, 결정의 깃발을 세우고 전투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하여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여러 차례 무릎을 꿇고 허가를 청하여 ‘일제히 사방에서 공격을 행하여 도시를 무력과

힘으로 차지하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비를 구현하시는 왕의 고귀함과 권

력은, 그들을 저지하여 급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 무지한 자들이 제정신으로 돌아

와 겸손과 용서를 청하는 문으로 나오고 도시를 복종의 길에 맡겨, (그들을) 살해 및

포로로 잡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말라

버린 펜’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신께서 멸망케 하거나 벌하지 않을 고을이 없다>2638)는

사건이 그 지역에 발생하였는데, 그 것에 대해 적들이 전혀 인식하지 않고 불운하게 저

항을 고집하여, 도시에 인플레이션과 기아가 나타났다. 약 40일이 지난 803AH둘 카다

월 27일(1401년 7월 9일) 일요일에 도시의 사람들이 태양의 혹독한 열기로 인해 서있을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담벽을 비워 두고 스스로를 막대기의 끝으

로 가장하여 자기 대신 세워두었던 한 낮에, 샤자데들 중에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아미

르들 중에 셰이흐 누르 앗 딘과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가 용기 있게 도시로 향하였

고 성벽 위에서 전투를 행하였다. 첫 번째로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이 위로 올라가,

깃발의 반달이 카펠라 星의 정점에 솟아올랐다. 그 뒤를 좇아 바하두르들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가 벽으로 올라갔으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이 뒤를 이어 벽으로 향하였다. 피를 마시는 도검을 보복의 칼집에서 꺼내들고, 한꺼번

에 뿔피리를 불고 큰 북과 게우르카를 두드렸다. 또한 그 때에 강의 상류에서 아미르자

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 및 다른 투만과 천호와 백호 아

미르들이, 다른 쪽에서는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샤 말릭과 바란둑과 알리 술탄과

2638) Qur'ān, Sūra al-Isrā'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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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이 일제히 공격을 행하여 성채의 벽을 해자 아래로 무너뜨렸으며,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이 주변과 [1100] 사방에서 도시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도시인들

은 <실로 심판날 지진의 무서움>2639)을 목도하게 되었고 사힙키란은 그 날 명령에 따

라 바그다드의 하류에 건설하였던 다리 초입으로 향하였다.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병사

들이 피를 갈구하는 칼을 들고 도시로 서둘러 갔을 때, 피를 빼앗긴 성채 사람들은 향

하는 방향마다 탈출로가 막혔다. 또한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재앙의 불꽃이 강해졌으므

로, 많은 백성들은 스스로를 물에 던졌고 생명을 취하는 고래와 같은 칼을 피해 몸을

티그리스 물고기들의 먹잇감으로 만들 지경이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배에 안착하

였으나, 다수는 헤엄을 쳐서 강의 하류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다리에 이르렀을 때, 매복

한 궁수들의 화살의 타격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에 보상을 받게

되니라>2640)는 음료를 맛보았다. 불운으로 귀결되는 파라흐는 데리고 있던 한 여인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의 상류로 달아났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강가로 나아가 그들에

게 화살비를 내렸고, (그들은) 불꽃을 동반한 화살촉을 피해 스스로를 강에 던져, 그들

의 생명의 불꽃이 꺼졌고 그 배 또한 잠기게 되었다. 뱃사공 무리들이 명령에 따라 강

으로 들어와 그를 죽은 채로 바깥으로 데려왔으며 흙으로 얼룩진 땅에 던졌다.

그 시점은 (신의) 영광스러운 특징의 드러나는 때였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을

찾는다!> 그의 모든 영향으로 인해 세계 정복자의 군대 중에 다수가 성채의 전투에서

살해되었으므로, 무력이 머무르는 곳에서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군대의 각 사람당 머리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라.” 증오를 지닌 군대는 샤의 명령에 따라, 성전의 손으로 복종의

허리띠를 묶고 머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의 발을 펼쳤다. 칼이 극도의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너희가 피하려 한 죽음이 실로 너희를 덮칠 것이다>2641)라는 말씀을 크고

작게 들려주었다. 도검은 혹독한 분노의 열기로 인해 보복의 혀를 칼집이라는 입 바깥

으로 뻗었고, <너희가 진리를 거역한 것이니 너희는 이 벌을 맛보아라>2642)라 는 메시

지를 높고 낮은 이들에게 전하였다. 처벌이라는 市場(바자르)은 민감해져, 죽음이란 중

개상은 80세의 노인과 8세의 어린아이를 같은 가격으로 팔았다. 증오의 불 그릇이 불타

올라, 세금의 주인인 부유한 자와, 나쁜 상황에 처한 貧者의 존재라는 의복을 같은 방식

으로 불태웠다. [1101]

[시] 울부짖으며 넘어졌던 살해된 수많은 자들에 관해.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의
수를 셀 수 없었다.
자신과 함께 전쟁을 한 자들을 다수 살해하여, 많은 수가 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

2639) Qur'ān, Sūra al-Ḥajj : 1.
2640) Qur'ān, Sūra al-Imrān : 185.
2641) Qur'ān, Sūra al-Ju'muah: 8.
2642) Qur'ān, Sūra al-Aḥqāf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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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앙은 그 거대함에 관해 제 스스로 마음 아파하였다, 운명이 쓰러졌고 이성에 혼
돈이 (발생하였다).

타바치들은 명령에 따라 운명이 전도된 적들의 머리를 세어 기록하였고, 그 머리로

미나렛을 세워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아, 다시는 미천한 자가 훌륭한 자와 싸우지

않도록 하고, 뻔뻔한 자들이 거만한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

였다.

[시] 여우는 사자가 될 수 없다, 백성이 왕보다 용감할 수 없다.
사람이 광기로 인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그 군주에게, 왕권이라는 하늘이 그의 아집을 빼앗는다.
왕의 명령에 대해 .어떤 이가 고개를 돌려 외면하면, 세계는 그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바그다드의 주민들은 이러한 점을 보지 않았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약하자면 스스로를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던 울라마와 셰이흐 무리

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왕다운 애정이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를 사여와 기도

로 위무하고 의복과 당나귀를 사여하여,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곳에 가도록 하도록 지

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해하였다. 거주민들에 대한 업무가 이러한 식으로

끝을 맺었고, (업무의) 순번이 거주지의 처리에 이르렀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

포되었다. “마스지드와 마드라사와 하니가 이외에 어떤 건물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라.”

명받은 대로 담벽과 바자르와 집들과 묘지와 거주구역과 멀고 가까운 곳 및 그 이외의

모두를 파괴하여, <이것들이 폐허된 그들의 집이거늘 이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2643)의

내용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신의 명령은 절대적 법령이라.>2644) [1103]

256. 사힙키란이 바그다드에서 돌아와 타브리즈로 향한 이

야기

티그리스 강이 살해된 자들의 많은 피로 인해, (얼굴의) 광대가 헤어진 연인들의

눈물방울을 붙잡았고, 바그다드의 공기가 시신의 오염으로 인해 마치 불운한 자들의 내

면에서 나는 냄새처럼 고통으로 바뀌었을 때,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둘 히자 월 초

2643) Qur'ān, Sūra al-Naml : 52.
2644) Qur'ān, Sūra al-Aḥzāb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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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401년 7월 13일)에 행운으로 그곳을 출발하였고, 신의 가호와 더불어 1파르상 정

도 강의 상류로 달려갔다. 대 이맘 아부 하니파(Abū Ḥanīfa)2645)의 영광스러운 마자르

에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도움을 청하였고 바로 그 주변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마

와라안나흐르에서 왔던 무사가(Mūsaga)2646)를 명령 및 서신들과 함께 되돌려 보냈고,

히바의 다루가였던 남다크(Namdak)를 그와 함께 파견하여 호라즘을 보호하도록 하였

다. 무사가는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어전에서 호라즘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명

하였다. “술탄 마흐무드 칸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샤

말릭과 바란둑과 알리 술탄 타바치와 타바콜 바룰라스는 아미르들 중에 일부 및 승리

의 깃발인 군대 중에 일부와 함께 원정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들은 명령대로 행하였

고 [1104] 힐라를 통과하여 나자프(Najaf)2647)에 있는 고귀한 [아미르 알 무미닌 알

리]2648)의 성묘 <부활과 선물의2649) 주인이신 알리>까지 갔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입을 맞추고 필요한 것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았다. 대

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는 힐라와 워스트와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공격하여 적들을

패배시켰으며, 건강하고 풍족하게, 귀중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함께 되돌아와, 땅에 입

을 맞추는 영광을 획득하였다.

그 분은 샤흐리주르와 쿨라기 길을 통해 타브리즈로 향하였고 거대한 군대와 유수

진을 대 아미르들에게 맡겨 뒤에서 천천히 오되, 각자 자신의 투만과 코슌에서 절대 분

리되지 않도록 명하였다. 스스로는 친히 원정을 행하였고 어린 샤자데들, 아미르자데 미

란샤와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행운과 연결되는 등자에 동반자

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 路程에서 길 잃은 어떤 자들이 극도의 무지와 적의로 인해, 군대에서 분리되어

있던 사람을 공격하고 길을 끊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귀에 이

르렀을 때 그에 관한 지시가 반포되어, 일부 병사들을 길의 주변에 매복시켰다. 이 적

들이 이르렀을 때 매복 장소에서 바깥으로 달려 나가 그들을 붙잡았고, 약 30명을 길의

초입에 있던 밤나무로 된 고리에 매달았다.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게서 듣기

로, 그 지역의 밤나무들은 1년은 밤을 맺고 1년은 도토리를 맺었는데, 이 상황은 매우

이상한 것이어서 기록되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여러 장소를 거쳐 도달의 그림자를 자가투(Jaghatū) 강

2645) 8세기에 쿠파와 히자즈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이란 출신의 순니 이슬람 이론가이자 카디로,
하나피 학파의 창시자이며, ‘대 이맘’이라 칭해졌다. 그의 묘소는 현재 바그다드 중심에서 북쪽
으로 약 6km 떨어진 티그리스 河岸에 위치해 있다.

2646) 이란본Ⅱ에 따른 것이나, 이란본Ⅰ과 여러 사본에서는 이를 '무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2647) 이라크 남부의 도시이며 이맘 알리의 묘소가 있다.
2648) 이 [ ] 안의 문구는 타슈켄트본에만 존재한다.
2649) ‘선물’(혹은 골동품, 귀중품)라는 단어가 다른 사서, 즉 979AH 사본에는 ‘이슬람’, 타슈켄트본
에는 ‘신께서 기뻐하시기를!’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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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2650)에 드리웠을 때, 사라이 말릭 하눔과 한자데와 다른 샤자데들의 부인들이 훌륭하

고 높은 지위를 지닌 자녀들, 아미르자데 울룩벡 및 통치와 세계 정복의 하늘에 있는

거대한 다른 별들과 함께 마중의 관습을 행하기 위해 서둘렀으며, 마음이 가득한 곳에

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고귀하게 되었고, 기쁨과 즐거움의 혀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1105] 보석과 디나르를 상서로운 나날들 위에 뿌렸고 적절한 조공을 바쳤

다. 그곳에서 변함없는 행운으로 출발하여 나아갔다. 아크 지야라트(Āq Jīyārat) 하영지

가 상서로운 대오의 안착과 도달로 인해, 천국의 정점이 되고 발전을 얻었으며, 사이드

들과 울라마들과 대인들 및 이란 왕국의 귀족들, 특히 승리의 상징이자 상서로운 징조

인 깃발을 맞이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왕궁의 뜰의 순례 의복을 갖추었던 타브리즈의

특수한 이들이 이르렀을 때, 희망의 눈은 축복받은 가문의 빛을 보게 되어 밝아졌고, 위

무와 사여의 음료를 마시고 환대와 경의로 재단된 자비의 예복을 입었다. 뒤쳐져 오고

있었던 유수진과 군대가 뒤따라 이르렀고, 20일 동안 그 지역에 머물렀다. 주변과 사방

의 이맘들과 지식인들이 이슬람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모여들었는데, 고귀한 그 분의 향

기로운 마음은 종교의 이론을 배우고 샤리아의 문제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어, 이 기간에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에서 개최된 많은 모임에서

학문에 대한 논의 및 지식과 종교의 주민들의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 때에 왕다운 자비

가 아미르자데 루스탐에게 허락을 내려 시라즈로 파견하였고 명하였다. “도착한 후에

하산 잔다르와 하산 차그다왈을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파견하도록 하라.”

257.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샤루흐를 아제르바이잔 측으

로 파견한 이야기

하늘의 굴람인 사힙키란이 시리아에 있었을 때, 이을드름 바야지드는 보복의 바흐

람과 같은 군대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피난하였던 술탄 아흐마드와 카라 유수프

의 선동으로 인해, 군대를 이끌고 시바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포위하

였으며, 타하르탄과 전투를 하여 도시를 획득하였다. 그 전투에서 타하르탄의 대리인이

카라 유수프의 누케르들의 손에 포로가 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요새의 백성들은 항복

하였다. 술탄 아흐마드는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어전에서 중재자가 되었으며, 그는 아제

르바이잔을 타하르탄에게 두고, (대신) 그의 가련한 부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나바

(Navā)와 부르사(Bursā)2651)로 파견하였으며 자기 자신은 다시 귀환하였다. [1106] 이때

에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아크 지야라트의 하영지를 출발하여 우전(Ūzān)2652)으로 향

2650)　이란　서북부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있는　재린　강의　몽골어 명, 자그로스에서　발원하
여　우르미야로　흘러든다．

2651)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마르마라 해 맞은 편, 91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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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영광스러운 안착에 관해 하시트루드(Hashtrūd)2653) 지역이 아홉 번째 검

푸른 하늘을 질투하였다. 그때에 소식이 전해졌다. “룸의 황제인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다시 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라는 태풍이 불어오자, 왕다운 분노

의 불꽃이 불타올랐고, 명을 내렸다.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일

부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으로 룸의 황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도록 하고, 아미

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샤 말릭 및 다른 투만과 천호 아미르들은 그의 상서로운 진

격의 등자에 동반하여 나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아미르 미즈라브로 하여금, 조지아로

파견되어 나아갔다가 망굴의 하영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샤자데들과 노얀들의 어전으로

나아가, 함께 그 샤자데의 대오에 합류하게 하였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고,

길 가운데에서 샤자데에게 합류하였다. 샤자데의 깃발이 우니크를 통과하여 노빈

(Novīn) 지역2654)에 이르렀을 때, 타하르탄의 조카인 셰이흐 알리가 그의 어전에서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손해의 결과를 낳게 될 뻔뻔한 그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여, 타히르탄을 용서를 청하는 중재자로 삼아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신은 사힙키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하였던 옳지 못

하고 뻔뻔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펜과 망각의 서명을 그 처벌의 글

씨 위에 기록하시기를 빌며 왕다운 자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측의

사신 파견으로 순수한 우정과 정직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무슬림들은 그 가호로 인

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되며 파괴되거나 손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기를, “타협의 이야기가 타하르탄의 도움으로 완성에 이르게 되면, 나바로 데려갔었던

그의 사람들과 부인들을 다시 파견하도록 한다.”

고귀한 샤자데는 셰이흐 알리를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

여 그 상황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전하였으며 그 장소에 머물렀다. 사힙키란은 하쉬

트루드에서 신의 도움으로 출발하여 우전으로 갔고, 여러 날 동안 그의 존재의 영광으

로 인해 ‘아르군의 궁정(Kūshk-i Arghūn)’2655)은 천국 정원들의 질투를 얻게 되었다.

[1107]

258. 투만 아가와 훌륭한 샤자데들이 사마르칸트에서 도달

2652) 현 이란 동아제르바이잔 주, 타브리즈에서 동남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현 이름은 부스탄 아바드이다.

2653) 현 이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 위치한 지역, 타브리즈에서 동남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
다．

2654) 이 지명이 이란본Ⅰ에는 투빈(Tuvīn)으로 되어 있다.
2655) 일칸국 가잔 칸의 부친인 아르군 칸이 건설한 왕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훗날 ‘샨베 가잔’
이라고 불리는 타브리즈 근처의 건물군이다. 그러나 우전에 건설한 왕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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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

일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마스쿠스에서 귀환하던 때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서명을 얻어 파견되었다. “훌륭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로 하여금 자녀들과

함께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를 향해 오게 하라.” 축복받은 명령이 사마르칸트에서 그들

에게 전해졌을 때,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출발하였다. 부하라에 도달하였을 때, 그곳의

영광스러운 성묘들 중에 세계의 셰이흐인 샤이프 앗 딘 바하르지와 다른 대 셰이흐들

의 훌륭한 성묘에 <그들의 비밀을 거룩히 하라.> 도움을 청하고 길을 나섰다. 아무야

통로를 통과하고 황야를 건너 마한에 들어섰다. 그리고 티진(Tijin)2656) 황야의 길을 통

해 투스의 성지 <부활하신 주인께 평화가 있기를!> 로 갔으며, 그곳에서 성지 방문의

의무 및 자선과 공경을 행하고 길을 나섰다. 술타니야를 통과하여 우전 가까이에 이르

렀을 때, 사힙키란은 완전한 애정과 친절로 마중을 결정하여 사람을 파견하였다. 통치와

세계 정복의 성좌에서 빛나는 별인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자데 사아드 바

카스(Amīrzāda Sa'ad Vaqāṣ)2657)를 소환하여 희망의 눈을 그들의 상서로운 이마로 밝

혔고 혀와 마음의 판에, 전능하신 신께서 소망을 베풀어주심에 대한 찬사와 감사라는

밑그림을 그렸다. 고귀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는, 그 분과 가까워지는 영예를 얻어 고귀

하게 되었던 훌륭한 자녀들, 빅시 술탄 및 사드킨 아가와 더불어 (그 분을) 만나는 행

운으로 행복을 얻었고 선물을 바치는 관습을 행하였으며, 금으로 수놓아진 예복과 마음

을 흔드는 희귀한 물건들로 금화 및 보석을 뿌리고 조공의 의무를 행하였다. 우전에 머

무른 지 며칠 후에 사힙키란은 타브리즈로 향하였고 길에서 사냥을 행하였다. 그리고

행운과 행복으로 도시의 다울라트 하나(Dawlat-Khāna)에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안착하

였고, 그곳은 그 비유적인 이름이 실제가 되었다. 치안 유지 및 이 지역 백성들의 통계

를 내기 위해 자비와 위대함의 문이 열렸고, 백성들과 약한 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

배자들의 장악의 손이 피지배민들의 당대의 옷자락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1108] 그

때에 호자 알리 심나니가 헤라트로부터, 호자 사이프 앗 딘 투니(Khwāja Saif al-Dīn

Tūnī)가 사브자와르로부터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고 조공을 바쳤다. 호자 마

스우드 심나니가 과거 바그다드의 문 위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사힙키란은 그들의 상

황을 고려하여 각 두 사람을 디반에 임명하였다.

호자 마스우드에 속했던 이들과 그 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잘랄 이슬람에 대해

기록하였고 새로 디반의 주인이 되었던 호자들은 그 상황을 축복받은 보고로 전하였다.

명령하기를, 그를 해임하여 가두도록 하였다. 명령에 따라 상황에 대해 심문하고 그를

회계원에게 보냈으며 그의 사적 소유물 및 예속민들의 물자와 소유 중에 일정 금액을

2656) 호라즘에 위치한 사막 이름. 메르브에서 서쪽으로 약 151km 떨어진 곳에 위치．
2657)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 이븐 티무르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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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였다. 그는 회계원의 괴롭힘으로 인해, 살을 베는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베었다.

그러나 치명적인 상처가 없었으므로, 곧 2-3일 동안의 치료로 회복되었다. 호자 마흐무

드 사합(Khwāja Maḥmūd Shahāb)의 중재로, 추징하였던 금액 외에 새로 정해진 200마

리의 말을 바치기로 하였다. 정의를 상징하는 사힙키란이라는 정의로운 샤흐나는, 부패

와 부정을 끊어내기 위해 천성이 不正한 가신들 중에 일부를 매달고, 일부에게는 우아

한 친절을 베풀었으며, 완전한 사여와 보편적인 전리품으로, 각계 백성들의 생명이라는

목을 <인간은 훌륭한 가신이다>2658)라는 예속의 굴레에 처하도록 하였다.2659)

259.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조지아를 향해 카라바그 아

란으로 갔던 이야기

타브리즈가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위대한 영예로 인해 천국의 정원의 질투를

산 지 며칠 후,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력이 조지아로의 출발을 결정하였다. 신의 도움으

로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로부터, 달의 길을 따라가는 능력 있는 기사들의 대오

를 갖추어 쿰 테페 지역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무력의 샤흐나가 내린 지시에 따라, 폭

정을 행했던 호자 이스마일 하와피(Khwāja Ismā'īl Khwāfī)를 압제자에 대한 본보기로

오르두 바자르 앞, 나무에 매달았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지고한 왕의 가호의 후원

과 함께 아라스 강을 건넜고 나히체반은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군대의 병영이 되었다.

사힙키란은 부인들과 [1109] 자녀들과 여러 사적 가신들과 함께, 급히 얻었던 알란작 요

새의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 그 위아래를 경계의 눈으로 살폈다. 그리고 축복받은 오르

두로 돌아와 행운으로 안착하였다. 그 장소에서 타하르탄의 누이의 아들 셰이흐 알리가

도달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무릎을 꿇고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메시지

와 그의 無力함 및 복속과 용서를 청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아름답고 정결한

표현으로 왕의 분노의 불꽃을 완화시켰다. 사힙키란은 여러 날을 그 장소에 머물렀고

사신을 조지아의 말릭 기오르긴 어전으로 파견하여 선물과 지세와 종교세와 관세를 요

구하였다. 한편 명령에 따라 망굴의 주변을 출발하여 훌륭한 샤자데 샤루흐의 대오에

합류하였던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우마르 셰이흐와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자

한샤와 아미르 티무르 호자 아크부카와 다른 아미르들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

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나히체반의 정글을 출발하여 샤 부즈(Shāh Buj)2660) 계곡

에 안착하였고, 그 산지(케헤스탄)에서 나아가 괵체 텡기즈에 이르렀을 때, 사냥의 기쁨

2658) 이란본Ⅱ 미주 308에 따른 번역이다(YZN/Ṣādiq, p.1478).
2659) 이 단락의 내용은 THTB에도 확인되지 않는다(THTB/Darby 2, p.222).
2660) 나히체반에서 동북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위치．



- 878 -

이 축복받은 마음에 생겨났다. 포위망을 만드는 관습이 약속된 바에 따라 행해졌을 때,

다양한 동물들 중에 특히 큰 사슴을 여럿 모아, 두려움이라는 사냥매가 추측의 날개로

의심과 평가의 창공에서 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아미르자데 샤루흐 및

그의 등자의 동반자였던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라 귀환하여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합

류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샴쿠르(Shamkūr)2661)라는 장소가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의 도달로 인해 바흐람 구르의 ‘즐거운 일곱 장소’2662)의 질투를 사게 되

었을 때, 이드쿠이 이븐 기야스 앗 딘 바룰라스가 키르만으로부터 와서 신의 도움으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었고 선물과 조공을 바쳤다. 또한 조지아로 갔었던 회계원

이 그 곳으로 되돌아왔는데, 말릭 기오르긴은 자신의 형제를 수많은 물자 및 도구들과

갖가지 종류의 선물들, 사냥용 동물들, 세계를 달리는 말들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

궁으로 파견하여, [1110] <실로 하느님은 앎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2663)는 뜻을 드러

냈다. 말릭 기오르긴의 형제는 하늘의 힘을 지닌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수많은 선물들을 바쳤으며 (자신의) 형제의 메시지를 건넸다. 그 내용은

이와 같다. “우리 가신들은, 통치의 둥지인 왕궁에서 가장 미천한 가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지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왕다

운 끝없는 자비가 죄를 불태우는 용서로 (저희) 가신들의 죄라는 밑그림을 지워버리도

록 명하신다면, 저는 봉사와 복속의 의무를 수행한 다음, 결코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종교세와 지세를 매 년마다 해당 창고에 파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군대를

하늘의 굴람의 가신들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아낌없는 애정이 그

들의 사과에 승인의 영예를 사여하여 말릭 기오르긴의 죄를 사하였고, 그의 형제를 호

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예복을 입히고 귀환을 허락하며 명하였다. “형제에게 말하

라, (나는) 너에게 안전을 부여해 주었고, 武力의 고삐를 이 지역에서 돌릴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이후부터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무슬림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라,

그들에 대한 고려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 결코 이슬람의 주민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라. 그리고 군대를 정렬하여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오라.” 또

한 올바름을 안내하는 판단은,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를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여

2661) 아제르바이잔 간자에서 서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 그 발음은 Donald Rayfield,
edge of Empires: A H istory of Georgia, p.150을 따랐다.

2662) 이는 페르도시의 Shāh nāma나 니자미의 ‘일곱 미녀(Haft Paykar)’ 등을 통해 소개된 사산조
의 군주 바흐람 구르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다. 야즈드게르드 1세의 아들인 바흐람은 어린 시
절 예멘 군주의 손에 컸는데 그 곳에서 7명의 미녀들의 초상화가 담긴 방을 발견하였고, 이후
왕위에 오른 다음 그녀들을 실제 아내로 맞이하여 각각에게 그들의 출신 지역에 알맞은 거주지
를 선물하였다. 그리고 매일 그녀들의 거주지에 방문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국가는 와지르
에 의해 농단되고 있었다. 그녀들의 거주지는 세상의 외면적 아름다움과 향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663) Qur'ān, Sūra al-Tūba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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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자데 우마르의 수행원이었던 다른 아미르들과 함께 그곳을 돌보도록 하였다. 여

러 날 후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카라왈 테페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소식이 전해졌다. 즉, 이전에 내린 명령에 따라 아미

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사마르칸트를 출발하여 니샤푸르에 이르렀을 때, 그의 등자의

가신이었던 아미르 핫지 샤이프 앗 딘이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합류하였다는 것이다. 사힙키란은 과거 그의 올바른 동행 및 오랜 봉사의 수행을 생각

하며 매우 슬퍼하였고, 슬픔의 눈물방울이 눈에서 흐르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는 주안

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2664)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위로하였다. <하늘과 대지

가 신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신께로 귀의하노라,>2665) <신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

이라.>2666) [1111]

260. 사힙키란이 카라바그-아란에서 동영할 것을 명함과,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사마르칸트에서 도달한

이야기

카라왈 테페의 주변에서 머무른 지 1달 만에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여, 행운과

행복으로 나아갔고, 간자와 바르다를 통과하여 일란 해에 해당하는 804AH 라비 알 싸

니 월 22일(1401년 11월 29일) 화요일,2667) 해가 사수자리의 가운데에 있었을 때2668) 카

라바그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승리의 사힙키란과 유명한 샤자데들을 위해, 갈대로 쿠리

여를 만들었고 이 천막과 텐트의 내부 문을 해와 달의 정점에 세웠다. 그리고 초봄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킵착 초원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소에서 얼굴을 다르반드 방향으로 두고 천막을 쳐서 동영을 행하였으며, 왕다운 자비

가 모든 군대에게 사여를 행하였다. 그 때에 초원에서 사신들이 도착하였고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으며,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혀로 기

도와 찬사를 행하고 복속을 선언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그 분의 분노의 불꽃이 완화되

었다. 이 가운데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명령에 따라 사마르칸트로부터 유례없이 정렬된

2664) Qur'ān, Sūra al-Baqra' : 156.
2665) Qur'ān, Sūra al-Ḥadīd : 5.
2666) Qur'ān, Sūra al-Zūmar :５３．
2667) 서력 1401년 11월 29일. 다만 『歷史의 精髓』는 동일한 804AH의 카라바그에 안착한 날을
라비 알 아왈 월 말이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 달가량 오차가 생긴다. 그러나 계절상으로 볼
때 가을이 마지막에 이르는 라비 알 싸니 월 말에 동영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 본문은 야즈디의『勝戰記』를 따랐다.

2668) 이날은 페르시아 태양력으로 아자르 월 23일에 해당한다. 아자르 월은 9번째 달이며 황도 12
궁중에 태양이 사수자리에 위치한 날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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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함께 오고 있었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아르다빌을 통과하여 아크탐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모든 샤자데들, 예를 들어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샤루흐

와 다른 자녀들 및 크고 작은 손자들, 그리고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다른 노얀들이 모두 함께 마중을 위해

급히 나아갔고, 아라스의 다리를 건너 아글룩(Āghluq) 강변2669)이 모든 바다가 모이는

집결지가 되었다. 샤자데들끼리 끌어안고 인사를 건네는 관습을 행하였고,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혀가 (서로의) 건강함을 축하하였으며, (서로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

지며 보석을 뿌렸다. 양측에서 조공을 바치고 금화를 뿌렸으며, 함께 행운으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을 때, 전술한

샤자데는 선물을 바치는 관습을 행하였고,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1112]

[시] 2670) 애정으로 그를 꼭 끌어안았다, 때가 늦어질 때 까지.
그에게 긴 행군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보았고, 샤자데는 그의 앞에서 기도를 드렸
다.

그는 예절을 행하는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전 세계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갖가지

충분한 조공을 보고 장소에서 바쳤다. 행운으로 샤자데의 등자에 동반하였던 대 아미르,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사자를 사냥하는 다른 노얀들이, 영광의 기반인 왕

궁의 뜰을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열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겸손과 복속의 자리

에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다.

그 때, 겨울이란 계절은 상서로운 영향이 모여듦으로 인해, 신선한 꽃봉오리와 같

은 봄의 번영을 가로챘고, 그 훌륭한 사건으로 인해 크고 작은이들의 뇌리에 기쁘고 좋

은 소식이라는 빛이 펼쳐졌다.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정과 소망을 펼쳤고, 거대한

연회와 왕다운 축제가 현명한 理性의 생각에서 점점 증대되어 마련되었다. 태양과 같고,

금성처럼 콧대 높은 아름다운 부인들의 정수리가 星團같이 질서 있고 兩星처럼 밝은

보그탁으로 장식되었고 여러 날 동안 이 아름다운 시의 즐거운 내용이 노래되었다.

[시] 2671) 한동안 세계의 일을 제쳐두고, 간직하였던 붉은 보석(Marjān)으로 생명을
양육하자.
파리둔의 관습과 케이후스로우의 관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악기와 술로 정의
를 얻을 것이다.

2669) 『歷史의 精髓』에는 동일한 지명을 아크 쿠발락(Āq-Qūbalagh)이라 되어 있다.
2670) Ferdowsī, Shāhnāma.
2671)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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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보호와 보살핌의 눈길로 은총을 부여하였

다.

[시] 그의 머리를 금관으로, 그의 허리를 금 허리띠로 장식하였다.

그에게 베풀었던 자비로운 위무 중에, 9마리의 은색 아랍산 말을 금 [1113] 안장과

함께 사여함이 있었다. 연회의 즐거움을 누린 후에, 호의의 그림자가 통치의 업무와 왕

국의 질서 부여에 드리워졌다. 죄를 저질러 전술한 샤자데가 지시하여 가두었던 아미르

자데 이스칸다르를,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데려왔고 대 디반에서 그를

심문하였으며, 야사의 막대기로 태형을 가한 후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261. 별의 대오이신 사힙키란이 주변과 사방으로 원정군을

파견한 이야기

이전에 서술하였듯이,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는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바그다드를 탈출하여 룸으로 갔고, 이을드름 바야지드에게 피신하였다. 승리

의 피난처인 깃발이 룸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발생하였을 때, 술

탄 아흐마드는 카이세리에서 바야지드 이을드름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라키 아랍으로 향

하였고, 유프라테스 강변의 ‘룸의 요새’라는 길을 통해 히트(Hīt)2672)로 왔으며 그곳에서

바그다드로 갔다. 비록 바그다드는 번영의 상태를 벗어나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으나, 그

곳을 다시 건축하였다. 그리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흩어져 유랑하는 와중에

각기 빈틈으로 숨어들어있었던 다른 적들도, 마치 개미가 날개를 펼치고 다시 날아오르

는 것처럼 모여들었다.

이 소식의 광선이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의 뜰에 드리워졌을 때, 왕다

운 판단은 ‘그들이 자리 잡기 전에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요구하였다. 샤자데들과 노얀

들을 소환하였고, 상의라는 훌륭한 전통을 행하여 명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 중

에 4개의 무리가, 원정의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

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자한 말릭 말라트와 피르 알리 타즈

와 다른 아미르들은 루리스탄과 후지스탄과 워스트 측으로 임명되었고, 아미르자데 아

부바크르와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투만의 아미르들은 바그다드 측으로 임명되었다. 그

리고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1114] 일부 아미르들 및 군대

와 함께 몇몇 이라키 아랍 지역에 배정되었다.

2672) 이라크 중부, 바그다드에서 서북쪽으로　14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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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바란둑을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의 일부와 함께 자지라의 공격 및 그 지역

반란 세력의 절멸에 임명하였다. 한편 승리의 주인인 군대가 귀환하던 때에, 부패로 가

득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바그다드로부터 대담한 도적들의 악취 나는 나쁜 시도가 발각

되었으므로, 능변의 명령이 보복의 장소에서 반포되었다. “우선 다시 한 번 그 무리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당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사악한 자들에

게 해를 끼치는 가시가 되도록 마무리 하자.” 그리하여 비록 겨울이었고 추위의 혹독함

이 상당하여, 길에 엄청난 눈이 이 정도로 내린 적이 없을 정도여서 통과가 불가능하였

으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랐고, 각각의 군대는 지시된 방향으로 지체 없이

출발하였다. 그리고 적의 전사들이 수많은 눈과 어려움과 추위로 인해 산에서 내려와

머무르고 있었던 타시 카툰 고개의 주변부터 시작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불꽃

을 지닌 물기어린 칼로 베었다. 일부 무리가 곤경에 빠져 산으로 향하여 그 재앙의 깊

은 물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수많은 눈과 극심한 추위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無力의 손가락을 항복으로 들어 올려 안전을 청하였다. 사실상 그들이 뻔뻔한 손으로

피웠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자 삶의 짚단이 全燒되었고, 무지함의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혼란의 올빼미가 불운으로 귀결되는 그림자를 그들의 상황 위에 드리웠으므로,

그들의 삶이라는 낮은 자그 새보다 더욱 어둡게 되었다. 그리고 눈 위는 그들의 피로

인해 앵무새의 부리처럼 되었다.

[시] 스러졌던 많은 살해된 자들로 인해 세계의 산과 황야가 ‘이제 충분해!’고 말하
였다.

그 후에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자한샤는 용기 있게 바그다드로 나아갔

고, 길을 용감하게 차단하여, 높이 나는 새조차도 그 곳의 위·아래를 통과할 수 없을 정

도였다. 그리하여 갑자기 바그다드에 도달하였고, 술탄 아흐마드는 다급히 바지도 없이

한 벌의 셔츠로 자신을 배에 내던져 [1115] 샤트 강을 건넜다. 강의 맞은편에서 그의 아

들 술탄 타히르 및 안 되는 누케르들과 함께 빠른 말 위에 올라타 힐라로 향하였고, 원

정을 온 군대는 그 밤에 바그다드에 머물렀다.

아침에, 술탄 아흐마드가 힐라로 향하였을 때, 아미르 자한샤가 그를 추격하여 힐

라까지 갔다. 그가 다리를 끊고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할리드(Khālid)와 말리크(Mālik)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으므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기병 하나를 급히 승리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할릴 술

탄은 참차말의 길을 통해 들어와 만달리를 약탈하였다. 이에 술탄 아흐마드의 명령으로

그곳에 있었던 아미르자데 알리 칼란다르가 달아나 샤트 강을 건너, 그 방향의 사람들

과 부족들을 모아들였고, 티그리스 강가에서 강에 의존하여 굳건한 발을 짓눌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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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자항기르 바룰라스(Jahānghīr Barlās)의 아들 파얀다 술탄

(Pāyandah Sulṭān)을 500명의 민첩한 사람들과 함께 강의 상류에 파견하여, 헤엄으로

샤트 강을 건너 그들의 뒤를 추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군대와 함께 맞은편

에 머물렀다. 파얀다 술탄이 강을 건너 적들의 머리채를 아래로 끌어내렸을 때, 맞은편

에 서 있던 군대도 그 흐르는 물 위에 뛰어들어 바람처럼 (빨리) 건너, 그 먼지로 얼룩

진 자들의 견고한 건축물과 생명의 짚단에 武力이란 불꽃을 던졌다. 그리하여 사악한

자들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았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두분다르에서 강력한 팔의 힘으로 사키와 필리(Fīl

ī)2673)부족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동영을 위해 시라즈에서 슈시타르로 왔었던 아미르자

데 루스탐은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곳으로부터 함께 아바디('Ābādi)2674)와

워스트로 항하였다. 그들의 안내자인 셰이흐 우와이스 쿠르드(Shaykh Uways Kurd)는

복속의 허리띠를 묶고, 아리제(‘Arīza) 통로로 티그리스 강의 쿠바사르(Kūbasar)에서 강

을 건너, 밤을 틈타 나아가 사이디 아흐마드 카비르(Sayyidī Aḥmad Kabīr)2675)의 성지

순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2일의 길을 가서, 아바디의 아랍인들을 공격하

고 약탈하였으며, 말과 낙타의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그곳에서 귀환하여 다시 (티그리

스) 강을 건너서 [1116] 슈시타르로 왔다. 또한 슈시타르의 다루가인 아미르 술레이만

샤 두캄(Amīr Sulaymān Shāh Dūqam)과 데즈풀의 다루가인 무함마드 아잡 시르

(Muḥammad 'Ajab Shīr)와 후바이자의 다루가인 티무르 호자(Timūr Khwāja)와 후지

스탄의 귀족이자 실무 관료였던 샴스 앗 딘 디흐다르 모두를 물리치고2676) 그들이 장악

하고 있었던 많은 길을 해방하였다. 그곳에서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명령에 따라 시라즈

로 향하였고, 사방에서 공격을 위해 나아갔었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그 겨울에 이라

키 아랍에 머무르며 다른 적들을 공격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초봄

에 명령에 따라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왔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와 아미

르 술레이만 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아미르들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출발하

였다. 그리하여 자발리 함린(Jabal-i Ḥamrī)2677) 근처에 위치하였고, 바그다드에서는 열

두 파르상, 이브라힘 라크의 돔에서 네 파르상이었던 할리스 다리(Pul-i Khāliṣ)에서 모

두 만나게 되었고 함께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로 향했다.

262. 다시금, 사힙키란의 목표가 룸이 되었던 원인에 관한

2673) 파르스 지방에 거주하는 카쉬커이 족의 하위 부족. 투르크 인으로 알려져 있다.
2674) 바스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109km 에 위치.
2675) 리파이(Rifai) 교단을 창시한 12세기 수피 스승, 그의 묘소가 현재 아바디에 위치해 있다.
2676) ‘물리치고(Ma'zūl)’이라는 단어는 이란본Ⅰ에 따른 것이다.
2677) ‘자발’은 산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함린 산이라는 뜻이다. 바그다드에서 동쪽으로 약 166km,
이란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산봉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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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이 무슬림들의 지역에 다시금 혼란의 손을 펼쳐 발이 정도를

벗어나고 뻔뻔한 머리를 쳐들었을 때, 왕래하는 이들을 위한 길의 평안이 (깨어져), 크

고 작게 소란이 일어났다. (그는) 반항을 추구하는 천성으로 노상 강도짓을 행하여 유

명한 히자즈의 상인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축복받은 천성이 오직 올바름뿐이었던 사힙

키란은 통치와 지배의 서두를 장식하는, 영원히 이어지는 행운의 인장 위에 ‘정직함에

구원이 있다(Rāstī Rastī)’라고 새겨두었고, 이슬람의 권리에 대한 보복 및 그의 압제와

혼돈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이 왕다운 책임이자 의무라 여겼다. 이때에 (카라 유수프가)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을 두려워하여 룸으로 갔고, 카이사르의 도움이라는 뜰을 구원

의 은총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룸에 대한 공격의 요구가 영광스러운 마음에

발생하였다. (그 분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소문이 룸에 이르자, 룸의 황제는 두려워하

게 되었고 [1117]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근심하게 되었다. 대인들, 울라마와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과 귀족들로 된 왕국의 아얀들이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어전으로 갔고, 충

고의 혀로 이러한 뜻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고하였다. “이 쪽으로 오고 있는 극히 강력

한 왕은 거대한 행운을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누구든 그에 대한 봉사의 길을 벗어나면

머리가 바람에 날아갔고, 누구든 그에 대한 복종을 외면하면 목숨이 안전치 못하였다.

그의 벗들은 앞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쉽게 이루었고, 모든 국가와 영역

및 도시와 성채로 향할 때마다 크지 않은 노력으로 (그것을) 점령하여 왔으니, 이러한

일은 신의 가호와 하늘의 도움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행운의 주

인에게 반항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책이 아니니, 타협과 추종의 문으로 나아가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을드름 바야지드에게 있어 그 말은 합리적이었고 그 자신 또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슬람 카디 중에 한 사람을 말주변이 좋은 아미르 및 복속과 복종을

선언하는 내용의 서신과 함께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였다. (그들은) 카라바

그에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 이르러 샤자데들과 노얀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고 서신을 전하였으며, 무릎을 꿇고 사신으로서의 업무를 행하였다.

서신과 口傳 메세지의 내용은 모두 이와 같다. 신의 도움이 <당신의 뜻대로 권능

을 주시는>2678) 창고에서 왕위와 세계정복의 예복을 그 분의 행운의 몸에 장식하였으

므로, 우리는 복속과 순응의 자리에서 정직한 숨결과 굳건한 발자국으로 서 있을 것입

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뜻을 거슬러 행동하였으나, 이후에는 복속의 방식 이외에는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명하였다. “너의 왈리가 지하드의 의무를 행하여 계속 유럽인들과 聖戰

2678) Qur'ān, Sūra al-'Imrān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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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쪽으로 나아가 군대를 그 쪽으로 이끌 의도가 전혀 없고,

이슬람 영역에 파괴를 일으켜 신앙이 없는 이들의 기쁨의 원인이 되리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그 유르트와 예속민들이 이슬람 왕국 사이에 위치하였던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은 [1118] 반란자이자 나쁜 행동을 하는 자이고, 뻔뻔하게 노상강도 짓

을 하거나 사람들의 물자를 약탈하고 그 외의 옳지 못한 짓을 감히 행하고 있어, 그가

혼란을 유발하고 불공정한 일을 벌임으로 인해 무슬림들이 입는 손해가 주변의 이교도

들로 인한 손해보다 더욱 크다. 지금 (그는) 우리 승전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

나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너희의 왈리가 그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보호하고 있으니,

이는 극히 옳지 못하다. 그를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처벌에 처해야만 한다. 도검이라는

혀가 그 나쁜 행동에 관한 이야기의 맥락을 끊어내어 그의 생을 마무리하던가, 혹은 그

를 붙잡아 우리 앞으로 파견하여 그의 죄를 심문하도록 하고, 그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 혹은 그를 왕국에서 쫓아내어, 싸움의 원인을 끊고 동맹과 우정의 기초를 굳건히

하라. 그 후에 이교도에 대한 성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여 연합과 우정을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하자.” 룸의 사신들은 그에 관한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 분은 며칠 후에 사냥을 위해 말을 몰고 아라스 강을 건넜으며, 사자를 사냥하고

바흐람을 이기는 執事(Khaddām)들은 아크탐에서 그 모든 황야와 산지를 에워쌌다. 며

칠 후에 포위망이 만났고 수많은 동물들의 모여들어 실로 <야생동물이 떼 지어 모인

다.>2679)라는 말씀이 눈앞에 나타났다. 샤자데들은 명령에 따라 (포위망) 내부로 들어왔

으며 불꽃을 흩뿌리는 화살촉으로 수많은 사냥감을 쓰러뜨렸다. 왕다운 애정은 타하르

탄과 룸의 사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왕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고, 가신(Ichkī)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무함마드 아자드와 타바콜 바우르치, 그 외에 공격을 행하는 미르칸

(Mirkan)2680)들이 그들과 함께 포위망으로 들어와, 수많은 사냥감들로 하여금 삶이라는

장식을 벗게 하였다. 훌륭한 포위망이 마련되었을 때, 이처럼 대 여섯 대열의 군대가

차례로 줄지어 서 있었고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은 각기 자기 자리에 서 있었는데, 북을

두드리자 모든 사냥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의 위에 떨어져 언덕과 산에서 발견되

었다. 그 후에 허락을 내려 일반 병사들이 사냥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최대 [1119] 5-6마리를 취하여 가져갔다. 축복받은 마음이 사냥을 떠났

을 때, 고귀한 오르두로 귀환하였고 며칠 후에 그의 지시에 따라, 당대 사람들의 눈이

놀라워할 정도의 성대한 연회가 마련되었다. 그 연회에서 룸의 사신들을 위무하고 값비

싼 예복을 입혔으며 왕다운 선물과 모자와 허리띠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명하였

다. “우리는 여름에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초봄에 신의 가호로 이동하여 룸

의 경계까지 가서 너의 왈리의 어전에서 올 사신의 도달을 기다릴 것이니, 만일 응답한

2679) Qur'ān, Sūra al-Takvīr : 5.
2680) 본래 미르칸이라는 단어는 진흙으로 된 그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약을 담는 토기라는 의미
도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일종의 무리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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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올바름이 명확해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 스스로 보아라, 전투의 때에 무엇이 蜂蠟(Mūm)처럼 될지, 무엇이 돌처럼 될
지.

그리고 바야지드 참파이 일치카다(Bayazīd Champāy Iīlchīkada)를 몇몇과 함께 사

신의 관례로 서신을 동봉하여 파견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인사말 다음에 이와 같았다.

“만일 사신이 전해온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마땅히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였던 바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대 아미르인 가신 중에 한명을 파견하

여 이쪽에서 평화의 계약을 강화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후에 긴 서신을 양 측에서 파

견하여, 무슬림들이 가운데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 2681) 만일 내가 병사를 룸으로 파견한다면, 너를 강철의 칼로 마치 봉랍처럼
만들 것이다. <올바른 신앙을 따르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2682)

263. 바룰라스 수로를 판 이야기

신의 끝없는 자비의 바다는 끝이 없었고, 현명한 지식인들의 오래된 힘과 지식의

영향은 끝을 용납하지 않았다. 가신들을 위무하는, 부족함 없으시고 복속한 자를 위무하

시는 ‘파디샤의 칼리파’에 의해 환대로 재단된 예복은 사람에게 따스한 자비를 베풀었

고, [1120] 계속 이어지는 훌륭한 계보는 그 끝없는 바다에서, 아름다운 이름과 훌륭한

특성을 지닌 통로를 통해 피조물들이 준비된 토양으로 흘렀으며, <우리가 분배할 것이

다>(라는 말씀)에 따라 분배되어, 모든 부분이 (각자의) 기능에 따라 명확해졌다. 땅 위

의 거대한 수로와 개울을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위대함과 장엄함의 根源

에 틈이 생기기만 하면, 권력과 능력이란 계곡에 통로가 만들어졌다. 그 거대한 협곡은

위대한 왕들의 힘과 세력이라는 바다로 흘렀는데 결과적으로 그 저명한 무리에 의해

각 지역에 알 수 없는 영향과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 당대인들에게 기억으로 남았다. 그

리고 밤과 낮이 이어지고 시대가 지속되며

[시] <우리의 흔적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 이후에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가) 나
타납니다.>

2681) Ferdowsī, Shāhnāma.
2682) Qur'ān, Sūra al-Ṭaha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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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미가 통찰력 있는, 현명한 귀에 전해졌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옛 왕들이

아라스 주변의 황야에 거대한 개울을, 그 물길로부터 분리하고 누차 끊어놓았으나, (다

시금) 완전히 사라지고 퇴적되어 있었다. 사냥의 때에 승리의 사힙키란의 눈길이 그곳

에 드리워졌고, 왕다운 마음에 따라 그 개울을 다시 팔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뜻을 확

증하고자 아라스 강을 건너 그 수로를 팔 것을 명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타바치들이

그곳을 군대와 아미르들에게 분배하였고, 한 달 가량 동안 열 파르상 이상 되는 길이의

개울을 파내어 배가 그곳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그 개울의 입구는 아라스 수로

중에 칭기스 왕궁이라 유명한 장소에 있었으며, 그 끝은 수르하-필(Surkha-pīl)이라 부

르는 지역까지 닿아 있었다. 그 개울을 ‘바룰라스 수로(Nahr-i Barlās)’라 불렸다. 그 강

에는 수많은 마을과 물레방아와 정원들이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비록 칭찬받을만한 특

성을 지닌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시대는 이처럼 과거 사건들과 얽혀져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중요한 여러 공격을 수행하며 세계 정복을 위한 중대한 과업 및 통치

와 지배의 중요한 업무를 해결하고 승리를 거둘 때, [1121] (과거의 사건들은) 동의를

지향하고 반대를 지양하는 식으로 이용되었다. 그 건설의 명령으로 귀결되었던 전술된

사건들로 인해, 그 분의 ‘건설’에 대한 열의로 인해 각 지역에 다양한 여러 가지 (건축

물이라는) 영향이 발생하였는데, 그 개울의 수로 파기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었

고, 작은 수로를 끝없는 바다와 비교하는 것이었다. <신을 제외한 화해와 그것을 사용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264. 카라바그-아란에서 승리의 깃발의 움직임이 샴쿠르의

황야로 향한 이야기

해가 변통궁(Burūj-i Jasadīn)2683) 중에 있는 물고기자리 7번째 단계2684)에 이르렀

고, 서로 다른 두 계절의 자연적인 뒤섞임이 그곳에서는 필연적이었으므로, 세계정복자

인 사힙키란의 판단력이라는 태양은 룸에 대한 聖戰의 의사를 드러내었다. 그곳의 왈리

2683) 황도 12궁을 3가지로 분류하는 점성술 상의 관념을 의미한다. 황도 12궁은 각각 4개씩 3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각 계절의 어디에 위치하는가이다. 양, 게, 천칭, 염소 등 각 계
절의 첫머리에 위치한 성좌는 활동궁(Cardiral Sign, Burūj-i Munqalib)라 하는데, 4대 원소의
시발점이며 모든 부분에 있어 활발하고 실천적이다.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 등 각 계절의
중간에 위치한 성좌는 고정궁(Fixed Sign, Borūj-i Thābet)이라 하는데, 4대 원소의 에너지가
모인 곳이며 지속적이고 고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자리 등 각 계절의
마지막에 위치한 성좌는 변통궁(Mutable Sign, Burūj-i Jasadīn)이라 하며 변화와 새로운 시작
을 의미하는 별자리이다.

2684) 물고기자리는 황도 12궁중에 12번째(이스판드 월)에 위치해 있으며 서력 상 시기적으로는
2-3월 사이를 의미한다. 804AH과 관계된 ‘물고기자리’는 804AH라잡 월, 서력 1402년 2월 중순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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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전의 가신들과 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므로, 룸을 공격하고 그곳을 없애겠다는 판

단을 내려 출발하였다. 그러나 룸은 극히 넓은 지역이었고 그곳의 군대는 3년 전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와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승전군이) 줄곧 적에게 무력

을 휘두르고 도시와 지역을 공격하는 동안, 아미르들은 이 시점에서 룸을 향해 진격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샴스 앗 딘 알 말라기(Shams al-Dīn

al-Mālighī)는 현명하고 유창한 언변으로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이야기를 하곤 하였는

데, 대 아미르들과 노얀들이 그와 함께 (그 분의) 영광스러운 귀에 (뜻을) 고하는 기회

를 얻었다. 아미르들은, 룸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 그 걱정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베푸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흘렀다. “점성

술사들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차가타이 군이 룸을 공격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

입니다.” 전술한 샴스 앗 딘이 노얀들의 생각을 보고하고 현명한 말로 강조하였을 때,

사힙키란은 아미르들의 걱정을 막기 위해 마울라나 압둘라 리산을 청하여 하늘의 상태

에 대해 질문하였고 강력히 말하였다. “무엇이든 천문학적 요소에 관한 것이라면 가감

없이 말하라.” [1122] 전술한 마울라나는 고하였다. “보고 드렸던 올해의 달력에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행운의 상승점(운명)은 극히 강하며, 그 적들은 극히 약합니다.” 또한

우연히 그 때에 양자리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날에 노을지는 일몰 때까지 日沒

地에 나타나 있었고 며칠 후에 아침에 동쪽에서 발견되었다.2685) 마울라나 압둘라는 마

울라나 무히 앗 딘 마그레비(Mawlānā Muḥyī al-Dīn Maghribī)2686)가 기록한 책 중에

한 사본을 축복받은 모임에 가져가 인용하였다. ‘혜성이 양자리에 나타났으므로 동쪽의

군대가 룸 지역에서 우세할 것이며 룸의 왈리는 그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2687)

결국 804AH 라잡 월 13일 목요일에, 동영하였던 유르트를 출발하여 다시 카라바그

초원에 안착하였다. 며칠을 그 장소에 머물렀다. 겨울이 완전히 끝에 이르렀을 때, 하늘

2685) 이와 동일한 혜성으로 보이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19일 壬寅
일에 기록되어 있다. “彗星이 奎星의 동쪽에 나타나 光芒이 동쪽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5, 6척쯤
되었다(彗見于奎東, 光芒指東, 長五六尺許).” 이 날은 서력으로 1402년 2월 20일로, 804AH 라잡
월이 1402년 2월 중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도 일치하며, 奎星이 물고기자리와 양자
리에 걸쳐있기 때문에 혜성이 나타난 위치도 유사하다.

2686) 나시르 앗 딘 투시의 동료로서 일칸 천문표 제작에 참여하였던 13세기 천문학자이다.
2687) 이에 관해 하피즈 아브루는 『歷史의 精髓』에서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실제 이 사건을 경험한 목격자라 하였다.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압둘라 리산은 마울라나
무히 앗 딘의 책을 인용하여, ‘언제든 혜성이 양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온 군대가
룸을 압도하게 되며 룸의 왈리가 그들의 손에 잡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티무르가 그 책을 보고 그 책이 불과 100년을 넘지 않았음을 알고는 신뢰하게 되어 룸으로의
공격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훗날 바야지드를 공격하여 그를 붙잡은 다음, 그에게 이 사
건은 ‘하늘의 영향이자 신의 숙명’이라고 설명하였고, 바야지드가 그 책을 보여 달라고 하자 하
피즈 아브루는 압둘라 리산과 더불어 바야지드의 어전으로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 한다. 이에 바야지드는 압둘라 리산에게, 종종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설명해 달
라고 부탁하였다(ZT/Jawādī 2, 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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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곱 기후대의 술탄 와지흐 부르한(Wāziḥ Burhān, 태양)이 겨울 성좌들을 통과하여

봄의 첫 번째 성좌인 양자리로 옮겨갔을 때, 그 분은 전술한 해 샤반 월 7일(1402년 3

월 12일) 일요일, 잘랄리력으로는 노루즈 첫날이자 아야트 해에2688) 행운으로 말을 몰고

카라바그-아란에서 신의 가호와 더불어 샴쿠르로 향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무함마

드 술탄은 명에 따라 쿠라 강을 건너 강가를 통해 나아갔다. 세계를 장식하는 (그 분

의) 판단은 마울라나 우베이둘라 사드르를 이스파한 자체와 그 물자의 보호를 위해 파

견하였고, 사드르(Sadr)들 중에 있던 마울라나 쿠툽 앗 딘 쿠르미(Mawlānā Quṭb

al-Dīn Qurmī)2689)에게 시라즈로 파견하여 디반의 업무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바르다와 간자를 통과하여, 샴쿠르 황야가 축복받은 안

착의 병영이 되었다. 초지 때문에 며칠 동안 머무른 후에 태양처럼 고귀한 깃발이 알라

타크로 향하였다. 조지아와의 변경에 있는 타브다르(Tabdar) 강변이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이 되었을 때,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바다에서 귀중한 보석이 통치의 왕관을 장

식하게 되었다. 804AH 라마단 24일(1402년 4월 27일) 금요일, 아야트 해에 해당하는

324년 올디베헤슈트(Urdībihisht) 월 18일, 게자리가 상승점일 때2690) [1123]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 기쁜 소식이 고귀한 귀에 이르렀을 때,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두 배가 되어 감사의 의례를 행하였고, 그에게 무함마드 주키

(Muḥammad Jūkī)2691)라는 이름을 주었다. 모든 아가들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얀

들은 축하와 보석을 뿌리기 위해 기쁨과 신뢰의 혀와 손을 열었고, 훌륭한 요람이신 한

자데에게 그의 보호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쿠라 강 맞은편으로 나아

가 모든 엘부르즈 라그지(Laghjī)부족2692)을 공격하고 약탈하였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이곳에서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합류하였다.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가 큰 북의

울림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을 때, 복속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훌륭한 부인

들이신 사라이 말릭 하눔과 다른 대 부인과 샤자데들의 부인들 및 훌륭한 자녀들, 아미

르자데 울룩벡과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자항기르와 아미르

자데 이질과 아미르자데 바이순구르와 아미르자데 소유르가트미시와 다른 (자녀들), 성

취의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되돌아가도록 하라.” 금요일에, 판지샨베의 형제인 카할카치

(Qahlghachī)가 그들과 동행하도록 임명되었다. 타브리즈에 이르렀을 때 명령에 따라

나머지 여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초가을에 술타니야로 향하여 영광스럽고 위

대한 등을 행운으로 거주와 휴식의 장소에 두었다. 망굴 주변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2688) 잘랄리 력으로 324년 파르바르딘 월 1일이므로 노루즈에 해당한다.
2689) 이 모음 표기는『傳記들의 벗』의 Thackston 번역본에 따랐다.
2690) 게자리가 상승점이려면 오전 8시-10시 사이이다.
2691) 무함마드 주키(1402-1445)는 샤루흐의 아들로, 향후 쿠탈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제
작한 Shāh nāma 사본이 유명하다.

2692) 시르반 통로, 오늘날 카프카스에 위치한 지역 라그지스탄에 거주하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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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달린 초승달의 고귀함으로 인해 빛나게 되었을 때, 왕다운 인품의 자비로움이 <신

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노라>2693)는 말씀에 따라, 다시금 사신

을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서신을 전하는 자가 이처럼 위무와 회유를

행한 후에, “비록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가 그 쪽으로 출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서신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된 바이다. 만일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구사항을 수

행하여, 줄곧 이 왕국의 소유였던 카마크(Kamākh)2694) 요새를 너희 왕국의 하킴의 지

배로부터 나의 대리인에게 넘겨준다면 (나는) 룸의 왕국을 너에게 양도할 것이니, (너

도) 그 영역에서 안전과 평안의 생각을 갖고 종교의 적에 대한 성전과 살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쪽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 (우리는) 도움을 줌에 있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1124]

[시] 무엇이든 너에게 좋을 만한 것을 들으면, 당대에 조약에서 올바른 지 살피라.
네가 바라는 바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니, 절대 고삐를 행운의 방향에서 돌리지 마
라.

265. 겨울에 공격을 위해 갔었던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의

귀환 및 요새를 획득한 이야기

그 지역에서 한 성채가 극도로 견고하였는데, 투르툼(Turtūm)2695) 요새라 하였고

조지아의 비 신앙인 약 20명이 그 요새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저항

하고 지즈야를 행하지 않아 무슬림들에게 해를 끼쳤고, 왕래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다. 그 때에 그들의 하킴인 타가이가 그루지 벡이라는 이름의 대리인을 자신의 대

리자로 세웠는데 (그를) 질투하고 있었다. 이 상태가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귀에 이르

렀을 때, 세계가 인정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 그리고 코슌의 아미르들 중에 무사 투이부카와 사아다트 타무르 타시와 티무

르 말릭과 그 외의 전사들은 노력을 기울여 사악함으로 귀결되는 그 이교도들에 대한

무력행사 및 보복을 위해 전진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받은 대로 그 요새로 향하였으며,

필수적인 관습에 따라 사신을 파견하여, 만일 복종한다면 지즈야를 바치고 안전을 얻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두운 나날들 같고 운명이 외면하였던 그 자들은 성벽의 견고

함과 자만의 속임수에 빠져 죽음과 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요새의 견고함을 믿고

전투를 준비하였다. 승리의 깃발을 든 병사들의 기도와 신에 대한 찬사의 함성이 하늘

2693) Qur'ān, Sūra al-Isrā' : 18.
2694) 에르진잔에서 1일 거리에 있는 룸의 도시명.
2695) 에르주룸에서　동북쪽으로　약　４９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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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맴돌았고, 지하드의 손이 성전의 수행을 위해 펼쳐졌다. 피가 고픈 그 자들은 5일

동안 포위와 공격을 위해 목숨을 다하였다. 5일째 되는 날에 승리의 아침이 하늘의 승

인을 얻어 요새를 획득하였고, 정직하지 못하고 흙으로 얼룩진 그 자들을 성전사들의

칼의 물기로 지옥의 불길에 합류케 하였으며, 요새를 무너뜨려 땅과 평평해지도록 하였

다. 사건 발생 이후에 그곳의 하킴이었던 타가이는 하늘을 닮은 어전으로 피난하였는데,

왕다운 용서는 그의 생명에 안전을 제공하였다. [1125]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우니크에 도달하자, 사신들이 룸에서 돌아올 때 까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정해

진 기한에서 두 달이 지났으나 어떠한 소식도 없었으므로, 사힙키란은 말씀하셨다. “이

상한 상황이다. 조상이든 후손이든 (그들은) 상당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었다. 우리는 이

을드름과 좋은 관계로 어울려 지내며 룸을 이슬람의 경계로 삼아, (그들은) 우리의 증

오의 군대가 통과할 때 생겨나는 타격에서 안전하게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투르크멘

의 후손은 (바야지드의) 발걸음이 복종으로 향하거나, 이 측 사신을 돌려보내도록 놓아

두지 않았으며, 이기적이고 불의한 행동을 행하여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

로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하였다. 비록 (우리는) 그의 왕국과 물자에 대해 어떤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시] (나는) 정의로운 운명이 무엇인지, 판결의 장소 어디에서 울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좋던, 나쁘던 신의 명령에 따른다, 왜 그런지 길에서 묻는다.

훌륭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아들 아미르자데 사아

드 바카스로 하여금 이곳에서 술타니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들은) 그곳을 출발하여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와 함께 룸의 방향으로 향하였다. 에르주룸 초원이 승리를 상징하

는 병사들의 무리들의 안착이라는 영광으로, 그 황야가 심판의 날과 같아졌다. 한편 겨

울에 카라바그에서 쿠르디스탄과 이라키 아랍으로 원정하러 갔었던 샤자데들과 아미르

들은, 상세하게 전술하였듯이 적들을 패배시키고 약탈하였으며, 초봄에 거대한 전리품들

과 함께 쿨라기와 순티(Sūntī) 산맥의 길에서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향하였다. 그리

고 알라 타크과 우니크를 통과하여, 이 장소에서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합류하였다.

266. 카마크 요새에서의 승리와, 사신들이 룸에서 도달한

이야기

견고함으로 이름났고 전술된 유명한 요새들 중에 카마크 요새가 있다. 돌조각 위에

자리하였는데, 위로 오를 때 하늘로 향하는 여러 층계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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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될 정도로 (높았다). [1126] 그리고 그 주변에는 거대한 계곡이 있었는데, 오르고 내려

가는 돌로 된 바닥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여, 매조차도 무능

력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그 자락에는 대단히 많은 정원이 향기롭고

달콤한 강물 옆에 (있었는데), 마치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른

다.>2696)라는 말씀과 같았다.

[시] 그 땅은 드높은 돌 조각 끝에 (있어), 그 성벽 방향에서 하늘이 상처를 (입었
다.)
그 주변에 악마가 거주하는 계곡이 그를 넓은 두려움의 광장에 밀어 넣었다.
그 어떤 훌륭한 장소도 정복의 지붕 위로, 탐욕의 밧줄을 던지지 않았다.
그의 정원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천국과 생명의 물을 상징하였다.

그 지역의 비밀 중에, ‘매년 봄에 3일 동안 줄곧 작은 새들이, 빛을 향해 날개 짓하

며 올라가다가 허공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점이 있다. 그 곳의 주민들은 그것을 모아들

여 소금에 절여 그릇에 저장하였다. 무엇이든 그 3일에 얻지 못하면, 그 (새의) 깃털이

커져서 날아갔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훌륭한 왕좌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청원하였다. “전술

한 성채의 점령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늘의 굴람인 사힙키란은 그의 청원을 허락

하여, 다수의 투만과 천호 아미르들과 함께 그 요새의 점령을 명하였다. 샤자데는 명받

은 대로 점령과 전투의 도구들과 함께 성채의 포위와 전투를 위해 경기병 상태로 나아

갔다. 그 분이 에르진잔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과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셰이

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바란둑을 군대와 함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뒤에 파견

하였고, 그들이 그 샤자데에게 이르렀을 때, 요새의 주변과 사방을 장악하여 포위를 행

하였다.

[시] 10일 동안 전투의 불꽃의 열기로 인해, 마치 무른 파라핀처럼 돌이 흘러내렸
다.
살해자의 북의 함성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산맥이란 동맥으로부터 피가 흘러내
렸다. [1127]

승전군은 요새에서 물을 차단하고 사다리들을 끈으로 엮어, 11일 밤에 사자처럼 용

감한 메르키트2697) 인들이 중턱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동물들도 돌과 화살에 대한 두려

2696) Qur'ān, Sūra al-Baqrah: 25.
2697) 이란본Ⅱ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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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인해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정도로 험준한 곳이었다. 그리고 줄의 끝을 그

위에 단단히 묶었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바하두르들 중에 일부에게 명하여 그

사다리들을 타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용사들은 그 어두운 밤이라는 갑옷을 입고

소리 없이 위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요새의 주민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지

하고자, 무거운 돌을 굴려 내려 보냈다. 바크트 다울라트(Bakht Dawlat)의 아들이자 아

미르 압바스의 사촌인 알리 시르('Alī Shīr)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다리에서 잘

못되어 떨어졌고, 삶이라는 전당품을 죽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바쳤다. 다음 날 별들의

왕이 세계 정복의 칼과 함께 터키석 색 요새의 정점에 이르러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렸

을 때,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이 북을 두드렸고, 왕다운 전투가 발생하였으며, 양측에

서 화포 및 투척기가 업무에 동원되었고 위·아래로부터 돌과 긴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

하였다. 군대의 흥분과 소란스런 함성으로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고, 훌륭한

용사들의 용기의 혀가 전투의 날에, 戰場이자 목숨을 바치는 곳에서 이 노래를 읊었다.

[시] 만일 머리가 모자를 벗어난다면 불쌍히 여겨라, 만일 몸에 식물의 잎사귀가
없거든 불쌍히 여겨라.
세계의 초원 위로 짚 더미로부터 소멸의 바람이 불어오니, 진흙 더미를 불쌍히 여
겨라.

아미르자데 무함마드는 바하두르들의 살해와 선동의 지옥불의 피어오르는 상황에

서, 전투를 위해 훌륭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용기를 내보였으며,

그의 누케르들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깃발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결국 하늘처럼 훌륭

한 군대가 신의 가호로, 마치 높은 지역의 자고새처럼 요새의 주변에서 올라갔으며, 이

처럼 견고하고 높은 요새를 단번에 왕다운 전투로 점령하였다. 승리의 소식이 사힙키란

에게 이르렀을 때, 즉시 에르진잔의 초원에서 말을 몰고 상서롭고 행복하게 [1128] 전술

한 요새를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위와 아래를 경계의 눈으로 둘러보았

다. 그 요새로부터 에르진잔까지 7파르상을 넘지 않았으므로, 그곳의 보호를 에르진잔의

왈리였던 타하르탄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돌아가 행운을 얻은 판단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룸의 왕국들을 점령하기 위한 왕다운 마음의 목표를 세웠다.

다수의 반역자들과 지타그(Jītāgh) 인들이 굴에서 달아나 견고한 장소에서 피난하

고 있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알리 술탄 타바치와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가

명에 따라 그들에게 향하였다. (그들은)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아미르들의 용감한 힘을

멀리서 보았을 때 두려움이 그들의 내부를 잠식하게 되었고, 복종의 발걸음으로 나와

탄원과 애원으로 안전을 청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그 공포의 구렁텅이에서 건강

하게 탈출하였다. 그리하여 시바스 평원이 사자를 사냥하는 군대의 병영이 되었을 때,

사신의 관습으로 룸에 갔었던 바야지드 참파이 일치카다가 카이사르의 사신과 함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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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운명의 명령이라는 선례가 룸의 도시에 대한 공격과 완

전히 얽혀있었고, 자만의 괴물인 이을드름 바야지드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의 유혹으로

인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므로, (그는) 복종을 선언한 후에 저항과 독립에

감염되어 쇠약해진 깃발을 들어 올렸고, 올바르고 예의 있게 대답과 서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 대담하게 혀를 놀렸고, 카마크 요새에 관해 들을만한 어떠

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래! 세계의 업무라는 水路는 신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을 야기하는 도구의 所用은 당연히 지고하신 신께서 운명적으로 그 주체가 되신다!

[시] 그래! 올바르던 잘못되던, 무엇에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신이다.
만일 국가를 파괴하고자 한다면 군주를 고통스럽게 짓밟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반역의 악마가 그에게 정복되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 발을 놓는다면, 고삐에 그 뻔뻔한 손을 댄다면
그의 머리 위에 희망이 추락할 것이며, 그는 붙잡히고 그의 왕국은 파괴될 것이다.
[1129]

요약하자면 룸의 황제들의 사신들은 샤자데들과 아미르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

는 영예를 얻었고 선물들과 서신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몇몇 맹수들과 10마리2698)의

말을 보고 장소에 전한 후, 무릎을 꿇고 가지고 온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 분의) 축복

받은 마음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메세지에 분노하여, 서신을 거부하고 분노의 혀

를 열었다.

[시] 2699) 만일 관습대로라면 어떤 방종한 자도 사신을 그처럼 급히 살해하지 않는
다.
너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면, 네 위에서 너의 옷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분노의 불꽃이 수그러든 후에 명하였다. “(어떤 이를) 행운이 돕지 않거나, 충고를

주고 후원을 하여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호전적인 군대의 통과로 인한 피해를

아무리 그 도시에 끼치지 않으려 하여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너의 왈리는 매번 이야

기는 하지만 한 번도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만일 그가 카라 유수프를 파견하고

카마크 요새를 우리의 대리인들에게 주었더라면, 여전히 그와 그의 왕국을 안전하게 남

겨 두었을 것이다. 지고하신 신의 훌륭하심으로 카마크 요새를 그에게 요구하지 않고도

우리의 가신들이 장악하였으니, 지금 그에게 말하라, 만일 말을 듣지 않고 이쪽을 향해

2698) 『歷史의 精髓』의 기록에는 2마리로 되어 있다. 몽골-티무르의 예법에 걸맞지 않은 약소한
진상품이라 볼 수 있다.

2699)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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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을 부린다면, 마땅히 우리 군대의 보복으로 인한 고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 만일 전사들이 발을 짓누른다면, 나는 지금 그곳을 돌보기 위해 향할 것이다.

267. 사힙키란이 열병을 행하였던 이야기.

세계를 장식하는, 세계정복자의 왕다운 판단력이 룸으로의 진격을 결정하였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사자를 사냥하는 사자와 같은 군대는, 시바스 황야

에서 열병을 행하라.”

[시] 사방에서 전장의 용감한 기병들과 저명한 이들이 흥분하였다.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은 하늘과 같이 재빨랐고, 강력한 외관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용사들은 마치 사령관의 창처럼 전쟁을 위해 허리띠를 묶었다. [1130]
[시]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당한 이의 눈물처럼, 세계를 누비며 피를 흘
리는 용감한 용사들.
모두 세계를 불태우는 애정의 불꽃처럼, 모두 간담을 꿰매는 아름다운 이의 눈짓처
럼.
모든 劍士들은 마치 연인의 눈동자처럼, 모든 대열을 부수는 자들은 마치 마음을
흔드는 머리칼처럼.
많은 화살과 활과 칼로 인해, 하늘이 어두워져 당혹해하며 흔들렸다.
활을 당기고 방패를 든 자들이 일으킨 먼지는, 箭桶 안의 활처럼 세계에 가득하였
다.
넓은 황야의 창공이 좁아졌다, 많은 전투 도구와 무기들로 인해.
철퇴와 창과 도검과 단도로 인해, 갑옷과 투구와 전투 의복과 마구로 인해.
이런 식으로 무기와 더불어 군사들이, 원한으로 인해 사람들의 미간이 주름으로 가
득하였다.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은 상서롭고 행복하게, 드높은 하늘의 정점에 왕의 차양을 세

웠던 그 언덕 위에 앉았고, 군대들은 보충병이든 무장병이든 무리별로, 기병의 정수리부

터 말굽에 이르기까지 온통 철을 두르고 하나하나 지나갔다. 세계에 적수가 없으신 사

힙키란을 마주하게 된 각 무리들은 자신의 수장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어 말을 바쳤고,

그 분에 대한 기도와 찬사로 충심의 혀를 장식하였다.

[시] 우리 가신들의 몸과 생명을 사힙키란의 말발굽에 바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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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의 행운의 영예로 룸과 그의 백성들에게 식물 하나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모든 적들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몸을 죽음의 흙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머리는 좋을 것이 없으니, 정의의 도검으로 몸에서 분리할 것입
니다.

사힙키란은 왕다운 애정의 혀로 그에게 찬사를 행하였고 자비로이 강한 열의와 희

망을 드러내며 말씀하였다.

[시] 세계에서 행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들보다 왕관의 위대함이 더욱 높기 때문
이다.

이 방식으로 투만들과 천호들과 코슌들이 계속하여 (그의 앞에) 이르러 전술한 관

습을 수행하고 지나갔다. 통치권의 운명을 지닌 왕좌가 자리한 곳에서 새로이 왔던 아

미르자데 [1131] 무함마드 술탄의 군대에게 순번이 이르렀을 때, 하늘처럼 강력하고 수

많은 군대가 화려하고 장엄하게 報告 장소에 섰으며, 흡사 별들의 대오가 하늘 광장에

서 열병을 하는 것과 같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을 정도

였다. 또한 세계 정복의 원인과 수단이 될 사건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반구M iṣrā’] 그래, 우연히 세계도 얻을 수 있다!

운명이 계시하신 가르침에 따라 샤자데가 명령을 내렸던 바가 시행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군대의 각 무리를, 멀리서도 결과를 명백히 보고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즉, 그의 명에 따라 어떤 부족은 모든 깃발과 상징과 갑옷과 안장과 비단 옷

과 모든 무기들과 도구들, 즉 箭桶과 허리띠와 창과 방패와 철퇴와 그 외의 것들을 모

두 붉게 하였고, 어떤 부족은 모두 노랗게, 일부는 모두 하얗게, 일부는 모두 보라색으

로,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다른 색들로 (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무리는 모두 투구를 쓰고, 어떤 무리는 전부 갑옷을 입었는데 그 준비와 정교

함은, 상상이 생각이라는 판 위에 그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샤자데가

이와 같이 무장하고 정비한 군대를 열병 장소로 이끌고 왔을 때, 선물과 조공의 의식을

행하였고, 예의의 입술이 찬사와 기도의 향기로 열렸다.

[시] 전 세계가 당신의 명령 아래에 영원하길 바랍니다, 아! 왕관을 쓰신 군주여!
하늘은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힙키란 당신같은 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번영이라는 정의 하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고하신 신의 친절이 당신에게
정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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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고 작은 臣은 이 길에서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의 힘으로 한 번의 공격을 통해, 모든 룸의 주민들에게 먼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룸에는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왕도, 장소도, 왕관도, 왕좌도.
만일 스스로가 왕관을 쓴 황제라면 왕관을 지닌 머리는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니.
[1132]
왕의 상서로운 얼굴은 그에 대해 흥분하여, 위대한 입술 아래에서 친절히 말하였
다.
그대는 훌륭하게 되어 지혜를 밝혀라, 신께서 너를 나쁜 눈으로부터 돌볼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기도가 끝났던 오후 무렵까지, 군대가 (하나하나) 스쳐갔고, 사

힙키란은 오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명하였다. “룸의 사신을 말에 태워 병사

의 대열 끝으로 보내라.”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 도구들과 의식의 웅장함을

보고는, 당혹감의 연기가 머리에서 피어올랐고, 두려움으로 인한 전율이 그들 신체의 기

둥 및 장기에 발생하였다. 다음날 왕다운 자비가 사신들을 위무하였고, 귀환의 허락을

내렸으며 명하였다. “이을드름 바야지드에게 말하라, 너의 왕국에 성전의 관습이 사라졌

으므로, 그 도시에 우리의 군대를 통과시켜 해를 끼치기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에게 친절과 온화함의 방식을 택할 것이니, 타하르탄의 예

속민들을 되돌려 보내고 자녀 중에 한 명을 우리에게 파견하면, 그를 나 자신의 자녀처

럼 삼을 것이며 그 양육과 돌봄의 방식은 너의 친절한 부친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정도

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룸의 왕국을 너에게 양도할 것이니 공포의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항복으로 인해 너 또한 자신의 행운이 자리한 곳에서 건강히

머무르게 될 것이며, 그 지역 주민들 또한 안전과 평안의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

게 될 것이다. 그 이득과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말씀을 따르는 자

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2700)

268. 하루크(Hārūk)2701) 요새 획득의 이야기

룸의 사신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되돌아갔을 때,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소식

을 영광스러운 귀에 전하였다. “이 영역에 한 요새가 있는데 하루크라 이름하였고, 지타

그인 일부가 그곳에 피신하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의 견고함과 단단함을

믿고, 반란의 주머니에서 저항의 머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즉시 복종해야 할 명령이 반

2700) Qur'ān, Sūra al-Ṭaha : 47.
2701) 시바스 근교의 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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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었다. “아미르 셰이흐 [1133] 누르 앗 딘과 아미르 바란둑은 그 요새의 점령과 파괴

를 위해 진격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에 따라 수행하여, 승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갔으며

요새에 이르렀을 때,

[시] 단단한 피리의 숨결이 태양으로 향하였다. 용사들의 함성소리가 하늘을 통과
하였다.
적을 사냥하는 전사들이 증오를 지니고 성채로 향하였다.

살해의 불꽃이 피어올랐고 전투의 불길이 솟아올랐을 때, 승전군의 수장들은 치명

적인 화살촉의 타격으로 요새 사람들을 담벽 위에서 멀어지게 하여, 머리를 들어 올릴

틈도 없게 하였다. 철로 된 손톱을 지닌 나큽치들이 지체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행운과

용감한 팔의 힘으로 요새의 벽을 넘어뜨렸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들이 성채로 들어갔

으며, 미천한 지타그인들을 번개 같은 물기 어린 칼날로 베었다.

[시] 승리가 습관인 군대가 나타났을 때, 그 견고한 성채에 행운의 얼굴이 (나타났
다).
성채가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파였고, 성채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269. 승리를 사여하는 깃발이 카이세리와 앙카라 측으로

향한 이야기

시바스 주변에서 그 지역의 길에 대해 알고 있던 일부 정보원이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전하였다. “투카트(Tūqāt)2702)는 정글이며 좁은 통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드

름 바야지드가 수많은 군대와 군사들과 함께 투카트로 와서 강의 초입을 차지하였습니

다.” 정탐병들 또한 그 정글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그 길을

통과하여, 武力의 고삐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카이세리의 길로 나아갔으며 알리 술탄

타바치를 먼저 카이세리로 파견하여, 그곳에 대해 공격을 행하면서 군대가 그곳에서 문

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시바스로부터 카이세리까지 여

섯 역을 힘들게 나아갔으며, 도시의 주민들에게 안전의 예복을 사여하였고 며칠간 그곳

에 머물렀다. [1134]

2702) 시바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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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703) 그 룸의 사람들에게 왕은 죄를 용서하였다, (그들은) 죄 없는 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

나쁜 생각을 하는 한 무리가 굴과 구멍에서 피난하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굴을 파

서 모두를 취하고 약탈하였다. 그곳의 곡식에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명을 내렸다.

“개미와 같이 많은 병사들은 건초 저장에 힘쓰도록 하라.” 국가를 여는, 왕국을 장식하

는 (그 분의) 판단이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을 정탐병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과 함께 갑옷을 입고 공격을 행하여 카이세리

로부터 앙카라로 향하였으며, 율군 수베(Yūlghūn Suvī)2704)라 부르는 거대한 강가 위에

서 세 번째 역참을 통과하여, 네 번째 되는 날에 키르 셰흐르(Qirrah Shihr)2705)라는 땅

이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병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다.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군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복종해야 할 명령이 반포되었고,

대열을 깨뜨리는 군대들이 적에게로 향하여, 누라(Nūra)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해자를 파고 울타리와 흙벽돌을 견고하게 하였다.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판단

은, 아미르 샤 말릭을 1000명의 기병과 함께 정탐병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밤의 어두움

을 덮고 적의 기병을 노렸으며, 홍수와 같은 빠르기로 대략 열 파르상을 달렸다. 그리

고 하늘 왕국의 왕인 별(태양)이 동쪽 지평선으로부터 별들의 얼굴인 룸의 오르두 근처

를 향해 공격을 행하여 아침이 시작되었을 때, 아미르 샤 말릭은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오르두 근처에 이르러 매복 장소에서 숨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 때 적의 정탐병이

휴식의 오르두(Qītūl) 바깥으로 나와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여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였

다. 카이사르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그의 전사들 앞을 막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극도의 무거워졌고, 두려움과 혼란으로 머리가 복

잡해져 자신의 아미르들을 질책하고, 태양의 떠오를 때 이동하여 키르 셰흐르로 향하였

다. 아미르 샤 말릭은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사람을 급히 파견하였고 그들의 전투 및 이

을드름 바야지드가 키르 셰흐르로 향하고 있음을 고하였다. 그 분은 일야스 호자 셰이

흐 알리 바하두르와 사인 티무르와 그의 형제 마라드와 다나 호자와 아미르 후세인 카

우친과 술탄 말릭 이븐 우치카라와 [1135] 다른 용사들 60명을 다시 정탐병으로 파견하

였다. 아미르 샤 말릭은 귀환하여 밤에 승리의 피난처인 왕궁에 이르렀고 낮이 되었을

때, 사힙키란은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에게 논의의 형태로 안내하시고 가르침을 내리셨다.

“현재의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적들이 도달할 때 까지 바로 그곳

에 머물러 사람들과 동물들을 쉬게 하고, 여독을 푸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란을 일

2703) Ferdowsī, Shāhnāma.
2704) 카이세리에서 키르셰흐르 사이에 위치하는 강은 키질 이르마크 강이다．　
2705) 카이세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１２４km　떨어진　곳에　위치,　동명의　키르셰흐르　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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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 이들 사이에 들어가 약탈을 행하며 사방으로 원정군을 파견하면, 그가 우리의 뒤

를 좇아 다급히 올 수 밖에 없으며 대다수 보병일 그의 군대는 파괴될 것이다.” 세계

정복자의 정확함으로 계산한 후에 두 번째 판단을 택하여 그곳에서 이동하였고, 상서롭

고 행복하게 말을 몰았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을 2000명의 기병과 함께 유르트에

두었으며 세계가 순응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아미르 바란둑과 바스타리(Bastarī)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은 먼저 앙카라로 가서, 만일 적의 군대가 온다면 그들의 길을 막

도록 하라. 그리고 보병군은 그들과 함께 가서 물이 없는 2개의 역참에 우물을 파도록

하라.”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섰고, 보병군의 타바치인 압둘 라흐만으로 하여금

보병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이동케 하였다. 하루 전 스파이로 갔었던 바하두르 중에

일부가 새벽에 적의 일부와 마주쳐 전투를 행하였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을 붙잡았는데,

한 사람은 머리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살려서 데려왔다. 아침이라는 사포가 세계라

는 거울에서 어두움을 닦아내었을 때 바하두르들이 방향을 돌렸는데, 카이사르의 아들

이 1000명의 전사들과 함께 정탐병으로 와 있다가, 밤에 몰래 그들을 통과하여 계곡에

숨어 있었다. 방향을 돌렸던 바하두르들이 그들에게 이르렀고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비

록 기병이 60명이 넘지 않았으나 전쟁의 동료들은 전투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적들은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의 병사들의 그림자를 멀리에서 보았을 때 멈추었고 바

하두르들은 무사히 말을 달려,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합류하였으며 술탄 후세인 또한

뒤따라 도달하였다. 그리고 명에 따라 앙카라 방향으로 향하였던 아미르들과 보병 중에

아미르들이 먼저 [1136] 앙카라로 달려가서 모든 지역과 가축들과 그 지역의 무리와 울

루스를 공격하여 수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였고, 보병들은 후방에 서서 우물을 파고 물

을 얻기 위해 연신 노력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와 함께

3개의 역을 거쳐 앙카라에 도달하였으며 그 지역은 영광스럽고 강력한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과거 룸의 카이사르는 아미르들 중에 야쿱(Ya'qūb)이란 자를 앙카라로 파견하

여 그곳 요새의 지배와 보호를 행하도록 하였는데,

[시] 2706) 그 성벽 위에는 한 마리의 매도 보이지 않았다. 그 주변에 (해자가) 파여
있었고, 물이 가득하였다.
한 도시가 그 주변에 (있었으며) 그 넓은 곳 내부는, 모두 왕궁과 테라스와 궁정
(이었다).
룸의 용감한 병사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모두가 이름난, 호전적인 이들이었다.

야쿱은 요새를 견고히 하였고,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2706)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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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이 다음날 요새를 둘러보기 위해, 하늘처럼 거대하고 우주를 누비는 산으

로 올라갔다. 그리고 용기의 덤불에 있는 사자들에게 요새의 공격을 지시하였다. 용사

들은 망설임 없이 용감히 성채로 향하여 살해의 불꽃을 피웠으며 굴을 파서 즉시 그들

에게서 물을 끊었다. 그리고 용사들 중에 일부, 예를 들어 마크수드와 타바콜 바우르치

와 샤흐사바르와 사라이와 알리 시르와 다른 바하두르들은 강 쪽에 있는 탑으로 올라

가 요새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정탐병에게서 소식이 전해졌다. “카이사르가

수많은 군대와 함께 후방으로부터 와서, 네 파르상 정도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사힙키

란은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향하였고, 탑 위로 올라갔던 용사들은 전투를 하며 아

래로 내려왔다.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 반포되어, 군대는 이동하여 1마리 말이 뛰어갈 만

큼 앞으로 가서 강을 뒤에 두고 누라에 자리하였다. 그리고 울타리와 흙벽돌로 해자를

파서 그것을 견고히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 2707) 땅을 파기 시작하여 깨끗해졌다. 그 평원은 전체가 모두 구덩이가 되었다.
밤이 되었고, 촛불의 용사들이 켜졌으며 모든 곳에 불이 타올랐다. [1137]

적의 군대가 통과하는 통로에 어떤 작은 우물이 산자락에 있었는데, 그 통로에서는

그 곳 이외에는 물을 얻을 수 없었다. 당대 룸의 깃발이 뒤집어졌을 때, 밤이라는 사냥

새(Sanjar)의 날개가 검은 색의 그림자를 세계 주변에 드리웠고, 태양의 우물이 하늘이

라는 산자락에서 어두움의 혼돈으로 오염되었다. 그의 지시가 반포되기를, 일부가 가서

그 우물을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로 망가뜨리도록 하였다. 깨끗한 내면과 순결한 믿

음을 지닌 사힙키란은 주변 사람들이 침상을 꿈꾸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비밀스런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들을 위무하는 神에게 필요한 바를 보고하

기 시작하였고, 헌신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앞이마를 절하는 곳 위에 (두고) 간청하고

매달리며 기도를 위해 혀를 열었다. “신이시어! 나에게 일생동안 승리를 배당해주시고,

승리와 성취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오로지 당신의 보호와 자비 덕분이니, 그렇지 않다

면 저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과 육신의 결합이 당신의 뜻에 따라 끊어진다면 이

미천한 자가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계속 사여해주셨던 바로 그 자비와 친절을 다시 한

번 바라오며 항상 내려주셨던 풍부한 관대함을 바라옵니다.”

[시] 2708) 아아, 모든 존재는 당신으로 인해 나타나며, 미약한 육신은 당신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내려주십시오, 만일 당신께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신다

2707) Ferdowsī, Shāhnāma.
2708) Nizāmī, Panj-ghanj : Marzan-l-Asr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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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0. 병사를 갖추고 군대를 열병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밤새 神께 간청과 울부짖음으로 도움을 청하였으므로, 아침에 동쪽 왕

의 왕궁 윗부분에서 세계를 장식하는 깃발에 <그분은 다시 아침을 나타내었다>2709)는

의미로 "승리" (라는 문구를) 들어 올리자, 단 시간 안에 승리의 열기를 지닌 태양의 아

프라시압인 칼이 한 순간에 모든 룸의 주민들을 마치 지상의 다른 도시들처럼 완전히

점령하였다.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은 [1138] 성전사의 행운을 안고 국가를 개창하는 군

대의 정돈에 나서,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열병을 명하였으며,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중에 칼을 다루는 전사들을 천막과 해자 바깥으로 내보냈다.

[시] 병사들이 무리지어 마치 파도가 치는 때에 끓어오르는 바다처럼 움직였다.
병사들은 추측과 유추의 범위를 넘어섰고, 그들로 인해 세계가 좁아졌다.
용사들을 쓰러뜨리고, 대오를 부수는 전사들은 모두 분노의 주인이자 코끼리의 몸
을 지닌 사자였다.
마음과 생명이 카이사르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모두 손에 철퇴와 도검과 단도
를 (쥐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의 대열이 관습에 따라 준비를 마치고 정

렬하였는데, 승리는 그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용사들의 깃발을 수없이 사랑하였으며, 순

종 말의 단단한 말발굽은 승리로 귀결되며 국가를 개창하는 그 자들의 희망과 바램이

되었다.

[시] 군대들이 정렬하였다. 그와 같은 열병 장소에서 태양과 달은 결코 보이지 않
았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에서, 좌익은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변함없는 행운의 영예에 의존하여 힘을 얻었고, 고위의 노얀들, 예를 들어 아미르 술레

이만 샤와 아미르 야드가르 안드후디와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와 순자크 바하두르

와 다울라트 티무르와 다른 아미르들의 용기로 인해 도움의 여지가 증대되었는데, 그들

의 수장은 술탄 후세인이었으며 알리 술탄과 무사 투이부카와 바스타리가 있었다. 승리

의 우익에는, 아미르자데 미란샤의 강력한 깃발이 태양과 달의 정점에 세워졌고, 아미르

2709) Surah al-An'ām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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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바란둑과 알리 카우친과 아미르 무바샤르와 타하르탄과

핫지 압둘라 압바스와 술탄 산자르 (이븐)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이븐) 우마르 타반과

셰이흐 이브라힘 시르바니와 그 나머지의 용감한 힘이 그를 도왔으며, 그들의 수장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였고 아미르 자한샤와 카라우스만 투르크멘(Qarā 'Uthmān

Turkmān)과 타바콜 바룰라스와 피르 알리 술두스(Pīr 'Alī Suldūz)가 있었다. [1139] 표

현의 혀가 그 거대함과 완전함의 극치에 대해 묘사하기 부족할 정도였던, 심판 날의 비

명과도 같은 중군의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칼을 든 용사들 무리가 지체 없이 용감하게

전투로 향하였다. 그 중에 중군의 오른 측에는 바시 티무르 오글란이 있었고, 아미르자

데 아흐마드(Amīrzāde Aḥmad)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샤흐사바르와 사라이와 잘랄

바우르치와 타프투크(Tāptūq)와 유수프 모굴(Yūsuf Mughūl)과 핫지 바바 수치(Ḥājjī

Bābāy Sūchī)와 이스칸다르 힌두 부카(Iskandar Hindū Būghā)와 (호자 유수프 아파르

디의 아들) 호자 알리와 다울라트 티무르와 하산 바라트 호자(Ḥassan Barāt Khwāja)와

무함마드 카우친(Muḥammad Qauchīn)과 사라이 호자(Sarāy Khwāja)와 이드리스 코르

치(Idrīs Qūrchī)와 샴스 앗딘 알 말라기와 하리 말릭 타바치와 아르군 말릭(Arghūn

Malik)과 피르 무함마드와 바하 앗딘과 카라 아흐마드(Qarā 'Aḥmad)와 벡 왈리 일치

카다(Bīk Walī Īlchīkada)와 차크막과 다울라트 호자 일치 부카(Dawlat Khwāja ĪlchĪ

Būghā)와 압둘라와 수피 할릴(Ṣūfī Khalīl)과 무함마드 타바치와 이순 티무르와 셰이흐

무함마드와 카라만(Qarāmān)과 산자르(Sanjar)와 후세인과 하산과 (닉 루즈 자운 쿠르

바니의 아들) 우마르 벡('Umar Bīk)과 자한샤와 비르디 벡 카우친과 아흐마드 아잡 시

르와 마흐무드와 바흐룰과 아미르 지라크 (이븐) 자쿠와 다른 아미르들 (이 함께 있었

다). 그리고 중군의 왼측에는 잘랄 이슬람이 있었고, 타바콜 카카라와 알리와 마흐무드

와 샤 왈리와 순자크와 자니 벡과 야드가르와 텡그리 비르마시2710) 호자와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의 형제) 무함마드 할릴(Muḥammad Khalīl)과 셰이흐 후세인과 미라크

(이븐) 일치와 (알툰 박시의 형제) 말릭 파얀다(Malik Pāyanda)와 라크만 타바치와 술

탄 바룰라스(Sulṭān Barlās)와 압둘 카림('Abd al-Karīm) (이븐) 핫지 사이프 앗 딘과

아딜과 쿠틉 앗 딘 살림(Quṭb al-Dīn Salīm)과 자니드 아얀(Janīd Ayān)과 자한 말릭

과 투팔라크 카우친과 압둘 사마드('Abd al-Ṣamad) (이븐) 핫지 사이프 앗 딘과 피르

무함마드 셍굼(Pīr Muḥammad Shenkūm)과 셰이흐 아르슬란 케벡하니와 다울라트 호

자 바룰라스(Dawlat Khwāja Barlās)와 일야스 케벡 하니와 유수프 바룰라스(Yūsuf

Barlās)와 알리 압바스(‘Alī 'Abbās)와 사이드 호자와 사이드 호자와2711)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우스만 타바치와 이스칸다르 샤이히와 샤 샤한 시스타니와 이브라힘 쿠미

(Ibrāhīm Qumī)와 샤 투란 시스타니(Shāh Tūrān Sīstānī)와 시라울과 파디샤 부란과

2710) 앞에서는 동명의 인물에 비르마시(Birmash)라 하여 장모음 ī가 생략되어 있다.
2711) 사본 중에 이 인명이 두 번 기록된 곳과 한번 기록된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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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령관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군의 앞에는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깃발 위

에 달린 초승달이 승리의 정점에 떠올라 兩星의 세 번째가 되었는데, 그 고귀함과 강력

함으로, 그 행운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군대는 거대한 별들의 모임과 같이, 星團의 형태

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 무리들의 피난처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그의 형제 아미르 이스칸다르 [1140] 그리고 유명한 노얀들 중에 아미르 샴스

앗 딘 압바스와 아미르 샤 말릭과 일야스 호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아얀과 다른

바하두르들의 노력과 영광이라는 질서정연한 깃발로 인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시] ‘만일 재앙이 그들에게 이빨을 드러낸다면, 무리지어 혹은 혼자서, 그들의 측
으로 날아 도망할 것이다.’2712)

모두가 일에 임할 때 용감하게 하늘에 대해 파괴를 일으키는 그 무리들,
모든 용사들과 전사들, 무력의 루스탐(Tahmtan)과 지략의 파리둔.

준비를 마친 40 코슌을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 아래에 남겨 두어, 어느 방

향에서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 중 일부가 지시에 따라 그들을 도우러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힌두스탄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승리의 장소인 오르두에 있었던 산과

같은 강력한 코끼리 몇 마리에게 비단을 얹고, 전투의 무기와 도구들로 보충한 다음, 각

(코끼리) 위에 명령을 수행하는 활잡이와, 불을 피우는 ‘기름병 던지는 자’로 하여금 전

투 채비를 하여,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의 대오 앞에서 질서 정연히 준비하게 하였다.

[시] 힌두의 코끼리들이 대열을 이루어, 용감한 사자 같은 대오 앞에서 룸人들을
살해하였다.
코끼리는 장식을 늘어뜨리고 그 주민들을, 힌두의 어두움으로부터 룸의 아이보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동쪽의 왕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가 힌두스탄에서 희망을 얻었을 때,
델리로부터 코끼리들을 시리아 방향으로 몰고 와서 이집트의 주인에게 보복을 행
하였다.
그의 군대는 바그다드를 없애버렸고 그의 행운은 룸의 왕좌를 노렸다.
결국에 카이사르는 다급히 와서 현재 자신의 발에 덫을 (채우고 있다).

바야지드 이을드름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였고, 그 지역의 룸과 지타그의 모든 왕

국, 그리고 유럽과 그 외의 지역에서 모아들였던 수많은 군대와 끝없는 무리를 정렬하

여 무리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다. 그 중에서 좌익의 수장이자 그의 조카였던 라

2712) 이란본Ⅱ 미주 317에 의하면 이 아랍어 시는 이슬람 이전 자할리야 시기 카리트 이븐 아니
프(Qarīṭ bin Anīf)의 아랍어 시이다(YZN/Ṣādiq, p.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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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아프란지(Rās Afranjī)의 아들을 유럽 군대 중에 20000명의 기병과 함께 [1141] 임명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외관을 내면처럼 어둡게 하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갑옷에

관한 그들의 관습은 이러하였다. 즉, 눈을 빼고 머리부터 발까지 철로 덮어 다른 신체

부위를 숨기고, 그 줄을 발 등 위에서 서로 연결하여 자물쇠로 잠갔으며, 그 자물쇠가

열리지 않도록 하여 자신과 갑옷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2713)

우익의 수장으로는 자신의 장자 술레이만 첼레비(Sulaymān Chelebī)를 룸의 군대

와 함께 두었고 스스로는 중군에 섰으며, 세 아들 무사와 이사와 무스타파를 자기 등

뒤에 두었다. 자녀들의 인도자(Arshad-i Awulād)이자2714) 쿠라시지(Kurashajī)로 유명

하였던 무함마드 첼레비(Muḥammad Chelebī)2715)와 룸의 아미르들과 사령관들, 일례로

얄쿠즈 파샤(Yālqūj Pāshā)와 알리 파샤(‘Alī Pāshā)와 아비드 벡('Abīd Bik)과 티무르

타시와 호자 피루즈와 이사 벡과 하산 파샤(Ḥassan Pāshā)와 할릴과 무라드 파샤

(Murād Pāshā)와 사르바자(Sarbaja)와 아부 누스(Abūnūs)와 야쿱과 유수프와 일 타라

얀(Iīl Ṭarrayān)과 텡그리 바르미시(Tinghrī Barmish)와 발반(Balbān)과 다우드 야니

(Dāwud Yānī)와 샤힌이 일다가즈(Iīldagaj)의 다섯 아들과 함께, 그리고 타하르의 아들

아흐마드와 무함마디와 무크발과 파샤주크가 각기 여러 병사들과 함께 자기 장소에 자

리하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모든 군대와 함께 용감히 전장으로 향하여 준비하고 정렬하

였다. 새벽에 중군과 좌익과 우익을 갖추고 용감한 보병들을 울타리와 함께 앞에 둔 채

로 진격하여 언덕 위에 서 있었으며 양측에서 게우르카와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질렀

다.

[시] 용감한 전사들의 트럼펫 소리가 발생하였다.
두 군대가 서로 격돌하였고 세계는 파괴력 있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다. [1142]

2713) 본문에서 묘사하는 오스만의 갑옷은 서양의 전통적인 갑옷인 ‘체인메일(쇄자갑)’로 보인다.
오스만 및 서양에서 15세기 경 철갑판을 이용한 갑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처럼 철로 만든
금속 고리를 연결하여 셔츠 및 바지 형태로 만들어 온몸을 감싸는 갑옷이 있었다.

2714) 황태자를 의미한다. 그는 전술하였듯이 바야지드 1세 사망 후 空位시기를 거쳐 1413년에 메
흐메드 1세로 등극한다. 이 당시에는 그가 황태자라는 것이 명확한 시점은 아니었으나, 야즈디
가 『勝戰記』를 저술했을 때에는 메흐메드 1세가 즉위한 이후였으므로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
여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715) 이 부분의 서술은 타 사서와는 다른 편이다. 샤미의 『勝戰記』나 하피즈 아브루의『역사의
정수』에는 쿠라시히(Kurashḥī), 혹은 쿠라시치(Kurashchī) 라는 이름만 나올 뿐, 그가 바야지
드의 아들 무함마드 첼레비라거나 자녀들의 인도자라는 부가적인 설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러나 쿠라시지는 메흐메드 1세의 왕자시절에 그를 칭하던 비잔틴 측의 칭호, Kirişçi(그리스어로
Κυριτζής, 군주)가 투르크 어로 ‘kirişçi’가 되었으며, 이것이 투르크어 사용자들에게서 ‘레슬러
(güreşçi)로 와전되어 페르시아어로 ’Kurash(레슬링)+chī(者)‘라 음사된 결과이다. 다만 야즈디의
경우 레슬러를 의미하는 ’Kurashchī‘로 음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칭호의 원 의미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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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이 룸의 카이사르와 전투를

벌여 그를 이긴 이야기

양측의 병사가 대열을 펼치고 전투 장소에 이르렀을 때, 전투를 위해 서로의 맞은

편에 서 있었다. 북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 산다루스(Sandarūs)2716)와 같은 얼굴, 검은

입술과 혀가 후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정결한 신앙의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은 도움을

청하는 관습에 따라 말에서 내려 절박하고 곤경에 빠진 얼굴을 지고하신 신을 향해 두

었으며, 모든 전장에서 그 군주의 올바른 습관으로 선호되었던 기도의 의무 및 소망과

바람에 대해 보고하였고, 훌륭한 마음과 깨끗한 의도를 지닌 진실의 눈으로 꿈과 소망

을 지닌 얼굴을, 훌륭한 신앙이라는 거울을 통해 의혹의 가리움 없이 바라보았다. 호자

압둘라 안사리(Khwāja 'Abdullah Anṣārī) <그의 비밀이 거룩하기를!>가 말하기를,

‘만일 (네가) 바라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2717) 진정한 바람이란 진

실이라는 장막 뒤의 여인을, 새로운 의복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지체 없이 의존의 발을

행운의 등자에 올려 말을 타고 왕다운 판단으로 전투에 나섰을 때, 명하였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대의 바하두르는 급히 공격하여 전투의 불꽃을 지피고, 벼락과 같은 칼의 불

꽃으로, 적의 자만과 착각의 짚더미를 태우도록 하라.” 우선 우익의 수장 중에 아미르자

데 아부바크르가 경주용 순종 말을 전투의 광장을 향해 몰았고,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

와 함께 국가를 개창하고 적을 붙잡는 손을 활과 화살에 두었으며, 생명을 희생하는 화

살촉과 피를 뿌리는 칼의 타격으로, 카이사르의 장남 술레이만 첼레비를 수장으로 하는

적의 좌익을 흩어지게 하였다.

[시] 샤자데가 매의 민첩함과 호머 새의 영예를 안고 자리에서 말에 올라탔을 때
긴 화살과 같은 매와, 활과 같은 자그 새가 조약을 맺었다, 고귀한 인장으로.
연결을 힘으로, 분리를 무력으로, 나쁜 소망을 지닌 생명의 靈에 분리의 낙인을
(찍었다).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검은 까마귀의 불운의 부리가 룸에 둥지를 틀었다.

아미르 자한샤와 카라 우스만 또한 공격을 하여, 적들의 좌측을 완전히 몰아내었

다. [1143] 카이사르의 다른 자녀들보다 큰 용기와 행운으로 인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쿠라시지는 종횡무진하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였으나, 승리

를 여는 군대의 용기의 형태를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이러한 군대에게 저항하는 것은

2716) 노란색 향료의 일종. 노란색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2717) 호자 압둘라 안사리는 11세기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 활약한 신비주의학자이자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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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힘과 세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나위 없이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두려움으로 가득 차 달아났다.

[반구M iṣrā’] 현명함이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다.

<무엇이든 능력 밖인 것에 직면하면 달아나라.>2718) 좌익의 수장 중에 술탄 후세

인은 승리의 군대와 함께 앞으로 달려가, 행운의 힘으로 용기의 팔을 펼쳤다. 이어지는

칼과 창의 타격은 마치 구름으로부터 천둥번개의 반짝임이, 지체 없이 적들의 견고한

본성에 불꽃을 쏟아 붓는 것 같았다.

[시] 행운의 도움으로 마치 사자의 포효처럼, 용감한 적과의 전투로 향하였다.
그의 손바닥이 말하였다, 구름과 번개의 도검이다, 그의 武力의 비로 인한 물기로
인해, 적이 (물에) 잠겼다.
원한으로 가득한 수많은 룸 인들을 살해하였다, 너는 말하였지, 하늘이 손아귀에
칼을 가지고 있다고.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서 (티무르로부터) 물려받은 용감하고 위대한 땀이

움직였고, 야심을 지닌 입술이 열려 사힙키란에게 허락을 구하였다. “초원을 휘젓는 고

래를 전투라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몰아, 적의 생명의 배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지겠

습니다.”

[시] 나는 살아서 왕의 적을, 신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얼굴을 돌리는 이는, 조금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에게 지시가 반포되었다. “좌익을 도우러 서둘러 가도록 하라.” 샤자데는 명에 따

라, 바하두르들과 함께 용기와 힘의 팔을 뻗었다. [1144]

[시] 용감한 사자 같은 움직임으로 나아갔다, 고래를 손바닥에, 용을 아래에 두고.
룸 사람들과의 전장으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갔다.
군사들이 룸의 대열을 파괴하였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유럽의 전사들 또한 맞은편에서 방어와 저항을 향해 용기의 손을 펼쳐 훌륭한 노

력을 행하였고 여러 번 進退하여 서로서로를 몰아내었다. 그러나 결국에 승전군 보병들

2718) 이란본Ⅱ 미주 320에 의하면 예언자의 순나 중에 하나이다(YZN/Ṣādiq, p.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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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리가 우세하게 되었고, 적의 우익을 담당하였던 라스 아프란지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의 생애에 파괴가 발생하였다. 수많은 보병들이 말들의 발굽 아래에서 짓밟혀 사망

하게 되었다.

[시] 2719) 룸 인들 중에 수많은 이들을 살해하여, 모두가 전장의 흙의 꽃이 되었다.
룸의 대오 앞에 어떤 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칼을 휘두르는 수장 대부분이 남아있
지 않았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아미르 샤

말릭은 중군의 전사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수많은 적들을 없애버렸고,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바란둑은 최대한 노력하여 적의 좌익 보병들을 산 위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아래로 몰아내었으며 그들 중에 다수를 지체 없이 칼로 베었다.

[시] 전장이 죽은 이들로 가득하였다. 세상은 적들의 눈 위에서 검어졌다.

나약함과 쇠약의 흔적이 거만한 적군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

었다. “나머지 샤자데들과 노얀들은 일제히 공격하라.”

[시] 하늘과 같이 위대하신 왕께서 명령하셨다. 군대는 모두 움직이라.
모든 군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1145]

우익 중에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 자한샤와 셰이흐 이브라힘과 핫지 압둘라

압바스와 술탄 산자르 핫지 셰이프 앗딘과 타하르탄과 무바샤르와 우마르 타반과 피르

알리와 다른 아미르들, 좌익 중에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와 순자크와 알리 술탄과 다른 노얀들이 일제

히 공격하였고, 하늘처럼 훌륭한 모든 병사들이 고삐를 흘리며 적들에게 공격을 가하였

다. 전투와 살해의 지옥불이 불타올라, 이란인들과 투란인들의 거대한 전투는 과장이 아

니라 당대인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고, 루스탐과 이스판디야르의

7가지 업무(Haft Khwān)2720)라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2719) Ferdowsī, Shāhnāma.
2720) 이는 본래 ‘루스탐의 7가지 업무’로 알려져 있으며, 루스탐이 행한 7가지의 업적에 대한 이야
기이다. 페르도시의 Shāh nāma에 의하면, 카이카부스가 마잔다란 원정을 실패하고 군대를 악마
(Div)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루스탐이 여러 공적을 쌓았다고 한다. 1) 사자
가 출몰하는 갈대 사이에서 잠자는 것 2) 사막으로 들어가 생활 3) 밤중에 용이 출몰하는 풀숲
에 있는 것 4) 술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마법사의 유혹 5) 마잔다란의 수장 올라드를 정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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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721) 이란과 투란 군대의 전사들이 룸의 군대 앞에서 길을 막았다.
전장의 불꽃이 민첩해져, 하늘이 목숨의 안전을 청할 정도였다.
그 공격에서 룸 사람들의 많은 피로 인해, 룸의 수천 명의 아틀라스(Aṭlas)2722)가
다시 스러졌다.
큰 북의 울부짖는 소리가 귀를 조각내었고 머리가 어깨에서 발로 떨어졌다.
병사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인해 귀가 멍멍해졌다, 군대의 먼지로 인해 눈이 검게
되었다.
너는 말하곤 하였지, 바다가 들끓어 올랐다고, 혼돈의 고래가 울부짖게 되었다고.
수많은 살해된 자들이 원한의 황야에 쓰러져, 땅에서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쌓여
있었다.
죽은 이들에게서 흘러나왔던 많은 피로 인해, 세계가 끝없는 바다가 되었다.
어떤 무리들은 전투에서 고개를 돌렸고, 어떤 무리들은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적의 우익을 몰아내었던 그 때에, 샤자데 군의 여섯

코슌이 그들의 장소였던 어떤 언덕 위에 들어섰는데,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중군과 함께

그 곳으로 향하여 샤자데의 병사들을 그 높은 곳에서 몰아내었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

하였다. 그들이 샤자데에게 합류하였을 때, 용감한 팔을 적에게 뻗어 전투를 준비하였

다.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그 언덕에서 자신의 군대의 주변을 살폈고 좌익과 우익이 흩

어져 분산되었(음을 보았을 때) 혼돈이 그를 잠식하여 자리에 얼어붙었다. [1146] 흩어

져 있었던 그의 좌우익 중에 일부의 보병과 기병이 그의 앞에 모여들었다. 사힙키란은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함께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카이사르를 겨냥하였고, 초원을 종횡

무진하며 축복받은 전투를 행하였다. 아미르자데 미란샤 또한 우익의 아미르들과 함께,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좌익에서 향하였고, 모든 승리의 피난

처인 병사들이 사방에서 <더욱 세차게>2723) 이을드름 바야지드에게 향하여 그와 그의

군대를 마치 포위망에 들어온 사냥감처럼 포위하였다.

[시] 가운데에서 그들을 모두 붙잡았다, 카안이신 사힙키란의 기병들이.
철퇴와 칼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너는 말하였지, 산 위 창공의 구름으로부터 (비가)
내렸다고.

고 Arzang-Div를 살해 6) 마잔다란 도시로 들어가 카이카부스를 구출 7) 'Div-i Sapid'를 제압
하고 살해함으로써 카이카부스의 시력을 되찾음. 등이다.

2721) Nizāmī, Panj-ghanj : Sharafnāma.
2722) 이 단어는 다양한 뜻, 즉 비단의 일종 / 아홉 번째 하늘 / 大洋 / 신화 속 인물인 아틀라스
등을 의미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가장 문맥에 알맞은 뜻을 선택하였다.

2723) Qur'ān, Sūra al-Ḥadīd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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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는 남은 생애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강력히 버텼다. 바하두르

들과 함께 자신의 병사들을 돌보았으며 일몰이 되었을 때 고삐를 전장에서 돌려, 그 위

에서 내려와 다급히 달아났다.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가 길을 열고 그들에게 화살비를

내렸으며 수많은 이들을 죽음의 땅에 던졌다. 이을드름 바야지드는 매우 두려워하며 바

깥으로 달아났는데, 승리의 피난처인 군대 중에 일부가 패주중인 이들을 추격하기 위해

나아갔다.

[시] 투란인 무리들이 허리띠를 묶고 룸 인들을 뒤쫓아 달려 나갔다.
날카로운 도검으로 불꽃을 피워,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물자가 불탔다.
룸 사람들은 달아나, 입구와 황야에서 그들이 사라졌다.
룸과 룸 사람들에 의해 먼지가 하늘로 피어올랐고, 전장에 먼지가 흩뿌려졌다.

세월의 혀가 신께서 내리신 운명을 배워, <로마는 망하였다>2724)라는 내용을 그

도시와 지역 병사들에게 읊었고, 달아난 자들 중 다수가 갈증으로 인해 죽었다. 왜냐하

면 태양이 티르 월의 여섯 번째 단계2725)에 있어 공기가 극히 더웠으며, 그들이 전장에

서 달려갔던 그 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1147]

[시] 전사들의 칼의 물기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자들은, 우울에 빠져 달콤한 생명의
물을 양도하였다.

위대한 왕의 도움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승리의 미풍이 행운을 형상화한 깃발 위

로 불어왔을 때, 세계정복의 후원자이자 승리자이신 사힙키란은 그곳에서 되돌아가 축

복받은 오르두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승리의 빛을 비추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神

에 감사의 의무를 행하였다.

[시] 땅은 룸 사람들로 인해 마치 푸른 바다와 같이 되었다. 세계 정복자들은 칼
과, 철퇴와, 코끼리와 함께.
룸 인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다시 상서로운 오르두로 당당히 개선하였다.
신에게 수많은 찬사를 보냈다, 적에게서 성취를 거둠에 대해.

2724) Qur'ān, Sūra al-Rūm : 2.
2725) 페르시아 태양력의 월일인데, 이 시점은 804AH이었으므로 이를 서력으로 환산하면 1402년 6
월 중순이 된다. 다만 ‘...월 ...단계’로 표현되는 태양력의 경우 실제 잘랄리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날짜를 정확히 비정할 수 없다. 본문 뒤에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6월이 아닌 7월 11일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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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모여들어 동행의 영예를 얻었고 무릎을 꿇어 승리에 대한

축하와 금화를 던지는 관습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804AH 둘 히자 10일(1402년 7월 11

일) 금요일, 아야트 해에 해당하는 때에, 하늘의 도움을 받는 설교자가 사힙키란의 행운

의 이름으로 승리의 후트바를 읽었다.

272. 룸의 카이사르를 승전군이 붙잡음과, 그를 승리의 깃

발인 샤의 왕궁으로 데려온 이야기

달아난 자들의 뒤를 추격하였던 승전군 중에 술탄 마흐무드 칸이 이을드름 바야지

드에게 닿았고, 그를 붙잡아 즉시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였다. 그리고 행운

의 벗이 ‘영원함(Khulūd)’으로 유명한 것처럼, 룸 황제의 손을 묶고 세계의 피난처인 왕

궁의 침실로 데려왔다. 왕다운 호의의 땀이 움직였고 애정이라는 펜이 명하였다. “그의

손을 풀어주고 예의를 갖추도록 하라.” (그가) 만남의 영예로 행운을 얻었을 때, 그의

상황을 환대와 경의로 돌보고 자신의 가까이에 앉혔으며, [1148] 비판을 행할 때 온건하

고 올바른 방법으로, 혀 위에 보석을 뿌리는 흔치않은 표현을 하였다 “비록 세계의 상

황은 전적으로 신의 힘과 의도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상 선

택권이나 힘이 없다 하여도, 공정하고 진실하게 보자면 너에게 발생한 이 나쁜 상황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시] 만일 열매가 가시라면, 스스로 뽑아낼 것이다. 만일 비단 직물이라면 스스로
실을 뽑을 것이다.

여러 번 분수에 넘는 행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증오에 차서 너에게 보복을 행하게

하였으나, (나는) 이 지역에서 (네가) 행하고 있던 이교도에 대한 성전 때문에 참아왔

다. 그리고 무슬림으로서의 의무나 현명한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은 모두 연맹과 협조의

방식으로 너에게 제공하였다. 그렇게 하면 네가 충고를 듣고 복속의 문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너에게 도움을 주었고 물자나 군대 중에 무엇이 필요하든 도움을 주

어 강력히 성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슬람권의 주변과 사방에

서 성전의 칼로 종교가 없는 이교도들에 대해 강한 타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너

를 실험하고자, 카마크 요새를 양도하고 타하르탄의 예속민들을 보내며 카라 유수프 투

르크멘을 왕국으로부터 내쫓고 믿을만한 이들을 파견하여 우리 사이의 조약을 강화하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이러한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 제멋대로 저항과 반항을 행

하여 사건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동료들은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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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황이 반대가 되어 신께서 나에게 사여하였던 힘과 세력을 너에게 주셨다면, 나

와 우리 군대에게 이 때에 무엇이 발생하였을지. 그러나 신의 자비의 가호에 의해 나에

게 나타났던 승리를 감사하며 너와 너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을 행하고자 하니, 마음

을 편히 가져라.” 이을드름 바야지드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말

하였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힙키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

었으니, 만일 왕다운 용서를 저의 죄를 사하셔서 저와 자녀들이 살아남게 된다면,

[1149] 봉사와 명령을 받잡는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

은 그에게 왕다운 예복을 입혔고, 다양한 회유와 위무로 평안과 희망을 주었다.

카이사르는 이 인간적인 자비로움을 보았을 때, 기도와 찬양을 바친 후에 고하였

다. “나의 자녀들인 무사와 무스타파가 전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들에게 기

울어져 있으니, 만일 고귀한 명을 내리시어 그들의 상태를 조사해주시고, 만일 살아있다

면 臣에게 이르도록 호의를 내려 주십시오.”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되었고, 타바

치들이 즉시 그들을 찾기 위해 나아갔다. 며칠 후에 무사를 잡아 사힙키란의 어전에 데

려왔다. 왕다운 자비는 그에게 고귀한 예복으로 특별함을 수여하였고 부친의 앞으로 데

려가, 명령을 내린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왕다운 천막을 축복받은 거주지

가까이에 세웠고, 후세인 바룰라스와 바야지드 참파이가 명령에 따라 그의 상황을 살피

고 돌보았다.

[시] 이것은 신앙을 양성하는, 위대하고 말씀에 알 맞는 승리의 완성이다.

이 시점에서 걸음이 멋진 노란 말의 고삐와 같은 펜으로, 예언자 <그에게 평화와

안녕이 있기를!>의 영향중에 하나를 기록한다. 메카의 승리의 날에 영광스러운 두 손으

로 위대한 카바의 문에 있는 두 고리를 붙잡고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정직한 약속과

승리의 귀속 및 최고의 군대를 지니고, 군대만을 패배시키고 다른 것을 무사히 두었던

알라를 찬양하자.>2726) 즉, 이는 스스로의 약속에 있어서 정직하고, 자신의 가신에게 도

움을 주며 자신의 군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오직 적의 여러 무리만을 달아나

게 하는 신께 감사를 드리자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신의) 영향이 그를 통해 드러

나는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메카의 주민들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말하였다. <내가 한 것에 대

해 어찌 생각하느냐.> 이는 즉, ‘네가 보았다면 왜 의심을 하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한 일을’ 이란 뜻이다. 그들은 그분의 완전한 자비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브라힘의 형제, 이브라힘의 아들과 이브라힘께서 용서하신다면!>2727) [1150] 즉 이

2726) 이란본Ⅱ 미주 322에 의하면 메카의 주민들에 대한 예언자의 말이었다(YZN/Ṣādiq,
p.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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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힘의 형제와 그의 아들과 이브라힘은 (죄인을) 손에 얻었을 때 용서하셨다. (또한)

예언자들의 피난처인 그 분,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

를!> 하탐께서 말씀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바로 이처럼 말할 것이다. 유수프는 <그에

게 평화가 있기를> 정의롭지 못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오늘은 견책하지 않을

것이며 신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리니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2728) 오늘

너희에게 어떤 비난이나 책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고하신 신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

며 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창조의 군주가 지닌 자애로운 인품에 관

해 이야기 된 대로, 그 비할데 없는 후원자의 훌륭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의 위대하

신 자손들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안녕과 평화가 있기를!> 인류의 여러 부족들과 그

외의 하위 부족 가운데에서 큰 고귀함과 위대함이라는 은총을 얻었듯이, 사힙키란 가문

의 자손들은 세상 끝까지 다른 왕의 가문이나 매 세대마다 있어왔던 군주들 및 세계

정복자들보다 더욱 위대한데, 그들의 상황과 상태는 역사 속 이맘들의 말씀을 통해 분

명해졌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의 입을 통해 前述되었듯이,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지식,

지고하시고 영광스러운 신의 가호로 인해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었다.

[시] 특히 습관과 관례는 예언자의 성품이 아니면 행운을 택할 수 없다.
세계에서의 목표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의 중심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이었던 세계
정복자.
몸에는 왕좌의 장식이, 영혼에는 신성한 비밀을 지닌 보물이 (있었다.)
그의 마음은 바다이고 그의 파도는 아름다운 은총이며 그의 손바닥은 구름이고 사
람들에게 비를 내린다.
그의 사여의 비로 인해 희망의 배는, 마치 그의 행운의 가지처럼 영원히 신선하였
다.
그의 指紋은 은총이란 수로의 水原이며, 그의 혀는 진실의 빛이 떠오르는 곳이다.
왕국과 신앙의 행운으로 정의를 사여하고, 그의 생각으로 인해 하늘의 문제가 풀리
니
세계가 왕의 힘으로 그의 반지 아래에, 땅과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소매 아래
에 (있었다).
하늘은 그의 힘에 대해 부끄러워하였고 세계는 그의 지위의 견고함에 얼어붙었다.
그의 권력의 왕궁 중에 토성의 테라스는. 문지기인 힌두인의 거주지인 방이었다.
[1151]
고귀한 세계 정복자, 그의 운명은 훌륭하고 (그의) 지식은 깊었다.
신앙이 도우시는 자(Mughīth al-Dīn) 아불 파트흐(Abūl fatḥ)는, 태양이 그의 얼굴

2727) 이란본Ⅱ 미주 322에 의하면 메카에서의 승리 이후에 신과 주민들에 한 예언자의 말이었다.
2728) Qur'ān, Sūra al-Yūsuf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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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희망의 눈을 빛나게 하였다.
어떤 자도 이브라힘 술탄이 말한 것보다 더욱 뛰어난 찬사를 얻을 순 없다.
나이 많은 현자로부터 예시를 들어본 적도 없이, ‘선택된 자’가 말하듯이 말하곤 하
였다,
이 친절과 완벽함과 현명함과 정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의 설명이라는 진주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조차 말할만한 것이 아니다.
현자들이 그의 깨어있는 마음을 마주하고는 취하였고, 하늘은 그의 강력한 왕궁과
비교할 때 미천한 방구석(일 뿐이다).
승리는 그의 병사 무리들의 상징이며, 그의 군대의 깃발은 승리의 원인이었다.
그의 마음이라는 바다에 하늘과 같은 거품이 (있었고) 세계는 그의 맞은편에서 신
기루와 (같았다).
마치 그의 검은 머리에 (하얀) 장뇌에 뿌려진 것처럼, 나쁜 눈을 (피하기) 위해 태
양은 어두움을 끌어들였다.
보석을 지고 있는 구름은 그의 펜이라는 묘목에서, 신앙의 정원에 계시의 꽃을 피
웠다.
희망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갈대 피리가, 백성들의 소망을 희망으로 달콤하게
하였다.
옳지 못한 바람은 꿈에서 그의 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새 내내 강의 입구를
닫았다.
그의 도검이 적을 처리할 때, 몸 뿐 아니라 마음 또한 찢어졌다.
행운으로 활이 만일 그 몫을 얻는다면, 그 방향으로 용기의 손을 뻗을 것이다.
눈(Nūn) 모양의 활과 덜(Dāl) 모양의 활줄을 보라, 알레프 모양의 활(에서 나온)
승리의 비명은 그로 인해 세계 정복자가 된다.
그의 화살이 나아갔던 모든 목표지점에, 그의 집은 흔적밖에 없었다.
운명의 화살이 아니고서는 운명의 엄지로부터, 그렇게 실수 없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의 견고함이라는 산은 전투 때에 肝에서 피를 흘렸고, 순수한 루비가 돌이 되게
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방법으로 이야기한 그에 대한 찬사는, 우물에 비친 달의 얼굴일
뿐이다.
우리의 모자는 미천하고 그의 힘은 매우 드높으며 우리의 손은 비어있고 물자는
가치 있다.
기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일이다. 그것은 해방의 방법이다.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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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여, 회개의 때까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대답의 의무로,
이 정의로운 행운의 기도에 관해 한꺼번에 대답을 얻도록 해주소서.
그의 모든 일이 그의 내적 은총의 도움을 통한 희망으로, 진실의 빛으로 빛나며
세계가 이 세계정복자의 영예로움으로, 정의롭고 아름답게 영원한 이익을 얻기를
빕니다. [1153]

273. 사힙키란이 룸 왕국의 주변과 사방으로 군대를 파견

함과, 승리의 서를 이란과 투란의 도시와 마을에 보낸

이야기

사힙키란이 그곳을 출발하여 신의 보호와 함께 이동하였고, 앙카라 초원에 행운으

로 머물렀을 때, 쿠투왈 야쿱이 탄원과 간청의 발걸음으로 나와 요새를 왕궁의 가신들

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그를 알리 술탄 타바치에게 맡겼다. 디반의 실무자들은 명받은

대로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조사하고 확정하였으며, 그것을 취하여 번영의 창고에 전

달하였다. (그 분의) 빛나는 마음이 정하신 대로 카이사르와의 전투를 완료하였을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반포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우익으로 룸의 수도

인 부르사로 진격하고,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순자크와 다른 투만의 아미르들이 그의 등자에 동반하도록 하라.” 그리

고 다시 명하였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부르사에서 그곳의 물자들과 창고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샤자데와 아미르들은 이스칸다르의 통로로 유명하였던 아스라 야카

강변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아미르자데 [1154] 후세인과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아미

르 술레이만 샤와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와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

두르와 피르 알리 술두스와 다른 아미르들을 콘야와 아크 셰흐르(Āq Shihr)2729)와 카라

히사르(Qarā Ḥiṣār)2730)와 아달리야('Adālīyya)와 알라이야(‘Alāya)2731) 방향으로 파견하

였다. 한편 그의 지시가 반포되었다. “승리의 서를 기록하라.” 능변을 상징하는 문시들

과 훌륭한 서기들, 예를 들면 마울라나 샴스 앗 딘 문시와 다른 능변의 옷을 입은, 놀라

운 글을 쓰는 서기들이 승리의 서를 완성하였고 (그것을) 모든 이란과 투란 왕국으로

파견하였다. 어떤 승리의 서는 술타니야의 훌륭한 부인들의 어전에 파견되었고 하나는

수도인 사마르칸트의 아미르자데 우마르의 어전으로, 하나는 카불과 자불 방향의 아미

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자항기르 어전으로, 하나는 파르스의 왕좌에 있는 아미르자데 루

2729) 콘야에서　서북쪽으로　역　１０８km 떨어진　곳에　위치．
2730) 콘야에서　서북쪽으로　약　１９６km 떨어진　곳에　위치．
2731) 터키　동남부　안탈리야　주의　도시　알라니야(Alanyah)의　옛　이름. 안탈리야에서　해안
선을　따라　동쪽으로　약　121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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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탐의 어전으로, 마찬가지로 투르키스탄과 카쉬가르와 호탄과 바닥샨과 후라산과 호라

즘과 마잔다란과 타바리스탄과 길란과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키 아랍과 아잠과 키르만과

키즈와 마크란과 시스탄과 나머지 도시에 각기 승리의 서를 파견하였다.

[시] 2732) 사방으로 빠른 말과 기병과 큰 낙타가, 서신 및 안내자와 함께 나아갔다.

그 중에 그 훌륭한 승리의 기쁜 소식이 야즈드에 이르렀을 때, 그 해에 디반 알라

의 승인을 받아 그곳의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 왔었던 호자 기야스 앗딘 살라르 심나니

(Khwāja Ghiyāth al-Dīn Salār Simnānī)는 도시의 바자르와 카라반사라이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곳을 ‘승리의 집(Dār al-Fatḥ)’이라 이름하였으며, 그렇

게 유명해졌다. 과장이 아니라 그처럼 장식되고 꾸며진 바자르 건물(Bajār-khāna)는 지

상 위에 없었다. (또한) 복종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은 군대와 함께 사마르칸트로 향하도록 하고, 투르키스탄 경계로 가서 용감히 경계심을

가지고2733) (그곳을) 지켜라.” 그리고 아미르들 중에서는, 아미르 무바샤르와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로 하여금 그의 대오에서 동행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아미르 아크부카가

헤라트에서 신의 자비 下에 들어갔으므로, 명하였다. “아미르 마즈랍 또한 샤자데와 함

께 후라산으로 가고, 그곳에 [1155] 머무르라.” 명령대로 시행되었다. 승리의 사힙키란은

신의 가호로 앙카라에서 이동하여 6개의 역을 거쳐 수리 히사르(Sūrī Ḥiṣār)2734)로 갔고

성채 위에 올라 그 주변을 경계의 눈길로 살펴보았다. 그곳의 초원은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로 터키석 색 성채인 하늘의 질투를 받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아미르자데 샤루흐

를 10 투만의 좌익군과 함께 쾩(Gūg) 성채와 우스타누스(Ustānūs)2735)와 키티르(Kitīr)

방향으로 파견하였으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인 태양이 왕다운 판단으로 이틀 밤을 꼬

박 달려 도달의 광선을 쿠타히야(Kūtāhiyya)2736)에 드리웠다. 좋은 공기의 도시와 다양

한 과일을 가진, 아름다운 정글이 극히 훌륭하고 많아서,

[반구M iṣrā’] 매력적인 하영지들이 흐르는 샘물과 함께 (있었다).

그곳에서 1 달 정도 머무르기 위해 천막의 줄을 견고하고 건강한 말뚝에, 행운과

건강함으로 단단히 매어두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평안의 예복을 얻었고 안전의 방책이

2732) Ferdowsī, Shāhnāma.
2733) 이란본Ⅱ과 이란본Ⅰ이 약간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란본Ⅰ에 따랐다.
2734) 이 부분에 대해 이란본Ⅰ에는 ‘성채 방향으로’라 되어 있고, 이란본Ⅱ은 본문과 같다.
2735) 이 지명은 앙카라 근처에 하나, 그리고 안탈리야와 콘야 사이에 하나, 도합 두 곳이 존재한
다．

2736) 터키의 후다벤디갸르 주에 위치, 부르사에서 동남쪽으로 약 1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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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반의 실무자들의 지혜로 시행되었으며, 쿠타히야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었던 티무

르타시2737)의 물자들 중에 상당한 금액이 (티무르의 창고에) 더해졌다. 올바름을 인도하

는 (그 분의) 판단은 쿠타히야에 도달한 다음 날, 아미르 샤 말릭과 압둘 카림 핫지 사

이프 앗 딘 및 코슌의 아미들 중에 압둘 호자 비루와 셰이흐 알리 사바라이와 셰이흐

핫지 술두스와 그 외에 그들과 유사한 이들을 국가를 장악하는 군대의 일부 무리와 함

께 카라다(Karāda), 호자 일리 및 만타샤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룸 왕국

이 서쪽 바다의 해안까지 장악과 행운을 통해, 동쪽에서 온 카간 병사들의 주둔지가 되

었다. 카이사르는 살아있으며 줄에 묶이지 않은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고 상처 없이, 또

한 그 왕국에서 돌보심과 후원의 그늘 아래 영광스러운 어전의 노예로, 위대한 기반을

지닌 왕궁의 主賓(Jūjīn)2738) 중에 있게 되었고, 과장이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1156] 권

력과 힘과 독립을 통해 그 완벽한 결과가, 피조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여기도록 하였

다. 즉, 축복받은 뇌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수단이 많아지자 호의의 광선을 연회에 드리

웠고, 소망의 연회이자 기쁨과 즐거움의 나뭇가지는, 왕위로 귀결되는 샤자데들과 하늘

처럼 위대하신 군주들과 보복의 바흐람인 노얀들의 참석으로 인해 존경과 함께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고.

[시] 투란에 자리하고 이란을 차지한 왕이 룸을 공격하였고 카이사르를 포로로 잡
았다.
마음이 바라는 모든 바가 가능해졌을 때, 왕은 (자리에) 앉아 즐거운 연회를 마련
하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해방의 때에 영혼을 쉬게 하기 위해, 와인을 마시고 뱃사공을 바

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상

[시] 술과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므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달과 같은 얼굴을 지니고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 巡杯者가 씁쓸하고 맛좋은 술들을

주었다. 아름답게 노래하며 노랫가락을 드리우는 가수가, 이 노래를 전하기 위해 아름다

운 혀를 열었다.

[시] 공간은 생기가 넘쳤고 시간은 기쁨이 넘쳤다. 왕이신 사힙키란의 승리로 인

2737) 이란본Ⅱ 미주 323에 의하면 그는 오스만 조의 아미르이자 와지르로, 카라 알리 벡의 아들이
다(YZN/Ṣādiq, p.1483).

2738) 위에서는 철자가 Jūchīn였다. ‘귀중한 손님’을 일컫는 투르크 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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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다와 같이 넓으신, 정의로우신 세계 정복자, 그로 인해 세계의 아름다움을 찾았
다.
인도의 신과 중국의 신과 투란과 이란의 신,
신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이 그로 인해 기쁘게 되기를! 세계는 그의 정의로 장식된
종이와 같았다.
영원히 머무르소서, 영예와 고고함으로, 벗들의 마음은 영광을 희망합니다.

이 가운데 상서로움으로 귀결되는 병사들이 주변과 사방에 공격을 행하였고 수많

은 물자들과 도구들이 각기 모든 소망의 손에 떨어졌는데,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말이 없었던 사람들이 가축 무리의 주인이 되었고, 긴요한 일상용품을 힘들게 얻곤 하

였던 그들에게 수많은 사치품들이 생겼다. <신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수여자이시니라

.>2739) [1157] 왕다운 (그 분의) 마음은 창고지기가 맡고 있었던 티무르타시의 물자와

창고 모두를 아미르들과 군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시] 연회에서 그의 어전에 있던 디나르건, 땅이건, 두려움과 뻔뻔한 마음에는 사
여하지 않는다.
모든 당대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 살게 되기를! 운이 없는 자들이 그로 인해 빛나기
를!

274.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부르사로 갔었던 이야기

의 나머지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이 명에 따라 급히 달려 앙카라에서 부르사 방향으로 나

아갔는데, 5일 동안 너무 급히 달려가 그와 함께 한 30000명의 기병 중에 4000명도 부

르사에 도착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샤자데의 행운의 깃발 위 초승달이 그 지역 수평선

에서 떠올랐을 때, 술레이만 첼레비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부친의 창고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모두 집어 들고 달아났으며, 왕국의 주민들과 아얀들 중에 힘과 권력을 보유

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은 물자와 아내들을 데리고, 일부는 부르사가 그 자락에 위치하

였던 카시스(Kashīsh)2740) 산으로, 일부는 해안으로 달아나 있었다. 하늘처럼 훌륭한 군

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 급히 달려갔고 모두를 붙잡고 약탈하여 포로로 잡았다. 그 중에

셰이흐 샴스 앗 딘 무함마드 자지리(Shaykh Shams al-Dīn Jazirī)2741)가 부르사의 대인

2739) Qur'ān, Sūra al-Juma'eh : 11．
2740) 현재의 이름은 울루 탁(울루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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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예를 들면 사이드 무함마드 부하리(Sayyīd Muḥammad Bukhārī)2742)와 마울라나 샴

스 앗 딘 파나리(Maulānā Shams al-Dīn Panārī)2743)및 다른 귀족들과 대인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는데 카르타(Karta) 황야에서 그에게 도달하여 약탈하고 그의 아들과 함

께 붙잡아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의 어전에 데려왔다. 부인과 카이사르의 두 딸들은

양기 샤흐르2744)에서 어떤 집에 숨어있었으며,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자신의 아들 무스

타파를 위해 청혼하여 예속인들과 함께 부르사에 머무르고 있었던 술탄 아흐마드 잘라

이르의 딸,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승리의 병사들의 손에 떨어졌다. [1158] 일전에 술

탄 아흐마드와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이 보복의 바흐람인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

해 달아나 룸으로 왔고, 술탄 아흐마드는 다시 한 번 바그다드로 갔었는데 그 이야기는

前述하였다. 카라 유수프는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카이세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 부

르사로부터 달아나 알레포와 아랍 땅으로 갔었다. 그리고 룸의 수도였던 부르사가 저항

과 공격 없이 그 분의 가신들의 정복의 손에 떨어졌을 때,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요새로 들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금과 물자, 풍부한 금과 은, 루비와 보석

들과 귀중한 직물들과 값비싼 의복들과 다른 사치품들이 각 창고에 가득하였던 이을드

름 바야지드의 창고를 모두 차지하였다. 그리고 디반 알라의 비틱치 중에 알리 심나니

(‘Alī Simnānī)와 사이프 앗 딘 투니가 그 계산된 바를 기록하였다. 물자들을 정리한 후

에, <그가 말하길, 보라, 왕들이 한 도읍에 들어갈 때는 그 고을을 파괴한다.>2745)라는

값진 비밀을 드러내어 모든 도시를 약탈의 빗자루로 깨끗이 하고 불태워, 진 것이든 마

른 것이든 모든 것이 함께 불탔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들은 나무로 되어있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후방에 있었던 군대들이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해안 방

향으로 나아갔고,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를 10000명의 기병과 함께 오른쪽 방향의 이즈

니크(Iznīk)2746) 쪽으로 파견하였는데, (그곳은) 룸 영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그곳의

기후는 조화롭고 훌륭한 것으로 유명하였으며, 성벽을 돌로 장식하였는데 극히 높고 견

고하였다. 그 대문의 문 위에 어떤 호수가 있었는데, 그 둘레가 2일의 거리였고 그 물

2741) 다마스쿠스 출신의 하디스 저술가이자 샤피이 법학가이다. 그의 니스바인 자지리는 현재 터
키 동남쪽에 위치한 'Cizre'섬, 즉 'Ibn 'Umar' 섬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바야지드 이을드름이
항복한 후 티무르의 제안을 받아 사마르칸트로 이주하였다. 티무르가 사망한 후 헤라트로 갔다
가 시라즈로 되돌아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2742) 아미르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며, 마울라나 잘랄 앗 딘 루미의 후예이다. 이을드름 바
야지드 1세가 그를 위해 부르사에 그의 이름을 딴 마스지드를 세웠고 그의 여자 형제 중에 1인
과 혼인하기도 하였다. 코스탄티노플에서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어전에 들기도 하였다.

2743) 그는 오스만 제국의 대 학자(Faqīh)이며,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2744) ‘새 도시’라는　뜻이다. 부르사에서　동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현재에
는　터키식　발음에　따라　예니셰히르라　이름한다．　

2745) Qur'ān, Sūra al-Naml : 34.
2746) 부르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48km, 아즈니크 호수의 동쪽 변에 위치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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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가까이에 이스칸다르의 수로 및 갈라타와 이스탄불

로 향하는 통로가 있었다. 아미르 순자크를 호전적인 군대와 함께 왼쪽 방향으로 카난

다(Kānanda)와 바닷가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그 지역과 주변을 공격하여 바다의 해안

까지 약탈하였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가 이즈니크에 이르러 바다의 해안까지

달려갔을 때, 해안에 적들의 피로 또 다른 바다를 만들었다. 술레이만 첼레비가 그곳에

있었고 수많은 지타그인들 및 적들이 [1159] 그의 어전에 모여 있었으나, 전투라는 바다

의 고래들이자 승리의 깃발인 군대의 공격이 다시 한 번 가해지자, 룸 인들과 그 병사

들은 아무리 인내를 발휘하여도 그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시] 마음은 바다를 항해하였고 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술탄 군대의 외침으로
부터 해방되었다.>

때에 맞춰 달아나는 것이 승리라 여겨 수로를 건너 아스라 야카로 달아났는데, 그

의 부인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차지하는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 승리로 귀결되는 군대는

이즈니크 도시를 약탈하고 파괴하는 한편 양기까지 나아가 적들을 넘어뜨렸고, 그 지역

과 주변의 약탈과 포로 획득에 투신하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이즈니크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파견하여, (그가)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하

였고 술레이만 첼레비는 달아나 강을 건너 천신만고 끝에 바깥으로 나갔음을 설명하였

다. 샤자데는 미할리즈(Mikhālīj)2747) 초원에 앉아 있었는데, 이 소식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선택된 100명을 임명하여 이즈니크의 승리의 기쁜 소식 및 그 외의 상황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자리한 분께 전하였고, 호머와 같은 행운의 매, 희망이라는 새를 행운의

창공에서 사냥하고, 강력한 날개로 성취의 창공을 날고 있는 송쿠르를 다른 선물들과

함께 그들과의 대화를 위해 파견하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 또한 아크 술탄을 송쿠

르와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였다. 두 역참 거리였던 부르사와 쿠타히야

사이에 어떤 산맥이 있었는데 나무가 많았고 그 폭은 네 파르상이었다.

나무들의 무성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불꽃의 특성을 지닌 바람이 그 좁은 길을 빠

져나오기 위해 수차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물기가 이마에 맺히곤 하였다. 사악한

지타그 인들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그 덤불에서 피난하고 있었다. 샤자데의 사

신들이 덤불로 들어왔을 때 지타그 인들은 좋은 기회라 여겨 보복의 칼을 뻗었고 주변

과 사방에서 그들에게 뛰어들었는데, 실로 걱정의 발이 두려움의 돌 위에 얹어져, 이성

이 혼란을 겪었고 [1160] 용감한 손이 일을 멈출 지경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행운의 힘

으로, 무함마드 카르미시 야사우리(Muḥammad Qarmish Yasawrī)와 이브라힘과 아흐마

2747)　부르사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카라카베이(Kara cabey)의 옛 이
름이 'Mihalich'이며, 그리스 도시 'Miletopolis'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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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파흐르 앗 딘(Fakhr al-Dīn)과 무함마드 칼란다르(Muḥammad Qalandar)와 히즈

르가, 나머지 100명과 함께 발을 단단히 딛고 용기의 손을 화살과 활과 도검과 창촉에

두었다. 그리하여 비록 (상대방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당대의 눈

이 그 훌륭한 노력에 놀라 멍해지게 되었다.

[시] 그 선택된 무리들은 훌륭하게 원한의 팔을 뻗었다.
피를 흘리는 화살촉과 날카로운 도검으로, 적들에게 심판의 날을 보여주었다.

지타그가 달아났을 때 그들은 급히 진격하여 쿠타히야에서 희망의 눈을 세계의 피

난처인 왕궁이 일으키는 먼지라는 코흘로 밝게 하였으며 소식을 고하고 서신을 전하였

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금과 보석을 장악하고 있었던 카이사르의 창고지기들

을 분리하여 샴스 앗 딘 알 말리기에게 파견하였고, 일부 전문가들을 그 담당자로 삼아

사힙키란에게 파견하였다. 그는 쿠타히야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어, 그

것들을 報告 장소에 전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미할리즈 영역에서 귀환하

여 부르사에 안착하였고,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수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원정으로부

터 귀환하여 그곳에서 샤자데의 대오에 합류하였다. 아미르 순자크 또한 해안을 약탈하

였고, 카난다를 황폐하게 한 후 역시 그곳에서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아미르자데 무함마

드 술탄은 군대와 함께 이동하여, 부르사와 연결되어 있는 양기 샤흐르 초원에 안착하

였으며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사힙키란의 허가로, 카이사르의 큰 딸과 결혼하였다.

275. 공격을 위해 갔었던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

르 술레이만 샤의 상황의 이야기

저명한 일부 아미르들 및 승리로 귀결되는 강력한 군대들과 함께 좌측으로 원정에

나섰던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케벡 투르크멘을 [1161] 약탈

하고 아크 샤흐르와 카라 히사르를 취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그 도시 주

민들의 보호를 위해 각 장소에 다루가를 임명하고 체르케스 수치를 아크 샤흐르에 두

었으며 여러 도시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세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주변과 사방을 공격하

여 차카르 불락(Chaqar-Bulagh)과 하미드 部(Qūm-i Ḥamīd)를 약탈하였고 수많은 말과

낙타와 양을 모았는데, 군사들이 그것을 몰고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샤흐르-마

나(Shahr-i Māna)와 아크 사라이2748) 또한 정복과 소유 下에 들어왔다. 아미르 술레이

만 샤는 콘야에 안착하였으며 이 여러 도시에서도 또한 안전을 담보하는 돈을 얻었고

2748) 터키 아크사라이 주의 주도이며 콘야에서 동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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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시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군대들이 취하였던 전리품을, 약속된 관습에 따라 자작

나무 가지로(Ghān) 묶어 갖가지 종류의 물자를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였다.

사이드 호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아이딘 지역과 예속민들에게 가서 그들을 약탈하

고 해안까지 몰아내었으며, 적들 중에 어전에 있던 이들 모두, 그리고 붙잡았던 모두를

살해하고 약탈하였다. <신께서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저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니라.>2749) 그리고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이 장

악하였던 카이사르의 창고와 부르사의 물자들을 행렬 별로 운반하였고, 이을드름 바야

지드의 부인과 자녀와 예속민들과 함께, 그의 손아귀 아래의 여성 노예들과 함께 모두

를 운반하여 쿠타히야에서 報告의 영예에 이르게 하였다. 사힙키란의 자비로움은, 이을

드름 바야지드의 부인이자 라스 아프란지의 딸인 데스피나(Despīna)2750)를 그의 딸과

나머지 예속민들과 함께 남편의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신앙을 양성하는 왕의 도움으로

그때까지 카이사르의 집에서 이교도로 지내고 있었던 그 여인은 이슬람의 고귀함이라

는 행운을 얻었다. 그리고 셰이흐 샴스 앗 딘 무함마드 자지리를 또한 데려왔었는데,

손에 입을 맞추는 행운으로 드높은 영광을 얻었으며, 승리의 구현에 동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미르 무함마드 이븐 카

라만(Amīr Muḥammad ibn Qarāmān)2751)을 후원자이신 사힙키란의 왕궁으로 데려왔는

데, 왕다운 자비는 그를 돌보심의 눈길로 바라보았고, 예복과 허리띠로 환대와 평안을

제공하였으며, 모든 카라만(Qarāmān)2752) 지역, (즉) 콘야와 라란다(Lāranda)2753)와 아

크 사라이와 안탈리야와 알라이야 등을 예속민 및 부속물들과 함께 [1162] 그에게 주었

다. 그리고 아크 샤흐르 또한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그 분의 호의의 행운으로 인

해 前述한 왕국은 오늘까지도 그에게, 그 후에는 그의 자녀에게 있다.

276.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쿠타히야에서 이동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쿠타히야의 하영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흥분

으로 보낸 지 한 달 후에, 행운으로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갔다. 유수진의 통제를 위해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를 샤흐르 누(Shahr-i Nū)2754)에 남겨 두고 세계의 피

2749) Qur'ān, Sūra al-R'ad : 11.
2750) 세르비아 출신의 황후 올리베라 데스피나. 바야지드가 사망한 후 세르비아로 돌아가 친족들
과 살다가 1444년에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751) 알라 앗 딘 할릴의 아들 카라만 알라 앗 딘 벡을 일컫는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터키
의 지방인 카라만에서 13-15세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카라만 조(Karamanid, Karaman Beyliği)
의 군주이다.

2752) 콘야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라만 주의 주도.
2753) 이란본Ⅰ에는 'Lāq zanda'로 되어 있다.
2754) 새 도시라는 뜻으로, 앞서 ‘양기 히사르’, 지금의 ‘예니셰흐르’라 불리는 곳의 페르시아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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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인 왕궁으로 왔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자한샤, 그리고 순자크 바하두르는 행운과 연관된 등자에 동반하기로 하고 길을 가던

중에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에 합류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조공을 바

쳤다.

왕국과 신앙의 업무를 위해 계시되었던, 세계를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이 명령을

내렸다. “여러 죄가 드러났었던 사인 티무르와 그의 형제 마라드를 야사에 처하도록 하

고, 사인 티무르의 아들과 그의 다른 형제들 또한 어디에 있든 간에 바로 그 (죽음의)

셔빗을 맛보게 하라.” 그리하여 운명이 유효케 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리고 아미르

자데 무함마드 술탄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 및 그와 함께 있었던 아미르들과 함께,

그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부르사와 샤흐르 누에서 유수진에 합류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톤구즈 룩(Tunghūzlugh)2755) 방향으로 나아갔고 산맥을 건너,

알쿤 타시(Alqūn Tāsh) 영역의 깨끗한 초원에서, 하늘과 같은 왕궁의 지붕이 토성의

테라스와 마주보게 되었다. 무력의 영웅은 아스라 야카를 보유하고 있었던 호자 피루즈

의 살해를 명하였다. 그 장소에서 다시 친목을 위한 모임이 이루어졌으며 기쁨과 즐거

움의 연회가 마련되었다. 달과 같은 얼굴과 금성과 같은 이마를 지닌 사내아이들이 달

콤한 술을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가득 찬 잔들로 봉사하며>2756) 돌렸고,

축복받은 웅장한 기쁨의 장소에서 즐거움이 넓게 펼쳐진 식탁보를 <그들은 취향에 따

라 과일을 선택한다.>2757)는 적절한 특성을 지닌, 꿈꿔왔던 기술들로 장식하였다. 그리

고 훌륭한 손맛을 지닌 수석 주방장(Khwān)들은 다양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들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며>2758) [1163]을 늘어놓았다. 천국과 같은 연회의 주변은 아

름다움을 지닌,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매 잘 보호된 진주와 같은>2759) 우

아함을 지닌 이들로 가득하였으며 다른 진귀한 것들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시] 천국의 정원보다 더 훌륭한 연회, 순배자와 술, 천국 여인들과 천국 호수
(Kūthar) 등.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 모두 힘든 노력 없이 얻었다.

그 상황에서 왕다운 성품의 자비로움은 이을드름 바야지드를 소환하였고, 고통스러

운 전투의 때에는 무력과 보복의 독을 맛보게 하였듯이, 연회의 때에는 즐거움과 희망

름이다.
2755) 이 지명은 투르크 어로 ‘돼지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2756) Qur'ān, Sūra al-Wāqiah : 18.
2757) Qur'ān, Sūra al-Wāqiah : 20.
2758) Qur'ān, Sūra al-Wāqiah : 21.
2759) Qur'ān, Sūra al-Wāqiah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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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료의 달콤함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의 생명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

두려움과 용기가 발생하였던 곳이 공포로 인해 가슴이 뛰었듯이, 우정과 친애가 있던

곳은 기쁨으로 마음이 뛰놀았으며, 안정과 평화가 확정되어 신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왕의 관례는 전쟁에서나 연회에서나, 가혹함이나 친절함이나, 처벌이나 호의에서나, 보

복에서나 관대함에서나, 엄격함에서나 조화로움에서나, 닫힘이나 열림이나, 획득함이나

제공함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살폈다. 그리하여 그를 회합에 데려왔고 왕다운 애정은

그의 부서진 마음을 다양한 위무로 회복케 하였으며, 그의 마음의 상처에 새로이 자비

의 연고를 사여하였고 그의 소망이라는 가방을 갖가지 종류의 약속된 호의라는 현금,

그 중에서도 룸 왕국의 통치권의 사여를 약속된 대로 가득 채워 주었다. (그) 술로 가

득한 가방으로 인해, 슬픔과 권태의 먼지가 그의 마음이라는 판 위에서 완전히 씻어졌

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르갈로 그의 영광의 정수리가 후원의 왕관으로 장식되었다.

[시] 2760) 만일 그의 친절이란 동풍이 지옥의 불꽃 위에 불어온다면, 하늘의 물통이
지옥에 잠잠(Zamzam)2761)과 천국 호수의 물을 부을 것이다.
만일 그의 武力이라는 따스한 바람이 바닷물 위를 통과한다면 영원히 바다 바닥으
로부터 災의 바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 후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톤구즈 룩 방향으로 향하였다.

신성한 도움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하늘의 가호로 보호와 보살핌을 행하고, 소망과 바람

의 성취를 동반하였다. <그리고 신을 찬양하여라.> [1164]

277. 소식을 전하는 이와 사신들을 사방으로 파견함과 사

방으로부터 (그들이) 도달한 이야기

사힙키란이 셰이흐 샴스 앗 딘 자지리의 아들 마울라나 바드르 앗 딘 아흐마드

(Mawlānā Badr al-Dīn Aḥmad)를 이집트의 사신으로 임명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이와

같았다. “신의 가호로 모든 룸의 왕국이 우리 왕궁의 가신들의 명령에 따라 정복되었고,

여타 이란 및 투란 왕국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이집트와 시리아 및 그에 예

속된 곳의 세케와 후트바는 모두 우리에 대한 찬양으로 귀결되는 칭호로 장식되어야

하며, 아틸미시를 즉시 파견하여 이 쪽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理性의 잘못과 自我의

자만으로 인해, 이 명령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룸에서 귀환한 후에 군대를

2760) Khwāja Muhazzab al-Dīn Abū al-Muḥāsin Naṣr.
2761) 신성한 카바의 집 근처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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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로 향하게 하여 <그는 경고된 바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관해) 알

게 할 것이다.” 그리고 룸에 대한 승리의 서와 더불어 805AH 라비 알 아왈 월 초(1402

년 9월 29일) 금요일에 여러 사신들을 그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마울라나 우마르는 명

에 따라 그들과 함께 아달리야로 가서 모두를 배에 앉히고 이스칸다리야(Iskandariyy

a)2762) 항구까지 나아가 이집트로 서둘러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되돌아왔다. 쿠

타히야가 하늘처럼 영광스러운 천막과 깃발의 중심지였을 때, 태양의 굴람이신 사힙키

란은 여러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이스탄불로 유명한 콘스탄타니야

(Qonsṭan ṭaniyya)의 타구르(Tāghūr)2763) 어전에 (보내어) 지즈야와 관세를 요구하였으

며,2764) 다른 두 사람은 아스라 야카로 달아났다가 그의 부친이 이스탄불의 맞은편에

세웠었던 고잘 히사르(Ghuzal ḥiṣār)2765)에 머무르고 있었던 술레이만 첼레비에게 메시

지를 보냈다. “(너는) 이슬람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오거나 혹은 물자를 파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전군이 서둘러 그 방향으로 나아가 (그 방향이) 물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이스탄불의 사신들이 돌아왔고 타구르는 그들과 함께 사신을 보냈으며, 복속과

봉사의 선언, 지즈야 및 관세를 받아들이고 수행하겠다는 메시지의 말과 행동으로 된

결과를, 수용과 인정의 어깨에 두고 그 명령 및 금령에 따르기 위해 복종의 발걸음으로

서서, 사신과 더불어 수많은 금화(Flūri)2766)과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을 파견하였다.

사힙키란은 지즈야를 그에게 배정하였고 사신들은 그 승인을 계약으로 강화하였으며,

왕다운 애정은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1165] 귀환의 허락을 부여하였다. 세계를 여는

깃발이 불락(Bulagh)에 이르렀을 때, 사신들이 술레이만 첼레비의 어전에서 귀환하였는

데, 그는 부친의 시대에 운명적으로 훌륭한 지위가 와지르라는 중요한 직책에 이르렀었

2762)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이다.
2763) 이 명칭은 서부 아르메니아, 지중해 동쪽 해안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 인들의 군주를 지칭하
는 범용 단어이다. 아르메니아 어로 ‘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 페르시아인들이 아르메
니아 왕이라 지칭하는 이는 비잔틴 제국의 군주 마뉴엘 팔레올로고스(ανουήλ Β΄ Παλαιολόγο

ς)이다.
2764) 티무르가 이스탄불로 파견하였던 첫 번째 사신은 1401년 여름에 파견되었으며, 도미니코 수
도회의 수사 프란시스(Francis)와 1인의 무슬림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오스만의 공격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서 유럽으로 떠났던 마뉴엘 팔레올로고스의 조카이자 당시 섭정이었던
John 7세와, 이스탄불에 위치하였던 제노아의 거점 페라(Pera)에게 바야지드와의 평화협정을 맺
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베네치아 귀족인 마르코 그리마니
(Marco Grimani)라는 인물을 통해 서신을 파견하였는데, 그 시기는 바야지드에게서 승리를 거
둔 후인 1402년 8월경으로, 오스만의 잔존세력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달아날 수 없도록 그
들의 갤리船을 준비시켜 놓으라는 것이었다(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5, p.239; Marie-Mathilde
Alexandrescu-Dersca, La Campagne de Timur en Anatolie(1402), Bucuresti: 1942, p.137).

2765) 이는 Güzelce Hisar(아름다운 성채)라는 옛 이름을 가진 이스탄불의 성채, Anadoluhisarı(아
나톨리아 성채)를 의미한다. 바야지드 1세가 1395년경에 건설하였으며, 현재 보스포러스 해협이
좁아지는 ‘쾩수’ 지역에 위치해 있다.

2766) 유럽에서 쓰이던 금화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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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셰이흐 라마단을 사신으로 하여, 수많은 동물들과 말, 풍부한 금화와 그 외의 것들로

된 선물을 그와 함께 파견하며 고하였다. “신은 어전의 하인들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의

자비는 저의 부친의 죄의 장부에 용서의 서명을 행하셨고, 훌륭한 모임에서 (룸의 왕위

에) 등극하는 길을 사여해 주셨으며, 臣에게 또한 넉넉한 자비로 수없이 많이 후원해주

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고귀한 지시가 반포되는 때 마다, 지체 없이 통치의 둥지

인 어전으로 서둘러 갈 것이며 복속의 허리띠를 매고 봉사의 의무들을 수행할 것입니

다.” 사힙키란은 그의 이야기를 만족의 귀로 들었고, 보석을 흩뿌리는 혀를 움직였다.

“무엇이든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운명의 펜이 기록하는 대로

발생되었다. 지금 과거는 지나갔으니 절대 깊이 걱정하지 말고 (이리로) 와서, 두려움이

가리운 바를 완전히 제거하면, 은혜와 돌봄의 영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셰이

흐 라마단을 허리띠와 모자로 영광스럽게 하고는 다시 파견하였다. 한편 아미르 샤 말

릭과 함께 공격을 위해 갔었던 술탄 마흐무드 칸이 예기치 못한 병으로 인해 쿠축 바

를락(Kuchuk Barlagh)2767)에서 신의 자비의 그늘에 합류하였다. 이 사건의 소식이 사힙

키란에게 이르렀을 때 슬픔의 불길이 내면의 불잔에서 불타올랐고, 아픈 마음의 눈물이

축복받은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리고 승리의 혀가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

가나이다.>2768)의 말씀을 위해 열렸다. 그 가운데에 다른 아미르들과 군사들과 함께 원

정을 위해 갔었던 아미르 샤 말릭이, 바닷가에 위치하였던 쿠축 바를락과 아크 야카(Āq

yaqa)와 아달리야 전체를 공격하였는데 아달리야에서 셰이흐 알리 실라니(Shaykh 'Alī

Sīlānī)와 셰이흐 핫지 술두스(Shaykh Ḥājjī Suldūz)가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 그 후 한

밤중에 해안을 완전히 약탈하였으며 모든 만타샤와 타카 일리(Taka-Iīlī) 지역을 약탈하

여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풍부한 전리품과 끝이 없는 물자들과 도구들과 함께 되

돌아와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합류하였다. 태양이란 잠시드가 [1166] 가을 성좌를 거

쳐 가고 있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인 태양이 그림자를 톤구즈 룩에 드리웠고, 승리

를 동반하는 대오가 그 곳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먼저 아이딘 무리들을 향해 공격하러

갔다고 前述된 사이드 호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는 귀환 후에 톤구즈 룩으로 와 있었

다. 그 지역은 동영지(Gharmsīr)였고 그곳의 공기가 매우 혹독하였으므로 그와 함께 있

었던 군대의 일부는 잘못된 건강상태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또한 예기치 못한 큰 병이

생겨났다. 사힙키란은 <무슬림 중에 누군가는 그를 위해 죽을 때 까지 7000명의 왕이

기도하지 않고는 무슬림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만일 돌아온다면, 돌아올 때 까지 7000명

의 왕이 기도해야 한다. 그는 천국의 (죄 많은) 어린 양이 되었으니, 그에게 가장 훌륭

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2769)이라는 말씀에 따라, 그의 병문안에 호의의

2767) 이란본Ⅰ에는 ‘YRLGH’이라 되어 있다. 이는 칙령을 의미하는 ‘야를릭’에서 모음 ī 하나가 생
략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2768) Qur'ān, Sūra al-Baqrah : 156.
2769) 하디스에 기록된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이다(Islam Kotob, Jāmi' al-Āḥādīth wa al-Āth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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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의 심각한 병세에 빛으로 가득한 왕림의 영예로, 치유를 사여하는

셔빗을 부여하였다. 병이라는 상황에 대한 혀가 이와 같은 시의 내용을 노래하였다.

[시] 나의 존재가 저 세계에 나타났지만, 당신의 친절이라는 희망이 다시 나를 이
세계로 데려왔다.

그 주변에 어떤 샘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머무는 곳마다 돌로 만들었다.2770) 일부

군사들이 그 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마셨는데,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278. 동영의 장소를 결정한 이야기

사힙키란은 노얀들과 샤자데들과 함께 동영지에 대해 상의하였고, 훌륭한 샤자데들

과 위대한 아미르들을 하나하나씩 각 도시에 임명하여, 겨울에 그곳에 머무르도록 하였

다. 그리고 사람을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어전에 파견하여, 그 방면의 도시와 지

역들을 공격하고, 사르한 일리(Sarhān Iīlī)에 있는 마그니 시야흐(Maghnī Sīyāh) 도시

에 동영하도록 하였다. 샤자데는 양기 히사르에서 부르사로 이동하여, 미할리즈로 향하

였다. 그 곳에서 여러 날 머무른 후 그곳을 출발하여 발리키시르(Bālikisirī)2771)로 갔으

며, 그 도시와 영역을 약탈의 바람에 날려 보내고는 초원에 안착하였다. [1167] 밤에 어

떤 망루를 통과하였을 때, 일야스 수바시(Iīlyās Sūbāsh)가 그 주변의 여러 지타그 무리

와 함께 야습을 행하였는데, 정탐병으로 가 있었던 아미르 와파다르(Amīr Wapādār)가

소식을 늦게 전해주었으므로, 적들이 갑자기 오르두를 흘러들었다. 병사들 중에 일부는

원정을 위해 흩어져 있었고, 오르두에 있었던 일부는 경솔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샤

자데는 말을 몰고 오르두에서 달아났다. 아미르 자햔샤와 다른 아미르들 또한 그 밤에

모여서 공격을 감행하여 보복의 손으로 그 뻔뻔한 자들의 수많은 머리를 발에서 분리

하였으며, 바로 그 초원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후방에 있었던 샤자데의 물자들이 도달하

도록 며칠 동안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미르 자한샤와 아미르 순자크를 군대와 함께

푸르가마(Purghama)의 방향으로 파견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를 영역과 함께 약탈하였

다. 그리고 샤자데는 모든 해안을 공격하고 약탈하였으며 마그니 시야흐로 가서 그곳에

서 동영하였다. 마그니 시야흐는 어떤 산자락에 위치하였는데, 그 흐르는 강물들이 극히

alatī Kharjhā wa ḥkm alaīhā al-Ālbātī 2-2-1, No. 2607, p.177).
2770) 이란본Ⅱ에 의하면 이 샘물은 트레버틴이라는 성분을 함유한 샘물이라고 한다. 트래버틴은
물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가라앉아 생긴 석회암이며, 대리석의 한 종류로 용천 침전물이나
종유굴 속의 석순, 종유석을 형성한다. 터키에는 종종 이와 같은 성분으로 인한 하얀 색의 지형
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관광지로 파묵칼레가 있다.

2771) 부르사에서　서남쪽으로　약　1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발리케시르(Balike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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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고 조화로웠으며 그곳의 겨울의 공기는 봄의 동풍보다 부드러웠다. 아미르자데의

동영으로 인해 샤루흐와 좌익군은 갸르미언 일리(Gharmīyān Iīlī)의 영역을 배정받았고,

샤자데는 울룩 바를락(Ulugh Barlagh)2772)과 쿠축 바를락 가까이에 동영 하였다. 그리

고 사힙키란은 톤구즈 룩을 행운으로 출발하였고 다양한 물자와 훌륭한 과일로 가득한

도시였던 두가르 룩(Dūghar lugh)에 이르렀을 때 그 곳의 주민들에게 안전의 예복을

사여하였으며 체결되었던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 외에는 어떤 사람도 공격하지 않았다.

세계 정복자의 대오는, 티무르타시가 그 초입에 다리를 만들어두었던 민두라스

(Mindūrās) 강2773)을 건너 안착하였는데, 그 곳에서 만타샤 하킴의 아들들, 이을드름의

부족과 가문 중에 시나프(Sīnāb)라는 이들과 있었던 아미르 무함마드(Amīr

Muḥammad)와 이스판디야르(Isfandīyār)2774)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기쁨을 얻었고 수천 마리의 말을 선물로 바쳤다. 왕다운 자비는 동료들 중

에 그들에게 더욱 많은 호의와 도움이라는 은총을 제공하였고, 예복과 모자와 허리띠로

훌륭하고 위대해졌다. 이스판디야르는 승리의 대오에 동반하게 되었고, 아미르 무함마드

는 세금을 수용하여 회계원들, 일야스 카우친과 피루즈 샤(Pīrūz Shāh) (이븐) 닉루즈

샤 사르바트다르(Nīkrūz Shāh Sharbatdār)와 함께 [1168]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승

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요새 구잘에 이르렀을 때, 며칠 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고, 대리인

들과 회계원들이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였다. 그 주변에는 어떤 산이

있었는데, 뻔뻔한 지타그인들 중에 200명이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군사들 중에 땔감과

건초를 위해 그 산으로 갔던 몇몇을 공격하여 살해하고 약탈하였다. 사힙키란의 인식의

광선이 그 상황에 드리워졌을 때 밤에 지시를 내려, 일부 용감한 병사들로 하여금 그

산을 포위하게 하였고, 태양이라는 칼의 象이 수평선 자락을 물들였던 새벽에, 산이라는

명주로 된 옷 주머니를 그들의 피로 물들여,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그곳에서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그 장소에서 병들었

던 마울라나 압둘 자바르 호라즈미(Mawlānā 'Abdul-Jabār Khwārazmī)가 신의 호의의

그늘에 합류하였다. 세계를 여는 깃발이 며칠 후에 고잘 성채에서 출발하여 신의 가호

아래 나아갔고, 아야 살리크(Ayā-Salīq)의 마을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여러 날을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얻은 후에, 그곳의 백성

2772) 데니즐리와 콘야 가운데, 에기리디르 호수 좌측에 바를라(Barla) 산이 있으며, 그 좌측에 ‘울
루 보를루(Uluborlu)’라는 성채가 있다.

2773) 이즈미르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이 소 멘데레스 강이라면, 데니즐리 주 북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이 대 멘데레스 강이다．

2774) 터키 북부의 카스타모누 주, 시노프 주 등지를 통치하였던 아나톨리아의 투르크멘 왕조의 군
주 父子, 이스판디야르 조(Isfandiyyarid), 혹은 Beylik of Sinop, Beylik of Isfendiyyar
(İsfendiyar Beyliği), Jandarids 및 Beylik of Jandar (Candaroğulları, Candaroğulları Beyliği)이
라는 다양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 오스만 휘하에 있었으며, 15세기 중반 오스만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해 병합되었다. 『勝戰記』에서는 그들의 니스바를 만타샤라 일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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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보호를 위해 한 다루가를 임명하였고, 나스르 알라 탐가치(Naṣr 'Allah Tamghājī)

를 물자들의 장악을 위해 남겨두고 신성한 보호 및 안전과 더불어 그곳을 출발하여, 룸

의 유명한 도시 중에 있었던 티라(Tīra)2775)의 외곽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회계원들을

임명하여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조사하였다. 아미르 무함마드 만타샤와 함께 물자를

갖기 위해 와 있었던 무리들이, 전술한 아미르 무함마드가 파견하였던 수많은 현금과

말들과 다른 가축들과 다양한 선물들과 함께 이 곳에 도달하여 그 물자들을 바쳤다. 이

와중에 그의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 즉, 해변에 한 성채가 있는데 극히 견고하였고, 모

두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져 세워져 있었다. 세 방향이 바다로 방비되어 있으며, 한 쪽

에는 육지가 있는데 두 개의 깊은 해자가 파여 있었고 각각은 아래부터 위까지 돌과

석회로 만들어져 있었다. 저주받을 유럽인들 중에 다수가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을

이즈미르(Izmīr)2776)라 불렀으며,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그곳을) 성스러운 장소

로 여겼다. [1169] 그리하여 다른 지역에서 성지순례의 목적으로 그곳에 필요한 물품과

자선 물품을 보내곤 하였다. 그 성채로부터 1마리 말을 달릴 수 있는 거리에, 두 개의

다른 요새가 산 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또한 이즈미르라 불렀다. 그 거주자들은 무슬림

이었는데 이 두 성채의 주민들 사이에 밤낮으로 전투가 펼쳐졌다. 이즈미르는 바다에서

이교도들과 세 방향에 접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배로 다가와 먹을 것

과 입을 것, 무기와 전쟁 도구 및 다른 생필품들을 그곳에 가져왔다. 그 곳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의 한 구석에서 저항의 발을 짓누른 채 계속 반항하고 있었지만, 유럽인들

에게서 크고 오롯한 후원과 도움이 그곳을 돌보는 데에 있어왔으므로, 결국 그 때까지

이슬람 주민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장악의 손을 뻗지 않았고 지즈야나 세금을 어

떤 왕에게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저항과 적의의 손으로 이 지역 주민들

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부친 또한 여러 번 성전을 위한 허리띠

를 묶고 군대를 이끌어, 힘이 닿는 한 노력을 하였으나 승리에 이르지 못하였고 되돌아

갔다. 이을드름 바야지드 또한 7년 동안 그곳을 포위하였으나 목적에 이르지 못하였다.

무슬림들은 그 성채에서 노력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계속 살해가 일어나

피의 개울이 바다에 합류하고 있었다. ‘신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것이다.’

279. 이교도 인들이 있는 이즈미르에서의 聖戰과 그 승리

의 이야기

2775) 아이딘에서　남쪽으로　３０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명．
2776) 소아시아 서부의 항구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기원전 이오니아 인들에 의해서 ‘스미르나’
라는 도시로 개발된 후 그리스인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한 곳이 있던
곳으로, 소아시아가 점차 이슬람화 된 후에도 이곳은 유럽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티무르의
원정이 진행되던 15세기 초반에는 최후의 십자군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
으므로 본문과 같이 유럽인들의 성채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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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도(Ghabr)2777)들이 있는 이즈미르의 상황이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의 판에 새겨

졌을 때, 이슬람의 분노의 땀, 신앙을 위한 마음이 움직였고, 그 반역자들이 일으킨 소

동의 진압 및 그들의 몰살이 왕다운 마음으로써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여겼다. 복종해

야 하는 업무가 (다음과 같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다른 아미르들은 그 요새로 가고, 전통적인 방식

에 따라 우선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을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인 무함마드

가문의 종교로 초대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행운이 돕는다면 이슬람으로 들어올 것이

니, 그들을 위무하고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며, 여러 가지 왕다운 애정과 아름다움이 그

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알리도록 하라. [1170] 만일 반기의 머리를 떨어뜨리고 저항을 버

리며, 지세와 관세의 수행을 복종의 어깨로 짊어진다면, 지즈야를 그들에게 배정하고 물

자를 취하라. 그리고 만약 사악한 선례에 따라 저항과 폭력의 깃발을 들어 올린다면,

성전의 칼로 소동과 혼돈의 무리들의 뿌리를 뽑아내도록 하라.”

샤자데와 노얀들은 명에 복종하여 지체 없이 나아가 사신을 이즈미르에 파견하였

고, 그곳의 주민들에게 갖가지 두려움과 희망을 제시하여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그러

나 신의 명령이 그들의 영원한 불운을 향해 흘렀으므로 위협적인 약속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 요새의 주인이었던 마흐누스(Māhnūs)는 유럽인들에 속해 있었으므로,2778)

로만(Rumān)과 갈라타2779)와 삼순(Sāmsūn)2780)과 두브루인(Dūbrūyīn)2781)과 한잘

(Khanzal)2782)과 바르디나(Bardīna)2783)와 사비르(Sabīr)와 담리(Damlī)와 삼두크

(Samdūk)와 임루즈(Imrūz)와 이나루(Inarū)와 라클루(Raklū) 및 그 예속민들을 향해 주

변과 사방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군대를 청하였다. 전투를 위해 프랑크의 사령관들과 바

하두르들의 거대한 군대가, 마치 심판날의 지옥불에 있던 악마처럼 그곳에 모여들었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 중에 전투와 방어를 위한 강력한 도구와 무기에 대해 신중

2777) 이 용어는 본래 조로아스터교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이나, 점차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이 당시 이즈미르에 있었던 이들은 십자군 원정을 따라 유럽에서 도래하였던 기독교인
들이었다.

2778) 이 당시에 이즈미르에 주둔해 있던 크리스트교인들은 구호기사단이었다(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p.238).

2779) 이스탄불의 대 마할레 중에 하나. 그러나 15세기 초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의 갈라타는
제노아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페라(Pera e Galata)로 볼 수 있다.

2780) 터키의 중북부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이며 동명인 州의 州都. 기원전 6세기부터 밀레토스
인들의 식민지로 개발되어, 줄곧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 인들의 거주지이자 카톨릭 교회의 주교
좌 도시였다. 중세 이후에는 셀주크, 룸 술탄국, 트라브존 왕국을 거쳐 제노아의 식민지로 있다
가 오스만의 침입을 받았다.

2781) 『歷史의 精髓』에는 이 이름이 ‘QBRŪS’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판본에는 NĪRŪS로 되어 있
다(ZT/Jawādī 2, p.976).

2782) 전게서에는 ‘Janjak’라 되어 있다.
2783) 앙카라 북부에 위치한 바르틴 州의 州都 바르틴(Bart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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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사와 정비를 행하였다. 이슬람 군대의 수장들이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서 있는 자에게 상황을 고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식의 광선이 세

계 정복자인 왕의 밝은 마음이라는 거울에 내리쬐어졌을 때, 성전이라는 중요한 업무의

수행을 세계정복자의 마음 속 방책으로 삼았으며, 밝은 판단으로 유수진을 티라 도시

자락에 두었다. 비록 겨울이었고 거대한 눈보라가 일어났으나,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위

해 말을 몰았으며, <신만이 너희를 위한 가장 훌륭한 보호자 되시며 최선의 승리자이시

다.>2784)라는 보살핌의 가호로 이슬람의 깃발을 이즈미르 측으로 향하게 하였다. 상서

로운 날인 805AH 주마다 알 아왈 월 6일(1402년 12월 2일) 토요일에, 승리를 상징하며

곁이 보이지 않는 군대와 함께,

[시] 사자처럼 용감한 모든 이들은, 바다의 바닥에서 먼지가 솟아올랐던 전쟁의 날
에.

세계를 누비는 대오가 (신에 대한) 의존의 고삐를 신성한 승리의 손아귀에 맡겼다.

[1171]

[시] 더욱 상서롭게 시간이 흘렀고, 행운은 매 시간마다 증가되었다.
군대가 끝에서 끝까지 움직였고 시공간이 들끓어 올랐다.

위대한 장소에서 명령이 사방으로 반포되었고, 우익의 군대와 함께 마그니 시야흐

동영지에 있었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아미르자데 미란샤

와 그의 아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 아미르 자한샤와 다른 아미르들 모두 신앙의 승

리를 위해 나아가기로 결정하여 이즈미르로 향하였다. 승리를 동반하는 사힙키란의 승

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 빛나는 요새를 향해 도달의 고삐를 돌렸을 때, 큰 북과 게우

르카의 울림에 따른 진동, 병사들의 함성소리와 들끓음과 포효로 인한 흔들림 때문에,

하늘과 해의 눈과 귀가 멍해지고 어두워졌으며, 호전적인 군대라는 바다의 파도로 인해

그 끝없는 해안가 옆에서, 실로 <그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

신다>2785)는 상황이 나타났다. 승리로 귀결되는 군대는 명령에 따라 성전사다운 신에

대한 찬미와 찬사의 읊조림을 드높은 하늘 위로 뻗었고, 종교적인 분노로 인한 증오를

안고 이즈미르의 점령을 향해 나아갔다. 육지와 접해 있던 성채의 한 방향에서 전투가

발생되었는데 아미르들은 자신의 보호용 장벽을 앞에 두고 나큽치들은 임무를 행하였

으며, 공성전 도구를 마련하여 투척기와 노포 및 그와 같은 것들을 설치하였다.

2784) Qur'ān, Sūra al-Anf'āl : 40.
2785) Qur'ān, Sūra al-Rahman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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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786) 대문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다. 모든 화살과 유리병을 던졌다.

세계 정복자의 판단은 바다를 면한 곳에, 용감한 전문가인 아미르 샤 말릭을 남겨

두어 운명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3개의 높은 기둥을 단단히 세워 물 한 가

운데에 서로서로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도막을 던져 다리의 형태로 단단

하게 되도록 하였고, 요새부터 세 기둥의 밑둥이 땅에 이르는 곳까지 양방향에서 승리

의 병사들이 그 위에 견고하게 서서 전투와 방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을 마

련하였다. 그리고 이슬람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장막을 쥐고 그곳으로 올라갔으며 용기

의 팔을 뻗어, 요새 방향에서 성채의 주민들과 함께 전투를 행하였다. [1172] 한편 바다

방면으로는 길이 닫혀, 요새의 사람들을 돕거나 무언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과 아미르자

데 미란샤는 아미르들과 함께, 유수진을 마그니 시야흐의 동영지에 있는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의 책임 하에 두고 축복받은 병영으로 합류하였다. 아미르자데 무

함마드 술탄은 전투의 지옥불을 점화하였고, 그 군대의 바하두르들은 앞으로 나아가 최

대한 훌륭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의 지시가 반포되었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

의 용감한 자들은 단번에 일에 돌입하여 전쟁과 전투를 향해 강력한 팔을 펼치도록 하

라.” 투만과 천호의 아미르들은 하늘같은 병사들과 더불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진격하

여 파괴와 살해의 불꽃을 피웠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부터 아침까지 양쪽에서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한 순간도 안정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이슬람을 지지하는 측에

서는 신에 대한 찬사를 읊는 성전사들의 소리가 모든 금성과 수성의 하늘의 궤도를 넘

어섰고, 힘과 권력의 손을 화살과 활에 뻗었으며, 철로 된 매가 전장의 창공에서 부리

로, 죄를 지닌 이교도의 영혼이라는 새를 사냥하기 위해 끊임없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화포와 투척기와 노포의 타격으로 요새의 탑과 담벽을 조각내었다. 성채 위에서는 나쁜

행동을 하는 이교도들이, 고집과 적의의 발을 견고히 다졌고, 투화기와 기름 유리병과

소화살과 돌을 지체 없이 내던졌다. 당대의 위대한 자들의 고함 소리와 울부짖음이 뒤

늦게 화성과 토성에 닿았고, <태양이 뜨고 지기 전인 밤>2787), 무슬림과 이교도 사이에

전쟁의 불꽃이 불타올랐을 때 검은 비단과 같은 구름이 성전사들의 전장에 물을 부어,

노력의 치맛자락을 하늘의 허리를 휘감은 것처럼 계속 비가 내렸다. (이에) 바다가 위

험에 대한 걱정에 잠기고, 혼란스럽고 씁쓸한 입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떡 벌어질

정도였다.

2786) Ferdowsī, Shāhnāma.
2787) Qur'ān, Sūra al-Ṭaha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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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흐르는 비바람과 울부짖는 천둥과 예리한 번개, 구름의 연기로 인해 별들의
눈에 눈물방울이 흘렀다.
주변의 바다가 水葬될까 두려워하며 머리위로 박수를 쳤다, 땅 위에 모든 비바람이
일어났다.

이 나날 가운데에 신앙인을 후원하는 사힙키란은 승리로 귀결되는 성전사들의 일

들을 처리할 때 [1173] 한 순간도 소홀하거나 태만하지 않았다. 나큽치들이 굴을 팠고

돌들을 바깥으로 운반하여 성채의 탑과 성벽을 막대기의 끝으로 막았을 때, 운명의 흔

적인 명령이 반포되었다. “굴에 기름으로 얼룩진 땔감을 쌓고 불꽃을 피워라.” 요새의

벽들은 적들의 전도된 운명처럼 넘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요새의 벽에서 절

망과 손해의 땅에 떨어져 <불행한 거주지>2788)인 지옥이라는 죽음의 영역에 합류하였

다. 승리의 전문가인 성전사들은 성전의 칼의 손잡이를 잡고 신앙이 없는 자들에 맞서

도검을 내리쳤으며, 구멍에서 나와 가브르인들을 파괴하고 패배시켜 요새를 점령하였다.

그렇게 승리의 아침이 <신의 원조와 신속한 승리>2789)라는 장소에서 떠올랐으며, 생명

을 지닌 세계인들과 신앙 및 선험적 지식을 지닌 군주의 마음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

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2790)는 소식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었다. 그 훌륭한 승리는 무슬

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선물이었으므로, 신실한 신도들은 증오의 단도로 가브르인들을,

스스로를 죽음의 구렁텅에서 두려움의 바다 한가운데로 내던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희

생의 형태로 모두 머리를 베었다. (또한 바다에 뛰어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익사하여,

실로 <바다가 그들을 완전히 덮쳐 삼켜 버렸노라.>2791)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극히 일부가 천신만고 끝에 스스로를 배에 던졌다. 순응해야 할 명령에 따라 어지러움

을 일으키는 지붕의 정점에 돌과 벽돌로 세웠었던 요새와 집, 나머지 건축물들 모두를

땅과 평평하게 되도록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모든 돌과 벽돌과 그 도구들을 바다에 던

져 실로 <그들에게 투쟁하라, 신은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시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믿음이 있는 백성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니라

.>2792)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다. 일부의 유럽 지역에서, 배중에 ‘구케(Ghūka)’2793)라 불리

2788) Qur'ān, Sūra al-Ibrāhīm : 29.
2789) Qur'ān, Sūra al-Ṣaff : 13.
2790) Qur'ān, Sūra al-Ṣaff : 13.
2791) Qur'ān, Sūra al-Ṭaha : 78.
2792) Qur'ān, Sūra al-Tūbe : 14.
2793) 기록에 따르면 이 배는 갤리(Galley)라는 이름을 지닌,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의 일종으로,
길고 호리호리한 선체, 얕은 吃水(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 역시 낮
은 乾舷(흘수선에서 상갑판 윗면에 이르는 부분)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바람을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노예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배였다. 고대부터 19세기에 이르기
까지 사용되었던 배이다. ‘구크’라는 이름과 가장 유사한 배로는 13-4세기 북유럽에서 사용되었
던, 바이킹의 배를 계승한 코그(Cog)이나, 코그의 특징은 돛이 하나이고, 또한 당대의 유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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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두 개 이상의 돛이 있고 전문가들과 무기와 전쟁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대한

배가 이즈미르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도시와 성채의 어떤 흔적도 보지 못하여 당혹스러워하였다. 그리고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배를 멈추었다.

그의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어, 성전의 칼로 몸에서 베어내었던 이교도인들의 머리

중에 몇 개를, [1174] 火箭을 이용하여 배를 향해 던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화포병들

이 여러 개의 머리를 그들에게 던졌고, 일부가 배에 떨어졌다. 그 마음의 눈이 먼 자들

이, 머리에 달린 눈으로 자신과 같은 눈을 지닌 이들의 머리를 보았고, 상처를 입은 채

로 돌아갔다.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처음 이즈미르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 정복이 마무

리되었을 때까지 대략 2주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 그 성채의 상황을 보았던 그 지역 사

람들, 특히 이을드름 바야지드는 경악의 손가락을 혼란의 입속에 두었다.

[시] 2794) 왕다운 도검이 이처럼 드러났고, 왕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이처럼 해나갔
다.

다시금, 사힙키란은 왕좌와 세계 정복에 있어서 다른 단계에 있었고, 승리의 터키

석은 그에게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음이 모두에게 명확해졌다.

[시] 이 행운의 업무는 다른 곳에 있다, 이 비밀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저술하는 자들은 몇몇 저서 중에, 이즈미르 자락을 무슬림들이 통과하였다는 이야

기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 전쟁에 동행하였던) 길동무 중에 하나가, 전술하였던 상황

을 적절한 장소에서 다시 언급하였는데, 그런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시의 형태는

지체 없이 기억되어 뇌리 속에 담겨졌다.

[시] 이즈미르는, 세계 정복자의 후원자이신 아미르 티무르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고 어떤 왕도 그 성벽 위에 정복의 밧줄을 드리우지 못하였던 그 요새.
7년의 전투에서 카이사르도 그 위에 어떤 변화의 먼지를 일으키지 못하였는데
그 왕에게 그곳이 정복되고 그 밑 둥이 파내어졌다. 2주 만에 쉽게 획득되었다.
이것은 강력한 팔과 훌륭한 처리에 따른 완벽한 성취이다.

280. 사신들이 다시 한 번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아들들의

료에서는 이 지역에서 갤리가 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10, p.239).

2794) 'Unṣur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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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에 도달한 이야기

전술한 상황 중에, 이전에 술레이만 첼레비로부터 사신의 관례로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에 왔었던 셰이흐 라마단이 [1175] 다시 왔고,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으며, 동물들과 말들과 값비싼 직물들과 수많은 금화들로 이루어진 선물을

조공의 관습으로 바쳤다. 그리고 겸손과 간청의 혀로 고하였다. “왕다운 애정은 이을드

름 바야지드의 죄라는 그림을 용서의 펜으로 그렸고, 극도의 보살핌과 다양한 자비와

고려를 그에게 베푸시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완벽한 친절함과 끝없는 호의로 후원과

도움에 대한 바람이 증대되었으니, 희망이라는 광장이 극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이슬람

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장 미천한 노예인 그의 長子는, 헌신과 지원의 자리에 서서 (당

신의) 왕좌에서 내리신 명령과 금령의 항목에 관해, 봉사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복종의 귀를 명령의 창문 위에 두겠습니다.”

사신이 이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왕다운 자비로운 성품은 애정의 눈길로 무질서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황제의 자녀들을 임명하였으며, 아스라 야카 전체 및 그 영역 모

두의 통치를 그에게 양도하였고,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축복받은 탐가 인장으로 그

에게 반포하였다. 그리고 사신에게 값비싼 예복과 금 안장으로 차려진 말과 여러 가지

위무로 영광을 얻도록 한 후 귀환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술레이만 첼레비를 위해 금으

로 자수된 예복과 모자와 허리띠를 파견하였다. 그 때에 같은 방식으로 그의 형제 이사

첼레비의 어전에서 쿠툽 앗 딘이라는 이름의 사신이 군주의 둥지인 어전으로 서둘러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의례를 행하고 선물과 조공을 바쳤으며, 그에 대한 지지와 복종

의 상태를 고하였다. 축복받은 호의의 도움으로 인해 그의 희망의 눈 또한, 선물의 파

견과 사신의 위무 등의 다양한 자비를 통해 밝아졌다.

[반구M iṣrā’] 이 지역에서는 어떤 자도 절망하지 않았다.

고귀한 태양과 같은 판단력이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명하기를, 이즈미르에

서 1일 거리에 있으며,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푸차(Fūcha)2795) 요새로 [1176] 진격하도

록 하였는데, 유럽인들 중에 여러 무리들이 그 성채에 피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자

데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급히 움직였고 요새의 주변은 승리를 동반하는 깃발이 안

착하는 장소가 되었다.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병사들의 처벌에 관한 소문이 가깝고 먼

곳의 눈과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였고, 사람들이 저항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자 요새의 지도자들은 간청과 애원의 발걸음으로 어전으로 나와 지즈야를 수용하여

무력함과 복종의 목에 걸고, 목숨의 안전을 청하였다. 샤자데는 지즈야를 그들에게 배정

2795) 이즈미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4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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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대리인들로 하여금 그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지불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와

있었던 아미르들 및 군대와 함께 명령에 따라 마그니 시야흐의 동영지에 머무르고 있

던 자신의 유수진으로 돌아갔다.

281.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이즈미르에서 귀환하였던

이야기

사힙키란은 이즈미르의 이교도들을 정복한 후에, 이즈미르 주민들의 상황을 안정시

키기 위해 자비와 친절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로 하여금 예복과 위무와 사여로 영

광을 얻게 하였다. 그리고 화살과 활과 칼과 창촉 및 나머지 전쟁 도구 등 수많은 무기

들과 갑옷을 사여하여, 그 영역에서 승리의 용감한 발로, 이교도들 및 적에 대한 성전에

손을 펼치고 허리를 묶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무신론자들이 다시는 이 영역에 들어와

요새를 건축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이슬람권은 하늘의 노예인 사힙키란의 노력과 고

려라는 축복으로, 그 지역에서 무슬림에게 일어났던 이교도인들의 수많은 타격과 괴롭

힘으로 인한 혼돈과 혼란의 먼지가 깨끗해졌고, 그 지역 성전사들과 보호자들의 상황이

라는 묘목이, 그 분의 풍부한 자비와 애정과 보살핌과 보호의 훌륭함으로 인해 수천 개

의 소망과 바람이라는 꽃봉오리와 과실로 장식되었다. 그들의 후원의 등과 권력의 팔이

이교도들에 대한 성전과 사악한 자들에 대한 격퇴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앙과

샤리아에 관한 업무가 강력해지고 견고해졌을 때, [1177]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의

가호와 도움으로 이즈미르 지역을 출발하여 축복받은 유수진으로 귀환하였고, 그곳을

출발하여 행운으로 나아갔다. 아야즈 룩(Ayāzluq)2796) 황야가 승리를 구현하는 대오의

안착과 도달이라는 영예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질투를 얻었을 때, 앙카라에서 전투를

위해 나아갔다가 아스바크(Asvāq)2797) 길로 와서 카라야가즈(Qarāyaghāj)2798)에서 아미

르자데 샤루흐의 영광의 무리에 합류하였던 아미르 술레이만 샤가, 단독으로 세계의 피

난처인 어전으로 달려와 그 장소에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되돌아가 그 샤

자데에게 합류하였다.

한편 사바(Saba)2799)라는 이름을 가진 유럽의 왕 중에 하나는, 유향수지(Maṣṭak

ī)2800)가 생산되었던 히오스(Sāqaz) 섬2801)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계속하여 승리를 상징

2796) ‘아야즈’는 추위 및 그로 인해 생긴 서리를 의미하므로, 서리가 내린 곳이라는 의미의 지명이
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170).

2797) 일부 사본에는 ‘Āsūq’로 되어 있다.
2798) 투르크어로 검은 나무(Kara + ağaç)라는 의미인데, 소아시아 내의 여러 곳에 위치해있다. 그
중에서 본문의 문맥상 맞는 곳은 마니사 주의 도시 Salihli 남쪽으로 6km에 위치한 ‘Karaağaç’
이다.

2799) 이란본Ⅰ에는 시야(Sīyah)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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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병사들의 소식이 들려오자 자만과 공상으로부터 깨어나게 되어, 수많은 물자들과

풍부한 선물 및 조공을 갖추고, 현명하게 말을 전하는 사신들과 함께 (그것을) 하늘처

럼 강력하신 왕좌의 발치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간청과 겸손의 입으로 메시지를 전하였

다. “이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신 중에 가장 미천한 소인은, 지즈야와 관세의 파

견을 복속을 위한 의무로 여기며, 그 분의 가신들의 명령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허리띠

를 봉사의 허리에 묶고, 왕다운 자비와 호의의 빛이 떠오르는 곳을 향해 희망의 눈을

열고자 합니다.” 사신이 고귀한 오르두에 도달하였고, 아미르들의 중재로 조공과 선물이

보고 장소에 도달하여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 지체 없는 애정이 그 지역 지배자

와 피지배민들의 생애를 포용하였다. 지즈야를 배정한 후에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의 예

복을 사여하였고, 사신들에게 왕다운 위무로 은총을 내린 후 귀환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운명과 같은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 우마르 셰이흐와

알리 술탄 타바치와 다른 아미르들은 군대와 함께 원정을 행하여, 바잠(Bazam)2802)의

무리들을 공격하도록 하라.” 그들은 지체 없이 나아가 그 지역 전체를 공격하였고 수많

은 물자들과 다른 부산물들을 약탈하였으며, 도시를 차지하고 그 지역 전체에 대해 안

전을 담보하는 세금을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승리자가 되어 귀환하였고 고

귀한 오르두에 합류하였다. 사힙키란은 [1178] 아야즈 룩에서 말을 몰아 행운으로 나아

갔고 톤구즈 룩 정글이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을 때, 마그니 시야흐의 동영지를

나와 알라 셰히르(Ala-Shahir)2803)의 길을 군대와 함께 나아가고 있었던 아미르자데 무

함마드 술탄이 먼저 달려 나와, 특수한 일부 근신들과 함께 그 곳에서 운명의 칼리프권

이 자리한 왕좌의 발치로 왔고, 명령을 받았다. “우익의 군대와 함께 왼쪽, 앙카라 길로

나아가고, 카이세리에서 고귀한 오르두에 합류하도록 하라.”

샤자데는 톤구즈 룩에 머물러 군대가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사힙키란은 그곳을

출발하였고 성채의 술탄에게 말하였다. “지타그 무리들이 그곳 산지에 견고히 자리하고

있으니, 명하여 모두를 칼로 죽음에 내던지도록 하라.” 왕다운 애정은 쿠타히야와 톤구

즈 룩과 카라 샤흐르와 카라미안 울루스를 야쿱 첼레비, 즉 그 왕국의 지배권을 유산의

형태로 계승받았으나 이을드름 바야지드에게 쫓겨나 시리아로 갔고, (티무르가) 시리아

를 점령한 후에 승리의 형태로 축복받은 등자에 동반하게 되었던 그에게 사여하였다.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수여하고 예복과 허리띠로 은총을 내려 그곳에 머무르게 하

였다. 그리고 현재는 그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지역의 통치는 여전히 그의 아들들에게

2800) 매스틱이라 부르며 그리스 히오스 섬에서 자라는 옻나무 과의 지중해성 작물 유향수의 수액
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수액이다.

2801) 현 히오스 섬, 에게 해의 소아시아 해안 근처에 위치하며 그리스의 섬 가운데에 5번째로 크
고, 예부터 이곳에 위치한 상인 공동체로 유명하다. 이 시기에 히오스 섬은 제노아의 식민지인
상태였다.

2802) 이란본Ⅰ에는 ‘Zam’이라 되어 있다.
2803) 이즈미르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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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울룩 바를락을 향해 나아갔고 도달의 그림자가 그

지역에 드리워졌을 때,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동영하고 있던 그 장소에서 방향을 돌려

세계정복자의 대오에 합류하였다.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세계의 피난처인 병사들

이 길 주변에서 용감히 그 요새를 정복하려고 하면, 그들은 지체 없이 복종의 허리띠를

묶고 요새를 열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화살이 잘랄 이슬람의 가슴에 이르러, 그

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남자들을 살해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박한 후, 요새는 즉

시 땅처럼 평평하게 되었다.

282. 아그리 디르와 나스핀 요새의 승리의 이야기

하미드 지역에 어떤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 길이가 20파르상, 그리고 그 너비

가 네 파르상이었으며, 그 물은 달고 좋은 맛이었다. 왜냐하면 여러 거대한 강이 그곳

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곳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 그 정원과 거대한 초

원의 주변에 흘러들었다. 그 호변에 [1179] 울타리가 돌로 세워져 있었는데 아그리 디르

(Agri-dir)2804)로 알려져 있었다. 세 방향이 강과 접해 있었고 다른 한 방향은 산과 이

어져 있었는데, 역사서에는 팔라크 아바드(Falak-Ābād)라 기록되어 있다. 호수 가운데

에는 두 개의 섬이 있었는데 마치 도시와 같았으며, 하나는 정원(Gulistān)으로 유명하

였고 하나는 나스핀(Naspīn)2805)(이었다.) (그들은) 더욱 큰 나스핀에 요새를 세웠고 건

물들과 정원들을 건설하였으며 그 지역 주민들은 물자들과 도구들, 현금과 현물과 노예

들과 예속민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그것들을 그 요새에서 보살피

고 있었다.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사방에 둘러져 있던 강물에 의

지하여 두려움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한 상황이 사힙키란의 귀에 이르렀을 때, 그 요

새를 정복하리라는 의도가 고귀한 마음에서 발생하였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

었다. “유수진을 아크 샤흐르 길로 나아가게 하라.” 이을드름 바야지드는 그 때에 예기

치 못한 병에 걸렸고 몸 상태가 ‘건강함’을 벗어났는데, 왕다운 호의는 전문가인 의사,

예를 들어 마울라나 아즈 앗 딘 마스우드 시라지나 마울라나 잘랄 앗 딘 아라비 등을

그와 함께 있도록 하여 진료와 치료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유수진과 함께 파견

하였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울룩 바를락을 출발하여 밤새 나아가, 805AH

2804) 안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10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湖水名이자　호변의　남단에　
위치한　지명. 『歷史의 精髓』에는 지명이 조금 다른데, ‘Akri-dūr’로 되어 있다. 이는 본래 이
지역의 그리스 어 지명인 Akrotiri의 투르크어 발음이지만, 투르크 어로 이 이름이 ‘잘못된, 비
뚤어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약간 바꾸어 현재에는 ‘에기르디르(Eğirdir)라
부르고 있다.

2805) 『歷史의 精髓』에는 니스(Nīs) 섬이라 되어 있다(ZT/Jawādī 2, p.979). 현재 이 두 섬의 이
름은 Yeşil Ada(녹색 섬)과 Can Ada(삶의 섬)인데, 보다 큰 예실 아다는 ‘니스’라고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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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잡 월 17일(1403년 2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도달의 광선이 아그리 디르에 드리워졌

다. 다음 날 복종의 원인이 되는 지시에 따라,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아미르자데 아부바

크르와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알리 술탄 타바치와 아미르 순자크와 다른 아미르와 바하두르들이 용기의

얼굴을 요새에 두었다. 일부는 산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산자락에서 대문을 공격하여 사

방에서 전투를 행하였고,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성채를 점령하였다. 하늘같은 군대는 도

시로 들어와 수많은 적들을 무력의 칼로 베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해 스스로를 배에 던져 나스핀으로 피난하였다.

[시] 그 도시로부터 심판의 날이 발생하였다. 모두가 달아나는 길로 나아갔다.
[1180]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 영광의 장소에서 반포되었다. “배들을 엮고, 나무도막 및 소

와 말의 살로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은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

였고, 잠깐 동안에 녹색 하늘이라는 바다에 흐르고 있는 별들의 수만큼 많은 탈것과 배

들을 그 호수에 띄웠다. 모든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배에 타고 요새 나스핀으로 향하

여, 그곳을 포위하고는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질렀다. 바닷물이 그 함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끓어 올랐고 자연적으로 불길이 치솟아, 실로 <바다의 물이 불어 넘쳐 흐

름>2806)이 발생되었다.

[반구M iṣrā’] 그 놀라운 상황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었다.

요새의 사람들은 그 무섭고 이상한 상황을 목도하게 되자, 혼돈과 혼란이 내면에

발생하였고, 두려움과 당혹의 연기가 머리 위에 피어올랐다. 그들의 군주이자 대인이었

던 셰이흐 바바(Shaykh Bābā)는 목숨을 포기하고 다급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으며

급히 샤자데들의 자비의 옷자락에 희망의 손을 두었다. 그를 용기의 외침과도 같은 왕

좌의 발치로 데려가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게 하였을 때, (그는) 탄원과

울부짖음의 얼굴을 겸손의 땅 위에 두었고 목숨의 안전을 청하였다. 왕다운 용서는 그

의 피를 요구하지 않고 넘어갔으며 명령을 내렸다. “그를 徙民시키고 승전군은 나스핀

을 정복하여,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물자와 도구들을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가져

가도록 하라.” 바다처럼 넓으신 사힙키란의 마음은 모든 것을 군대에게 나누어주었다.

[시] 나스핀의 모든 물자들을 약탈하였다, 수많은 병사들이 금 가방과 왕관을 얻었

2806) Qur'ān, Sūra al-Takvīr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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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사이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어전에서 무바샤르의 아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샤자데에게 예기치 못한 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마음은

크게 걱정하여 아얀 타바치(Ayān Tavāchī)를 급히 파견하고,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급히 보내어 [1181]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세계정복자의 대오는 그

곳을 출발하여 얼굴을 아크 샤흐르 방면에 두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통

과가 좌익군이 있는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오르두에 발생하였을 때, 샤자데는 연회의 관

습을 준비하고 조공을 바쳤으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 또한 올바른 봉사

의 의무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미르 무함마드 카라만이 콘야에서 세계의 피

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안전을 담보하는 세금의 명목과 선물의 관습으로 다양한 종류,

즉 현금과 직물과 말과 낙타 등을 報告 장소에 전하였는데, 이는 그의 왕국의 힘과 역

량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를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전술하였

듯이 그의 조상들의 자리 및 다른 것들을 사여해 주었던 왕다운 자비로움은, 다시금 그

에게 다양한 자비로 특별히 위무하여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행운으로 그곳을 출발하였다.

283. 행운의 카이사르인 이을드름 바야지드와 훌륭한 지위

를 지닌 샤자데,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레이만 <모

두에게 자비와 용서가 있기를!> 의 죽음에 관한 이야

기

[시] <예언자 - 신의 평화가 그와 함께 있기를 - 의 지배는 이 세계에서 진행 중
이다.>2807)

그에게 과거를 소멸케 하는 삶, 이후의 삶 또한 그것에 연결된다.
그것은 삶이 아니다, 도리어 소멸과 다름 아니다, 진실한 삶은 神의 삶이다.

위와 같은 맥락의 증거는 이와 같다. 805AH 샤반 월 14일 목요일에 소식이 전해졌

다. “이을드름 바야지드는 아크 샤흐르에서 술탄의 힘보다 강력한 죽음의 명령으로 인

해, 영혼이라는 황제가 신체라는 국가에서 평안을 상실하였고, 지난 밤 호흡 곤란 및 디

2807) 이란본Ⅱ 미주 337에 의하면 이 싯구는 압바스 조 시기의 시인 알리 이븐 무함마드 타하미
('Alī b. Muḥammad Tahāmī)의 카시다이다(YZN/Ṣādiq, p.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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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테리아 병으로 인해 현세에서 내세로 이동하였습니다.” 사힙키란의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은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으며 눈물방울들이 축

복받은 눈과 보석을 흩뿌리는 혀에서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2808)라는 말씀에 따라 흘러내렸다. [1182] 밝은 마음을 지니고 올바른 처리를 행하는

(티무르의) 통찰력을 지닌 눈길은, 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인간의 苦心보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분의 고귀한 야심의 의도가 고

심의 두뇌로 생각의 판 위에 기록해두기를, 룸 왕국이 다양한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완

전한 안정을 얻고 모든 국가와 요새들과 도시와 영역들이 하늘처럼 강력한 가신들의

장악과 소유 下에 들어오게 되면, 이을드름 바야지드에게 끝없이 거대한 선물 및 왕좌

와 통치를 위한 도구들을 사여하여 이전보다 좋은 상태가 되게 하고, 룸을 그에게 사여

하여 그의 힘과 권력의 손으로 그 왕국과 이슬람권 경계를 보호하고 적과 우상숭배자

들에 대한 聖戰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

나 운명의 펜이 그 흐름에 역행하자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존재라는 장부는 <각 시대마

다 있었던 (神의) 율법>2809)의 명령으로 인해 마지막에 이르렀다.

[시] 2810) 나는 노력하였다, (그러나) 운명이 말하였다, 너의 역량을 넘어 다른 것이
있다.

사힙키란이 아크 샤흐르의 영역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어전

에서 다나 호자가 왔고 말로 고하였다. “의사인 마울라나 파르흐(Mawlānā Farkh)가 샤

자데에게 위장 세척약(Mushil)을 주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뒤섞인 열기가 두뇌로

향하여 병이 간질(Sar')로 전이되었습니다." 축복받은 마음은 크게 걱정하며 다나 호자

를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Dū-Asba)로 되돌려 보내어 상서로운 대오에 도달할 때 까

지 최대한 빨리 소식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운으로 아크 샤흐르에서 축복받은

오르두에 들어갔다. 왕다운 완벽한 애정은 이을드름 바야지드의 유족들을 다양한 위무

로 위로하고, 의복을 입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사 첼레비에게 특별한 예복과 보석으

로 장식된 허리띠와 도검,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전통 끈과 수레로 은총을 사여하였다.

특히 안장을 지운 100마리의 말을 사여하였고, 룸의 수도인 부르사의 지배를 그에게 부

여하였으며, 고귀한 야를릭을 축복받은 탐가 인장으로 제공하고는 파견하며 명하였다.

“아크 샤흐르에서 셰이흐 마흐무드 하이란(Shaykh Maḥmūd Ḥayrān)의 성묘2811)에 안

2808) Qur'ān, Sūra al-Baqrah : 156.
2809) Qur'ān, Sūra al-R'ad : 38.
2810) Ḥāfiz, Divān-i Ḥāfiz.
2811) 현재 콘야 주의 도시 아크셰히르 서편에 위치한 성묘. 1269년에 사망한 셀주크 조 시기의 수
피 마흐무디 하이라니(Mahmud-i Hayrānī)의 성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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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던 (네) 부친의 시신을 [1183] 장식된 판 위에 (올려놓고), 왕들의 관례에 따라 부

르사로 운반하여 그곳에 지어진 건물2812)에 안장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힙키란은 유수

진을 두고 쉼 없이 아크 샤흐르에서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에게 향하였다. 도중에

히즈르 벡(Khizr Bīk)과 이브라힘이 수장이었던 다르가트(Darghat)2813) 투르크멘 무리

들이 복종의 길을 벗어나, 길이 그 아랫자락을 통과하는 어떤 산에 피난처를 두고 그곳

을 지키고 있었다.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어, 하늘처럼 훌륭한 병사들이 그들의 격퇴를

위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진실의 아침이 떠올랐고, 하늘이란 카프 산의 정점에 있던 요

새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병사들은) 그 산 주변을 포위하고 용기의 손을 활과 화살에

게 내어주어 그 수많은 반란 세력을 죽음의 땅에 던졌으며, 일부는 달아났다. (병사들

은) 모든 물자와 이윤, 말과 낙타와 양과 소를 약탈하였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 반란자들의 상황을 통해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렸다.

[시] 왕의 행운의 옷자락을 잃은 자는, 머리로부터 올라가든, 발에서부터 내려가든
어쩔 수 없다.
누구든지 신에게 맞서는 사람은 제압될 것이다. 군주의 명에 反하는 것 또한 신에
게 反하는 것이다.

다시 나아가는 도중인 16일 토요일 낮, 다울라트 호자 일치 부카가 도달하여 고하

였다. “샤자데의 병이 악화되어 매우 심해졌습니다.” 사힙키란이 급히 달려갔고 도달하

여 안착한 후 병상으로 나아갔을 때, 고통이 악화의 극에 달하여 전혀 말할 수 없을 정

도였다. 그 분에게 커다란 고통이 발생하여, 그를 운반 침상에 눕히고 바로 그 날 이동

하였다. 카라 히사르에 가까운 세 역을 지나 어떤 역참에 자리하였을 때, 저명한 샤자

데는 신의 자비의 가까이에 합류하였다. 이 상황은 쿠이 해에 해당하는 805AH 샤반 월

18일(1403년 3월 13일) 월요일, 해가 물고기자리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였을 때2814)에

발생하였고, 그의 생애의 기간은 29년이었다. [1184]

[시] 왕이라는 정원이 수많은 고고함으로 키워낸 그 행운의 꽃을 흙 위에 뿌렸다.
왕관의 영광이 그에게 보석을 제공하였던, 통곡의 왕좌가 그 샤자데를 위해 울었
다,
(나는) 튤립과 같은 피 속에 있다, 그의 술잔과 유리병은 왜 이러한 큰 슬픔 속에

2812) 현재 부르사의 바야지드 광장 서편에 위치한, 그의 이름을 딴 건물군(külliye) 중에 일부인
성묘.

2813) 본문은 이란본Ⅱ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Ⅰ에는 ‘Darghath'라 되어 있다.
2814) 변환기 상으로는 화요일이자 파르바르딘 월 1일, 즉 노루즈였으나 본문에서는 물고기자리의
마지막 단계, 즉 노루즈 전날인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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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284. 고귀한 샤자데의 시신에 애도를 행함과 먼저 파견한

이야기

[시] 아아 슬프구나, 갑자기 행운의 정원에 있던 꽃이 이른 시기에 시들었다.
아아 슬프구나, 영광의 정점에 있던 태양이 마치 두 번째 아침2815)처럼 단명하였다.
아아 슬프구나 기사여! 마음을 사냥하는 것 외에, 대오에서 이루어낼 수 없다.
그 수장들의 슬픔과 도시민들의 슬픔, 그 훤칠한 영웅에 대한 슬픔.
세계가 그의 성취를 질투하였다, 내세에서 그를 보게 될 때 까지 슬플 것이다.
지금 비록 땅이 녹음으로 덮이고, 하늘이 옷을 벗는다 하더라도 당연할 것이다.
아아 꽃이여, 너는 당연히 수백 조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만일 기쁨의 입술을 열
려면.
아름다운 꽃잎이 보라색 얼굴을 피로 씻을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세계는 안정되어있지 않으며, 계속 이와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 왕궁은 소멸할
것이다.

사람 개개인을 부모-자녀 관계로 연결 짓는 자연적인 예속과 선천적인 애정에 관

해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메아리이다 -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

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 > 라는 말씀이 알려주고 있듯이, 사힙키란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샤자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위대한 마음속에서 인내와 참을성

이 단번에 의복을 풀었고, 신경의 고삐가 참을성의 손아귀를 완전히 벗어났으며 통치와

세계 정복의 자리에서 일어서 애도와 哭의 관습을 위해 앉았다.

[시] 눈에서 눈물이, 정수리 위에 흙이 뿌려졌고, 군주의 옷을 모두 쥐어뜯었다.
[1185]

시대의 혀는 그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였

다. 때로 이와 같은 의미를 시로 읊었는데, 弔詞가 되었다.

[시] 아아 마음의 정원에서 과일이 이처럼 급히 행운의 가지로부터 땅으로 떨어졌
을 때

2815) 태양이 떠오르기 한 시간 반전인 새벽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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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너로 말미암은 하늘의 재앙에 대해 땅은 두려워하고, 영혼은 생명처럼 마음
속에 숨을 것이다.

때로는 이 무거운 피의 무게를, (지위가) 높고 낮은 이들의 마음에 투척하였다.

[사구시] 아아 아프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슬픔이 생겨났다, 눈에는 가시
를 지닌 물보라가 쏟아졌다.
나의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새 과실이, 희망의 가지로부터 흙으로 떨어졌다.

[시Qaṭ'ih] 만일 이 애도로 땅 위가 눈물로 젖지 않았다면, 행성의 왕은 땅 위에서
길을 나섰을 것이다.
왕의 자비가 돌보았다, 즉 그가 창조하셨다.2816) 그렇지 않았다면 하늘 위에서 금으
로 장식된 모자가 벗겨졌을 것이다.

그 공포스러운 사건의 발생은 (티무르의) 비할 데 없는 상태가 변화하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즉 세계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나 다름없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요구를 역행하

게 되었다. 새로 자란 나무들과 푸른 식물들이 꽃밭과 정원에서 기쁘고 즐겁게 푸른색

과 보라색을 새로이 입었던 새 봄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검은 상복을 입었고 눈에서

강물이 흘러내렸으며 이 시를 읊었다.

[시Qaṭ'ih] 이후로는 정원을 장식하지 말고 튤립 밭을 두라. 뜨거움이 마음의 정원
을 비추면 튤립이 울부짖을 것이다.2817)

보라색이라는 가난한 자들이 무릎 위에 머리를 두었고. 찢어진 상복의 검은 옷과
함께 있었다.
셔츠의 꽃이 찢겨졌고 히야신스가 베어졌으며, 카나리아의 머리칼이 탄식의 弔辭를
울부짖었다.

아미르들과 아얀들과 그 외의 군대들, 그리고 남녀 벗들이 탄식과 더불어 검은 재

를 몸에, 거친 천과 펠트를 목에 (걸고) 흙을 머리 위에 (뿌렸으며), 돌을 품에 끼고 짚

과 재를 침상으로 (삼았다). 弔辭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1186] 토성의 슬픈 집(Bayt

al-Aḥzān)2818)에 드리워졌고, 이어지는 血淚로 인해 땅 아래의 소가 마치 물고기처럼

2816)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그는 수장(Sar Ast)이다’로 되어 있지만, 본문은 타슈켄트본을 따
랐다.

2817) 이는 튤립밭(Lālizār)와 튤립(Lāli) / 울부짖음(zār)을 각 반구의 어미에 배치한 언어유희이다.
2818) 이는 본래 예언자의 딸인 파티마가 예언자가 죽었을 때 27일 동안 슬퍼하며 지냈던 곳을 의
미하며, 메디나에 있던 이 곳에는 훗날 성묘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 凶星인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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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쳤다.

[시] 세계의 위대한 자들이 옷을 찢었다, 구름으로 먼지와 흙이 들어갔다.
모든 무리들이 허리띠를 풀었고, 슬픔의 눈에 肝膽의 피가 비쳤다.
수많은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인해, 통곡의 포효가 하늘에 닿았다.

특히 무결하시며 용서받으실 샤자데의 부인, 남겨진 가련한 하니카는,

[시] 피를 흘렸고 머리칼을 뽑았다, 그녀의 머리는 흙으로, 얼굴은 눈물로 가득하
였다
목숨을 다해 울부짖고 탄식하였다, 계속하여 정신을 잃었다.
이 세계(Sipanjī-Sarā)의 관습은 이와 같았다. 세계는 위선이 가득한 寶石商이다.
때로 기초가 없이 혼돈을 겪고 있는 마음은 그에게 복속하지 않았다.
일생동안 생명으로 키워온 사람을, 갑자기 죽음이 짓밟았다.
죽음으로부터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 어머니는 끝까지 죽지 않는 이를 낳을
수 없다.

영광스러운 사힙키란은 간담을 태우고 생명을 枯死시키는 그 재앙에 관해, 불타버

린 내면과 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축복받은 혀를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

아가나이다.>2819)라는 말씀으로 장식하고는 명하였다. “샤자데의 매장과 喪禮의 준비를

마친 후에 정의와 믿음과 더불어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2820)의 자비

로 가득한 관을 이동의 판 위에 두어라.” 200명의 기병과 함께, 그들의 수장을 일야스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와 아미르들과 다나 호자와 다울라트 호자 (이븐) 일

치 부카와 움마트(Ummat) 이븐 무바샤르와 다이살(Daysal)과 시라울 쿠쿨타시와 오르

두 샤로 삼고, 두 마리로 끄는 마차를 파견하였으며 다시금 명하였다. “우니크에 도달하

면, 다이살과 오르두 샤는 죄를 용서하는 바다의 보석을 새로운 진주조개로 만들어2821),

술타니야의 영역에 위치하였던 위대한 예언자 카이다르(Qaydār)2822)의 성묘에 <예언자

에게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두어 안식을 얻게 하고, 그 후에 사마르칸트로

과 연결 짓고 있는데, 12 성좌 중에 토성의 하우스이자 소위 ‘마침의 하우스’ 중에서도 가장 불
행한 하우스, 악령의 하우스라 알려진 12번째 성좌를 의미한다. 앞서 아미르자데가 사망한 시기
가 805AH 샤반 월 18일, 태양력으로는 물고기자리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물고기자리가 황도 12궁중에 12번째 성좌이다.

2819) Qur'ān, Sūra al-Baqrah : 156.
2820) Qur'ān, Sūra al-Furqān : 58.
2821) 탈관하고 새로 관을 만들라는 명령이다.
2822) 예언자의 조상 중에 이브라힘의 아들 이스마일의 아들 카이다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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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도록 하여라. [1187] 다른 이들은 비어있는 관과 들것과 함께 윗부분을 못으로 단단

히 하고, 우니크에 머무르도록 하라.” 그들이 나아간 후에, 사힙키란은 축복의 유수진으

로 귀환하였고, 아크 샤흐르의 초원을 출발하여 행운으로 나아갔다. 이 때에 세계의 마

을인 오르두의 주민들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그 때까지 말을 몰지 못하고 매 아침과

저녁에 계속하여 울고 탄식하며 조사를 읊고 있었다. 여러 역을 이동한 후에 아미르들

과 정부의 중진들이 무릎을 꿇고 고하였다. “이 길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

이 청색과 흰색을 입고 있으니, 이 상황을 이어나가는 것은 변함없는 행운의 뜰에는 적

절하지 않습니다.” 신이 안내하는, 不正을 없애는 판단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축복받은

마음을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2823)라는 희소식에 주목하는 것으

로 위로하였으며, 고귀한 지시는 의복의 교체를 명하지 않았으나, 백성들은 애도의 의복

을 벗었다. 그 상황에서

[시] 2824) 인생이란 의복에 날줄과 씨줄이 없게 되었으니, 검고 어두운 의복이 무슨
소용인가?

285. 이집트의 사신이 도달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사신들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의 수장이었던 바르쿡

의 아들 파라즈에게, 그의 강력함과 경외가 그 왕국 주민들의 마음에서 以前보다 더욱

커져 있었던 이을드름 바야지드에 관한 이야기 및 룸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 크고 작게

들려왔다. (그리하여)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朝廷의 가신들에게 복속과 복종하는 것

외에는 죄나 다름없으며 단지 고통을 겪게 될 뿐임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부친

과 그가 이제껏 아탈미시의 귀환에 대해 행하였던 변명, 그것이 야기하게 될 처벌에 대

해 후회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중진들과 국가의 귀족들과 상의하여 아탈미시를 감옥

바깥으로 내보내어 모임에 소환하고 크게 경의를 표하며 수없는 사과를 행한 다음. 全

이집트와 시리아 도시 내에서 하늘처럼 강력하신 사힙키란의 상서로움으로 귀결되는

칭호의 영예로, 세케와 후트바를 장식하였다. [1188] 그리고 아탈미시를 중재자로 세우

고 두 사신, 아흐마드와 아크테와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하

여) 그의 후회의 상태는 과오를 넘어섰으며, 그의 진실 된 충심은 봉사와 복종 및 해마

다 번영의 창고에 전하기로 한 지세와 공물의 수용에 관한 내용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

에 서있는 자에게 보고하였다. 조공의 관습으로 풍부한 물자들, 어마어마한 현금과 보석

과 의복과 직물들과 그 외의 것들 및 이집트의 도검과 이름난 말들과 그 외에 그 지역

2823) Qur'ān, Sūra al-Baqrah : 156.
2824)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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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중한 특산물들을 그들과 함께 파견하였다. 룸의 영역으로 왔을 때, 아탈미시가 서

둘러 나아가 사신들보다 먼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서둘러 갔고 땅에 입을 맞추

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다. 그리고 이집트의 소식과 그 지역의 수장과 주민들의 큰 두려

움과 복종에 관해,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를 얻었다. 그리하여 사신들이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에 합류하였을 때, (그들은)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고

선물들을 보고의 장소에, 파라즈의 이야기를 고귀한 귀에 전하였다. 왕다운 자비가 그의

상황을 포용하였고 자비의 혀로 명하였다. “그는 연소한 나이에 부친의 애정의 그림자

가 머리 위에서 사라졌으니, 그의 상태를 보살피는 것이 나의 마음속 책임감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만일 해방과 성취를 향한 안전한 길이기도 한 복종의 길에 견고히 발걸음

을 둔다면, 여러 보살핌과 돌봄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후원과 권력으로 왕국

과 종교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聖地 <아아, 전능하신 신이시여!>를 보호하는 봉사를 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신들을 위무하였고, 예복과 허리띠와 모자로 영광스럽게 하

여 귀환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파라즈를 위해서는 특수한 왕관과 예복,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를 보냈고 끝없는 애정과 왕다운 자비로움으로 믿음과 후원을 부여하였

다. <신의 도움과 후원이여!>

286. 승리의 사힙키란의 카라타타르에 공격을 행한 이야기

카라타타르(Qarātātār)는 투르크 부족 중에 하나인데, 뭉케 칸이 훌레구 칸을 이란

으로 파견하였을 때 자신의 군대에 포함시켰던 이들이며, 훌레구 칸이 타브리즈의 왕좌

에 올랐을 때, [1189] 가지고 있던 본성의 사악함을 이유로 이들을 徙民시켜 룸과 시리

아와의 변경에 유르트를 주었다. 상서로운 술탄, 아부 사이드 칸의 사망 이후 이란에서

왕좌의 주인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들은 반항을 시작하였고 52개의 무리가 되었고 각

百戶는 스스로 유르트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카디 부르한 앗 딘2825)의 시기가 끝난 후

이을드름 바야지드가 시바스 및 그 영역에서 군주가 되었을 때, 그들은 룸 군대에 포함

되었으며 자기 자신의 영역에 자리하였다. 그 영역에서는 地稅나 의무의 수행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 모두 좋은 시기를 틈 타 금세 부의 주인이 되었다.

사힙키란이 그들을 이동시켜 자타 울루스 사이에 둘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

의 사령관이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금으로 장식된 특별한 예복과 금으로 된

허리띠와 도검들, 그리고 다양한 애정과 위무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왕다운 약

조로 희소식을 주었다. 이 때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들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으

므로, 그들도 스스로를 예속민과 무리로 인식하여 자신의 유르트에서 안정을 취하며 머

물러 있었다. 그런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이집트 사신이 도달한 장소에 3일 밤낮을

2825) 그는 시아 계열의 대 학자이자, 18년간 시바스를 통치한 관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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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을 때, (그 분께서는)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함께 상의의 관습을 행하면서,

카라타타르를 그 곳에서 이동시켜 마와라안나흐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3-4000戶에 달할 만큼 매우 많았으므로, 명하였다. “샤자데들과

노얀들은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가, 어느 누구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들을 포위

하라.” 그리고 명령하였다. “신중하게 경계를 행하고 깊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해를 끼

치지 말라.”

명에 따라 아미르 자한샤는 다른 우익 아미르들 및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군대와 함께 투카트와 아마시아(Āmāsiyya)2826) 방향으로 향하였고, 아미르 술레이만 샤

는 좌익군의 일부와 함께 카이세리와 시바스로 향하였다. 그 후에 승리를 상징하는 깃

발이 [1190] 신의 가호와 더불어 원정을 행하여, 카라타타르 부족의 거주지였던 아마시

야 황야와 카이세리 도시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샤루흐와 술탄 후세인, 그리고

여러 군대들에게 명하였다. “그들에게서 여러 길을 막아 어떤 피조물도 그곳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라.” 그리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대오가 여러 역을 통과한 후에 카라

샤흐르 강의 다리를 건너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사람을 파견하여 그들의 칼란타르들을

소환하였다. 즉시 그들의 두 사령관, 아히 타바루크(Ākhī Tabaruk)와 마르와트

(Marwat)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서둘러 왔고,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을

때, 왕다운 애정이 훌륭한 보살핌과 친절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편안케 하는

글을 썼으며, 금으로 장식된 예복을 입히고 금으로 된 허리띠를 사여하였다. 또한 그들

의 마음에서 평안과 신뢰가 증가하도록 조약과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는 보호와 자비 외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부친과 조상의 시기에, 과거 군

주들의 명에 따라 너희의 뿌리가 있던 장소인 투란 자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너희

는 현재) 생소한 이 곳, 고향으로부터 먼 곳에서 지내고 있다. 지금 지고한 신의 명으로

이곳부터 그곳까지 한 영역이 되었고, 모두가 우리 가신들의 소유와 명령 下에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할 것이며 여인들과 자녀들과 예속민들과 모든 물

자들과 도구들과 가축들과 함께 일제히 이곳을 출발하여 오르두와 군대들과 함께 자신

의 본 유르트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의와 자비의 그늘에

서 대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라.” 그들은 기도와 찬사를 행한 후에, 말하였

다. “(저희는) 그 분의 명령과 금령을 성심껏 지지하고 복종해왔습니다. 돌보심의 피난

처에서 군주의 둥지인 어전에 봉사하는 자가 되는 행운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 그래, 그 행운의 귀환처인 家臣의 상서로움은, 이 어전에서 그에게 행운으로
의 길을 내어주는 것이다.

2826) 투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７０km　에 위치한 터키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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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힙키란은 명을 내려, 그들을 무리별로 [1191] 투만의 아미르에게 분할하였고, 그

들 모두로 하여금 가축 전체와 함께 그곳을 출발하여 나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고귀한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도 양과 네발달린 동물들을 구매하여 편

안함을 추구하거나, 달아날 생각을 떠올리지 않도록 하라.”

287. 사힙키란이 룸에서 귀환한 이야기

축복받은 (그 분의) 생각이 룸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그 지역의 중요한 업무를 완료

하고, 그 왕국의 모든 도시들과 요새들이 완전히 점령되어 장악과 독립을 완성하였다.

(지위가) 높고 낮은 자에 대한 유효한 명령에 관해 생각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저명한

카이사르와 성취를 이루는 군주들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훌륭한

왕들의 고귀한 숙고와 생각이라는 드넓은 광장을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만이 통과하

였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신의 가호와 사힙키란의 행운의 호의로 쉽고 편하게 실

현되었던 것이다. 즉,

[시] 이 동쪽 왕의 행운의 빛은 사힙키란의 내면의 훌륭함인 理性을 얻지 않고는
반짝이지 않았다.

고귀한 승리의 깃발 위에 있는 달은, 왕과 같은 아침의 수평선에서 귀환의 방향으

로 광선을 던졌다.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가 신의 도움과 가호를 받으며 나아갔고, 승리

의 군대와 풍부한 전리품들이 기쁨과 더불어, 압제에 反하여.

[시] 빛나는 이른 새벽(Tabāshīr-i Ṣubḥ)2827)이 그의 깃발 아래 나타났다, 행운과
승리가 그의 발걸음에 속하게 되었다.

그의 지시가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반포되었고, 따라야 할 명령을 술타니야로 파견

하였다.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출판 말릭 아가, 고귀한 샤자데 무함마드 술

탄의 모친이었던 한자데는 나머지 아가들과 그곳에 있던 자녀들과 함께 출발하여, 우니

크 요새까지 오도록 하라.” 사힙키란이 황제를 상징하는 룸의 일부, 카이세리에 이르렀

을 때, 그곳의 주민들과 대인들은 무지로 인해 스스로 혼란에 빠져 [1192] 굴에 숨어 있

었다. 즉시 따라야 할 명령이 반포되어, 알리 술탄 타바치가 일부 병사들과 함께 그들

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항복의 의사를) 물었을 때,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앞을 막고 방어하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알리 술탄은 굴속의 빛의 통로였던 구멍을 바

2827) 이란본Ⅰ에 따른 것이다. 이란본Ⅱ에는 ‘승리의 빛’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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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운명의 엄지손가락에서 재앙의 비명소리를 내는 화살이 도달하

여 그의 경정맥에 꽂혔고 즉시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

이다.>2828). 승리의 깃발인 군사들이 그 무리들을 모두 잡았고, 알리 술탄의 형제인 무

함마드는 모두를 보복의 칼로 베었다.

[반구M iṣrā’]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을 출발하여 행운으로 나아갔다.

[시] 세계의 좋은 향기는 짓밟힌 먼지로 인한 것이며, 세계 전체가 그 군영의 영역
이었다.

시바스를 통과하였을 때 왕다운 자비로움은, 카라 우스만을 여러 가지로 위무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의복을 주고 자기 자리로 다시 파견하였다. 혈통 좋은 말이 여러 역

참을 거쳐, 에르진잔 초원이 세계 정복자의 대오의 도달과 안착을 통해 천국의 정원과

같은 발전 및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얻었다. 타하르탄은 봉사의 의례를 수행하고 조공

을 바쳤는데, (그 조공은) 동물과 말과 적절한 투구즈 선물 및 그 이외의 것으로 이루

어져 있었다. 그곳을 행운으로 출발하여 1∼2개 역을 지난 후, 지체 없는 애정은 타하르

탄에게 특별한 예복으로 존중을 표하고 명성을 부여한 후 귀환을 지시하였다. 카마크

요새의 지배와 보호는 아미르 압바스의 친척 중에 있었던 샴스라는 자에게 배정되었고

그를 일부 무리와 함께 그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부인들이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술타니

야로부터 전하였던 사람들을 다시 파견하여, 자녀들에게 더욱 빨리 오도록 하였다. 그리

고 에르주룸이 축복받은 발자국의 영예로 모든 지역에게서 나날이 증가하는 질투를 얻

게 되었을 때, 통치와 세계 정복이라는 하늘의 별들, 즉 [1193]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

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자항기르 이질과 아미르자데 사이드

바카스가 도달하였다. 사힙키란의 애정은 그들을 친절의 품에 안았고, 부드러운 혀로

(안부를) 물었으며, 그의 희망의 눈은 각각의 이마에서 빛나고 있는 원숙함과 성숙함의

빛으로 인해 더욱 밝아졌다. 그러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자항기르와 아미르자데 사아

드 바카스를 보게 되자 그 부친의 아픈 사건, 무함마드 술탄의 사건이 새로이 와 닿았

고, 눈물방울이 슬픔의 눈꺼풀에서 내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너희의 거짓을 참고 있으

나, 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라.>2829)

2828) Qur'ān, Sūra al-Baqra : 156.
2829) Qur'ān, Sūra al-Yūsuf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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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사망 (소식)을 그의 모

친 한자데에게 들려준 이야기

명령에 따라 술타니야로 왔던 고귀한 부인은, 타브리즈에서 애도의 도구를 준비하

고 장례의 의복을 갖추어 우니크 요새까지 와서 그 지역에 안착하였다. 사힙키란은 (그

녀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자데에게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들려주었다.

[시] 너는 말하였지, 그 소식으로 인해 그의 몸이 혼란에 빠졌고, 단번에 정신을
잃었다고.
그 소식으로 인해 한숨을 쉬었고 혼돈에 빠졌으며 땅 위에 넘어져 머리에 먼지가
가득하였다.
모두가 옷을 찢었고 아픔으로 인해 돌에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다.
두 머리칼을 마치 꼬여진 줄처럼 손가락으로 꼬아서 뿌리에서 뽑아내었다.
손톱으로 아름다운 두 볼을 할퀴어, 무거운 돌과 같은 肝膽에 피가 맺힐 정도였다.
얼굴에서 많은 핏물이 방울방울 떨어졌고 계속하여 굽어졌다.

모든 부인들이 검은 색 셔츠(Qurṭa)를 장례의 관습에 따라 머리에 썼고, 세상 사람

들은 애도와 통곡을 행하였다. 사힙키란이 안착하였을 때, 애도가 다시 발생하였고 세상

은 심판날과 같아졌다. 땅은 수많은 푸른색 의복으로 인해 하늘을 연상시켰고, 하늘은

그 슬픔으로 가득 찬 애도로 인해 땅처럼, 먼지를 머리에 썼다. [1194]

[시] 눈에서 마음의 피가 흘렀다, 피로 인해 땅 위의 먼지가 마치 꽃과 같았다.
가시와 같은 손톱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많은 얼굴이 마치 초봄의 꽃과 같았다.
모든 가슴에서 하늘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로 인해 푸른 하늘이 검게 되
었다.

한자데의 근심과 슬픔을 줄이기 위해, 윗부분을 자물쇠로 단단히 해 두었던 비어있

는 석관을, 마치 생명이 없는 몸처럼 그녀의 앞에 준비하였다. 그녀는 미어지는 가슴과

날뛰는 정신으로 마치 나무에 감겨진 뱀처럼, 그 나무로 된 형태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애도하였다. 그 상황을 설명할 때에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 눈에서 피의 샘물이 열리

는 것과 같았다.

[시] 나의 두 눈이 기다리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설마 소식을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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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늘이 ‘관을 먼 길로부터 전달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
곤.
이 나쁜 생각은 한시도 하지 않았다, 너의 시신은 나로 하여금 슬픔을 자아낸다.
너는 이란의 왕좌에 임명되었는데, 지금은 시신이 (되다니) 아아, 나쁜 운명이여!
눈물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세계의 광장은 모두 튤립 밭이었다.
튤립이 세계에서 조약을 깨뜨렸을 때, 새로운 조약으로 마음을 달구었다.

고귀한 샤자데의 단명으로 인한 통곡과 울부짖음이 극에 이르렀을 때, 사힙키란의

진실을 보는 통찰력은, 샤리아와 살아있는 理性이라는 각각의 두 세계를 한데 아우르며,

남겨진 무리들과 성스러운 은총을 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고, 그의 고귀한 영혼에

안식을 베풀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비와 보살핌을 사여하였으며 수많은

기도와 자선을 적절히 제공하였다. 세계를 지키는 왕궁의 가신들은 거역할 수 없는 명

령에 따라 각기 죽을 제공하였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모든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대

인들과 귀족들, 그리고 모든 아미르들과 군대의 수장들은 영광스러운 뜰에 모여 모두

자신의 선물을 바쳤다. [1195] 쿠란을 낭독하는 자와 포교하는 자는 위대한 책(쿠란)을

낭독함으로써 영광을 부여하여, 쿠란의 모든 장의 낭독이 완료되었다. 수석 주방장은 테

이블과 테이블보를 펼치고 다양한 음식들을 풍부하게 <우리는 신만을 위해 여러분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2830) 마련하였으며 故 샤자데의 게우르카를 두드렸다. 부인들과 아미

르들과 군대와 그 외의 예속 백성들이 모두 애도와 함께 울부짖어 일시에 비명과 흐느

낌이, 기반이 약하고 혹독한 세계에 떨어졌으며 그 후에 북을 찢었다. 타브리즈와 술타

니야와 카즈빈과 다른 지역에서 마중의 관습과 애도의 수행을 위해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었던 울라마들과 아미르들과 셰이흐들은, 수차례 모임에서 충고와 강론을

통해 밝은 마음이라는 거울에서 슬픔과 고통의 녹을 닦아내었고, 적절한 쿠란의 구절과

하디스의 의의, 예를 들면 <인내하는 자들은 계산 없는 보상을 받게 되니라>2831)와 같

은 것을 고귀한 귀에 들려주었는데, 그 뜻에 따르면

[시] 비록 사건이 매우 두렵고 목숨을 갉아먹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내와 더불어
노력하고, 신의 친절에 의지하여 견디도록 하라.
슬픔의 비명이 확대되고, 마음이 구원의 문을 잠그고 있으니, 인내의 열쇠로 다시
열어라.

그의 지시가 반포되었고 사람들은 애도의 標語와 검은 의복에서 벗어났다. 왕다운

2830) Qur'ān, Sūra al-Insān : 9.
2831) Qur'ān, Sūra al-Zumar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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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은 다시금 훌륭한 특성을 지닌 종교인들의 상황을 포용하여, 모두에게 환대와 경의

를 베풀고 예복과 사여로 위무하였으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보냈다.

289. 세계정복자의 깃발이 조지아인들에게 향했던 이야기

사힙키란의 소망이라는 고귀한 마음은,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목표가 이슬람의 강

화와 이슬람의 고취, 종교의 적들 및 저항하는 무리에 대한 聖戰의 가치를 얻는 것이

라고 여기고 있었다. 조지아의 군주인 기오르긴이 지난해에 [1196]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의 가신들과 함께 하였던 조약에 따라, 이 시점에는 마땅히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을 겸손과 복종의 발걸음으로 맞이해야만 했으며, 영광의 뜰에서 탄원과 간청의 얼굴을

겸손의 땅 위에 두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때까지, 사악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행운

을 얻지 않고 있었다. 사힙키란은 왕다운 열정과 종교적인 분노를 안고 조지아의 땅으

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고, 행운으로 말을 몰아 망굴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마르딘의 술탄 말릭 이사는 과거에,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지 못했던 실

패에 대해 후회하였으며, 그 고통으로 인한 아픔은 그 분의 친절이라는 해독제 외에는

어떠한 치료로도 불가능함을 알았으므로, 비록 자신의 죄상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몸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를 향해 희망

의 얼굴을 두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상서로운 판단에 따라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자

비로움에 기대어, 의존의 손으로 그 왕궁 가신들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고귀하신 샤자데

는 그를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데려갔으며, 그는 머리를 벗고 죄를 저지른 자의 모

습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사를 행하는 혀로, 용서를 청하고 사과를 청하였

다. 파리둔과 같은 천성을 지닌 사힙키란은 질책과 힐난 후에 그의 죄를 용서하였고,

왕다운 보살핌으로 후원과 희망을 부여하였으며 그는 마르딘의 수년간의 正稅와 地稅

를 가져와 적절한 조공과 함께 報告 장소에 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돌보심의 눈길

을 얻어, 왕관과 예복과 허리띠로 평안과 안정을 찾았으며, 커다란 애정으로 은총을 얻

어 그의 딸이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의 약혼녀가 되었고, 위대한 가문과의 결합이라는

고귀함으로 인해 기반이 단단해지고 명성을 얻었다.

[시] 죄로 까맣게 된 심장을 충심의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왕의 용서라는 촉매제
(Aksīr)2832)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아크부카의 아들 야바니가 적절한 수많은 조공과 함께 이슬람의 피난처인

2832) 이는 키미야(Kīmiyā)라고도 한다. 과거 연금술이 한창 성행하였을 때 일반적인 금속을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있는 상상 속의 신비의 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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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으로 왔고,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으며, 가지고 있었던

조공품, 동물들과 말들과 그 이외의 것들을 바쳤다. [1197] 또한 조지아의 하킴 중에 그

와 적대적이었던 말릭 기오르긴의 형제 쿠스탄딜(Kūstandīl)이 복속의 발걸음을 서둘렀

고, 영광스러운 뜰에 간청의 이마와 겸손의 입술을 부볐다. 그리고 약속된 관습에 따라

조공품을 바쳤다. 사방에서 영역을 지키는 자들과 영토의 사령관들이, 시대의 왕들이 성

지 순례하는 곳이며 주변의 군주들이 피난하는 곳이었던 영광스럽고 훌륭한 순례지를

향해 순례의 의복을 충심의 조약으로 묶으며 도달하였고, 봉사의 의무와 전리품을 바치

는 관습 및 조공과 선물을 행하였다. 사힙키란의 자비는 동료들의 상황을 포용하였고,

각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 권력과 지위에 맞게 위무하였으며 애정의 기쁜 소식으로

영예롭게 예복을 입혀,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계속하여 시대의 왕 중 왕의 어전으로 세계의 군주들이 드나들었다.

290.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우마르 셰이흐에게 다시

한 번 시라즈의 지배를 사여함과, 이스파한의 통치를

그의 형제인 아미르자데 루스탐에게 베푼 이야기

망굴 지역에서, 사힙키란의 자비와 호의의 눈길이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

븐) 우마르 셰이흐의 상황 위에 펼쳐져, 그를 다양한 위무로 영광스럽게 하였고 시라즈

를 다시금 사여하였으며, 세계가 복종하는 야를릭을 그에게 내렸다. 또한 예복과 허리띠

로 고귀함과 명성을 드높여주고 파견하였으며, 바얀 티무르 (이븐) 아크부카와 찰반 샤

바룰라스(Chalbān Shāh Barlās)가 그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시라즈

의 아미르자데 루스탐의 어전에 파견하여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로 오게 하였다. 그는

사신이 이르렀을 때 황금 궁정(Qasr-i Zard)이란 하영지에 있었는데, 명령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였는데, 그 방향의 역참 중에 하나였던 주르바디칸의 하

니사르(Khānīsār)2833)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장소로부터 소식이 왔다. “이스파한을 너에

게 줄 것이다. 유수진을 그곳으로 파견하고 너는 보루지르드로 가서, 아르미얀

(Armīyān) 요새를 [1198] 재건하도록 하라." 한편 시라즈로 나아가고 있었던 아미르자

데 피르 무함마드가 하니사르에 도달하였다. 형제들은 서로서로를 끌어안았고, 좋은 소

식을 전하는 혀를 상황의 설명을 위해 열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각각 자신의 목적

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시라즈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아미

르자데 루스탐은 대리인을 이스파한의 지배로 파견하였으며 자신은 보루지르드로 서둘

러 가서 요새를 지어, 그것을 건축과 번영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833) 골페이간 근처의 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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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사힙키란이 바그다드의 재건과 이라크 아랍 및 디야

르바크르의 지배를 위해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를 예

속민들과 함께 파견한 이야기

승리의 왕들과 세계 정복자 군주들이 <그분께서는 너희를 지상의 계승자로 두셨노

라.>2834) 는 말씀으로 인해 가장 완벽한 행운과 수많은 즐거움을 얻었을 때, 하늘의 영

향과 지고하신 신의 아름답고 위대한 특징들, 영광스럽고 훌륭하신 신의 끝없는 친절

및 무력의 결과로, 이 세계에서는 생소할 법한 방식이 그 훌륭한 힘을 지닌 위대한 무

리들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하여 때로 <신께서 그들에게 노여워하시어 그들을 저주

하는>2835) 눈의 불꽃이 빛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증오의 지옥불로 세계를 태웠고

여러 왕국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신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리니 그분은 은혜를 베푸

시는 분>2836)이라는 호의의 미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단 하나의 호

의로 자비와 관대함이라는 수천 개의 초를 점등하고 여러 왕국을 건설하곤 하였다.

[시] 좋은 곳은 좋게 되어 모든 불꽃이 준비되었다, 나의 벗들이 놀라 지치게 되었
다.2837)

결국에 전술한 은총을 통한 훌륭함으로, 前述하였던 카르스 영역의 주변은,

[반구M iṣrā’] 아아 고향이여, 고향 사람에게 숨기지 마라.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도달과 안착으로 인해 드높은 하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

다. [1199] 사힙키란은 샤자데들과 노얀들을 소환하였고, 행운의 계시를 통역하고 보석

을 뿌리는 혀를 열었다. “이 전에 바그다드의 주민들은 우리 군대에 맞서 저항하였으므

로 자기 자신과 왕국을 바람에 날려 보냈고, 우리의 분노와 보복의 타격으로 인해 그

지역이 단번에 스러졌다. 그러나 바그다드는 이슬람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며,

샤리아에 기반을 지닌 학문들이 그곳에서 확산되었고 신앙의 길이 그곳에서 명성을 얻

었으니, (나는) 왕국을 번영의 상태로 되돌려, 다시금 그 지역이 정의로운 호머 새의 거

2834) Qur'ān, Sūra al-Fāṭer : 39.
2835) Qur'ān, Sūra al-Fatḥ : 6.
2836) Qur'ān, Sūra al-Yūsuf : 92.
2837) Rūmī, Kolīyāt-i Sh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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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숙고로 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출석한 자들은 충심의

혀를 기도와 찬사로 장식하여,

[시] 당신은 노아의 인생을 가질 것입니다, 홍수 후에 세계의 번영이 당신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은 그 뜻의 실행을,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의 용기

와 올바름에 맡겨, (그를) 이라키 아랍 즉 바스라와 워스트와 쿠르디스탄과 마르딘, 그

외에 디야르바크르와 그 지역의 오이라트 및 여러 천호들,2838) 그리고 그 도시에 속한

이들 모두에 대해 임명하였다. 그리고 대 아미르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파얀다 술탄

바룰라스와 피르 후세인 바룰라스와 아미르 순자크와 술탄 산자르 (이븐) 핫지 사이프

앗딘과 다울라트 호자 이나크(Dawlat Khwāja Īnāq)와 다른 노얀들을 수많은 군대와 함

께 그의 등자의 동반자로 삼았다. 또한 이라키 아랍의 아미르들과 병사들, 그 지역의

대인들로 하여금 그에게 동행하고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에게 명하였다. “디야르바크르

길에 들어설 때 까지, 그 주변의 적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남아있으면 그가 누구

든 처벌의 칼로 제거하라. 그리고 가을이 되어 공기가 온화해지면, 아라키 아랍으로 향

하여 우선 그 당시에 이라키 아랍을 장악하고 있었던 카라 유수프를 격퇴하도록 하라.

그 후에 그 지역과 주변 사람들을 안정시켜 건설과 농경을 장려하고, 바그다드의 번영

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건설되도록 하라. 그리하여 다음 해에, <신의 능

력과 그의 운명으로> 히자즈의 수레(Maḥmul-i Ḥijāz)2839)가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 전능하신 신외에 위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1200] (한

편), 카라 유수프가 이라키 아랍에서 우세해진 상황의 원인은 이와 같다. 그는 하늘로

귀결되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나 룸으로 갔었다고 前述하였다. 그리고 승

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이 룸의 공격을 위해 카이세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다시 그곳으

로부터 달아나 이라키 아랍으로 갔고, 투르크멘 기병들을 모아들여, 히트 황야에 안착하

였다. 그리고 술탄 아흐마드는 바그다드에서 힐라에 있던 자신의 아들 술탄 타히르의

어전으로 갔고, 술탄 타히르의 업무의 중심이었던 아가 피루즈(Āghā Fīrūz)를 붙잡았

다. 술탄 타히르는 그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되었고, 부친의 아미르들, 예를 들면

우르미야의 하킴 무함마드 벡(Muḥammad Bīk)과 아미르 알리 칼란다르와 미카일과 파

2838) 일칸국이 들어서기 전에 이 지역의 통치를 위해 왔던 타이주나 그의 아들 아르군은 오이라
트 출신으로, 자신의 부족 및 여러 천호들과 함께 일칸국과 소아시아 경계까지 왔다가 그곳에
안착하였다.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839) 카바로 향하는 선물을 운반하는 운명을 가진 이를 ‘Amīr Mahmul’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647-8AH경, 아윱 朝에서 시작된 의식이다. 이 의식은 이슬람권이 혼란에 빠지면 정지되곤 하였
는데, 티무르 조 군주들은 이 관습이나 카바에 씌우는 천을 만들어 전달하는 등 이슬람의 군주
임을 자임할 수 있는 활동 등을 꾸준히 행하고자 하였다(출처 : http://wikifeqh.ir/امیر_محم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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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 샤, 즉 술탄 아흐마드에 대해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과 상의하여 함께

저항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밤에 다리를 건너 강의 이쪽 방향에 왔다. 술탄 아흐마드

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다리를 끊고 강변을 장악하였으며, 아들 및 아미르

들 맞은편에 자리하며 사람을 카라 유수프 어전에 파견하였고 그를 소환하였다. 카라

유수프가 그에게 합류하였을 때 함께 강을 건넜고, 양측이 군대를 정비하여 전투가 발

생하였는데 패배가 술탄 타히르 측에 일어났다. 그는 즉시 달아나 어떤 개울 앞에 이르

렀는데, (자신의) 말이 그 개울에 뛰어들기를 원하였으므로, 말과 갑옷과 함께 강에 뛰

어들었다가 그의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 그리하여 술탄 타히르는 부친을 거역한 처벌을

받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아미르들과 군대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술탄 아흐마드는 카

라 유수프를 두려워하여 바그다드로 갔다. 카라 유수프는 힐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바그

다드로 와서 도시를 장악하였다. 술탄 아흐마드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어떤 장소에

숨었는데, 카라 하산(Qarā Ḥassan)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를 보았다. 밤에 술탄 아

흐마드를 그곳에서 바깥으로 데려갔고 그를 부축하여 약 다섯 파르상을 나아갔는데, 길

에서 하샤미(Ḥashamī)라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술

탄 아흐마드는 그 소에 올라타 카라 하산과 함께 타크리트란 도시로 갔다. 그곳에 있던

사룩 우마르 오이라트(Sāruq 'Umar Uyrāt)는 40마리의 말과 현금과 무기와 의복을, 무

엇이든 힘이 닿는 대로 술탄 아흐마드에게 바쳤다. 그리고 흩어졌던 그의 아미르들과

누케르의 일부, 예를 들면 셰이흐 막수드(Shaykh Maqṣūd)와 다울라트야르(Dawlatyār)

와 아딜과 그 외의 모두가 그곳에서 그에게 합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1201] 그곳에서

시리아로 향하였고, 이라키 아랍은 카라 유수프의 점령과 지배 下에 들어갔다. 그리고

<펜은 펜의 방향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씀이 이 상황을 나타내고 있듯이 펜의 고삐를

이 이야기의 근원으로 돌려보면,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를 바그다드 방면으

로 파견하였을 때, 한 사람을 보루지르드의 아미르자데 루스탐 어전으로 파견하여, (그

로 하여금) 바그다드로 가서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 합류하고, 함께 용기를 내어

카라 유수프를 격퇴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명령을 내려, 타바콜 (이븐)

울루스 부카는 하마단에서, 타만 수지(Taman Sūjī)는 니하반드로부터, 그리고 샤 루스

탐(Shāh Rustam)은 송쿠르와 디나와르(Dīnawar)2840)에서, 모두 아미르자데 루스탐의

등자에 동행하여 바그다드로 가게 하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가 명령에 따라 출발

하여 아르빌에 이르렀을 때, 대담하게 자신의 분수 바깥에 발을 두고 있던 그곳의 하킴

과 칼란타르 모두를 붙잡아 가두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선물

을 위해 아랍산 말들을, 아크 술탄과 함께 파견하였다. 파얀다 술탄 바룰라스는 그곳에

서 빌린 삶이라는 저당물을 반납하였으며(사망하였으며)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유수

진을 두고 그곳에서 카라 유수프의 격퇴를 위해 빠르게 진군에 나섰다. 아미르자데 루

2840) 키르만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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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탐은 명에 따라 보루지르드를 출발하여, 이브라힘 라크(Ibrāhīm lak)의 돔이 있는 길

로 서둘러 나아가 바그다드를 거쳐 힐라 근처에서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 합류하

였다.

292.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조지아 영역에 도달한 이야

기

사힙키란의 세계 정복의 대오가 카르스 근교에서 이동하여 상서롭고 행복하게 나

아갔고, 사냥하며 역참과 역참을 거쳐 조지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시] 아르메니아로 들어갔다, 마치 빠른 바다처럼. 미풍이 그의 곁에서 발을 들여
놓았다.

충심과 지지의 발걸음을 통한 복속과 희생이라는 훌륭한 행동이 항상 그의 행운에

따른 업무였던 시르반의 하킴 셰이흐 이브라힘이, 과거의 명령에 따라 [1202] 나아가 조

지아의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였다. 그 지역의 왈리였던 말릭 기오르긴은 승리를 상징하

는 깃발이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영혼의 새가 가슴이라는 철장에서 뛰기

시작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사신들을 수많은 선물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

전으로 파견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와 같다. “신에게 무슨 힘이 있어 각하께서 친히

이 힘없는 비천한 자의 제압을 위해 오셨습니까. 봉사와 복종의 자리에서 가장 미천한

이 몸은 그 朝廷에 대한 복속의 상징을 영혼의 이마에 지니고 있으며, 고귀한 복속을

위해 지시된 바라면 무엇이든, 물자의 파견이나 명령을 받드는 것 등을 모두 명령된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하의 두려운 그림자가 매우 크고,

이번에는 영광스러운 뜰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왕다운 자

비로 이 비천한 이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강력한 두려움이 조금 가신 후에, 술탄 마르딘

과 다른 지역의 하킴들처럼 하늘과 닮은 왕궁으로 서둘러 가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

을 얻을 것이며 복종과 복속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사신들이 바친 그의 서신에 기록된 허튼 소리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보내온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답하였다. “그에게 말하라. 너의 일은, 이슬람의

고귀함을 얻고 그들의 죄악과 처벌의 중재자가 될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없다. 만일 살

아남기를 바란다면, 안내에 따라 군 생각 없이 오도록 하라. 만일 신의 호의가 너의 상

황을 포용하여 신앙의 행운을 얻게 된다면, 너에게 나타날 온갖 종류의 위무와 보살핌

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의 행운이 도움을 주지 않아

그 행운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무함마드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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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있기를!> 의 빛나는 샤리아에 의거하여 지즈야를 너에게 부과할 것이며 너의 영

역을 너에게 다시 맡길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희망과 후원을 회복하고 이 지역 주민

들은 살인과 포로됨과 약탈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며 너의 체면은 손상되지 않고 남

게 될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의 왈리는 너와 같은 종교를 가졌는데, 우리의 어전에 복속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사여와 은총이 어떠하였는지 너도 들었을 것이다. [1203] 스스로의

상황을 그와 비교해보라, 만일 오는 데에 지체하게 되면 어떤 변명도 듣지 않을 것이

다.” 그 후에 사신들은 귀환을 허락받아 되돌아갔다. 이 상황에서 타브리즈의 다루가인

바얀 카우친이 아제르바이잔의 대리인 및 서기들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와

서 동물들과 말과 그 이외의 것으로 구성된 수많은 선물을 報告 장소에 전하였다. 그리

고 후라산 방면에서는, 이 때에 호자 알리 심나니의 허가로 그 왕국을 장악하여 디반

(장부)을 기록하고 있었던 알리 샤카니(‘Alī Shaghānī)가 도달하여 선물을 바쳤다. 왕다

운 마음은 그것을 아미르들과 군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조지아의 곡식을 수확

할 때가 되었을 때, (그 분의) 신중한 판단은 그것을 남겨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곡식을 거두어 스스로를 강화하였다.

올바름으로 이끄는 (그 분의) 판단이 지시를 내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다

른 아미르들이 원정의 방식으로 서둘러,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도시와 영역으로

들어가 그들을 밀어내고 떠돌게 하였다. 모든 조지아인들이 달아났고, 아미르 셰이흐 누

르 앗 딘은 여러 차례 자리를 잡아 군대들로 하여금 편안히 건초를 수확하고 풍족하게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아미르들과 병사들은 전리품과 더불어 건강히 축복받은 오르두

로 되돌아왔다. [1205]

293. 조지아의 거대한 요새들 중에 카르틴에서의 승리의

이야기

조지아 영역의 두 깊은 계곡 사이에 위치한 어떤 높은 지대 위에 산이 있었는데

여타 방면보다 가파르고 평평하며, 대략 150가즈 정도 되는 윗부분이 어지러움을 일으

키는 하늘의 궤도에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산의 남쪽으로 한 줄기의 산맥이 분리되었

는데 높이가 前者를 넘어섰다. 그리하여 산 위로 사다리나 줄이나 그 외의 도구 없이는

그 돌조각 위로 올라설 수 없었다. (또한) 그 산에는 좁고 꼬인 길 하나 밖에 없었고,

그 주변에는 계곡 때문에 군대가 머무르거나 다수의 천막을 칠 장소가 없었다. 그리하

여 그 산에 요새를 세우고 거주하며 대문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

의 요새인 것이다. 중요한 샘이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그곳의 하킴이자 조

지아의 아미르들 중에 하나인 타랄은 조지아인의 수장이자 강력한 대인이었던 30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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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요새를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저장물을 믿고 마음 편히 있었으며 샘물들은

<신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2841)라는 희귀한 상황 덕에 깨끗하고 달콤한 물이 풍부하

여, 그 중에 여러 무리의 돼지와 양의 무리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수많은 술

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힙키란의 지혜의 광선이 이 곳에 드리워졌을 때, 훌륭한 마음

은, [1206] 그 요새의 정복을 향해 왕다운 결정의 고삐를 돌렸다. 그러나 포위를 통해

그곳을 해방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았다. 적들의 도시 한 가운

데에 있는 장소에는 병사들이 아주 잠시만 머무를 수 있고, 먹을거리와 건초의 조달이

어려웠으며, 물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업무 문

서들의 理性적인 비교를 통해 방편을 궁구하는, 외면을 보는 이들은 그 출발에 대해 놀

랐고, 현명한 이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각하께서 친히 나아가시면 요새의 주민들이

아마도 두려움으로 인해 바깥으로 나와 성채를 맡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고 지나가는 것 외에는, 그와 같은 곳을 무력으로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계에서 여러 큰 사건들이, 알 수 없는 이유의

생소함과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성적인 이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현명한 지혜의 광선을 그 위에 두지 않

았다. 특히 이 시기에 신의 위대하고 강력한 돌보심의 영광은 승리의 사힙키란에게 선

천적으로 부여된 바였다.

[시] 보살핌의 주인에게서 온 것에 대해, 이성은 혼란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요약하자면 806AH 무하람 월 14일(1403년 8월 3일) 금요일, 승리의 피난처인 깃발

이 신의 보호와 함께 도달의 그림자를 카르틴(Kartīn)2842) 요새 주변에 드리웠을 때, 요

새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조공의 관습으로 일부 사람들과 함께 바깥으로 파견하였으며,

탄원의 혀를 복속의 선언으로 열었다. 그러나 하늘과 같은 장소인 어전의 가신들이, (이

것은) 아첨과 속임수이며 공격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자,

요새의 견고함을 믿고 공개적으로 저항하였으며, 용감히 화살과 돌을 던졌다.

사힙키란은 아미르들에게 명하였다. “요새의 주변에 자리 잡아라.” 그리고 대문을

아미르 샤 말릭의 용기와 승리의 책임 하에 두고 명령을 내려, [1207] 그 맞은편에 견고

한 요새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명하였다. “두 방향에 다른 두 개의

요새를 세워, 만일 카르틴의 승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가 복종하는 병사들

중에 일부가 그 요새에서 포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아미르 샤 말릭은 강력한 행운

의 팔로 3일 만에 요새를 세웠는데, 그 곳의 크기는 3000명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였지

2841) Qur'ān, Sūra al-Waqiyyah: 69.
2842) 샤미의 『勝戰記』에는 이 요새의 이름이 ‘바르타스(Bartas)'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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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같은 것은 통치의 둥지인 어전의 가신들이 지닌 행운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

다. 이 사이에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이 요새의 맞은편에서 요새의 뒤편으로 이동하였

고, 노포와 투척기를 쏘는 장소를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으로 삼았다. 그의 지시가 반포

되어 다수의 투척기와 노포와 대 투척기(Qarābaghrā)2843)를 세우고 명하였다. “축복받

은 안착의 장소인 요새 뒤쪽 맞은편에 돌과 나무로 망루를 세우고 여럿을 데려와 요새

위에 위치하도록 하라.” (과거에는) 그 산이 높고 곧게 뻗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 투척기

및 그와 같은 류에 대해 별다른 위험이 없었으므로, 조지아인들은 그 위에서 편안히 머

무르면서, '높이 나는 새도 그곳에 매우 힘겹게 도달하는데 어찌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1주일 만에 이처럼 (적이) 위에 자리하게 되었

고, 이 산등성이에서 저 산등성이로 산을 타는 자들 중에 범접할 자가 없었던 메르키트

부족 중에 벡직이라는 자가, 21일 금요일 밤에 사힙키란의 생소한 결과를 내는 행운의

도움으로 은밀히 나아가, 요새의 남쪽에 있었던 그 ‘돌(Sang-pāra)’ 위에 올랐으며 요새

로 들어가 한 마리 염소를 잡았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곳에서 염소를 잡아,

상징으로 남겨두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조지아 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다음 날 벡직은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자신이 행하였던 밤중의 일을 고하였다.

얽힌 매듭을 푸는 (그 분의) 판단이 명하였다. “생 비단과 끈으로 로프를 단단히 엮

어라. 그리고 마치 사다리처럼 나무토막 한쪽 끝에는 줄 하나를, 그리고 다른 한 끝에

는 다른 줄을 단단히 묶어, 사다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명하였다. “메크리트 부족 중에

네 사람은 그 '돌'에 올라 준비된 사다리를 펴고, 일부 용사들은 그 사다리를 통해 위

로 올라가 성채의 점령을 행하도록 하라.” [1208] 명받은 대로 23일 일요일 밤에, 벡직

및 메크리트 부의 다른 세 사람이 사다리들을 늘어뜨릴 긴 로프와 함께, 산양조차도 두

려움에 떨면서 지나가는 중턱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줄을 내려 사다리를 그곳에 늘어뜨

렸다.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에게 필연적이었던 공교로운 우연으로, 그 정점에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는데, 사다리를 늘어뜨렸을 때 그 끝이 그 나무에 얽혔다. 그리고 아미

르 샤 말릭은 아래에 서서, 사힙키란의 훌륭한 모임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투

르크 인과 후라산의 용사들 중에 15명을 (그 중에는 아르그다크(Arghdāq)라는 자가 있

었다) 하나하나를 사다리를 통해 위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깊은 잠 외에는 이득이 되

는 어떤 행운도 얻을 수 없었던 경솔한 조지아인들에게, 실로 <고을의 백성들이 잠드는

밤에 신의 벌이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이 안전하던가.>2844)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2843) ‘검은’이라는 뜻의 ‘카라’를 제외하면 그 뒷부분인 ‘Baghrā'는 페르시아어로는 ’수컷 멧돼지‘,
투르크어로는 ’수컷 낙타‘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기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몇
몇 페르시아어 사료에 따르면 투척기인 만자닉 중에 큰 것을 이와 같이 부른다고 한다
(Muḥammad b. Aḥmad Nasvī, Sīrih Jalāl al-Dīn yā Tārīkh-i Jalālī, Tehran: S'adī, 1324
Sh./1945-6, p.162).

2844) Qur'ān, Sūra al-A'rāf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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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해야만 하는 질서의 글귀를 번역하면 이와 같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

으니, 우리의 마을이 밤이 되어 그들이 잠들어있는 때에 그 마을의 거주자들은 안녕하

던가?”

내면의 정결한 숨결을 지닌 진실의 아침이, 빛나는 깃발을 하늘이라는 카프 산의

정점에 세웠고, 어두운 마음을 지닌 조지아인들이 잠에서 일어나 움직였을 때, 후라산

인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않게 신에 대한 찬사를 울부짖으며, 높은 소리로 예언자들의

봉인이며 <타 종교를 무효로 하는 이>2845)에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고귀하신 샤자데 아

미르 샤루흐의 가신 중에 있던 마흐무드 나피르치(Maḥmūd Nafīrchī)는 그 요새 위에서

피리를 불었다.2846) 조지아인들은 전혀 그들의 생각처럼 흐르고 있지 않았던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혼돈에 빠져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서둘러 다급히 공격과 전쟁을

향해 손을 펼쳤다. 사힙키란은 말을 몰고 계곡을 통과하여 용감한 성전사들이 위로 가

있었던 그 정점의 맞은편에 자리하였으며, 승리로 귀결되는 全 군대에게 명을 내려, 신

에 대한 찬사의 외침을 주변에 퍼뜨리고 북을 두드리며 함성을 지르게 하였다.

[시] 용사들의 함성은 몸에서 능력을, 정신에서 참을성을 빼앗았다. [1209]

그러나 ‘돌’ 위쪽에서 요새로 가는 길은 극히 좁았고 위험한 곳이었으므로, 3명 이

상이 전면에 서있거나 요새의 주민들에게 전투와 살해를 행할 수 없으므로, 먼저 용감

한 성전사들이 방패를 앞에 두고 용감한 발을 짓눌렀으며 두 용사가 그 피난처에 성전

의 손을 펼쳐, 매 加擊마다, 이교도인들의 영혼을 지옥의 왕에게 파견하였다. 그런데 승

리의 업무를 행하는 성전사들에게 ‘전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찬사에 ‘살해됨’이라는 미

덕이 동반되어, 갑자기 (적의) 강력한 엄지에서 위험한 화살이 쏘아져 방패를 쥔 사람

의 입에 도달하였고, 그 상처의 타격으로 인해 (성전사가) 방패를 떨어뜨리고 뒤로 넘

어졌으며 조지아 인들이 방패를 집어 들었다. 이에 신앙의 열의가 압둘라 사브자와르를

들끓게 하였으며 사자와 같이, 번개 같은 도검과 함께 공격을 행하여 파괴가 이교도인

들의 나날에 발생되었으나, 결국에 10-12개의 큰 상처로 인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

후에 투르크 인들 중에 신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마흐무드라는 자가 무거운 철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 그를 잡고자 하였던 (조지아 인) 수장의 발을 부수었다. 그렇게 위

로 올라가 있던 15명 중에 일부가 요새의 대문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또한 전투가 일

어났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에 요새 아래와 내부에서 살해의 불길이 치솟았다. 승리의

미풍이 신의 친절의 꽃밭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였고, 승리의 베일을 쓴 여인이 <믿는 백

성들을 돕는 것은 신의 권리>2847)라는 창문에 얼굴을 드러내자, 하늘같은 군대가 문을

2845) 예언자 무함마드를 말한다.
2846) 그의 이름 ‘나피르치’ 중에 ‘나피르’는 피리, ‘치’는 직업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나피르치’는 피
리 부는 업을 지닌 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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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고 요새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 정복이 결코 현명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이와 같

은 요새 또한 23일 일요일에 정복되었는데, 승리의 깃발의 첫 도달부터 정복과 장악이

라는 결말까지, 9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시] 이와 같은 강력함의 행운은 어떤 군주의 시대에도 없었으나, 사힙키란의 행운
의 깃발이 세워졌다.

혼란에 빠진 조지아인들은 일에서 손을 놓았다. 그리고 행운이 발을 떼는 것을 보

았을 때, 결코 믿음을 위해 열지 않았던 손가락을, 안전을 청하기 위해 들어올렸다. 그

리고 [1210]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는, 조지아의 수령들 중에 여럿을 산 위에서 아래로

던졌고, 그들의 하킴인 타랄과 나쁜 행동을 하는 모든 이교도인들의 손과 목을 묶어 영

광스러운 어전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그들 중에 어떤 자도 해방을 얻지 못했다. 동시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어, 이슬람의 깃발이 성채 위에 세워졌으며, <그들에게

예증을 부여하였다>2848)는 말씀을 통해 드높은 기반을 지녔던 무에진들이 그들의 고귀

한 공적의 소문을 영광의 미나렛에서 당대 사람들의 귀에 전하였다. 그리고 그 산의 정

점을 이슬람의 영광으로 장식하여, <신을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2849) 교회의 지붕 위

에서 무슬림의 기도소리를 읊게 하였다. 그 새로운 상황의 발생에 따른 진실이, 마흐무

드 사복 테킨의 聖戰의 순간들 위에 서명의 펜으로 날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명백한

승리로 인해 신의 축복인 동료들과 추종자들의 성전의 향기가, 신앙을 지닌 주민들의

영혼의 코에 이르렀다.

[시] 조지아 지역에서 그의 행운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일은, 인도에서 사복 테킨의
아들에 의해서도 발생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교도들의 셰이흐들을 살해하였고 그들을 숙청하였다.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라는 말씀에 따라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적법한

칼로 베었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다. 왕다운 호의는, 타랄의 부인을 시르반의

왈리인 셰이흐 이브라힘에게 사여하였다.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알라

께 찬사를 보냅니다.>2850) 그리고 명령에 따라 세워두었던 투척기와 노포와 망루에 불

을 질렀다. 사힙키란은 그곳에서 행운으로 귀환하여 축복받은 오르두에 안착하였고, 요

새로 올라갔었던 벡직과 다른 바하두르들 모두를 위무하고 갖가지 애정과 관대함으로

2847) Qur'ān, Sūra al-Rūm :４７．
2848) Qur'ān, Sūra al-Fuṣillat : 33.
2849) Qur'ān, Sūra al-Māyedeh : 73.
2850) Qur'ān, Sūra al-An'ām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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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을 사여하였으며, 풍부한 위로금, 현금과 의복과 도검과 허리띠와 말과 당나귀와 천

막과 장막과 여인들과 수레와 기술자와 정원과 마을과 정미소와 그 외의 것들을 사여

하였다. 그리고 그 요새의 보호를 후라산의 사령관 중에 하나, 부란 왕으로 유명하였던

무함마드 투란(Muḥammad Tūrān)에게 사여하였고, 후라산 인들 중에 일부를 그의 어

전에 두었으며 [1211] 그 지역의 주변과 사방을 이크타로 그에게 임명하여, 그 지역을

이슬람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죄인인 이교도의 존재라는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하였다.

또한 교회들을 부수고 마스지드를 세웠으며 십자가와 커다란 종 대신에, 신에 대한 종

교의 규율을 견고히 세웠다.

294. 과거에 발생되었던 사건에 관한 업무의 이야기

전술한 사건들 중에, 마울라나 쿠툽 앗 딘 카르미2851)가 시라즈에서 그곳의 모든

대리인들과 서기들과 함께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고, 많은 선물들, 즉 풍부한 직

물과 의복들, 값비싼 말과 등자를 지닌 당나귀들을 나머지 물자들과 도구들과 천막과

장막과 모든 종류의 특산물들과 함께 報告 장소에 전했다. 그들에 이어 핫지 무사파르

(Ḥājjī Musāfar)가 아미르자데 루스탐의 어전에서 와서 조공을 바쳤다. 또한 이스파한에

서는 호자 무자파르 나잔지(Khwāja Muzaffar Nazanjī)2852)가 와서 현금과 보석들과 루

비들, 장식과 등자를 지닌 말들과 낙타들과 의복들과 천막들과 장막들과 수레들과 기술

자들과 다양한 무기와 금·은으로 된 그릇들,

[시] 진주와 보석으로 된 모든 보석장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 조공품들을 報告 장소에 전하였는데, 그와 같은 것은 당대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것이었다. 바다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사힙키란의 마음은, 모

든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아얀들에게 그 조공에 대한 완전한 몫을 사여하였다. 그 후

에 키르만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갔었던 이드쿠 바룰라스와 아흐마드 다우드(Aḥmad

Dāwud), 그리고 그곳의 회계원이었던 사이프 알 물룩 핫지 압둘라(Saīf al-Mulūk Ḥājjī

2851) 타슈켄트본에는 'Qumī'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원문에 세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번만 일부 사서에서 ‘쿠미’라고 되어 있어, 본문에서는 ‘카르미’라 하였다. ‘쿠미’라는 니스바를
지닌 이는 별도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라키 아잠의 기브 성채의 쿠투왈이었던 ‘무함마드
쿠미’, 그리고 티무르의 병사 중에 ‘이브라힘 쿠미’ 등이 있다. 이는 이란의 성지도시 ‘쿰’ 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852) 캘커타본에는 ‘나자리(Nazarī)’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본에는 ‘나지리(Nazīrī)’라 되어있다. 그
러나 그가 이스파한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 나탄지(Naṭanzī)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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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lah)가 왔다. 그들은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고, 정해진 관례대로 선물을

바쳤다. 키르만의 대인들과 믿을 수 있는 자들 중에, 각기 카디의 지위를 맡고 있었던

마울라나 자야 앗 딘 사라즈(Mawlānā Zayā' al-Dīn Sarāj)와 셰이흐 사드르 앗 딘

(Shaykh Ṣadr al-Dīn)과 사이드 함자(Sayyīd Ḥamza), 사힙키란의 영광과 업적의 일부

를 포함하고 있는 『흥분과 포효의 책』(Kitāb-i Jush wa Khurūsh)의 저자였던 셰이흐

마흐무드 장기 아잠(Shaykh Maḥmūd Janghī 'Aẓam)2853)이 [1212] 그들과 함께 있었다.

우연히 前述한 셰이흐 마흐무드는 도중에 트빌리시에서 쿠라 강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떨어져, 삶이라는 강이 그 영광스러운 수피의 신체적 건강이라는 개울과 끊어졌다.

[반구(M iṣrā’)]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잠기기를 빕니다.

전술된 기록에서 부친의 사망 이후에 (그의 지위를) 계승하였던 그의 아들 셰이흐

쿠툽 앗 딘이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옆 기둥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을

때, 왕다운 애정은 그의 상황을 돌보았고, 그의 슬픈 상처의 아픔을 끝없는 자비의 연고

로 치료하였다. 그리고 야즈드의 다루가였던 유수프 잘릴(Yūsuf Jalil)이, 그곳의 세금을

얻기 위해 갔었던 기야스 앗 딘 살라르 심나니(Ghīyāth al-Dīn Sālar Simnānī) 및 그

방면의 디반의 담당자들과 함께 도달하였다. 마찬가지로 후라산과 兩 이라크와 나머지

지역의 모든 도시에서 하킴과 실무자들이 길 중간 중간에서 합류하여 하늘을 닮은 왕

궁의 뜰에서 겸손한 이마를 조아렸으며, 다양한 종류의 선물과 적절하고 다양한 세금을,

행운의 둥지인 어전에 있는 가신들의 호의라는 행운을 얻기 위해 바쳤다. <진실로 당신

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도다.>2854)

295. 영광의 사힙키란이 압하즈 방면으로 향한 이야기

하늘처럼 위대하신 사힙키란의 노력과 고려가 聖戰의 가치를 얻고, 혼돈의 주민들

을 처리함에 있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즉,) 카르틴 요새를 획득하고 차지한 이

후에, 쿠릴타이를 행하였고 자비로운 모든 샤자데들과 대 아미르들, 세계의 피난처인 군

대와 병사들의 대인들과 수장들이 모였다. 왕다운 연회를 마련한 후에, 이슬람을 장식하

고 이교를 없애는 (그 분의) 판단력은 압하즈 방면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분은)

자비와 호의를 위해 바다처럼 관대하신 손을 펼쳐, 모든 샤자데들과 노얀들, 모든 아얀

2853) 이란본Ⅱ 미주 342에 의하면 그는 키르만의 칼란다르 중에 하나이며, 전술한 『흥분과 포효
의 책』의 저자이다. 그에 관한 기록이 혼데미르의 『傳記들의 벗』. 파시히 하와피(Faṣīḥ
al-Dīn Aḥmad Faṣīḥ Khvāfī)의 저서에 남아 있다(YZN/Ṣādiq, p.1495).

2854) Qur'ān, Sūra al-'Imrān : 26. 약간의 다른 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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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인들과 정부의 중진들에게 - 각 계급에 맞게 - [1213] 왕다운 사여를 베풀어 기쁘

게 하였으며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물을 베풀었다.

[시] 보물의 뚜껑을 열었다, 빵을 주고 병사들을 몰고 짐을 지게 하였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다른 아미르들을 수많은 군대와 함

께 먼저 파견하였으며, 명하였다. “조지아 주변을, 그 영역의 끝인 압하즈 경계까지 공

격하도록 하라.” 그들은 명받은 대로 향하였는데 길 가운데에 정글이 있었다.

용감한 덤불의 사자들은, 나무들을 넘어뜨리고 길을 만들었다. 진실한 의도를 지닌

군대는 아르메니아 인들과 조지아 인들에 대한 성전을 목표로 하여, 이교도 지역을 번

영의 상태에서 武力의 바람으로 쓸어버렸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뒤따라 이

동하여, 며칠 후에 그 이교도 지역 가운데로 들어갔다. 성 전사들의 경외를 일으키는

빠른 바람과 세계 정복군의 처벌이라는 홍수가 통과하자, 700 개의 마을과 농장들이 약

탈되었고, 그 먼지로 얼룩진 자들은 어디에서 나타났건 간에 살해되었다. 그리고 돌로

지어졌던 교회와 사원들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앙 없는 이들

이 높은 산과 계곡 사이에 있는 동굴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사다리를 늘어뜨려 그곳

에서 피난하고 있었다.

지시가 마음속에서 반포되어, 상자들을 체인과 줄로 단단히 묶었고 각각의 상자마

다 한두 명의 용감한 성 전사들을 앉혔으며, 그 일부가 산 위에서 상자를 통해 굴의 맞

은편까지 내려갔다. 그 승리의 바하두르들은 (그들이) 들어 있던 상자 안에서 진실한

신앙의 승리를 위해 용기의 손을 들어 올렸으며, 창과 도검으로 용감한 사자처럼 전투

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그 굴에 약 50-100명 정도가 있었으나, 이슬람의 힘과 끊임없는

행운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였으며, 재빨리 상자에서 굴로 뛰어들어 적들을 제압하고

성전의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약탈의 손으로 차지하였던 세속적인 물자들을, <그리하

여 신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였으니 밑으로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라>2855)는 말씀처럼, 성전사들에게 할당되었던 내세의 보상과

함께 [1214]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굴은 그 지역에 여럿 있었고 그에 관해 설명하기에

는 너무 장황하였으나, 같은 방식으로 모두를 정복하였다. 신앙인들과 관계된 <너희 가

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투쟁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엄함을 알게 하라.>2856)는

말씀에 따라 이야기하자면, “너희의 주변에 이교도 무리들과 전투를 행하고, 그들을 잡

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서 불운이나 힘겨운 노력들이 면제될 것이

다.”

2855) Qur'ān, Sūra al-Tūbah: 89.
2856) Qur'ān, Sūra al-Tūbah: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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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귀결인 병사들이 그 방황하는 자들의 거주지, 특히 종교건물(Dūr)와 시나고

그(Kanāyis)를, 그들의 쓸모없는 신앙의 교리처럼 파괴한 후에 나무들과 포도나무들의

일부는 뿌리부터 캐내었고 일부는 껍질을 뜯었고 일부는 불로 태웠다. 그리고 죄를 진

모든 이교도들의 폐허에서 수많은 물자들을 취하였다. <신께서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벌

을 내리니라.>2857) 라비 알 아왈 월 14일(1403년 10월 1일) 월요일에 하늘처럼 강력하

신 아미르들이 원정에서 성취의 승리로 귀환하였으며, 승리의 귀환처인 대오에 합류하

였다. 그리고 화요일에, 행운의 벗인 다른 가신들과 함께 사냥을 목표로 말을 몰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자 아래에서 대규모의 사냥을 행하였다. 다시 18일 금요일

에, 기쁨으로 가득한 생각은 사냥의 기쁨을 택하였으며,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피

로 인해 황야가 튤립정원처럼 보였다. 황야의 야생동물에 대한 사냥을 마쳤을 때, 조지

아 인들에 대한 구속과 살해를 출발의 목표로 삼았고, 성전의 방식을 취한 성전사들은

저주받은 이교도에 관해 <그들에게 맞서라>2858)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도 소홀

히 하지 않아, 조지아인들 중에 누구든 잡으면 소멸의 칼로 베었고 그들의 물자는 발견

하는 즉시 약탈하였다.

[시] 신앙으로 인해 원한을 갖게 된 성전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잡았던 이교도 인들은 누구도 남지 않았고, 그 지역의 건축물들은 거의 남지
않았다. [1215]

296. 사힙키란이 압하즈에서 귀환함과 그에 관한 이야기

세계를 정복하는 병사에게 포로가 되었던 조지아의 사령관 중 일부가, 그 전에 사

람을 파견하여 말릭 기오르긴에게 알려주었다. “만일 사힙키란이 세계 정복군과 함께

압하즈에 이른다면, 아르메니아와 아르메니아 인들의 영역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기오르긴은 그가 신뢰하는 자들과 같은 종교를 가진 이들이 전하였던 메시

지로 인해 두려움이 커졌고, 즉시 풍부한 선물과 함께 자신의 믿을만한 자들을 이슬람

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지아 사령관들에 대한 처벌은 기오르긴으

로 하여금 이 상황에 일종의 핑계를 부여하였고, 자신의 무리에 있는 불운한 주교의 충

고로 인해, 그 자신이 신뢰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계속 익숙해져 올바른 길을 외면하였

다. 마치 예언자의 봉인 <그와 그의 가문에 안녕과 평안이 있기를!>께서 군대를 나지

란(Najirān)2859)으로 이끌고 갔을 때, 그곳의 주민들이 적의와 거부의 터번을 고집의 앞

2857) Qur'ān, Sūra al-Fāṭir : 36.
2858) Qur'ān, Sūra al-Tūbah: 73.
2859) 예멘과의 국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현재에는 무슬림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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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다시 두르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지즈야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러

자 이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너희의 자손들. 우리의 여성들과 너희의 여성들, 우리 자신들과 너희 자신들을 함께 소

집하여 각자의 신께 기도하여 거짓말 하는 자들 위에 신의 벌이 있으라 하겠다.>2860)

즉, “말하라 무함마드여, 적들에게. ‘오라, 우리의 아들들과 너희의 아들들로 하여금, 우

리의 부인들과 너희의 부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과 너희의 사람들로 하여

금 기도하고 신에게 탄원으로 청하게 하자. 신의 분노와 저주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며, 의미 없는 길을 얻게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께서 깃

발을 아래로 내리고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만족하며 양측에서 한 지역에 모여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神으로부터 즉시 예언자 무함마드와 알리(Waṣyy)2861)와 파티마

(Zahrā')2862)와 이맘 하산과 후세인(Sibṭa'yn)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다섯이 약속

의 장소에 왕림하였고, 맞은편 또한 일부가 왔다. 그리고 기도를 읊었을 때, 기독교도

학자들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나는 여럿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신께 청한다면, [1216] 산이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에 대해 기도한다면,

한 명의 기독교인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교의 말을 믿고 있었으

므로 두려워하고 복속과 복종으로 앞으로 나와, 세금으로써 직물과 무기와 그 외의 여

럿을 바치고 지즈야를 받아들였으며, 매년마다 (세금을) 바치기로 약조하였다. 이슬람의

군대는 목적을 이루고는 되돌아갔다.

그 나지란의 주교들이 그곳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현현(Tajallīyāt)은, 사실상 조지아

의 사령관들이 이 이야기에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현현과 같으니, 이 또한 진실이었다.

그리하여 기오르긴의 사신들이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들을 중재

자로 세웠고 탄원으로 고하였다. “기오르긴은 복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돌

보심과 노력의 은총을 통해 왕다운 용서로 그의 상황을 포용하시고, 사힙키란의 분노의

불꽃을 가라앉히신다면, 그는 즉시 값비싼 것들과 물자들과 선물들 중에 무엇이든 갖출

수 있는 것을 즉시 파견할 것이며, 지즈야와 세금을 복종의 의무로 지고 매년마다 훌륭

한 창고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명령이 반포 될 때마다 군대를 정해진 수만큼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으로 파견할 것입니다.” 아미르들은 그의 무력함과 가련함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사신들과 그 메시지를 보고하였고, 그 후 약속된 관습에 따라 적절한 시

기에, 기오르긴의 이야기를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에서 거론하였으며 무

만,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기 이전에는 초기 크리스트교 공동체 및 유대교 공동체가 있는 곳이
었다. 초기 크리스트교 공동체는 칼리프 우마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비 무슬림을
없애겠다는 그의 의지에 따라 강제이주 되었으나, 유대교 공동체는 20세기까지도 남아있었다고
한다(온라인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Najran).

2860) Qur'ān, Sūra al-'Imrān : 61.
2861) 예언자의 후계자인 알리의 별칭.
2862) 예언자의 딸인 파티마의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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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을 꿇고 고하였다. “의심할 바 없는 고귀한 각하의 열의는 종교의 고귀한 상징과 예

언자(Sayyīd al-Mursalīn)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의 샤리아의 관례

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귀하신 신의 뜻대로 이슬람의 교리는 이 지역에서,

타 시대가 이것의 100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하여 승리의 왕들과 고귀한 지위를 가진 군주들이, 길 한가운데에서 이처럼 매 년마다

선물과 말들을 파견하며 복속을 선언하였던 적은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공격을 행하

였더라면, (그들은) 병사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을 병영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하여 결국에 (그들은) 뻔뻔한 용기로 트빌리시에서 이 쪽으로 왔을 것이고 [1217] 이슬

람 왕국의 경계에서 용기를 과시하며 수년 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였을 것입

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왕국의 영토에서 숨을 죽이고 목숨이 안전을 얻었다는

위대한 행운의 영예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은 그 왕국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盛世를 이루고 세금을 획득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왕다운 애정이 그들

에게 안전을 보장하신다면, 지즈야와 세금을 바친 후에 고귀한 명령이 반포하시는 모든

바에 대해 목숨을 다하여 복종할 것이며 복속과 봉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미르들이 이와 같이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힙키란의 천성의 중심을 차

지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의와 무슬림으로서의 분노는, 이와 같은 뜻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노얀들이 이 이야기를 울라마 및 무프티들과 함께 상의하였고 그들은 축복받

은 모임에서 (기도와 찬사라는) 도입부분을 진행한 후에 만장일치로 고하였다. “이 무리

들은 지즈야를 받아들였고 무슬림들을 괴롭히는 공격을 행하지 않으므로, 샤리아의 말

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부여하시고 살해와 약탈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

어야 합니다.”

결국에 그 분은 울라마의 파트와 및 아미르들의 중재에 따라, 그 중재자 중에 하나

였던 셰이흐 이브라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오르긴의 청원을 승인하여 관대함의

머리를 흔들었으며, 사신들에게 경외와 희망을 주어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며칠간 그

지역에서 기쁨과 사냥으로 나날을 보내어 사신들이 급히 돌아올 때 까지 (기다렸고),

1000개의 금-탕가(Tangha)2863) 세케를 (티무르의) 축복받은 이름으로 장식하였다. 그리

고 천 마리의 말을 귀중한 직물들과 거대한 세금 및 재산과 함께, 특히 그 중에 금과

은과 크리스탈로 된 수많은 집기와, 그 부류 중에서도 그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것은

드물었던 18미스칼2864) 무게를 지닌 빛나는 예쁜 색의 루비 한 덩이를 가져와서 영예로

이 보고하였다. 그리고 지즈야와 세금의 수행을 계약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신앙을 양

성하는 사힙키란은 귀환을 위해 출발의 고삐를 틀었고, 여러 차례 이동한 후에 트빌리

2863) 티무르 조에서 탕가는 일반적으로 은 동전을 의미하는데, 그 무게는 역시 1 Mithqāl(4.8g)이
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금화를 의미하며, 조지아의 동전으로 보인다.

2864) 금이나 사프란과 같이 작고 귀중한 물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4.8g에 해당하며, 이슬
람권에서 8세기부터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금화 디나르 1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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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르렀으며, 그 주변에서 사원들과 교회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그리고 쿠라 강을

건너 그곳의 두 역을 통과하였고, 바일리간(Baīlaqān)2865) 건물들의 건설을 위해 [1218]

카라바그 방향으로 축복받은 출발을 하였으며, 특수한 가신 중에 일부와 함께 유수진에

서 분리되어 먼저 나아갔다. 바르다를 통과하여 바일리간 주변이 세계 정복자 대오의

안착이라는 영예로, 하늘 위 토성의 높은 기둥을 지닌 테라스와 왕궁의 질투를 샀을 때,

유수진과 군대들은 2주 후에 도달하였고, 강력하고 위대한 여러 천막들의 줄을 모았다.

297. 바일리간 도시의 건물과 성채를 건설하고 해자를 팠

던 이야기

(신의) 말씀이라는 것의 위대함, 그리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훌륭한 경이로움 중에,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은 없으며, 그분은 흙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신 후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정주케 하였다>2866)는 말씀이 지닌 의미와 관련된 건설의 업무는, 세계

의 거대한 업무이자 인류 공공의 중요한 업무로서 쓸모가 있었다. 비할 바 없는 사힙키

란이 바라시는 고귀한 마음 속 방책은 언제나 세계와 세계인들의 평화와 행복에 관한

것이었고, 머물러 있을 때나 움직이고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잠시라도 머무르게 된다면

왕국을 장식하는 판단으로, 그 이익이 여러 시대에 걸쳐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견고한 건

물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 태양의 터키석 색 천막이라는 잠시드가, 가을 성

좌의 가운데에 도달의 광선을 드리웠을 때, 고귀한 태양과 같은 판단은 카라바그에서의

동영을 위해 바일리간의 재건이라는 목표를 영광스러운 뇌리에 떠올렸다. 그 도시에는

오랫동안 줄곧 건축물의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땅의 곤충들 외에는 그 지역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 되어 있었다.

[시] 바일리간에 사람들의 거주지가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살아있는 것은
뱀과 전갈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전갈과 뱀이 매우 많았으므로, 그 영역에 있는 것은 어려웠다.

비록 추운 때였고, 구름이 마치 은을 보유한 자비로운 장소이자 보석을 뿌리는 손

바닥과 같았으나,

[시] 겨울이었고, 비가 밤낮으로 내렸으며, 영혼에서 신음소리가 혹독히 발생하였

2865) 나히체반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변경
도시．

2866) Qur'ān, Sūra al-Hūd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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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19]

영광스러운 도달과 위대한 안착이 그 영역에 발생하였을 즈음, 복종해야 하는 야를

릭이 반포되어 밝은 영혼을 지닌 기술자들과 일에 능한 건축가들이 도시를 설계하였는

데, (그것은) 성벽과 해자와 네 바자르와 거대한 저택과 목욕탕과 집과 뜰과 정원과 그

이외의 것을 포함하였다. 그 설계를 기초로 삼고 줄을 둘러 왕자들과 아미르들에게 분

할하였으며, 군사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일에 몰두하였다. 그 모든 건축물들은 구워진 벽

돌로 1달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벽의 둘레는 大 가즈(Ghaz-i Buzurg)2867)로 2400 가즈

였고, 그 벽의 폭은 11가즈였으며 높이는 약 15가즈였고, 해자의 폭은 30가즈, 그 깊이

는 약 20가즈였다. 또한 각 성채의 사각 변에 거대한 탑을 세웠고, 중간에 다른 탑들을

세웠으며, 그 중에 두 방향에는 두 대문을 열었고, 전체에 요철 모양 구조(Sharfih)와

흉벽의 돌 던지는 도구를 갖추었다. 실로 그 모든 일들은 승리의 군주들의 강력한 손을

통해서도 1년 만에 이루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추운 공기에 비가 내리는 1달 동안 (이

루었으니), 하늘의 가호 및 사힙키란의 행운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루기 불가능한 것

이었다. 세계는 그 완전한 힘과 권력에 대해 다시금 놀랐고, 사실상 그 비할 데 없는

군주가 진행하는 업무의 전개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간혹 분노가 (일어나면) 원한의 주

름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눈썹에 드리워지는 것처럼 세계를 뒤집곤 하였고, 편안할 때에

는 마치 호의의 입술이 자비의 미소로 열리는 것처럼 세계를 기쁨과 즐거움의 빛으로

밝히곤 하였다.

[시] 그의 영혼이 기쁨의 고귀한 천국에 있기를! 그의 후예에 의해 세계가 번영하
기를!

왕국을 정비하는 (그 분의) 판단은 바일리간과 바르다와 간자와 모든 아란 및 아르

메니아 땅과 조지아의 땅을, 트라브존2868)과 함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 맡겼고 잘

랄 이슬람의 형제인 바흐람 샤(Bahrām Shāh)를 바일리간의 보호에 임명하였다. 한편

건축물과 도시의 축이자 동식물의 거주지의 생기이며 삶의 精髓는 물이었으므로, <신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다.>2869)는 말씀이 그 의의를

명확히 드러낸다. 찬양받을 말씀이신 쿠란의 여러 곳에 기록된 報告 중에, [1220] 천국

정원과 영원한 축복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에 대한 묘사는 흐르는 개울에 대한 이야기로

2867) 가즈-샤리아의 크기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는데, 동일한 ‘완척’이라는 의미를 지닌 ‘Zar'’
라는 단위의 크기를 이용하여 크기를 명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Zar'’ 중에도 ‘Zar'-i Iṣfahān’이
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길이는 약 79.5cm 정도에 달한다.

2868) 이란본Ⅱ에　따랐으나 철자에 다소 오류(트바르존Ṭbarzūn)가 있다. 캘거타본에는 타바리스탄
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2869) Qur'ān, Sūra al-Anbīyā'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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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곤 하였다. 즉, <아래로 강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시니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

다.>2870) 그리하여 왕다운 마음은 그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아라스 강중에 하나의 지

류를 끊어서 그 물이 바일리간을 통과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토양이 그 흐르는 물의

혜택을 입어 거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결국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자 정

부의 중진들이 최대한 진중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타바치들은 하늘의 힘을 지닌

군대에게 개울의 폭을 배분하여, 그 여섯 파르상 정도 되는 길이와 15샤리아-가즈의 너

비를 지닌 흐르는 수로를 1달 여 만에 완성하였다. (그것은)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 함

께, 사힙키란의 강력한 행운을 상징하는 증거 중에 포함되어 있다.

298. 사힙키란이 백성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정의와 훌륭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울라마와 이맘들을 여러 왕국

에 파견한 이야기.

바일리간의 땅이 페르카트를 퇴색시키는 깃발과 세계 정복군 병영의 중심이었던

때에, 대 아얀들과 이란과 투란의 모든 대인들이 상서로운 징조인 깃발을 마중하기 위

해 사방에서 영광스러운 카바를 위한 성지순례의 의복을 묶고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

로 모여들었다. 고귀한 성지이자 천국의 에람 정원과도 같은 모임에서 샤를 알현할 때

에, 유명한 울라마들과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자들은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축복

받은 마음이 종교의 중요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슬람의 의무인 중요한 업무들에 대한

탐색을 즐거이 마무리하였을 때, 고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야기가 모든 측면에서 이

롭고 훌륭하게 흘러갔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완벽하고 훌륭한 무리들의 이야기의 흐

름이 정의의 장점이라는 강물과, 호의의 훌륭함이라는 협곡으로 향하였다.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그 논의를, 현세와 내세라는 두 세계의 목표를 이루는

결과 없이 혀의 대화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훌륭함으로 귀결되는 현자들

을 올바른 소환의 목적으로 삼아 명하였다. “울라마들은 매번 왕에게 위대한 충고를 해

왔고 좋은 일들을 행하였으며, 옳지 못한 움직임을 저지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당신들

은 나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하라 말라 무엇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다 함께 사과를 위해 예의바른 혀를 열었다. “지고하신 신의 가호

로, 신의 굴람께선 훈계나 충고가 필요하지 않으시니, 도리어 동료들에게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천성을 지니신 사힙키란은 실로 그러하였으나, 그 이야기에 한 발짝 물러서

서 말하였다. “나에게 찬사와 찬양을 이야기하며 내 생각을 따르려는 의도로 미사여구

2870) Qur'ān, Sūra al-Tūba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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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러한 말들은 나의 믿을만한 사

람들이나 지지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왕위나 재정적인 이득을 얻

고자 함이니, 신의 호의로 인해 나의 상황은 강력함과 독립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이

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 있다. 나의 목적은 이와 같다. 즉, 너희들이

각 지역에서 왔으니 당연히 그곳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그리고 다루가들과 디반의 대

리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은, 정

의로운 실정법과 샤리아에 의거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하

여 酷吏들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의 강압의 손이, 당대의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옷자락

에 닿을 수 없도록 하라.” 울라마들과 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 충심의 혀

를 기도와 찬사로 열었다.

[시] 그에게 찬사를 행하였다, 신께서 어느 장소에 계시든 당신도 그곳에 계실 것
입니다.
당신의 정의로 인해 세계가 번영에 이를 것입니다. 피지배민들의 마음이 당신으로
인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복자는 정의와 마치 한 쌍의 쌍둥이 같으나, 그를 따라 곧 비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871)

그리하여 각기 자신의 지역의 상황에 대해 명백한 바를 고하였다.

그 분 또한 그 모임에서, 독실함과 신실함으로 유명하였던 지식과 파트와의 주민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1222] 각각에게 신뢰의 평안으로 디반 알라의 승인을 부여하여

왕국의 각 지역에 임명하였고, 그 곳으로 서둘러 가서 그곳의 백성들과 주민들의 상황

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만일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비와 친절의 손으로 억눌린 피지배민들의 발에서 상처의 가

시를 빼내도록 하였으며, 누구든 무력과 강압으로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것이 많다면, 그

지역에 있는 창고의 물자로 되돌려주게 하고 혹리들을 처벌하여 타인에 대한 경고로

삼도록 하였다. 그렇게 상황을 조사한 다음 기록하고 돌아와 보고하여, 무력과 不正의

관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창조주께서 맡기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이 후에 보석을 뿌리는 혀로 정하였다. “지금까지 세계 정복 업무의 처리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항상 (나의) 마음을 왕국과 길의 번영과 안전 및

백성들의 복지에 둘 것이다. 이 말의 목적은 이와 같으니, 나의 사람들은 이후에도 상

황을 외면하지 말고 나에게 고하여, 무슬림들의 행복과 사악한 자들의 격퇴, 적들에게

상처를 입힘을 위해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나에게) 알리도록 하라, 즉,

2871)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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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금 세계는 나에게 기대고 있으니,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검은 흙을 순정한 사향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몸은 먼지와 한 쌍이 되었다, 폭정을 휘두르는 자들이 나의 치맛자락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匠人들로 인해, 또는 우리의 군대와 봉사하는 자들로 인해 결코
어느 누구도 아픈 마음을 짓밟히지 않도록, 아픔으로 인해 그가 우리에게 상처 입
지 않도록.
만일 어떤 장인이 한 주먹의 흙으로, 구덩이 안에서 크게 고통을 입었다면,
(내가) 불꽃으로 그의 몸을 불태우거나,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목을 (매달 것이다.)
백성들과 가난한 피지배 인들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1223]
왕좌와 왕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너희의 길이 열려있다.
이 세대의 훌륭한 용사2872)들은, 우리 명령 하에 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 그 고통을 숨기고 있으면
나는 신의 어전에서 그를 위해 정의를 청한다, 마치 구름의 장막에서 달이 숨어있
듯
파리로 인해 고통을 입은 장소에 만일 태양의 열기가 나뭇가지에 비춘다면
눈과 바람이 높은 하늘로부터 그 농경지에 상처를 입힌다면
마찬가지로 만일 노루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건조함으로 인해 생기로운 황야
가 고통스럽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 중에 있다, 백성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
이다.
그 땅에서 탈출하지 말라, 그 봄의 구름이 비를 내릴 것이다.
세계를 마치 천국처럼 만들 것이고 나쁜 관습과 잘못된 일을 내쫓을 것이다.
왕이 정의와 베푸심을 지닐 때, 세계는 훌륭함과 안정으로 가득찰 것이다.
정의로이 보물을 꺼내기로 한다, 나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즐겁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모임에 출석하였던 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이는 저희가 아는 바를

증언함입니다.>2873)라는 말씀에서 기원하였는데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애정으로 인해 더욱 희망에 차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아름

다움의 확산으로 인해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모두가 정직하게, 일을 행하시는 그 분께

소망의 손을 펼쳐 필요한 바를 말하였다.

2872) 이란본Ⅰ을 따랐다.
2873) Qur'ān, Sūra al-Yūsuf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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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이시어! 이 정의로운 자에게 성취를!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운을 주십시
오.
그 분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던, 신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가 정복하였으므로, 100년 후에도 그 세계를 그에게 주십시오. [1224]

299. 이라키 아랍으로 갔었던 샤자데들의 나머지 이야기에

관하여.

이 전에 기록하여 설명하였듯이,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힐라 주변에서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 합류하였고, 전장에서 당대의 루스탐과 이스판디야르였던 샤자데들은,

숙고 끝에 유프라테스를 통과하여, 히트 마을의 맞은편에 있었던 힐라 하류의 가남 수

로(Nahr al-Ghanam)에서 카라 유수프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많아야 3000명이 되지 않

는 병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카라 유수프는 수많은 군대와 함께 맞은편에서 해자의 개

울을 파고 전투를 준비하였다. 수장의 지위는 나이에 따라 아미르자데 루스탐이었고, 아

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예의에 따라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군대의 가운데에 당신께서

서 계십시오.”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대답하였다. “나는 명령에 따라 도우러 왔다. 그러니 두 중군

을 배치하고, 각자 각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결정한 후에, 번개 같은 물기어린 칼

에서 불꽃이 피어올랐고, 힘겹게 노력하는 전사들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적들의 귀와 이

성이 멀게 되었다. 처음에 아미르자데 루스탐이 개울을 건너 적들을 공격하였고, 전투와

살해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되었다.

[시]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섰다. 사방에서 칼의 소리가 발생하였다.
너는 말하였지, 창공에서 칼이 내리고 있다고, 온 세계가 구름으로 자욱하다고.
수많은 피살자들과 쓰러진 자들로 인해 땅 위가 죽은 자들의 철갑옷으로 덮였다.

그러한 노력과 일전일퇴 중에

[반구M iṣrā’] 화살촉으로 인한 상처와 칼의 출혈로 인해

카라 유수프의 형제 야르 알리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였

다. 나머지 승전군 또한 강을 건너 용감한 노력을 기울였고, 아미르 순자크는 최대한

훌륭한 노력을 기울여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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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방으로 예리한 칼과 함께 고삐를 돌렸다. 적들에게는 달아나는 것 외에 방
법이 없었다.

적들은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의 용감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다급히 달아났고, 카라

유수프의 상황은 혼란스러워지고 얼굴은 검어졌으며 그의 행운이라는 낮이 밤으로 향

하게 되어, 그의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그와 함께 바깥으로 탈출하였다. 그리하여 약

10-15천 戶에 해당하는 그의 모든 무리들과 그의 예속민들이, 물자들과 도구들과 소와

양과 낙타와 그 외의 가축 무리들과 함께, 하늘같은 병사들의 소유와 점령 下에 들어왔

다. 아미르자데 루스탐의 군사들은 이스칸다르와 이스판드2874)의 모친이었던 카라 유수

프의 부인을, 예속민들과 친족들과 함께 포로로 묶어 데려왔다. 그리고 황야에 사는 모

든 아랍 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하킴이었던 나이르 아랍(Na'īr 'Arab)과 그 지역의

다른 사령관들 및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당대까지도 복종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제압하였다. 또한 바일리간을 수리하고 그 개울을 파는 도중에,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의 누케르들인 다르비시 비키의 아들 사룩(Sāruq)와 쿠틀룩 호자(Qutlugh

Khwāja), 그리고 아미르자데 루스탐의 명령으로 아크 비르디 우즈벡(Āqbirdī Ūzbik이)

도착하여 전술한 승리의 기쁜 소식 및 그 상황을 축복받은 보고의 영예에 전하였고, 승

리의 깃발의 병사가 전장에서 베었던 카라 유수프의 형제의 머리를 가져왔다. 이렇듯

카라 유수프와 다른 사악한 자들이 일으킨 혼란과 사악한 소망이 그 지역과 도시에서

사라진 후에,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는 휴식 끝에 자비와 친절로 그 왕국의 폐허를 정

돈하여, 온전한 노력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바그다드 도시 건설 및 그 주변 농장에

서의 농경에 몰두하였다.

300. 아미르자데 우마르가 사마르칸트로부터 온 것과, 바

일리간의 보수 및 수로 건설 도중에 발생하였던 사건

에 관한 이야기

사마르칸트에 있었고, 사힙키란이 일전에 아제르바이잔과 그 예속민들의 지배에 임

2874) 그의 이름을 이란본Ⅰ 및 타슈켄트본에서는 이스판디야르라 하였다. 실제 그의 아들들 중에
카라 이스칸다르라는 이름을 지닌 후대의 카라코윤루 군주가 있는데, 그의 동복동생의 이름은
자국 사료에서조차도 이스파한, 혹은 이스판드라 하는 등,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바그다드
를 통치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Mīr Hāshim Muḥaddis̲. Tārīkh-i Qizilbāshān [H istory of
Qizilbashes] , Tehrān: Bihnām. 1982, p.16; V. Minorsky, "The Qara-Qoyunlu And The
Qutb-Shah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7-1, 1955,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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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소환하였던 아미르자데 우마르 이븐 샤자데 미란샤가 [1226] 바일리간 영역에

이르렀다. 사실상 영광스러운 달의 朔月이자 상서롭고 행복한 해의 첫날이었던, 806AH

주마다 알 아왈 초(1403년 11월 16일) 금요일2875)에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다.

그 때에, 투만의 아들 누케르 체르케스(Nūkir Chirkis)가 니하반드에서 왔고, 그 동안

무지와 탈선으로 인해 반대와 저항의 숨을 쉬었던 소 루르의 하킴 사르 말릭 (이븐) 아

즈 앗 딘을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데려와 말하였다. “그의 몸에서 살을 베어내고

볏짐 위에 던져. 다른 적들에 대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또한 그 와중에, 전부터 시라즈

의 실무자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었던 사힙키란의 정의의 샤흐나, 마울라나 쿠툽 앗 딘

카르미에 관해, 예를 들면 그가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로 나아갈 때 금화를 뿌리고 조공

을 바치는 명목으로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에게서 300,000케베키 디나르의 금액을 빼앗

는 등 파르스 주민들에게 행한 不正을 이유로, 마울라나 사아드(Maulānā Ṣā'ad)가 전술

한 무리들과 함께 와서 그 상황을 보고의 펜으로 밝은 마음의 판에 기록하였다. 이에

그를 소환하였고 복속해야 할 야를릭이 영광의 장소로부터 반포되었다. “셰이흐 다르비

시 알라히는 그를 철로 된 끈과 두개의 가지로 묶고 금화를 뿌리고 조공을 바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돈들과 함께 시라즈로 운반하여, 그 돈을 본래의 주인들

에게 되돌려주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갖가지 손해를 입혔던 그의 누케르 아르군의

목을 매달아라. 또한 만일 피지배민들에 대해 어떤 강압이 행해져, 그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로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있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원인이라

여기게 하라.” 또한 호자 말릭 심나니로 하여금 시라즈의 세금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

며 명하였다. “마울라나 사아드 또한 되돌려 보내어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마울라

나 쿠툽 앗 딘이 제 멋대로 행하였던 과잉 징수는 그가 행한 것이며, 사힙키란의 명령

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라.” 명령이 반포되었고 전술한 무리들이 시라즈에 이르렀

을 때 아르군의 목을 졸랐다. 도시와 영역의 여러 백성들이 옛 마스지드에 모였고, 대

마스지드 아래와 지붕이 각 계층의 여러 사람들로 가득하였던 금요일 낮에, 마울라나

쿠툽 앗 딘을 철로 된 끈과 두개의 가지로 묶어 제단 아래에 단단히 세워두었다. 마울

라나 사아드는 제단 위로 올라가, 사힙키란의 이야기를 백성들의 귀에 전하였고, [1227]

재치의 혀로 호자 이마드 파키아(Khwāja 'Imād Faqīyya)2876)의 싯구를 바꾸어 이와 같

이 표현하였다.

[시] 만일 이 왕국이 군주로 인해 파괴되었다면, 현자들 곁에 마울라나의 죄가 있

2875) 이 날은 음력으로 양의 해, 11월 2일에 해당하므로 초승달이 나타난 朔日에 해당하는 날이
다. 그러나 ‘상서로운 해의 처음’이라는 대목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란에서 이 시기에
이용된 어떤 달력에서도 이 시점에 한 해가 시작되는 달력은 없었다.

2876) 이란본Ⅱ 미주 343에 의하면 키르만 출신의 셰이휼 이슬람, 히즈라 력 8세기의 종교 지도자
이자 시인이며 일칸국 아부사이드 시기 ∼ 무자파르 왕조 초기 인물이다(YZN/Ṣādiq, p.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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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리하여 자미 마스지드의 주변과 사방에서 그 분에 대한 찬양과 찬사의 함성이

그 세계라는 드높은 산에 사는 이들의 귀에 닿았고, 되돌려 보냈던 300,000케베키 디나

르는 2달 동안 왕국의 이맘들과 서기들 및 카디들의 문서에 근거하여 누락 및 손해 없

이 주인들에게 전해졌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밤과 낮의 페이지를 타고 누대에 걸쳐

기억되었으며, 그 후에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우마르 셰이흐는, 마울라나 쿠툽 앗

딘에게서 철로 된 끈과 두개의 가지를 제거하고 (그를)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다.

301. 사힙키란이 카라바그에서 동영함과, 그 기간에 발생

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사힙키란의 축복의 마음이 바일리간에서 행한 일을 끝냈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깃

발이 카라바그를 향해 출발하였다. 태양과 같이 고귀하신 판단은 우선 명령이라는 광선

을 던져, 그곳에서 동영을 위해 쿠리여를 마련하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 분의) 축복

받은 도착 후에 특별한 쿠리여가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도달의 은총으로 특별하게 되었

다. 샤자데와 노얀들은 자신의 자리를 도달의 영예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예속민들과

군대들도 각기 자기 자리에 자리 잡았다. 그 거대하고 완전한 심판날과 같은 병영의 위

대함으로 인해, 카라바그의 겨울은 초지와 정원의 번영을 구가하는 초봄 나뭇가지의 질

투를 얻었다. 한편 카라바그에서 훌레구 칸의 울루스를 아미르자데 우마르에게 사여하

기 위해 조약을 맺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일전에 내린 적이 있었으므로,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쿨라기와 순티2877) 길로 와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1228] 행운을 얻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귀에, 사힙키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장소인 피루즈쿠흐와 다마반

드로 갔었던 이스칸다르 샤이히가, 죄와 탈선의 신호와 흔적들을 그의 상황이라는 장부

에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명령을 내렸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라이 방향으로

향하여 그 상황의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라.” 또한 명하였다. “아미르자데 루스탐

또한 이 중요한 업무를 돕도록 하라. 만일 승리의 히즈르가 이스칸다르에게 길을 안내

하듯, 정도를 벗어난 죄악에서 탈출하여 복속과 봉사의 발걸음으로 온다면 그의 희망의

목표를 달콤한 호의와 회유의 샘물로 두고, 만일 정도를 벗어나 잘못된 어두움에 머무

른다면, 쿰과 카샨과 다르가진 및 그 지역과 영역의 보병들을 모아서,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뒤를 따라 그의 뿌리를 뽑아내도록 하라.”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출발하였다. 시

2877) 이 지명의 철자는 ‘SNT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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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반의 하킴인 아미르 셰이흐 이브라힘은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거대한 연회를

마련하였으며, 동물들과 굴람과 여성 노예와 갑옷과 무기와 의복으로 된 갖가지 다양한

조공을 바치고 천 마리의 말을 이끌고 와서, 모든 부인들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노

얀들과 정부의 중진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주고 지지와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그

때에는 매 주마다 어떤 이유로, 아니 날마다 어떤 이유로든 거대한 연회를 열었으며 최

고의 기쁨과 행운을 누렸다. 이 상황에서 아라키 아랍에서, 그의 인생이라는 묘목이 18

세(에 이르렀고) 적의와 저항의 개울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술탄 아흐마드의 아들 누르

알 와르드(Nūr al-Ward)를 데려왔는데, 당대의 재앙의 빠른 바람으로 뿌리 뽑혀 있었

다. 또한 그 시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사이드 베르케 <그에게 은총이 있기를!>의

왕림이 있었는데, 사힙키란은 올바른 천성을 지닌 깨끗한 신앙으로 마중을 위해 천막과

장막 바깥으로 나왔으며, 그 사이드는 샤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장례 의례를 행하기 위

해 터번을 머리에서 벗고, 애도하기 시작하였다. 사힙키란은 그를 안고 크게 울었다. 또

한 마와라안나흐르 방향, 키시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와 티르미드와 다른 지역에서

[1229] 사이드들과 대공들과 아미르들과 울라마들과 셰이흐들, 예를 들면 티르미드의 후

다반드자다들과, 호자 압둘 아왈(Khwāja 'Abdul-Awwal)과 호자 아삼 앗 딘(Khwāja

'Aṣām al-Dīn)과 호자 아프잘 키시(Afzal Kishī)와 키시의 셰이휼 이슬람의 아들들인

압둘 하미드('Abdul-Ḥamīd)와 압둘 라흐만('Abdul-Raḥmān) 및 다른 그 왕국들의 대

인들이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고, 고귀한 만남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애도

의 의례를 행하였다. 또한 쿠란과 하디스에서 유래한 갖가지 형태의 충고와 설교로 축

복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세계 정복자인 카간(Khāqān)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마음

은, 완전한 신앙인들과의 빛나는 대화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의 먼지로부터 깨끗해졌고,

축복받은 마음에 학문적 문제들과 종교적 지식 추구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매일 밝은 판단으로 왕국의 사건과 통치의 중요한 업무 및 정의의 확대를 행한 후에,

하루의 마지막에는 주변의 지식인들과 고귀한 울라마들이 천국과 같은 모임에서 모이

곤 하였고, 샤리아와 관련된 주제의 학습이나 학문적 내용에 대한 관한 논의로 회의를

장식하곤 하였다. 그 때에 발생한 상황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즉, 키르만의 디반

의 서기 중에 이드쿠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자가 독직을 행하여 모든 금액을 그의 이름

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일리간을 건설하던 시기에 사힙키란의 귀에 들어

왔고, 디반 알라의 대리인들이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이 곳에서 그 분의 사촌이면서, 그

녀의 딸인 아가차(Āghācha)가 이드쿠와 혼인하기로 되어 있었던 고귀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와 상의하였고, 그 배상을 100 케베키 투만으로 마감하였다. 이드쿠는 그것을 받아

들였고, 동시에 금액을 번영의 창고에 전달하였으며, 키르만의 통치가 다시 그에게 맡겨

져 귀환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키르만에 도달하게 되면, 그가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로

향할 때 자신의 대리인으로 두고 왔었던 그의 조카 술탄 바야지드를 고귀한 왕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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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파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부얀 아가(Buyān Āghā)의 아들인 아누시르반

(Anūshrvān)을 타브리즈로 파견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세금을 조사하게 하였으며, 아미

르자데 샤루흐의 아미르들 중에 있던 피르 무함마드 풀라드(Pīr Muḥammad Pūlād)를

사리의 통치를 위해 파견하였다. 또한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의 부

인이었던 벡 말릭 아가로 하여금 카즈닌과 칸다하르에서 영광스럽고 강력한 성지순례

의 복장을 하고 [1230] 대리인들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오도록 소환하였으며, 전술한 샤

자데의 세 자녀들이자 아직 어렸던 할라드(Khālad)와 부준자르(Būzunjar)와 술탄 마흐

디(Sulṭān Mahdī)를 데려와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게 하였다. 그녀는 힌두스탄과

그 주변의 직물 중에 그 지역의 진귀하고 훌륭한 것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조공을 바쳤

다.

302. 아미르자데 샤루흐가 명령에 따라 길란으로 향한 이

야기

길란의 왕들은 단지 선물을 보내는 것에 그치고 하늘같은 어전으로 오지 않아, 왕

다운 마음이 그 지역으로의 진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올바름을 인도하

는 (그 분의) 판단은, 수장을 다리야 카우친과 바랄(Barāl)로 하는 정탐병을 알리 술탄

타바치의 형제 무함마드, 바야지드 부룰다이(Bayazīd Būruldāy) 및 바흐룰 바룰라스

(Bahlūl Barlās)와 함께 파견하며 명령을 내렸다. “길란 영역에서 정글로 들어가 동영하

도록 하라.” 그리고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명하였다, “길란을 출발 방향으로 삼고, 군

대와 함께 키질 야가즈(Qizil Yaghāj)2878)로 향하도록 하라.” 샤자데는 명령에 따라 서

둘렀고 그의 훌륭한 자녀인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은 자신의 투만과 함께, 그리고

아미르 자햔샤와 셰이흐 이브라힘과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가와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및 다른 투만의 아미르들과 군사들과 함께 샤자데의 행운의 등

자에 동반하였다. 그리하여 키질 야가즈에 도착하여 머물렀다. 길란의 하킴은 하늘과

같이 강력하고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승리를 거두는 군대가 향해오고 있음을 듣고는,

걱정의 물보라가 강력하고 안전한 집에 떨어져, 엄청난 금액의 地稅를 바치기로 하였다.

샤자데는 사람을 파견하여 그것을 고귀한 왕좌의 발치에 보고하였으며, 일부는 길란으

로 파견하여 그곳의 세금을 조사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한편 다일람(Daylama)2879)

과 길란 지역에서 학문의 훌륭함과 통치의 고귀함으로 뛰어났던 사이드 레자 키야

2878) 무시 황야의 서쪽 끝에 위치한 지명. ‘Kızılağaç’라고 한다. 이 단어는 투르크어로 ‘붉은 나무’
를 의미한다(James Brant, "Notes of a Journey through a part of Kurdistan, in the Summer
of 1838," p.353).

2879) 길란의 남쪽 산악지역을 가리키는 영역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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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yīd Rizā Kīyā)는 그 방면의 위대한 군주 중에 하나였던 아미르 무함마드 라슈티

(Muḥammad Rashtī)와 함께 적당한 선물을 갖추어 (샤자데에게) 향하였다. 그 지역의

[1231] 각 예속 세력의 하킴들도 수많은 선물과 물자들을 보냈다. (이들은) 행운의 안내

로 영광스러운 朝廷에 도달하여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기둥에 입을 맞춤으로

써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조공을 報告 장소에 전하였다. 그리고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혀로 고하였다. “우리 가신들은, 모두 봉사와 복속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地稅

와 正稅의 집행에 노력의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및 금령에 대해 복종과

수용의 허리띠를 생명의 가운데에 묶고 있습니다.” 사힙키란은 그들을 다양한 예복과

진귀한 물건들로 영광스럽게 하고 위무를 행하였다. 레자 키야는 순결한 계보가 예언자

의 가문으로 귀결되므로, 깨끗한 신앙을 지닌 사힙키란의 자비는 그를 보살펴 그 지역

의 모든 주민들이 그의 은혜에 감사해 하기를 바랐다. 법적 무게(Wazn-i Shar')로는 대

략 15,000 Man인2880) 10,000 Man의 비단2881)과, 7천 마리의 말과 3천 마리의 소를 길란

의 세금으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지역이나 그 아미르 무함마드에게서 (온 것), 혹

은 나머지 지역에서 도달한 것들의 2/3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세계가 복종하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전술한 금액의 조사원들은 그 금액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도록

하라.”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그 분의) 판단은, 룸과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고 아미르 압

바스의 친족이었던 샴스라는 자에게 맡겨두었던 카마크 요새를 조사하기 위해, 그를 몇

몇과 함께 그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카라바그의 동영 중에 발생하였던 여러 사건들 중에, 사이드 베르케가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능력 좋은 의사가 적절한 처리나 약과 약물로 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여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당대의 독보적인 이 인물의 인생의 장부

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된다.>2882) 는 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고귀한 숨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간다>2883)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 불안정하

고 변화하는 응접실(俗世)로부터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

2880) 이란본Ⅱ에는 부정확한 숫자(Yānjdāh)가 있고, 이란본Ⅰ에는 15000, 타슈켄트본에는 30000으
로 되어 있다.

2881) 앞서 ‘Man-i Shar'ī’를 가잔이 제정한 ‘타브리즈의 만’이라 하였는데, 포목 단위에도 ‘타브리
즈의 가즈’라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곡식이 아닌 비단의 무게를 잰다. 본래 포목
에 대해서는 무게보다는 길이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단위는 앞에서도 종종 등
장한 ‘가즈’인데, 1 샤리아-가즈는 완척의 크기로 45-50cm 사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본문에서는
포목에 대해서도 만이라는 무게 단위를 쓰고 있는데, 법정 무게 단위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1Man-i Shar'ī가 833g이지만, 비단의 무게 단위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문의 문맥으
로 보자면 법정 무게로 15000만(12495kg), 혹은 30000만(24990kg)을 10000만-비단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단 1만Mann은 1.2495kg 혹은 2.499kg이 된다. 『歷史의 精髓』에 의하면
15,000으로 되어 있다(ZT/Jawādī 2, p.1016).

2882) Qur'ān, Sūra al-Anbīyā' : 35.
2883) Qur'ān, Sūra al-Fajr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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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84)는 정원(來世)으로 옮겨갔다. <신이시여! 그가 만족하고 기뻐하게 해 주시오소

서> 사힙키란의 향기로운 마음은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고, 슬픔의 눈

물이 [1232] 영광스러운 눈에서 내리기 시작하였다. 죄를 회개한 후에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2885)라는 문구에 따라 축복받은 명령을 반포하여, 그의

시신을 안드후드로 운반하여 이맘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왕다운 애정은, 하마단과 니하반드 영역과 보루지르드와 소 루

르의 통치를 그 예속민들과 함께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에게 맡겼다.

303. 마르딘과 바스탄의 하킴이 옴과 故 아미르자데 무함

마드 술탄을 위해 수프를 제공한 이야기

겨울이 끝에 도달하였을 때, 마르딘의 술탄 말릭 이사가 여러 진귀한 물품 및 도구

들과 함께 왕들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고,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의 약혼녀가 되었던

순결의 장막 속 여인을 데리고 왔다. 말릭 아즈 앗 딘 시르 또한 바스탄에서 선물과 여

러 마리 말을 가지고 왔으며,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되었으며 무

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키

아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훌레구 칸 울루스의 아미르들과 사령관들은 각기 아

들이나 형제들을 가족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이 중요한 업무를

위해, 한 무리를 임명하여 (그 무리) 각각이 그들(質子) 중에 일부를 데리고 사마르칸트

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쿠란이 계시된>2886) 영광스러운 라마단이 되어 샤자데 사이

드 무함마드 술탄<그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소서>의 사망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빛나는 영혼의 승천을 위해 복종해야 할 명령이 영광스러운 장소로부터 반포되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죽과 먹을 것을 준비하였다. 사이드들과 귀족들과 울라마들과 주변

의 이맘들이 각기 자신의 지위에 따라 대열 뒤에 자리를 잡았고, 쿠란 낭독의 의식을

거행한 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장소로 가져와서 신실한 자

들을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고귀한 요람이신 한자데는 사힙키란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술타니야로 향하였고, 샤자데의 시신을 위대한 예언자 카이다르의 성묘에서2887) <그 예

언자에게 경배와 평안이 있기를!> 사마르칸트로 옮겼다. [1233] 그 때에 사냥의 즐거움

이 승리의 사힙키란의 위대한 마음에 떠올라, 행운으로 말을 몰고 아라스 강을 건넜으

2884) Qur'ān, Sūra al-Ṣad : 50.
2885) Qur'ān, Sūra al-Baqra' : 156.
2886) Qur'ān, Sūra al-Baqra' : 185.
2887) 이브라힘의 손자이자 이스마일과 하갈의 자녀이다. 그의 영묘는 술타니아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동명의 마을 카이다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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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 아미르과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병사들은 아크탐 황야에서 포위망을 이루었다.

[시] 표범의 목걸이를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곳에 금으로 된 사슬을 던져라.
개들에게 금무늬의 비단 천으로 옷을 (지었다.) 개이건, 사자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건 (간에).
특히 다른 곳에 이와 같은 개가 없을, 빠르게 뛰는 개의 얼굴.
맹수와 같은 신체와 단단한 뼈, 표범과 같이 위대하고 때로 원한에 떨면서.
취하였던 긴 화살을 재빨리 쏘았다, 강력한 엄지가 샤가드(Shaghād)2888)를 겨누어
쏘았다.
그들은 사냥의 때에 혈관이 뜨거워졌을 때, 여우를 백 마리를 하나하나 사냥하였
다.
울부짖는 사자를 향해 공격하여, 사자가 사슴에 대해 매복을 풀었다.
그는 곧장 전투에서 無力해졌다, 만일 그의 눈에 사자나 표범이 들어온다면.

3일 후에 포위망의 주변이 서로 만났을 때, 야생동물과 일반 동물 및 다른 생명체

들과 다양한 초식동물들을 많이 모았는데, 만일 그에 대한 묘사를 話者들이 본 대로 다

시 이야기하여 쓰게 된다면 당연히 과장이 섞이게 될 것이다.

[시] 온 세계는 무리 지은 동물들로 인해, 마치 목숨을 다해 파도로 들어가는 바다
와 같았다.

포위망 고리가 수많은 초식 동물들로 인해 비좁게 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지시되었

던 약속된 관습과 관례에 따라 경기(Qumārmishī)2889)를 행하게 되었다.

[시] 2890) 산의 동물들과 황야의 사슴을 포획하는 것은 한계를 넘었다.
세계의 암 산양과 가젤과 사슴을 향해, 대인들의 용기가 발휘되었다.

세계의 군주가 사냥을 완료한 다음, 군주들을 사냥하는 광장인 축복받은 오르두로

귀환하였다. [1234]

[시] 왕좌의 군주는 그 영예가 나날이 증가하였고, 그의 조약으로 오래된 세계가
젊어졌다. ‘신을 찬양하여라!’

2888) 전설상의 영웅인 루스탐의 이복형제, 루스탐에게 칼을 내려쳐 그를 살해한 인물이다.
2889) 경기를 의미하는 ‘Qumār’ + 투르크어 어미인 ‘Mishī’의 조합.
2890) Ferda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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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의 마음은 사마르칸트와 키시와 부하라와 다른 마와라

안나흐르 도시들의 대인들과 사이드들과 울라마들과 이맘들에게 룸과 프랑크 지역의

훌륭한 물자들 · 금과 의복과 직물과 그 외의 것들을, 충분한 기도와 많은 사여와 더불

어 배분하였다. 그리고 왕께서 선별하신 여러 가지, 왕다운 예복과 걸음이 빠른 기병과

금과 노새들과 남녀 노예들과 그 이외의 것들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귀환의

허락을 사여하였다. 그들은 찬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도시와 영역으로 되돌

아갔다.

304. 사힙키란이 7년 전쟁에서 귀환한 이야기

이 공격으로 시리아와 룸 지역이 세계정복자인 사힙키란의 가신들의 정복 下에 들

어왔고, 이 두 영역의 모든 곳이, 각기 승리의 깃발인 병사들의 정복과 장악의 말발굽

下에 있게 되었을 때, 이집트의 수도에서 세케와 후트바가 축복받은 이름으로 장식되었

고, 地稅와 正稅를 매년마다 바치겠다는 受容이 복종과 순종의 목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지아의 이교도들과 함께 성전을 행하여 그들의 힘과 세력의 뿌리가 단번

에 피폐해졌다.

[시] 중국으로부터 장바르(Jangbār)2891)까지 세계에서, 그의 칼로 승리하기를 바랍
니다.

(이에) 신앙이 없는 키타이 인들을 겨냥하는 것이 세계 정복자의 마음속에서 우선

순위가 되었고, 태양이라는 동쪽 왕좌에 앉은 하늘의 세계정복자가 겨울성좌로부터 동

쪽이자 왕들의 장소로 옮겨갔던 초봄에, 그 드높은 장소 중에 동쪽에서 기원한 낮은, 사

방 중에 저녁에서 기원하였으며 서쪽을 상징하는 밤에 왕관과 세금을 연결지어, 자기

주변으로 확장하였다.

[시] 봄이라는 동풍이 정원 주변과 사방에 튤립으로 등불을 밝혔다. [1235]
아침 바람은 정원에 사향을 뿌렸고, 초지의 나뭇가지들은 바람을 넘어뜨렸다가 일
으켜 세웠다.
꽃으로 사방에 소식을 보냈다, 수천 번 초지의 讚辭가 나뭇가지 위에서 읊어졌다.

2891) 동　아프리카　해안을　의미한다. 현재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이름인 ‘잔지바르’가 이 단어에
서 유래하였는데, 페르시아어로는 ‘Jangī의 나라’, ‘검은 나라’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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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카라바그 동영지를 출발하여, 비친 해인 806AH 라마단 월

14일(1404년 3월 26일) 수요일에, 영원과 결합된 왕좌가 있는 곳, 천국을 닮은 사마르칸

트로 출발하였다. 아라스 강 위에 배를 엮어 행운으로 건넜으며, 아라스 강변의 초원

가운데의 바룰라스 수로 근처에 있었고, 훌륭한 바람을 지니신 그분의 마음 속 호의를

통해 지어진 건물군 중에 하나였던 니마트 아바드(Ni'mat Ābād) 마을 주변에 안착하였

다. 그리고 수용해야 하는 명령에 따라 키질야가즈 방면으로 갔었던 샤루흐는, 승리를

동반하는 축복의 병영에 합류하였다.

305. 종교를 보살피시는 사힙키란이 훌레구 칸 울루스의

영역을 아미르자데 우마르에게 사여하였던 이야기

그 때에 고귀한 명령에 따라 희망의 집사들이 연회와 축제 도구를 준비하였고, 왕

다운 (그 분의) 애정은 훌레구 칸 울루스의 지배를 아미르자데 우마르에게 사여하여,

세계가 복속하는 야를릭을 축복받은 탐가 인장과 더불어 내리셨다.2892) 그리하여 모든

아제르바이잔 왕국을 예속민들과 함께, 그리고 룸과 이스탄불과 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그의 명령 아래에 두었다. 파르스와 兩 이라크 지역의 담당자였던 샤자데들2893)이 그의

쿠릴타이 및 복종 선언을 위해 출석하였으며, 그의 부친인 미란샤의 아미르들과 군사들

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미르자데 우마르에게 귀환을 허락하였고, 아미

르 자한샤를 여러 아미르, 예를 들어 루스탐 (이븐) 아미르 무사와 타바콜 (이븐) 야드

가르 바룰라스와 자니드 부룰다이 및 그 외의 10000명 기병과 함께 護衛로 그와 동행

하도록 임명하였다. 그리고 (샤자데에게) 지시하였다. “아미르 자한샤의 이야기와 충고

를 거스르지 말라.” 그 샤자데에게 왕관과 예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와 금 안장을

가진 말을 사여하였고 모든 아미르들 또한 의복과 허리띠로 영광스럽게 하였다. [1236]

[시] 처음에 샤자데가 작별인사를 하였고 자신의 몸과 머리칼을 씨실과 날실로 삼
았다.

2892) 아미르자데 우마르는 미란샤의 두 번째 아들이다. 이 시기에 티무르에 의해 훌레구 울루스에
임명되었고 티무르가 사망할 즈음에는 타브리즈에 있었으나, 15세기에는 타브리즈가 兩 코윤루
세력에 의해 점령되었으므로 역사적으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2893) 본문에는 정확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歷史의 精髓』에 따르면 이 때 티무르는 이라
키 아랍과 디야르바크르를 아부바크르 바하두르에게, 아제르바이잔과 아란을 아미르 우마르 바
하두르에게 제공하였다(ZT/Jawādī 2, p.1020). 실제로 티무르가 사망한 후에 타브리즈에 자리하
며 카라코윤루의 카라 유수프와 전투를 벌였던 이들은 미란샤와 그의 첫째 아들, 아부바크르이
다. 반면에 미란샤의 셋째 아들인 할릴술탄은 줄곧 마와라안나흐르 부근에 자리하였고, 티무르
사후 4년간 2대 군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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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들을 또한 끌어안고는 파견하였다. 아미르 자한샤는 세계의 피난처인 어전에

서 동행하는 행운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아픔으로 인해 크게 울부짖었고, 그의 상

황을 알리는 혀가 커다란 슬픔을 표하였다.

[시] 여전히 나의 눈에서 왕의 깃발이 멀어지지 않았다. 마음은 멀어짐에 대한 생
각 때문에 마치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고 소리를 질렀다.

세계를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은 왕국의 하킴들, 예를 들면 아미르 셰이흐 이브

라힘과 술탄 마르딘과 말릭 아즈 앗 딘 시르와 쿠스탄딜 그루지(Kūstandīl Ghuruji)와

티자크와 찰리크과 바스탐(Basṭām) 모두를 예복과 허리띠로 위무하였고, 아미르자데 우

마르의 등자에 동행하게 하였다. 그는 알라 타크의 하영지 방향으로 향하였다. 사힙키

란은 신의 도움으로 그곳을 출발하였고 사냥을 행하여 수많은 사냥감을 쓰러뜨렸다. 두

초지를 통과한 후에, 차이팔라-루드(Chāypalārūd)2894) 라고도 부르는 아글룩 강변은 세

계의 마을인 오르두의 도달과 안착의 영예로 인해, 천국 정원의 질투를 얻었다. 그곳에

서 여러 날 머물러 영광스러운 라마단이 끝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자 복

된 이드의 첫날이었던 토요일 아침, 그 고귀한 날을 위한 전통적인 의무의 수행이 왕다

운 마음의 목표가 되었으므로, 능변을 상징하는 당대의 지식인 중에 있었으며 여러 차

례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 펜으로 기록하곤 하였던 마울라나 니잠 앗 딘

샨비(Mawlānā Nīzām al-Dīn Shanbī)2895)가 이드의 후트바를 낭독하고 기도를 행하였

다. 구휼과 기도 등의 의무 및 의무기도(Farāyiz)2896)와 선택적 기도(Nawāfil)2897), 그리

고 수많은 선물과 사여 등의 관례를 행한 후, 그 훌륭한 이드 연회와 나머지 의례를 왕

다운 방식으로 정의롭고 종교적으로 준비하였다.

[시] 왕다운 연회가 열렸다, 영광의 깃발이 세워졌다.
많은 음료와 먹을 것으로 장식되었고 무엇이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준비되었다.
[1237]

306.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가 라이 방

향으로 갔던 사건의 나머지

2894) 아제르바이잔　영역을　흐르는　강에는　‘Chāy’라는　단어가　항상　접미사처럼　붙어있다.
그러므로 이 이름에서 ‘Chāy’와　‘Rūd’를　모두　제하면　‘Palā’라는　이름이　남는다．

2895) 동명의 『勝戰記』, 즉, 야즈디의『勝戰記』의 底本을 저술한 니잠 앗 딘 샤미이다.
2896) 하루에 세 번(시아) 혹은 다섯 번(순니)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기도.
2897) 의무적인 기도 이후에 행하는 비의무적인 기도와 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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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이,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는 이스칸다르 샤이히의 상

황을 조사하기 위해 명에 따라 라이 방향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칸다르는 어두운 판단력으로 인해 대담한 발을 복속의 곧은 길 바깥에 두고, 탈선

과 무지의 황야에서 헤매고 있었다. 피루즈쿠흐 요새를 견고히 하고 자신의 아들과 친

족을 그곳에 두었으며 스스로는 쿠히스탄과 질라운(Jīlāwun)2898) 정글 및 루스탐다르로

달아났다. 행운의 샤자데와 유명한 노얀들이 라이의 테헤란에서 20일 머무르면서 라이

와 쿰과 카샨과 사바와 다르가진과 그 주변의 보병 중에 2000명을 모아 이스칸다르의

뒤를 쫓았으며, 루스탐처럼 루스탐다르에 이르러 누르 요새를 포위하고 강력한 행운의

팔을 펼쳐 (그곳을) 황폐화하였다. 그곳에서 말릭 기유마르스(Malik Kīyūmarth)2899)가

그들의 어전으로 왔다. 그와 이스칸다르 사이에 적의가 있었으므로, <전쟁은 속임수이

다>2900)라는 말씀처럼 그를 붙잡아 이스칸다르 어전으로 파견하였고, 타협과 속임수의

혀로 뜻을 전하였다. “너의 적을 파견하니,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체 없이 오라.”

[시] 왕의 가까이에서 올바른 계약으로, 처음에 그러하였듯 바로 그와 같은 가신이
되어라,
너는 인생동안 왕좌에 봉사하여왔다, 생각하라, 이스칸다르를 보살폈던 나무를.

(그러나 그는) 적의의 표징을 드러낸 후에는 올 여력이 없었으므로, 기유마르스와

타협하고 우의를 맺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를 겁주어 정도를 벗어나게 하여, 서로 계약을

맺고 함께 저항을 선언하였다. 그 아글룩 강변이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었던 샤왈 월

초(1404년 4월 12일)에, 아미르 술레이만 샤로부터 사람이 왔고 이 상황의 내용을 고귀

한 왕좌의 발치에 고하였다. 사힙키란은 행운으로 그곳을 출발하였고 후라산의 아미르

마즈랍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그곳의 군대와 함께 사리와 [1238] 아몰의 길을 통과하여,

불운으로 귀결될 이스칸다르를 제압하고 보복하도록 하였다. 샤왈 월 7일 금요일에, 아

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누케르가 마와라안나흐르 방면에서 도달하였으며 그 곳의 평안

과 건강의 소식을 축복받은 보고로 전하였다.

307. 사힙키란이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아미르 샤 말릭

2898) 이란본Ⅱ에는 칠라완(Chilāwun)으로 되어 있으나, 이란본 Ⅰ 및 『歷史의 精髓』에 따랐다.
아스타라바드 근처의 지명이다.

2899) 이란본Ⅱ의 미주 346에 루스탐다르의 말릭이자 마잔다란 누르 성채의 하킴이었던 말릭 비소
툰의 아들이라 되어 있다(YZN/Ṣādiq, p.1497).

2900) 알 부하리가 수집한 하디스 3030번에 의거하여 예언자의 하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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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라이 측으로 먼저 파견한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아르다빌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와 아미르

샤 말릭, 천호의 아미르들 중에 피르 알리 술두스를 일부 무리와 함께 먼저 라이로 파

견하여 명하였다. “사바와 쿰과 카샨과 차라(Charrā)2901)와 피라한에서 카라흐루드 지역

에 있는 할라지(Khalaj)2902)와 아랍 무리들 중에서 군대를 모으도록 하라.” 그리고 아미

르자데 이스칸다르에게 명하였다,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에게 가서

합류하라.” 사힙키란은 아르다빌과 미아나를 거쳐 사르참(Sarcham)2903)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니크에 있던 아미르 도울다이가 영광스런 카바에 대한 성지순례의

의복을 묶고, 뒤에서 급히 달려와 도달하였다.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은 후 왕다

운 자비로운 성품은 오랜 봉사를 이유로 그를 품에 안았고, 다양한 위무로 은총을 내렸

으며, 예복과 허리띠를 주고 명령하였다. “이후에 만남의 기회가 확실하지 않으니, 이

방면의 상황에 대해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된다. 타직인인 아흐마드 잘라이르는 상황이

악화되어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나,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에 대해서는 소식

을 잘 알아두도록 하라.” 그리고는 그를 전송하여 되돌려 보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이 그곳을 출발하여, 806AH 샤왈 월 20일 목요일에 술타니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

으로, 길란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갔었던 담당자들이 수많은 세금들, 현금과 말과 직물

과 의복 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달의 22일 토요일에 술타니야를 출발하였고 여러

장소를 거친 후,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의 도달과 안착의 영광이 카즈빈의 황야를 드높

은 천국만큼 고귀하게 하였다.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가 사힙키란의 귀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아르다빌에서 급히 서둘러 칼라스(Kalas)2904) 길을 거쳐 9일 만에 카즈빈의

황야로 달려왔고 [1239]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획득하였다. 아미르 피르 후세인 바룰

라스와 아미르 순자크가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 사라이 말릭 하눔과 아미르 셰이흐 누

르 앗 딘의 중재로 사힙키란에게 청하여, 그의 부친 샤자데 미란샤가 바그다드에서 그

의 어전에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왕다운 애정이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아미르자데 미

란샤를 끌어안고 허락하였으며, 400,000디나르와 100마리의 말을 다른 물품들을 사여하

였다. 그 샤자데는 술타니야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승리를 그리는 깃발이 카즈빈을 출

발하여 수크불락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 200마리의 말과 100개의

갑옷과 100,000 디나르를 사여하고 명하였다.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뒤를 좇아 출발하

2901) 이란 서부 말라이어 부근의 작은 마을.
2902) 쿰의 할라지스탄에 살고 있던 무리들의 이름. 몽골에서 기원한 투르크인들로 알려져 있다.
2903) 현재 이란 잔전 주의 사르참 소플리(Sarcham Soflī), 미아네에서　동남쪽으로　약　 36km　
떨어진　곳에　위치．

2904) 아르다빌 주에서 카즈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칼레스탄-발라 (윗 칼레스탄),　아르다빌에서　
남쪽으로 약 57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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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함께 용기를 내어 이스칸다르 샤이히를 격퇴하도록 하라.” 그리고 샤자데의 부인 샤

말릭 빈트 아미르 핫지 셰이흐 앗 딘에게, 바그다드에 예속되어 있던 두자일(Duzay

l)2905)을 소유르갈의 禮로 사여하였으며, 그녀는 허가를 받아 술타니야 방향으로 되돌아

갔다. 그 샤자데는, 탈군(Ṭālfgūn)산맥에서 눈을 밟으며 올라가, 쿠주르(Kujūr)2906)에서

아미르자데와 루스탐과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 및 아미르 술레이만 샤에게 합류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중을 기하여 해자를 파고, 나무의 가지들로 (그것을) 단단히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일을 머물러 군대가 이르기를 기다렸다. 다시 영광의 장소에서 따라

야만 하는 명령이 전해졌다. “이스칸다르를 따라 가라.”

명받은 대로 나아갔다. 정글이 있으면 나무들을 넘어뜨려 길을 열었고, (적들이) 통

로를 파괴해 놓았던 중간 부분을 나무토막과 널빤지로 바로잡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스

칸다르의 뒤를 쫓아가며 사방에서 그를 찾았으며, 적들 중에 누구든 잡으면 살해하였다.

태양처럼 고귀한 깃발이 수크불락을 출발하여 둘 카다 월 초(1404년 5월 11일) 일요일

에 라이의 정글로 들어갔으며, 사룩 쿠미시 초지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올

바름으로 인도하는 (그 분의) 판단은, 많아진 가축들과 늘어가는 짐들을 라이와 하르

길로 파견하였으며,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부인 벡 말릭 아가는 [1240] 그의 자녀

들과 함께 허락을 받아 카즈빈과 칸다하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명을 내렸다. “카

라타타르와 아제르바이잔 徙民 대상자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다른 아미르들 모두는 하르와 심난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 명에 따라

각 투만에서 담당자인 1명의 코슌 아미르가, 카라타타르의 일부를 데리고 나아갔다. 군

대를 소집하기 위해 먼저 와 있었던 아미르 샤 말릭이 세계의 마을인 오르두에 합류하

였고, 바다처럼 관대한 천성을 지닌 사힙키란은

[반구M iṣrā’] 왕국과 신앙은 그의 정의로부터, 고아함과 양육으로 인한 것.

사룩 쿠미시 초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다마반드 자락에 위치하였고 황폐화되어

있었던 굴 한단(Gul-i Khandān)2907)의 요새에 이르렀을 때, 경계의 눈으로 살펴보고 명

하였다, “그 요새에 석회와 돌로 건물을 지어 건축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을 지나 정

비된 군대와 함께 다마반드를 통과하여 피루즈쿠흐에 이르렀다. 통치와 세계 정복의 인

장을 장식한, 소망과 바람의 보석들인 승리의 터키석들이 행운의 조약에 따라, <신에게

찬사를!>

2905) 바그다드 북부 약 60km에 위치한 도시.
2906) 타바리스탄의 도시이며 루스탐다르에 가까운 곳이었다고 한다.
2907) 현재 카즈빈 부근에 동일한 지명이 있으나 문맥상으로 볼 때 현재 테헤란의 동부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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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피루즈쿠흐 요새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견고함과 굳건함으로 매우 유명하였고 그 상태가 여러 역사서에 前述되었던 거대

한 요새 중에 피루즈쿠흐 요새가 있었는데, 높은 산의 정점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 성채

는 극도의 견고하였다.

[시] 요새 중에, 산보다 높은 산에 있었다, 그곳으로 전사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피난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전술한 월 9일 월요일에 도달의 그림자를 피루즈쿠흐에

드리웠을 때, 하늘로 귀결되는 병사들이 그 주변과 사방에 안착하였고 게우르카를 두드

리고 함성을 지르며 자리하였다. 바하두르들은 앞으로 가서 보호용 장벽들을 준비하고

노포와 투척기 및 다른 전투 도구들을 배치하였다. 포병들이 [1241] 화포를 쏘았고 용감

한 전사들은 머리를 바쳐 희생하였다. 요새의 성채 중에 탑 하나가 산자락의 강 입구에

세워져 위로 뻗어 있었는데, 요새의 사람들은 물을 그곳에서 구하곤 하였다. 승전군의

전사들이 나서 강을 산 아래에서 되돌렸고, 그 곳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 갖가지 종류의

배변물과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켰다.

요새의 주민들은 다급하게 대담한 손을 전투를 향해 펼쳤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

로 인해 마음을 죽음에 두고 저항과 방어를 위해 서 있었다. 밤이 왔을 때, 고귀한 샤

자데 이브라힘 술탄의 누케르 중에, 무함마드 아자드와 셰이흐 바흐룰 (이븐) 바얀 티

무르 (이븐) 아크부카가 여러 바하두르들과 함께 중턱으로부터 차례차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성벽 아래로 갔다. 성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서둘러 나아가 (그들을) 저

지하며 전투를 행하였고, 전투와 살해의 지옥불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위로 올라갔던

바하두르들 중에 여럿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낮이 되었을 때 승리의 피난처인 병사들

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사방으로부터 중턱으로 올라갔고 전투의 목표를 겨냥하였

다. 그 상황을 보고 이스칸다르 샤이히의 아들과 나머지 요새의 주민들, 그 중에 300명

의 악마와 같은 마잔다란 인들과 정글의 전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가 극에 달하여, 몇몇 사람을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파견하여 탄원과 울부짖

음으로 안전을 청하였다. 왕다운 자비는 사신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위무하였으며 회유

하여 되돌려 보냈다. 그들이 요새로 되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이스칸다르의 아들과

그의 다른 수행원들이 승리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서둘러 왔고 요새를 양도하였다. 승리

로 귀결되는 군대가 요새로 들어왔고, 그곳의 모든 주민들을 가문 전체와 함께 바깥으

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그 견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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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908) 그곳에 달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그 성채를) 강력한 행운의 힘으로 2일 만에 획득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장기

투니(Janghī Tūnī)를 [1242] 일부 세력과 함께 요새의 주둔군 수장으로 두었다. 다음

날, 11일 수요일에 행운으로 말을 몰고 반 파르상 정도를 달려 어떤 초원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를 훌륭한 샤자데들,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미르

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자데 이질과 아미르자데 사이드 바카스와 함께 사마르칸

트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명령에 따라 술탄 마이단(Sulṭān Maydān)2909) 길로 나

아갔고, 승리의 형태를 지닌 깃발은 이스칸다르의 격퇴를 목표로 이동하였다. 그 가운데

에 소식이 전해졌다. 즉, 카라타타르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상황은 이러하였다, 텡그리 바르마시 호자의 所管이었던 타타르 중에 한

무리가, 담간 주변에서 핑계와 불복종의 손을 적의의 소매에서 꺼내어 그를 쳐서 넘어

뜨렸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다. 그들 뒤에 왔던 무리의 다루가는, 발가벗겨져 가망

없는 타격을 입고 넘어져 있던 텡그리 바르마시에게 달려갔는데, 그의 생명에 마지막

숨에 남아있었으므로 그를 담간 내부로 데려가 치료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다른 무리들도 달아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무리들의 담당자였던 아

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아탈미시와 샤 왈리(Shāh Walī) 이븐 순자크와 다른

코슌의 아미르들이 그 상황을 듣게 되자, 그 사악함으로 귀결되는 뻔뻔한 이들에게 보

복의 칼을 휘둘러 그들 중에 상당수를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담간 안팎에서 그 중에

2-3000명이 살해되었고, 살해된 자들로 인해 왕래하는 자들을 위한 길이 막혔을 정도였

다.

[시] 타타르의 운명에서 두려움의 씨줄과 공상의 날줄이 직조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몫인 검은 천을 짰고, 행운을 외면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그들 위에 불운이 용기를 드러내어 반항하였다.
나쁜 행동을 일으킨 불운으로 인해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살해되었다
살해된 많은 시신으로 인해 길이 막혔고, 죄의 묘목이 결실을 맺었다.

그들 중에 일부 무리들이 아스타라바드 정글 쪽으로 달아났고, 다른 이들은 아미르

샴스 앗 딘이 몰아서 데려왔다.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의 지혜의 광선이 이 상황에 드리

워졌을 때, [1243] 바얀 카우친과 파즐(Fāzl) 이븐 샤이프 알 물룩 (이븐) 핫지 사이프

2908) Fakhr al-Dīn Asa'd Ghorghānī, Veys wa Raāmīn.
2909) 니샤푸르에서　북서부로　약　７１km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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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딘과 다나 호자와 루스탐 풀라드와 카마리 바하두르를 500명의 기병과 함께 달아난

자들을 따라 파견하여, 어디에 있건 그들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그 후에 아미르자데 아

흐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 바란둑을 또 다른 병사 무리와 함께 파견하였

고, 그들은 명령에 따라 담간까지 달려갔다. 그리하여 타타르 일부는 살해되었고 일부는

달아났으며 다수를 아미르 샴스 앗 딘과 다루가들이 데려왔을 때, 그곳으로부터 귀환하

여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처음에 달아난 자들을 쫓아갔었던 바얀 카우친과 다른 이들이 바스탐을 건너 랑가

루드(Langharūd) 산맥을 통과하였을 때, 마잔다란의 정글로 들어갔고, 콜좀 해변의 카

라투간(Qarātughān)2910)이라는 장소에서 타타르에게 도달하였다. 비록 그들은 500명을

넘지 않았고, 타타르는 다수였으나, 지체 없이 그들과 전투를 행하였고, 거대한 행운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략 10,000호에 달하는 타타르를 차지하였고 그 중

에 약 1000명을 살해하였으며 바얀 카우친은 그곳으로부터 승리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향하였다. (한편) 고귀한 부인들과 함께 사마르칸트 측으로 나아갔던 유수진이 바스탐

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유수진이 분리되어 니샤푸르 길을 통해 헤라트로

향하였으며, 말릭 하님과 투만 아가는 대 유수진과 함께 자자름과 이스파라인 길로 갔

다.

309. 사힙키란이 첼라브로 향하였던 이야기

승리의 사힙키란의 습관과 방식은 왕국과 종교의 중요한 일과 정책의 처리에 있어

서 항상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도 이스칸다르 샤이히

를 없애기 위해 왕다운 호의의 고삐를 틀었다가, 승리의 행동에 동반하였던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잠시 예기치 못한 병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

포되었다. “그의 아미르들과 군대는 계속 승리를 동반하는 병영에 동행하도록 하고, 그

는 자신의 근위병(Īlchkī)2911)들과 함께 헤라트로 가도록 하라.” 샤자데는 명받은 대로

향하였고 승리의 형태인 대오는 [1244] 첼라브(Chelāv)2912) 측으로 향하였다. 비록 그

길에는 높은 산이 머리를 하늘의 정점에 뻗었고, 깊은 계곡들은 아래로 바닥 한 가운데

에 닿았으니, 울퉁불퉁한 그 산지의 높고 낮음을,

[시] 사람들은 밝은 눈이 아니면 그 위를 보지 못하였고, 추측의 발이 아니면 그

2910) 카라투간(Qarṭūghān)이라고도 하며 사리 근처,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한 장소.
2911) Doerfer에 의하면 군주의 궁정을 개인적으로 지키는 이들을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2, p.174).

2912) 이란 마잔다란 주의 아몰에서 남쪽으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의 이름은
파리마(Pārīma)이다.



- 993 -

아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극히 적은 수만이 그곳을 통과하였다. 하늘처럼 훌륭

한 군대가 첼라브 산 위에 이르렀을 때, 배은망덕한 이스칸다르는 무력하고 다급히 달

아남을 택하였고, 사악하고 불운하게 지옥의 계곡으로 향하였다.

[시] 자신을 후원한 군주를 외면하였다면, 아무리 지옥의 계곡으로 가더라도 이상
할 게 없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둘 카다 월 20일 금요일 낮에 첼라브에 이르렀다. 이스칸

다르와 그의 사람들은 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달아나 다음날 그 장소를 떠났다. 그 길

에는 깊은 계곡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나무가 있었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구름과 안개

와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계곡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매우 거대하고 험해서, 말이

나 헤엄으로 그곳을 통과할 수 없었다.2913) 길도 극히 어렵고 험하여, ‘지옥 계곡’으로

유명하였다. 그 강 위에 연결되어 있었던 다리를 이스칸다르가 통과하면서 파괴하였으

므로, 사힙키란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다. 명령을 내려, 다리를

연결하도록 하였다. 적들을 枯死시키는 군대는 긴 막대기의 한 끝을 땅 아래로 향하게

하고, 다른 끝은 앞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다른 막대기 끝에 또 다시 못을 연결

하여 앞으로 내어 막대기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도록 하였다. 그 후에 막대기들을 떨어

뜨렸고 그 위 널빤지에 못을 박았다. 그리하여 다리를 연결하였고 길을 열었을 때, 23일

월요일에 처음으로 정탐병으로 임명된 40명의 바하두르들이 다른 500명과 함께 건넜으

며 그들의 뒤를 따라 유수프 바룰라스가 護衛 코슌과 함께 건넜다. 그 후에 사이드 호

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 [1245] 그 뒤에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셰이흐 누

르 앗 딘이 건넜고 ‘지옥 계곡’의 산 위에 이르렀다. 정글들을 베어내고 길을 만들었으

며 이스칸다르를 찾아 서둘렀다. 사힙키란은 다리를 건너 하루 여정을 나아갔으며 나무

가 없는 어떤 언덕 위에 안착하였다. 그 때에 안개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 사이드 이스마일 카르사카니(Sayyīd Isma'īl Karsakānī)가 티르미드 마을 중에

있던 카르사칸(Karsakān)으로부터 이슬람의 피난처인 어전으로 왔고 축복받은 손에 입

을 맞추는 행운을 얻어 기쁘게 되었다. 사힙키란은 올바르고 신중한 군사들을 그 정글

에 파견하여 이스칸다르를 찾도록 사방으로 파견하였는데, 그들의 안내자는 마잔다란의

사이드들이었다. (한편) 이전에 이 일을 위해 서둘러 갔었던 정탐병 중에 다리야 카우

친과 샤드 말릭 바룰라스(Shād Malik Barlās)와 바흐룰 바룰라스와 사드르 바룰라스

(Ṣadr Barlās)와 셰이흐 다르비시 일라히와 셰이흐 무함마드 카우친과 벡 티무르 카우

2913) 마잔다란 아몰 강을 통과하는 하라즈(Haraz) 강이다.



- 994 -

친(Bīk Timūr Qauchīn)과 후다이다드 추라(Khudāidād Chūra)와 와파다르가 26일 목요

일에 정글 가운데 콜좀 해변의 가까이에서 이스칸다르에게 도달하였다. 셰이흐 다르비

시 일라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되돌아갔는데, 유수프 바룰라스를 후방 지원군 중 일부와

함께 급히 데려온다는 핑계(를 대었다). 이스칸다르는 자기 친척 중에 20명의 보병과

30명의 기병과 함께 전투의 위해 병영 바깥으로 나와 서 있었는데, 도착한 승전군의 정

탐병들은 20명 이상을 넘지 않았고, 여러 번 보았던 이스칸다르의 용기와 용맹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상 그는 대대로 바하두르이자 용사이며, 그의 출신 부족은 부친

이 기유였고 그의 모친이 루스탐의 딸 부인 구샤스브(Ghushasb)였던 비잔(Bīzan)2914)의

가문이었다. 페르도시가 비잔의 혀를 통해 말하기를

[시] 2915) 전투의 사자는 오지 말라, 용감한 부친 기유가 함께 있으니. 지금 나의 손
이 베어졌음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병들은 사힙키란의 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죽

음에 두고 서 있었으니, 만일 어떤 상황(죽음)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 첫 번째가 될 것

이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 믿을 수 있었던 그 분의 거대한 행운에 의지하여, [1246] 용

기의 손을 화살과 활에 뻗었던 것이다.

이스칸다르는 자신의 기병들과 함께 여러 번 창으로 공격을 가하였고, 그들은 발을

굳건히 짓누르고 화살비를 내려 이스칸다르가 앞으로 올 수 없게 하였다. 결국에 축복

의 등자에 있었고, 군사들에게서 고삐를 돌리지 않았었던 이스칸다르는, 배은망덕이란

불운으로 일부 사람들을 외면하고 달아났다. 비록 기병과 보병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

고.

[시] 세상만물 중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무엇도, 배은망덕함보다 더욱 불
운한 것은 없음을 알라.
배은망덕에서는 인생의 쇠락과 신앙적인 고통 외에는 무엇도 나타나지 않는다.
배은망덕으로 인해 그의 삶이라는 광선을 빛내고 있던 용기가 땅에 떨어졌다.
당대의 루스탐이었던 이스칸다르는 배은망덕으로 인해 이와 같이 비천해졌다.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인해 저명한 이스칸다르는 군대의 수적 우세에도 불구

하고, 그 소수의 사람을 두려워하여 즉시 병영을 남겨두고 정글로 들어가 달아났다. 정

탐병들은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고, 그가 어느 방향으로 나갔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유

2914) 기유마르스의 아들이자 루스탐의 조카, 케이후스로우 시기의 훌륭한 전사였던 이란의 전설상
의 인물이다.

2915) Ferdowsī, Shāhn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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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 바룰라스와 셰이프 알 물룩과 핫지 압둘라 압바스가 뒤따라 도착하였고 정탐병들

과 함께 이스칸다르의 병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악의 팔을 전투와 약탈을 향해

펼쳐, 말과 당나귀와 직물과 금과 수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고 밤에 그곳에 머물렀다.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함께 있다가 먼

저 진격하였던 아미르 순자크가 좌측으로부터 와서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시] 낮이 되었을 때, 밤이라는 치맛자락을 안으로 끌어들였고, 위에서 빛을 내며
나타났다.

아미르자데 순자크는 좌측에서 산과 정글 방향으로 나아가 이스칸다르를 찾아다녔

고, 그의 사촌인 라흐라스브(Lahrāsb)와 다른 사람들을 뒤따라갔으며, 아미르 알리 이븐

이스칸다르와 딸들과 부인들과 그의 예속민들을 포로로 잡았다. [1247]

310.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이 이스칸다르 샤이히와 전투

함과 이스칸다르가 사라진 이야기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사이드 호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가 700명과 함께 정

탐병에게 이르렀고, 이스칸다르의 소식을 그들에게 물었으며, 함께 그를 좇아 정글로 들

어가 나아갔다. 그리고 낮의 절반이 지났을 때, 정글과 河岸 사이에서 이스칸다르에게

도달하였는데 그와 함께 200명의 보병과 50명의 기병이 있었다. 모두 목숨을 잃을까 두

려워하며 전투를 준비하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은 그들에게 공

격을 행했다가 속임수로 달아났으며, 적들이 용감하게 되어 보병과 기병이 정글을 나와

그들을 좇아 서둘러 갔을 때, 뒤 돌아 보복의 칼로 그들의 머리를 베어, 대부분의 보병

들의 피가 흙과 뒤섞이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충성어린 훌륭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의 얼굴을 어떤 창촉이 내리쳐, 그의 이빨이 그 加擊으로 인해 바깥으로 쏟아졌다. 이

와 같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투를 수행하였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의 누케르

들은 첼라브 인들 중에 두 기병을 넘어뜨렸다. 패배하고 궁지에 몰린 이스칸다르는 정

글로 들어가 길란으로 달아났으며, 그 후에 그에 관해 어떤 명확한 소식도 도달하지 않

았다.

일부는 말하기를, 고행자의 옷을 입고 달아나, 가난하고 궁벽한 상태로 생명을 괴

롭히는 성채를 세웠다 하였고, 일부는 그 덤불에서 달콤한 생명을 쓴맛으로 바꾸었다고

도 말하였다.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은 붙잡았던 첼라브의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살려

서 카잔 다르비시(Qazān Darwīsh)와 함께 사힙키란의 어전에 파견하였다. 축복받은 거

주지는 전술하였던 그 언덕 위에 있었다. 카잔 다르비시가 그를 데려갔을 때, 그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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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칸다르의 상황을 그에게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은 그곳에

서 되돌아가 켈좀 강변에 있었고, 많은 군대와 함께 이스칸다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

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아미르자데 루스탐과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자데 이스

칸다르와 아미르 술레이만 샤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함께 켈좀 해변에서 길란

을 향해 [1248] 약 세 파르상을 가서 안착하였다. 명령에 따라 후라산의 군대와 함께 아

몰과 사리의 길을 따라 이스칸다르를 추격하여 서둘러 가고 있었던 아미르 마즈랍 (이

븐) 자쿠가 그들에게 합류하였고, 바로 그 업무를 위해 정글에 들어갔었던 나머지 아미

르들 모두 그곳에 모였다. 이스칸다르는 혈혈단신 반쯤 죽은 채로 천신만고 끝에 빠져

나가,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졌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

은 그곳으로부터 되돌아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왕다운 완전한　마음은 그

들이 행했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질책하여, “왜 이스칸다르의 뒤를 쫓아

가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샤 말릭을 그들과 동행케 하여, 그 모두를

이스칸다르의 추격을 위해 다시금 길란 쪽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밤낮

동안 정글과 진흙과 농경지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하늘에

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땅은 진흙이 되어, 자리 잡을 곳조차 없었다. 그 때에 사힙키

란에게서 귀환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명령에 따라 되돌아갔다. 승리의 깃발이 전술한 언

덕 아래를 출발하여, ‘지옥 계곡’의 강을 다리로 건넜고, 루스탐다르 요새 중에 있던 누

르 요새 주변에 안착하였다. 승리의 병사가 붙잡았던 이스칸다르의 조카를 친족 및 일

부 누케르와 함께 사힙키란의 어전으로 데려왔다. 왕다운 애정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어 그들의 목숨을 용서해 주었으며, 생명에 안전을 제공하였다. 밤에 아미르자데 아부바

크르와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과 아미르 술레이만 샤의 어전에서 소식이 왔는데, ‘지옥

계곡’의 강변에 도달하였으나 그것을 건너는 것은 어려우며 그들에게는 다리를 연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훌륭한 명령이 반포되어, 무함마드 아자드와 타바콜 바우르치로

하여금 수장이 오르두 샤였던 제이훈의 뱃사공 30명과 함께 가서, 기술의 팔을 펼쳐 다

리를 잇도록 하였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군사들은 다리를 건너 서둘렀고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으며 밤에 그곳에 머물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곳으로부터

길란 측의 하르신(Harsīn) 요새로 향하였고, 켈라르다쉬트 황야2916)에 이르러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 사이에 아미르 기야스 앗 딘 이븐 [1249] 사이드 카말 앗 딘에게 사여를

내려, 그들과 이스칸다르 사이에 있던 오랜 적대관계를 이유로 아몰의 왕국을 그에게

사여하였다.

311.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원정의 방식으로 견고한 통

2916) 현재　마잔다란　찰루스에서　남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곳에　켈라다시(Kelar-dasht)
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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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왕좌로 향한 이야기

하늘과 같은 병사들에게 배은망덕하게 무력의 상처를 입혔던 것에 대한 應分의 대

가로, 이스칸다르 샤이히가 마치 동물의 물2917)처럼 사라졌을 때, 자녀들이나 부인들이

나 예속민 등 그와 관련된 것들, 요새와 물자, 가축들과 그 외에 그의 소유였던 것들이

모두 포승줄 아래, 견고한 행운을 지닌 동료들의 통제와 소유 下에 들어오자, 올바름을

인도하는 (그 분의) 판단은 사마르칸트로 향하기로 결정하였다. 兩 이라크 인들의 보호

와 지배를 책임졌던 샤자데들과 사이드 아즈 앗 딘 하자르가리(Saīd 'Az al-Dīn

Hazārgharī)와 그의 형제 및 사이드 알리 마잔다라니(Sayyīd 'Alī Māzandarānī) 모두에

게, 권력과 高位의 기반이 되는 의복과 예복을 사여하여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지시를

내려 각각 임명된 영역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미르 사아드 바룰라스로 하

여금 아미르자데 루스탐과의 동행을 명하였고, 아미르 순자크는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

와 동행하도록 하였다. 명에 따라 아미르자데 루스탐은 이스파한, 아미르자데 아부바크

르는 바그다드,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는 하마단, 사이드 아즈 앗 딘은 하자르가리

(Hazārgharī)2918)로, 사이드 알리는 아몰로 출발하였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켈라르

다쉬트를 출발하여 여러 역을 거친 후에 라르 지역에 이르렀고, 아르군 왕이 그곳에 왕

궁을 세워두어 현재 아르군 성(Kūshak-i Arghūn)으로 유명하였던 다마반드 산 자락에

이르렀다. 둘 히자 월 20일(1404년 6월 29일) 일요일에 그곳에서 행운으로 말을 몰았고,

아미르들 및 近臣들과 함께 급히 출발하였다. 22일 화요일에 승리로 피루즈쿠흐에 안착

하였으며, 아미르 술레이만 샤를 금으로 장식된 예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모자로 영광스

럽게 하여 라이와 피루즈쿠흐와 그 주변의 통치를 위해 머무르게 하였다. 그리고 라이

의 다루가였던 바얀 카우친에게 허락을 내려 [1250] 굴 한단 요새의 통치 및 세금 조사

를 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술탄 마이단 길로 나아가, 24일 목요일 바스탐에 이

르렀고, 구도자들의 왕(Sulṭān al-'Ārifīn)2919)에 대한 성지순례 <그의 비밀이 거룩하기

를!]> 를 행하고 도움을 청하였으며, 희생과 자선의 축복을 내리기 위해 행운의 손을

펼쳤다. (한편) 이 여행에서 축복받은 등자의 승리의 동반자이자 동료였고, 고귀한 그

분의 허락으로 먼저 아스타라바드로 갔었던 아스타라바드의 하킴 피르 파디샤가 다시

이 장소로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중에 9개의 말 선물이 있었다. 왕다운 애정으로

그에게 예복을 사여하여 되돌려 보냈다. 또한 그곳에서 타타르의 뒤를 따라 갔었던 다

나 호자가 도달하여 땅에 입을 맞추는 영광을 얻었고 타타르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명

2917) 생명의 물(Āb-i Ḥayāt)과 같은 의미이다.
2918) 타바리스탄 혹은 마잔다란의 일부로, 엘부르즈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담간의 북서쪽, 사리의
남동쪽의 영역을 일컫는다.

2919) 바야지드 바스타미의 칭호이다. 히즈라력 3세기의 유명한 수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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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내려, 그들의 수령들을 포승줄로 묶고 끌어서 사마르칸트로 데려가도록 하였다. 또

한 그 지역과 영역의 다루가들에게 안내하여 오도록 하였다. 하늘처럼 위대하신 사힙키

란은 바로 그 날 바스탐에서 출발하여, 지갸르 마을2920)이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의 도

달로 인해 천국과 같아졌을 때, 하산 수피 타르칸(Ḥassan Ṣūfī Tarkhān)이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어전으로부터 와서 물었다. "어디에서 ‘페르카드 星의 왕관’과 만나는 행운을

얻어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까?"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판단은 그를 사신

(Ulāgh)2921)으로 되돌려 보내어, (샤루흐로 하여금) 서둘러 출발하여 자크차란

(Jaqcharān)2922) 강변으로 오도록 하였다. 사힙키란은 급히 나아가 807AH 초(1404년 7

월 9일) 수요일에 니샤푸르를 출발하여 아슈크아바드(Ashq Ābād)2923)에 안착하였고, 3

일 금요일에, 잠의 영광스러운 성묘에 행운의 병영을 세웠다. 순례의 의무를 행하고 도

움을 청하였으며, 그곳에서 말을 달려 자그차란 강에 이르러 안착하였다.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헤라트에서 명령에 따라 그곳에 이르러 만남의 행운을 얻었

으며, 희망의 눈이 빛나게 되었고 선물을 바쳤다. 왕다운 마음은 그 모두를 축복받은

등자의 동반자였던 무리들에게 사여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이 자리를 비웠을 때 무지

로 인해 소동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크부카(Āqbūghā)와 카라 부카 자운 쿠

르바니(Qarābūghā-yi Jaun Qurbānī)을, 힌두 샤 셰이흐(Hindūshāh Shaykh)가 각각 잡

아 이 곳으로 데려왔는데, [1251] 무력의 샤흐나의 지시로, 그곳에 있던 카라반사라이에

각각 둘을 목매달았다. 그리고 호자 아흐마드 투시(Khwāja Aḥmad Ṭūsī)2924)에게 후라

산의 세금 및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명하였고, 그는 40일 기간 동안 200케베키 투만을

장인들과 일하는 자들에게서 얻었다. 사힙키란은 바로 그 때에 나아갔고, 행운의 등자를

전송하기 위해 왔었던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귀환을 허락하여 끌어안고 되돌려 보냈

다. 쿠를란에 이르렀을 때, 카라반사라이 가까이의 한 우물 입구에 안착하였다. 사마르

칸트로부터 마중의 관습을 위해 급히 왔었던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가 그 곳으로

도달하였고 빠르게 달리는 말 9마리를 바쳤다. 그곳으로부터 나아가 무르갑 강변에 안

착하였는데, 사람들이 치착투의 다루가인 아팍 탈바(Āpāq Talba)에 관해 불평하였다.

즉시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따라야 할 명령이 반포되어, 그의 발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거꾸로 두어 매달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급히 달려갔는데 도중에 여러 지역의

2920) 후라산의 마슈하드 북쪽에 위치한 다라가즈 지역의 마을, 현재 다라가즈 서쪽에 위치하며 차
카르(Chaqa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921) 이란본Ⅰ에는 이 부분이 없다.
2922) 후라산에서 헤라트로 나아가는 길목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인데, 자크차란 강은 그곳에 위치
한 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923) 이 이름을 가진 지명으로 현 투르크메니스탄의 도시 아슈하바드가 있으나 이 문맥상 니샤푸
르 근교의 작은 도시인 에슈크 아바드가 더욱 적절해 보인다.

2924) 그의 이름은 호자 파흐르 앗 딘 아흐마드 투시이며, 무즈말 파시히(Muzmal Faṣīḥī)의 저서에
그의 폭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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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가와 하킴들, 울루스와 부족의 칼란타르들이 사방에서 계속 다가와 말을 바쳤다. 그

리하여 행운의 벗인 近臣들은, 지친 말들을 남겨두고 새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갔다. 승

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셰이흐자데 바야지드의 역참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고, 안드후

드와 다카(Daka)와 다라가즈 강을 건너 알리 아바드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

터 나아가 아디나 마스지드(Ādīna Masjid) 마을 주변에 안착하였다. 발흐의 대인들이

마중의 관습으로 나와 사힙키란에게 겸손과 간청으로 기도를 행하였고, 기도와 찬사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그 분이 시야흐 가르드(Sīyāh Ghard)2925)에 이르러 안착하였고, 그곳에서 나아가

제이훈 강을 배로 건넜으며 티르미드의 전술한 후다반드자다의 집에 안착하였다. 그 후

다반드자다는 연회의 의식을 행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곳으로부터 이동하여 카할카와

자그달릭을 통과하였고, 둘 부르지(Dūl-Burjī)가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가 되었다. 그곳

으로부터 키시로 달려가, 아크 사라이가 상서로운 발걸음의 행운으로 인해 고귀한 천국

의 질투를 얻었다. 지체 없이 위대한 셰이흐인 샴스 앗 딘 쿨라르의 마자르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였다. [1252] 또한 사이드의 부친과 아미르자데 자항기르 및 다른 자녀들과

친족들의 성묘를 참배하였다. 그곳에서 말을 몰아 키시의 산맥을 건너 타흐타 카라차

정원에 안착하였고, 그곳에서 카라 테페 정원에 있는 자한나마 왕궁에 자리하였는데, 그

곳에서 호자 유수프(Khwāja Yūsuf)와 아르군 샤가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의 아들 아미르자데 카이두(Amīrzāda Qaydū)를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데

려와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게 하였고 금화를 뿌리며 조공을 바쳤다. 고귀한 요람

이신 투칼 하눔 또한 모든 아미르의 부인들과 함께 마중 나왔으며, 영광의 축인 어전

곁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금화를 뿌리며 9마리 말을 바쳤다. 세계 정복자인 사

힙키란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그 축복받은 대오의 도달이 가까워 옴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급히 달려갔으므로, 이 장소에서 사이드들과 카디들과 대인들과 도시의

귀족들이 모두 바깥으로 급히 나와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로 행운을 얻었다. [1253]

312. 행운을 지닌 훌륭한 대오가 사마르칸트에 도달하였던

이야기

세계 정복자인 사힙키란은 자한 나마의 왕궁에서 행운으로 말을 몰아, 807AH 무하

람 월(1404년 7-8월)에 사마르칸트의 차나르 정원에 안착하였고 그곳에서 도시로 들어

가, 이미 지어졌으나 최근까지 그 분의 눈길이라는 영예를 얻지 못했던 상서로운 샤자

데 무함마드 술탄의 마드라사로 향하여, 순례의 관습을 행하고 차나르 정원으로 왔다.

2925)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동쪽에 있는 山地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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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향기로운 마음이 기쁨의 광선을 널리 펼쳤다. 한편 유수진과 함께 피루즈쿠흐에

서 먼저 나아갔고, 명령에 따라 버바르드와 마한과 메르브 길로 귀환하기로 되어 있었

던 부인들과 샤자데들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사람을 급히 파견하여 서둘러 빨리

오도록 하였다. 훌륭한 요람이신 투만 아가는 아무야 마을의 통로를 건너 부하라 초원

에 도달하여 안착하였는데, 사힙키란의 사신이 도달하였다. 그러나 사라이 말릭 하눔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3일을 그곳에 머물러 前述한 고귀하신 요람이 도달하였을

때, 그 장소에 유수진을 두고 급히 먼저 나아갔다. 바브켄트(Bāvkent)2926)로 달려갔고,

그곳을 출발하여 라바트－말릭을 통과하여, 차하르 마나르(Chahār-manār) 초원에 안착

하였다. 그곳으로부터 달려서 타트켄트(Tātkent)에서 쿠차 말릭(Kūcha Malik)으로 왔

다. [1254] 그리고 그곳에서 선물을 가운데에 두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사람이 와

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오도록 종용하였으므로, 말을 타고 서둘러 사마르칸트로 갔고,

사힙키란과의 만남의 영예로 인해 행운의 사다리 위로 높이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사

라이 말릭 하눔은 차나르 정원에 안착하였고, 투만 아가는 비히슈트 정원에, 사힙키란도

그곳에 안착하여, (그곳은) 상서로운 발걸음의 영예로 인해 사실상 천국의 정원이 되었

다.

시리아와 이집트와 룸의 모든 왕국에 대한 승리가 그 결과의 일부분일 뿐이었던

그 원정으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견고한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습관에 따라 파괴나 이동에 대한 갈

망이 치명적인 상처로 대체되어, 괴로움이라는 나일 강이 훌륭한 상황 위에 펼쳐지게

되듯이, 영광스러운 (그 분의) 건강상태의 평형이 깨져 약간의 예기치 못한 병이 생겨

났다. 그리고 1주 후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신다.>2927)는 약국에서 치

료되어 건강을 회복한 다음, 영광의 장소는 북쪽 정원으로 이동하였고 며칠 동안 행운

으로 머물렀다. 그곳에서 빅시에게서 태어났던 자녀를 위해 모든 아가들과 샤자데들과

노얀들이 모여 왕다운 연회를 마련하였다. 그 후에 훌륭한 수장들의 위엄으로 인해 천

국과 유사하게 되었던 그 드높은 정원에서, 삶과 생존의 광선을 몸 위에 드리웠던 영혼

과 같은 형태로 사마르칸트에 들어왔다. 상서로운 샤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집 <자비와

은총의 훌륭함으로 돌보소서> 이 축복받은 안착의 훌륭함으로 은총을 얻게 되었을 때

명이 내려졌다. “계속하여 그 샤자데의 건축물인 마드라사를 짓고, 그 빛나는 성묘를 위

해 돔을 세우도록 하여라.” 명령에 따라 하니가의 뜰 앞문에, 남쪽 테라스를 연결하여

하늘과 닮은 지붕을 세웠으며, 그 벽(Īizāra)을 무늬 있는 대리석, 금과 청금석으로 만들

었고, 지하실을 매장 장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집들을 부수고,

천국과 같은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2926) 979AH 사본에는 ‘바이켄트(Vāykent)'라 되어 있다.　부하라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브켄트　마을이다．

2927) Qur'ān, Sūra al-Shu'rā'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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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계시가 빛나는 설계의 장소, 즉 사힙키란의 빛나는 마음이 온갖 사람들의

상황을 밝히기 위해 고려와 노력의 광선을 드리워, 피지배민들의 상태를 생각하기에 이

르자, [1255] (그 분께서는) 적의와 저항의 상처로 고통 받은 자들을 지체 없이 자비의

연고로 위로하였다. 그 후에 그 분의 건물군 중에 있는 대 마스지드로 향하였는데, 그

분이 없는 동안 세워졌던 그 건물은, 고귀한 마음의 시각으로 보기에 작고 낮아보였으

므로 고귀한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것을 부수고 더욱 크고 높게, 그 기초부터 건설하도

록 하라.” 그리고 호자 마스우드 다우드는 전술한 대로 왕궁을 확장하고 높이 세울 때

저질렀던 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는 대 마스지드 맞은편에 위치하였던

사라이 말릭 하눔의 마드라사에 안착하였다. 정의와 공정의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서기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소환과 비난의 장소로 데려왔다. 질문과

대답 후에 누구든 그 때문에 손해가 다른 이에게 발생하였다면, 그 완전한 몫을 감당하

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특히 대 서기 중에 있었고 승리의 상징인 깃발이 부

재하던 시기의 와지르 업무의 책임자였던 마흐무드 다우드(Maḥmūd Dāwud)와 무함마

드 잘라드(Muḥammad Jalad)를 캉굴에서 연회의 때에 목을 매달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높은 지위를 지니신 사힙키란은 전술한 마드라사에서 차나르 정원으로

향하였는데, 이드쿠의 사신이 황야로부터 그 곳으로 와서 아미르들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가지고 왔던 서신들과 다른 선물들을 바쳤으며, 복속의 선언이었

던 이드쿠의 메시지를 바쳤다. 그곳에서 사힙키란은 딜구샤 정원으로 향하였고 며칠 동

안 그 딜구샤 정원이 축복받은 안착의 호의를 얻게 되었다. 그 때에 프랑크 왕국들의

군주의 어전에서 사신이 이르렀고, 여러 값비싼 선물들과 갖가지 희귀한 선물들을 보고

장소에 전하였다. 그 중에 어떤 帳幕이 있었는데 그 외피에 그려진 그림은, 만일 마니

의 펜이 여전히 아르장의 페이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그 형상의 색다른 설

계로 인해 수백 가지의 잘못과 오류의 예시가 되어 부끄러워하였을 정도였다. 또한 이

전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어 복종해야 할 명령에 따라 북쪽 정원의 남쪽에,

그 네 벽의 각각의 폭을 약 1500 샤리아-가즈2928)로 하여 세웠던 정원 안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노력하여 그 가운데에 훌륭한 왕궁을 건설하도

록 한 적이 있었다.2929) [1256] 이때에 그 건축물이 완성되었는데, 사힙키란의 지시로 다

른 여러 정원에 세워지고 건설되었던 것보다 더욱 큰 왕궁이었다. 시리아의 건축 장식

은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그 지역 거주지에서는 매우 대중적

이었으므로, 그 방면 건축가들은 돌을 깎고 보석을 세공하거나 흐르고 끓어오르는 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매우 기술적이었다. 보석 세공가들이 단단한 돌이나 상아나 그 외의

곳에 하는 작업들을, 그들은 다양한 돌로 된 벽과 천과 건축물에 그처럼 정교하게 행하

2928) 샤리아 가즈는 약 45cm-50cm 사이이므로, 이 정원의 크기는 한 면이 약 750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929) 현재 사마르칸트의 구르 에미르 영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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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대리석으로 그 새로운 형태의 왕궁 내부에 정교한 작업을 행하였고, 자신의

기술을 완전히 쏟아 부어 거대한 수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신선함과 깨끗함을 가중하

였다. 그리고 파르스와 이라크의 일꾼들은 그 표면을 벽돌로 극히 정교하고 단단하게

완성하였다.

사힙키란은 상서로운 행운으로 그곳에 갔고, 희망의 가신들은 그의 지시대로 연회

를 준비하였으며 모두가 바랄만한 것과 맛있는 음식을 포함한 왕다운 연회가 마련되었

다. 샤자데와 부인들과 아미르들은 축하와 금화를 뿌리는 관례를 행하였으며 그 연회에

프랑크 사신들이 출석하여 은혜를 입었다.

[반구M iṣrā’] 미천한 이들 또한 바다에서는 건너야 하니,

313.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의 쿠릴타이 및 샤자데들

의 혼인을 위한 대 연회가 캉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지상의 왕국 모두가 행운을 동반하는 사힙키란의 강한 눈길에는 하찮은 것으로 보

였고, 그 분의 바람이라는 고귀한 마음은, 모든 세계의 도시가 (자신에게) 정복되고 소

유 下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장소에 머물러 휴식과 편안함 속에 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1257] 그리하여 통치의 왕좌가 자리한 곳이 축복받은 발걸음의 영예

로 고귀하게 장식되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키타이의 무신론자들에 대한 성전을

목표로 다시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떼 지어 번성하였다>라고 말씀 <그에게 가장 훌

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하신 바에 따라, 몇몇 샤자데들에 관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었다. “연회를 준비하도록 하고, 주변과 사방에 소식

을 파견하여 하킴과 사령관들과 그 외의 귀족과 아얀들로 하여금 쿠릴타이에 참석하도

록 하라.”

[시] 왕이신 사힙키란이 명하였다, 세계의 귀족들은 끝부터 끝까지
모두 즐거운 연회로 오라, 혼인의 때이자 즐거움의 때이다.
당대의 귀족들에게 청하여 오도록 하였다,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칭기스의 가문의 샤자데 중에 타이지 오글란과 바시 티무르 오글란이 고하였다.

“쿠릴타이를 행할 때, 만일 명령을 내리신다면,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카즈닌으로

부터, 아미르자데 샤루흐는 후라산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고귀한 분께서는 말하였다.

“피르 무함마드는 오도록 하나, 샤루흐가 오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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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을 돕고 보호하는 것이 그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소환을 위해 파견되었고, 캉굴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연회의 장소로 결정되어 은총을 얻었다. 비친 해인 807AH 라비 알 아왈 월 초

(1404년 9월 7일) 일요일에, 축복받은 안착의 영광으로 천국을 닮게 되었다.

[시] 높고 낮은 곳, 황야와 사막의 정결함은 마치 천국의 정원과 같았다.
튤립의 가시가 루비와 보석이 되었다, 식물은 금으로 변하였고 먼지가 금이 되었다
즐겁게도 캉굴(Kānghul)이 꽃의 근원(Kān-i Ghul)이 되었다, 가을은 꽃의 시기를
부러워하였다
비단 줄로 천막을 쳤다, 그곳에는 금으로 짜인 천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모든 슈시타르의 비단 천막과, 모든 금으로 짠 비단 천들.
그 위에는 중국의 화공들이 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림이 그려져 있
었다, [1258]

특수한 거주지를 위해 네 개의 大帳殿을 초원 주변에 펼쳤고, 200개의 천막이

[시] 모두 보석과 금으로 장식되었고 플레이아데스성단의 정점에 세워져, 머리가
해와 달의 정점을 뛰어넘었다.
[시] 왕의 大帳殿과 그 문지기에게 네가 말하였지, 그곳은 천국이라고.

그 표면이 7가지 색의 울로 되어있고 그 내부는 색색의 벨벳으로 되어 있었던, 세

계를 장식하는 12개의 차양이,2930) 비단 줄과 그림으로 가득 찬 기둥과 카펫보다 비싸

며 금으로 반짝반짝한 ....으로2931) 일주일 만에 세워졌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

서 약 만 명을 쉬게 할 수 있었다.

[시] 하늘이 정교하게 세워졌고 온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적수가 없는 모든 샤자데들과 노얀들이 영광스럽게, 각자 大帳殿과 왕궁과 천막과

장막을,

2930) 이란본Ⅱ에는 이 부분이 기단(Pāy)라 되어 있으나, 이란본Ⅱ 에디터는 문맥상 이것이 ‘천막
(Chādur)’를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문맥을 보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차양에 가
까운 것으로 보인다.

2931) 이란본Ⅱ에는 ‘Qafīz’라 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길이단위로, 144 샤리아-가즈 (약 72m)를
의미한다. 한편 이란본Ⅰ에는 ‘Tughz’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악마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두 단어 모두 문맥상 적절하지 않아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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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계의 피난처인 왕의 명령으로 그 천국을 닮은 연회의 장소에 높이 세웠는
데, 차양이 하늘과 맞먹을 정도였다.
[시] 검푸은 하늘 아래 처음부터 끝까지, 대 장전과 천막과 장막이 있었다.
천막은 높이에 있어서 하늘과 맞먹을 정도였고, 그 천막의 기둥들은 生銀이었다.
100가지 종류의 천이 펼쳐져 있었고, 기쁨으로 인해 땅이 마치 하늘과 같이 되었
다.

모든 하킴과 대인들, 그 외의 백성들이 왕국의 주변과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질서

정연하고 영광스런 천막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늘어섰다. [1259]

[시] 그 거주지는 돔과 천막의 정교함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의 정원의 질투를 샀
다.
백성들은 사방에서 올라왔고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연회를 보기 위해 이르렀다.
중국과 사크랍(Saqlāb)2932)과 인도와 룸으로부터, 또한 자불로부터 그 지역의 백성
들이,
마잔다란과 후라산과 파르스로부터, 영광의 기초인 바그다드와 시리아로부터,
이란 도시들로부터, 투란의 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로부터.

이때에 들어온 이들 중에, 말릭 알 자히르 바르쿡의 아미르 중 하나였던 망갈라이

부카 하잡(Manghulī Būghāy Ḥājab)은, 시를 읊고 지식이 뛰어나며, 쿠란 암송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다, 여러 학문에 뛰어나고 훌륭하여 연구하는 이의 천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뛰어났으므로, 문시가 ‘당신은 그 분과 동행하시겠

습니까?’라 물었을 때 부정적으로 대답하여 살해당할 수 있었음에도 면제를 받았던 인

물이었다. 그는 전술한 바르쿡의 아들, 이집트의 왕좌의 주인인 알 말릭 알 나스르 파

라즈(Al-Malik al-Nāṣir Faraj)의 어전으로부터 사신의 관례에 따라 도달하였고, 현금과

보석과 다양한 직물과 그 외의 진귀한 것들로 된 선물을 가져와서 보고의 영예에 전하

였는데, 그 중에 지고하신 신의 새로운 생산품 중에 있던 기린과, 9마리의 타조가 다른

진귀한 것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투르키스탄에 있었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도착하

2932) Farhang-i Anndarāj에 의하면 투르키스탄의 도시명인데 그 위치가 북쪽 끝, 룸과 가까이에
있으며 그 곳 사람들은 붉은 색을 띠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실제 지명이 아니라 옛 페르시
아인들의 관념상의 지명이라 볼 수 있다. 페르도시를 비롯하여 많은 시인들이 이 지명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元史』에서 우즈벡 칸의 영역 중 하나로 ‘撒吉剌’이란 지명을 기록하였는
데, 이 지명 외에 타 지명이 모두 실제 지명이었으므로, 이 지명 역시 실제 하였을 가능성도 있
다(Nurlan Kenzheakhmet, "The Tuqmaq and the Ming China : The Tuqmaq and the
Chinese relations during the Ming Period,“ p.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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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땅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다. 저명한 아미르들과 강력한 세력을 지닌 사령관들,

예를 들면 야드가르 바룰라스와 비르디 벡과 후다이다드 후세이니와 다드 말릭 바룰라

스와 피르 무함마드(Pīr Muḥammad) (이븐)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 그리고 사아다트

(Sa'ādat) (이븐) 티무르타시와 다울라트 티무르 타바치와 그 외의 사람들 또한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서둘러 왔고,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옆에 입을 맞추는 영

예를 얻었다.

[시] 아미르들과 전사들, 군대의 대인들과 병사의 수장들이 영예와 영광과 더불어,
사방에서 왕의 어전으로 왔다. 왕관과 왕궁을 찬양하며 왔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는 그의 출석을 위해 반포되었던 명령에 따라 가

즈닌에서 [1260] 와서 조공의 의무를 행하였으며, 사힙키란은 그를 껴안고 그의 형제인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반구M iṣrā’] 2933) 매 시각마다 나의 간담이 불타고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전하였다. 그리고 애정의 혀로 그에게 질문을 하였고, 애도를 행하였다. 샤자데는

금화를 뿌리고 조공 및 투쿠즈를 바치는 의식을, 필요하고 요구되는 만큼 수행하였다.

다음 날 태양이라는 잠시드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인해 세계가 <어둠을 맞이하는 밤을

두고 맹세하는>2934) 어두운 천의 덮개를 내던지고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

는>2935) 금색 천의 예복을 덮었을 때, 왕다운 자비가 그에게 금으로 장식된 예복과 모

자와 허리띠를 사여하였고 그의 누케르들 또한 의복을 입혔으며, 모두 검은 의복과 장

례 의복을 벗었다. 이 상황에서 명에 따라 단지 후라산의 업무에만 전념하였던 호자 아

흐마드 투시가 도달하였고, (평화를 담보하는) 세금과 후라산에 저장되어 있던 물품과

풍부한 조공과 투쿠즈를 보고 장소에 전하였다. 이때에,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마음이 기

쁨으로 향하였고, ‘근원은 지엽적인 것에서 유효함을 발휘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일반적

인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얻어왔으며, 생기와 즐거움의 광선이 높고 낮은 이들의 마

음 위에 비추어졌다. 그 중에서 많은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예술의 손을 장식 작업에 펼

쳤고, 각 무리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 정교하고 섬세한 장식들을 만들었다.

[시] 모든 예술가들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 깊이 생각하였다.
각 분야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이 각기 훌륭히 계획을 세워 장식을 나누어 맡았다.

2933) Sa'adī.
2934) Qur'ān, Sūra al-Takvīr : 17.
2935) Qur'ān, Sūra al-Takvīr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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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파는 이들은 관례에 따라 영예로이, 보석 꿰미들을 매달았다.
셀 수 없이 많은 갖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왕다운 지붕을 장식하였다.
붉은 색 루비와 순정한 루비, 구멍을 뚫거나 뚫지 않은 훌륭한 진주. [1261]
다른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유리와 산호와 오팔 류는 눈길을 끌지 못한다.
보석 꿰미로 인해 하늘 星團이 부끄러워하였고, 깨끗한 진주로 인해 쌍둥이자리가
부끄러워하였다.
훌륭한 금 세공가들의 장식으로 인해 캉굴 초지가 모두 금의 근원이 되었다.
많은 반지와 목걸이와 보석들로 인해 젊은 신부가 즉시 노인이 되었다.
옷을 파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세계의 신선한 문이 열렸다.
그 훌륭한 무리들의 행동으로, 높은 네 지붕이 세워졌다.
그 위아래 모두가 다양한 종류의 비단 천으로 둘러싸였다.
그곳에 비단을 펼쳤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이들이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그들의 노래로 무리들에게 즐거움을 사여하였다.
카나리아처럼 노래하는 이들과 앵무새처럼 말하는 자들 모두, 남녀의 마음을 훔치
는 식으로.
키 큰 사이프러스 같은 이들, 달과 같은 얼굴을 가진 이들 모두, 가잘을 읊는 이들
과 이야기꾼과 재담꾼들 모두.
모든 분야의 장인들이 각기 다른 네 천장을 장식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태양과 같은 얼굴을 지닌 이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
었다.
다양한 종류의 악기와 추파로, 가난한 이들이 곤궁함에 관한 보고에 눈을 열었다.
달과 같은 피스타치오는 달달함으로 가득하였고, 신선한 강에는 또 다른 노래들이
(가득하였다).
이런 식으로 100개 정도의 네-아치(Chārṭāq)가 아홉 개의 하늘에 세워졌다.
과일을 파는 무리들의 주변에 피리와 북과 외침과 함성.
사이프러스처럼 크고 곧은 이들이 일어서, 바구니를 다양한 과일로 장식하였다.
그에 관해 각각의 다른 정원에서도, 수많은 정교함과 섬세함을 보였다.
배와 피스타치오와 땅콩과 사과가 주머니에 정렬하여 준비되어 있었다.
장식은, 끈에 진주를 꿰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곳에 석류가 열렸는데 웃는 입이 마치, 루비가 그 안에 있는 계단같았다.
아홉 단계의 금으로 된 불잔에서 온갖 종류의 향을 피움에 대해 말하여 무엇하랴.
과일의 향기로 인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든 연회의 백성들의 코가 향기롭게 되
었다. [1262] 빛나고 반짝이고 매력적인 형태로 과일을 장식하였다.
또한 모든 백정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전과는 다른 새 방식을 취하여.
사람들은 정교히 양의 머리를 베었고 살에는 상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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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는 염소들이 금으로 된 뿔과 함께 줄지어 들어왔다.
겉으로는 염소와 같으나, 내면이 요정과 같은 이들은 유머와 생기로 마음을 빼앗았
다.
요정은 이러한 천성을 지녔다, 때때로 기술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꾸었다.
요정들은 얼굴 또한 때로는 코끼리처럼, 때로는 양처럼 바꾸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또한 정교한 가죽제품들이 때로는 표범으로 때로는 사자로 만들
어졌다.
갖가지 동물의 껍질을 벗겼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부로부터 꺼내어 보이듯이.
스스로를 모양과 색깔로 드러내었다, 마치 여우와 하이에나와 호랑이와 표범처럼
야생동물의 형상으로, 요정과 같은 내면으로, 몸과 Ammān(?)으로 축복받을 영혼
에 이르기까지.
비단 짜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랴, 그 정교한 이들은 낙타를 수없이 많이 파
견하였다.
나무와, 갈대와, 긴 끈과 천으로 정교히 낙타의 발을 넘어뜨리고.
그에게 숨었다, 귀족들이 자신의 지식을 세계의 백성들에게 남기지 않도록.
장막이 앞으로 넘어졌을 때, 자신의 기술에 대해 기술자들이 숨긴 것을 보아라.
이처럼 명령하였다, 모든 세계는 통찰력을 지닌 눈으로 그를 보아라.
모든 세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외면을 섬기는 눈에서 가리어져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아라, 현명한 자들의 눈에는 훌륭한 것 또한 나쁜 것으로 여
겨졌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신을 찾아라.
지금 많고 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비단을 짜는 자에게서 면을 짜는 이에게로 향하
였다.
온전한 기술로 만들었다, 많은 천들을 수많은 새들이 날개와 깃털로.
벽돌과 진흙으로 미나렛을 건축하였는데, 미나렛은 목화솜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미나렛을 목화솜과 갈대로 관리하였던 처리의 훌륭함을 보라. [1263]
그들이 하늘에 세웠던 미나렛, (그것을) 마치 사다리처럼 세웠다.
미나렛은 마치 키가 큰 사이프러스처럼, 있었던 아름다운 이들을 이곳에서 저곳으
로 옮겼다.
그의 전신은 아름답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다만 그 몸에는 그림 그려진 목화 천
이 있었다.
그 위에 줄곧 황새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슬픔을 없애는 독수리자리를 가지고 있었
다.
만일 가죽을 만드는 이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의 방식을 또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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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주인이 예술의 손을 펼쳤고, 두 개의 차양이 하나의 낙타 위에 세워졌다.
노새와 낙타가 장식되었을 때 두 차양을 새로이 세워 들어왔다.
민첩하고 빠르게, 그리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모든 것이 다른 것보다 더욱 마음
에 들도록.
모든 얼굴로 인해 달이 부끄럽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추파는 신앙과 마음에는
재앙이었다.
각자의 손바닥에서 껍질을 베어내었고, 매 순간마다 마음에서 우정을 빼앗았다.
그 껍질로 장난하며 짓밟았다.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안정이 사라졌다.
그 손장난과 짓누름을 통해, 그 무리들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바구니 바구니마다 놀랍게 짜여 있었다, 마치 갈대가 머리칼로 인해 쪼개지듯이.
그 훌륭한 그림으로 인해 마니의 영혼이 자신의 (작품) ‘아르장’에 대해 부끄러워하
였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장인들과 기술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솜씨를 드러냈다.
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하
였다.
이상한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 나무를 밀어내라,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 또한 당혹하
게 된다.
실 끝에 한곳을 묶었다, 그 위가 하늘 위로 올랐다.
사방에서 나무의 줄을 잡아당겼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하늘의 방식에 따라, 그것은 곡예사인 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이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로 인해 부끄러워하였다, 그 나무의 끝이 하늘을 넘어섰다.
훌륭히 끈 위에서 나타나, 하늘 위에 태양이 둘이 되었다고 이야기될 정도였다.
[1264]
재빨리 줄 위에 올라, 그들의 얼굴이 하늘 위에서 붉게 되었다.
그 날에 신기한 것이 극히 많았다. 줄타기 장난은 그곳에서 숨겨진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묘사함은 장황함일 뿐이다. 펜이여, 이야기의 본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이 축복받은 모임에서 약속된 바에 따라 고귀한 샤자데의 혼인이 행해졌다. 왜냐하

면 승리의 사힙키란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판단은 이때에,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미르

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자데 이질(Ījil) 이븐 샤자데 미란샤, 그리고 샤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자녀들 중에 아미르자데 아흐마드와 사이디 아흐마드(Saydī Aḥmad)와 바이

카라(Bāyqarā)가 각기 영광의 장막에 있는 여인들 중 하나와 함께 혼인의 반열에서 안

정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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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늘의 왕좌인 왕은 명하였다, 밝은 마음을 지닌 천문관들에게.
하늘의 상황을 살피고, 달과 금성과 태양을 보도록 하였다.
축복받은 때를 선택하라, 그 상서로운 일에 적절한.
별을 관측하는, 매우 유능한 무리들은 명령을 받들었다.
지식으로 번영과 자유를 확대하는, 행운의 날을 선택하였다.
훌륭한 상황과 강력한 눈길을 지닌 별들, 운명과 원인이 한 순간의 훌륭함으로,
올바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날짜를 택하였을 때,
하늘처럼 강력하신 세계 정복자의 명령으로, 장막의 문을 걷었다.

왕국과 주변의 카디들과 귀족들과 이맘들과 울라마들로 구성된 고귀한 무리들 중

에 모임이 결성되었다.

[시] 그 무리의 훌륭함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목성이 물기를 얻었다, 타일라산
(Ṭaylasān)2936)의 눈에서 (나오는) 천성의 물방울로부터.

그 계약의 서론을 교정하고 조건을 고려한 후에, 당대의 이맘들 중에 이맘인 셰이

흐 샴스 앗 딘 무함마드 자지리가 혼인의 후트바를 낭독하여 혼례식에 커다란 기쁨과

평화를 사여하였다. [1265] 사마르칸트의 카디 중에 카디인 마울라나 살라흐 앗 딘

(Muḥammad Ṣalāḥ al-Dīn)은 글로 된 제안서를 수용하였으며, 샤자데들과 하나피 종파

의 규정대로 (혼인) 계약을 맺었다. 당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하의 혀를 열

고 금화를 뿌리기 위한 손을 펼쳤다.

[시] 처음부터 끝까지 디르함을 뿌렸다, 천공은 보석을 뿌리는 구름이 되었다.
봄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왕다운 금과 보석과 루비들이 (떨어졌다).
뿌려진 많은 보석과 금으로 인해 그것을 집어 드는 손이 둔해지게 되었다.

사힙키란은 하늘의 도움으로 칼리파와 세계 정복자의 왕좌를 향해 방향을 돌렸고,

일곱 번째 하늘의 드높은 왕다운 영예와 칸位라는 꽃봉오리로, 연회의 장소에 천국의

정원과 같은 정결함을 사여하였다. 부인들과 아가들과 신부들은 플레이아데스와 같은

보그탁으로 정수리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식하였고, 다양한 훌륭함과 고고함으로 위대

한 장소를 장식하였다. 추종자들 중에 각 무리 수장들의 딸들은 각기 호박 향을 뿌리는

히야신스와 달달한 설탕과 같은 달콤함으로, 영혼의 사이프러스 위로 머리카락을 묶었

고, 모두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혼돈에 빠져 구석으로 찾아들었다.

2936) 중동의 종교인들이 입는. 모자 달린 넓은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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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아! 너의 머리칼의 아름다움은 마음 한구석에 (있으며), 마음의 낮잠은 너
의 발걸음의 먼지를 깨끗이 한다.

훌륭한 문과 어지러운 아치를 지닌 도시들이, 타키야(Ṭāqiyya)2937)와 같은 아치모

양의 돔에 구름을 생성하였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국가에서 왕관을 장식하는 자들은 기

쁨과 즐거움의 정수리에 왕관을 세웠다.

[시] 세상은 훌륭한 천국을 드러내보였고, 땅 위는 천국의 여인과 같은 이들로 가
득하였다.

군주의 굴람이었던 샤자데들과 높은 지위의 아미르들과 노얀들은 자신의 지위에

맞게 스스로를 풍부한 영예로 장식하였고, 사이드들과 이맘들과 主賓들과 대 아미르들

및 일곱 기후대의 四方에서 왔던 사신들이, 하늘을 퇴색시킬만한 12개 기단(을 지닌 차

양의) 그늘 아래 [1266] 각각 자신의 지위에 맞추어 배정되었다. 나머지 여러 백성들,

즉 각 왕국과 지역의 투만장이나 천호장이나 [다양한 계층의] 귀족들이, 약 1마리 말이

내달릴 정도로 왕궁으로부터 멀리까지 걸쳐 앉아있었다. 승리의 바흐람과 같은 야사울

들이 금으로 짜인 상징적인 예복과, 보석으로 장식된 말 위에 탄 채로 자신의 봉사의

의무를 재량껏 수행하였으며, 거대한 산과 같은 코끼리들의 등 위에 평상을 매달고, 다

양한 귀중품들과 화려한 물품들로 장식하여 자신의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과즙들을 값

비싼 보석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된 유리잔과 은으로 된 칼을 가득 쌓아서 12개의 하늘

과 같이 드높은 차양 아래에 가지런히 놓았으며, 오팔과 유리와 금 왕관의 주머니 각각

위에 다양한 루비와 진주를 금과 은으로 된 쟁반에 준비하여 다양한 술, 즉 포도주

(Bāda)와 쿠미즈와 꿀주와 증류주(Muthalath)2938)와 검은 아락주('Araq-i Surma)를 놓

고, 오랜 시간동안 낮과 밤이라는 다양한 색종이를 갖가지 종류의 그림으로 즐겁게 그

렸다.

[시] 세계가 마치 천국처럼 장식되었다, 세계 사람들이 눈을 들었다.

샤자데들과 노얀들은 토라의 관례와 약속된 관습에 따라, 연거푸 술잔을 루비 색

와인으로 가득 채워 규범에 맞게 이어갔으며, 쿠시(Qūsh)2939)와 카루(Qārū)2940) 의례를

2937) 다르비시들의 모자와 비슷한 높은 형태의 모자.
2938) 증류주의 일종이다. 현재 신강 쿠차 지방에 동일한 이름을 지닌 술이 존재한다.
2939) ‘한 쌍’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쌍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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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언제든 테이블과 테이블보는 수많은 음료와 먹을거리로 다양하게 차려져 있

었는데, (이는) 말과 글을 통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과장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든 것들>2941)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을 위해서는 알려진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기쁨의 과일들과 명예와 존엄이 그것

이라.>2942)라는 기쁨을 확산하는 말씀이 그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들 주위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있나니 그녀의 눈은 잘 보호되었고 눈은 크고 아름다우매 마치 잘 보호받은

달걀과 같더라.>2943)는 말씀이 사실이 되었던 그 연회에 백성들이 동참하여

[시] 그 연회에서 다양한 음식이 요리되어, 덤불에 마른 장작이 사라졌다. [1267]
수석 주방장은 봉사를 준비하였고, 조리 업무에 대해 한 순간도 소홀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다양한 먹을 것이 끝없이 많이 오고갔다.
모든 황야가, 훌륭한 장식의 테이블로 가득하였다, 그가 무엇을 원하던
생명을 돌보는 맛있고 정교하고 좋은 냄새를 가진 맛있는 음식들을 (마련하였다).
많은 그릇과 테이블은, 모두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하나는 술로, 하나는 음식으로
가득하였다.
모든 쟁반이 다양한 과일로 가득하였다, 중앙의 정원에서 훌륭한 회합이 이루어졌
다.

쟁반 위에 갖가지 마실 것들을 준비하였는데, 특별한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음료가

제공된 후에 일반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 연회의 장소에서 여러 계층의 대중들과 함

께, 투명한 술을 가득 준비하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하였다. 사방에서 은과 같은

다리를 지니고 금성과 같은 앞이마를 지닌 巡杯者들이 금으로 된 술잔을 돌렸는데, 사

실상 <흐르는 샘물에서 잔으로 순배를 들게 되나니 그것은 수정같이 하얗고, 마시는 이

들에게 맛이 있더라.>2944)라는 말씀의 실체를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대중들

의 참석과 연회의 완성을 위해 명령이 반포되었다. “그 연회에서는 모든 자들이 원한다

면 무엇이든 행하도록 하고, 어떤 이에 대해서도 저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시] 술탄 사힙키란의 명령, 소식을 전하는 자(Munādīghar)2945)가 명령을 전하였
다.

2940) 음주 연회에서 건배에 답을 하는 것. ‘대답’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380).

2941) Qur'ān, Sūra al-Zukhruf : 71.
2942) Qur'ān, Sūra al-Ṣāfāt : 41-2.
2943) Qur'ān, Sūra al-Ṣāfāt : 48-9.
2944) Qur'ān, Sūra al-Ṣāfāt : 45-6.
2945) 소식을 큰 소리로 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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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타인을 고통과 강압과 무지로 장식하지 마
라.
이 연회에서 타인에게 힘들다 말하지 말라, 불운한 날이건, 행운이건.
성취를 거두었든 손이 비어있든, 타인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이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 마음에 즐거움의 꽃이 피어났다.
다시는 타인이 좋든 나쁘든 무엇을 하던, 힐책의 손가락으로 질책하지 말라.
사람을 사람이 처벌하지 말라, 그가 우드와 탄부르(Tanbūr)2946)를 취한 게 아니라
면,
어떤 자의 뒷머리도 때리지 말라, 매 순간마다 치는 다프(Daf)2947)외에는. [1268]
그의 몸에 상처가 있는 존재는 갈대 피리 외에는 그 시대에서 없을 것이다,
세계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모임의 장소에서는.
병사들과 도시 사람들, 소인과 대인, 다마스쿠스인과 룸 인들, 타직인들과 투르크,
모두 기뻐하였고 상황이 편안해졌다, 몸에 상처가 없었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다.
세상은 신선해지고 백성들은 사건과 슬픔의 발길질로부터 편해졌다.
연로한 하늘도 기쁨의 연회에 관해, 그와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
즐거움과 희망을 지닌 도구에 관해, 그 설명은 100년이 지나도 끝날 수 없다.
보랏빛 술이 금으로 된 술잔에 (있었는데), 그 빛으로 인해 기분이 밝아졌다.
향기로운 술은 마치 사향과 장미수 같았다, 색색가지의 술은 마치 순정한 루비와
같았다
은과 같은 다리를 지닌 이들이 돌아다녔고, 현자들이 그들에 취하여 어지러워하였
다.
그것으로 인해 깨끗한 영혼을 뺏길만한 술, 그것으로 인해 지친 이들이 치료를 얻
을만한 술.
그것으로 인해 노인들이 젊어질 술, 그것으로 인해 영혼이 새로워질 술.
그것으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술, 그것을 인해 천성이 무거워질 술.
술은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안전을 얻게 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백성들, 셰이흐던 젊은이던, 누군가는 그 취함으로 인해 즐거웠고 누군가는
망가졌다.
모두 손에 술을, 입술로 시를 읊었고, 목숨을 다해 연인에게 메시지와 작별인사를
(보냈다).
사방에서 달과 같은 얼굴을 지닌 巡杯者가, 커다란 술잔에 향기로운 술을 부었다.
고고하게 걷는 자들이 사방에서 마음을 빼앗았다. 가잘을 읊으며, 매력을 내뿜으며,
치마를 드리우며.

2946) 기타와 유사하게 생긴 현악기로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하였으며, 목이 긴 편이며 이란과 중앙
아시아, 터키와 쿠르드인들의 버전이 존재한다.

2947) 북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탬버린과 같은 장식이 존재하는 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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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크고 은과 같은 턱을 지닌 모든 자들, 자고새와 같은 행동과 달콤한 말을 하
는 모든 이들.
그들의 얼굴로 인해 태양이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의 머리칼에서는 순정한 사향의
슬픔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소망들은 완전히 충족되었고, 세계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였다, 귀족이
던 백성이든.
그 연회로 인해 누구든 이득을 얻었다, 아미르들과 백성들, 지인들과 친족들 (모
두).
거지들이 수많은 영예와 고고함에 이르렀다. 순정한 술을 마시며 악기의 노래로 인
해.

달콤한 혀를 가진,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과 매력적인 음악가들이, 투르크

의 관습(Yūsūn)과 모굴의 아얄구(Ayālghū)2948)와 키타이의 관습(Rasm)과 아랍의 규칙

(Qā'ida)과 파르스의 방식(Ṭarīqa)과 아잠의 체계(Tartīb)로 악기를 연주하였다, [1269]

특히 그 유명세에 관해서는 말이 필요 없는 호자 압둘 카디르가 그와 유사한 다른 이

들과 함께, 쿠푸즈와 티간과 우드 등 타르 류의 악기를, 즐거움과 기쁨의 악기채로 연주

하였고 관악기와 현악기로 된 모든 악기의 노랫소리가 함께 뒤섞였다.

[시] 음악가는 질문과 대답의 때에, 우드를 루바브와 함께 연주하였다.
즐거운 일들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대열에 맞추어 그곳에 앉았다, 가잘을 읊는 이들과 구연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무리
들이,
가잘을 읊는 자들은 아름답게 노래할 뿐 아니라, 수많은 마음을 한 번에 훔쳤다.
루바브와 다프 연주자, 시 읊는 자들은 마치 달 같은 얼굴을 지닌 탄부르와 류트
연주자처럼,
수피처럼 그 진주와 같은 노래로, 금성의 여인들과 더불어 하늘 위에서.

그 즐거운 연회에서 희망을 좇는 소망이라는 몸이, 다양한 종류의 목표와 바람이라

는 예복으로 모두 장식되었을 때, 희망이라는 신랑의 크고 작은 생각이라는 신방에, 목

표라는 신부가 곁으로 다가와 왕자들을 위해

[시] 갖가지 종류의 선택된 옷들로, 모든 왕관은 값비싼 진주로,

2948) 노래, 멜로디, 소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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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옷과 이름난 예복들, 왕다운 왕관과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
약속된 방식으로 짐을 옮겼다, 무거운 짐을 그곳에서 낙타와 기술로 (옮겼다.)
노새의 천은 아틀라스(Aṭlas)와 파르니얀(Parnīyān)2949)이었다, 작은 金鐘이 비명을
질렀다.
매력적인 종과 장신구 등, 갖가지 종류의 장식물로 장식된 낙타들을.
이런 식으로 연회의 장소까지 이끌고 왔다, 세계는 그 모습과 방식에 대해 놀라워
하였다.

샤자데들에게 기쁨을 드러내며 옷을 입혔고, 왕관과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가 덧

붙여졌다. 바닥에 까는 천은 금으로 직조된 여러 종류의 천과, 다양한 실과 직조물과

검은 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구구절절이 설명할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방식대로 매번 조공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수많은 은과 금

과 루비와 보석들을 [1270] 던지는 관례로 매번 뿌려, 가을인 그 땅을 튤립 꽃밭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너른 땅은 많은 등불로 인해, <실로 신께서는

가장 낮은 하늘을 등불로 장식하였다.>2950)는 말씀이 실현되었고, 이 비유는 실제가 되

었다. (이) 평안하고 상서로운 시절에, 통치와 성취의 하늘에 빛나는 별이 만남의 성좌

로 이동하였고, 그 후에 부끄러움의 가림막이 예의의 장막을 내려, 그 하렘에는 이야기

에 참석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구M iṣrā’] 2951) 밤의 소리가 낮에 의해 지워진다.

하늘 왕국의 왕이 애정의 광선을 지상 자녀들의 거주지에 드리웠고, 빛나는 보석들

을 그들의 정수리 위에 던졌던 다음날, 사힙키란은 샤자데들의 집에 출석하여 통과하는

은총을 사여하였다. 권력과 기쁨의 손이 구름과 같이 금화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고,

모든 아가들과 아미르들이 복종의 얼굴을 동의의 홍조로 장식하였다.

[시] 세계가 태양의 영예로 장식되었을 때, 하늘은 그 자락에 보석을 뿌렸다.
하늘은 그 상서로운 연회에서 수많은 금화와 보석을 훌륭히 뿌렸다.

나머지 대인들과 귀족들도 바로 그 방식을 따라, 사치크(Sāchiq) 관습2952)으로 많은

2949) 아틀라스, 파르니언 모두 비단천의 일종이다.
2950) Qur'ān, Sūra al-Mulk : 5.
2951) Rūmī, Mathnavī.
2952) 혼인 선물로 동전을 뿌리는 투르크인의 관습이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3,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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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뿌렸다.

[시] 전 세계의 유명한 이들과 고귀한 이들이 봉사의 의례를 행하였다.
모두 축하하며, 금화를 뿌리고 선물들을 수없이 많이 바쳤다
그 날에 어떤 마음도 슬프지 않았다, 무슨 슬픔인가, 우울함은 흔적 또한 남지 않
았다.
세계는 북과 피리의 소리로 가득하였다, 땅 아래에서 하늘의 정점까지.
땅이 북소리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고, 캉굴에서 투스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발생하
였다. [1271]

그 새로운 방식의 연회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된 자들과, 그 완전한 영광과 위대함으

로 인해 놀라워하는 자들 중에는 사방의 사신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유럽과

힌두스탄과 킵착 초원과 자타의 도시에서, 사신들이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모여들

었기 때문이다.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의 마음은 그들, 사방에서 모여든 여러 왕국

의 모든 대인과 귀족들, 모든 노얀들과 군대의 수장들에게 값비싼 예복과 수많은 사여

물품을 내려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렇게 그 축복받은 연회에서 약 두 달 동안 기쁨과

즐거움의 기간이 이어졌다.

[시] 2달 동안 연회가 있었다, 그 연회의 장소에서 왕들과 병사들과 추종자들은 매
우 즐거워하였다.

연회가 끝나고 세계를 장식하는 (그 분의) 판단이, 왕국과 종교에 대한 방책 및 백

성들을 위한 업무의 질서 구축에 호의의 광선을 드리웠다. 그리하여 복종해야 하는 야

를릭이 반포되었다. “명령을 이행하고 나쁜 일을 금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행하

고자 노력해야 하니, 이후로는 어떤 피조물들도 음주나 다른 금령에 대해 절대 용기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계가 포함하고 있는 외면적인 장식이나 전시가, 영광과 장

엄함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위대하고 훌륭한 여러 단계들을 거쳐 가며 점차 완전해졌

고, 지체 없는 자비의 그림자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은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마음으로

바랬던 바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얻게 되었다. 사힙키란의 세계를 장식하는 판단은, (자

신의) 훌륭한 마음을 미디안(Midīan)이라는 외형(Qur'ān, Sūrat)으로부터 떨기나무 협곡

이라는 내면(Ma'nī)으로 향하게 하였고,2953) 은총의 떨기나무를 향한 ‘불꽃’의 안내로 통

2953) 쿠란과 성경에 수록된 내용으로, 신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발현한 사건을 의미한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거주하였을 때, 우연히 가축을 이끌고 시나이 산의 황야로 나섰
다가 그곳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신을 발
견하게 되었다. 신은 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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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력을 지닌 눈을 밝혔으며, 정직한 의도와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시] 조용한 장소로 들어가 필요한 것을 말하였다, 정결한 비밀을 지닌 神께.
아아 높으신 분이여! 理解가 무엇보다도 크시도다! 이성도 생각도 당신의 위대함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1272]
당신에 대해 당신 외에는 알지 (못하니) 당신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본질
이며 나머지 모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이여, (내가) 당신께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당신의 비교할 수 없는 사여에 대
해.
내가 흙으로부터 당신의 자비로 인해 일어섰을 때, 나의 행운의 머리가 일어섰습니
다.
당신의 호의로 인해 나는 이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과
훌륭한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친절로 인해, 이 모든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왕국의 주인
은 가난하고 비천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일에 대해 크게 놀랐습니다, (나는) 스스로보다 더욱 무력해져 타인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용기와 세계 정복은 당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
다.
연회에서 당신의 사여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때에 당신은 나에게
승리를 사여하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나는 기쁨을 얻었고, 매 결정마다 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 나의 지위는 높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불운하고
무력한 자였을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당신의 사여에 의한 것입니다, 아아 관대한 이여! 매번 희망과 경외로
나의 피난처는 당신입니다.
내가 자비를 청하였을 때, 나를 강제로 무력함에 몰아넣지 마시오소서, 이 왕궁이
먼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 덕택입니다, 만일 (나에게) 도움이 없었다면 나의 모든 가치는 아무것
도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은 나의 비천함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죄악에 대해 부끄
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절로 나는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수년째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 분께서) 바라는 바를 허락하셨다.<신을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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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세계 정복자의 깃발이 키타이 방면으로 향하게 된 이

유에 관한 이야기

초반에 사힙키란의 행운과 통치의 태양이 하늘의 가호라는 日出地에서 떠올랐을

때, 세계의 번성한 곳은 여러 왕들과 다양한 하킴들의 장악과 지배 下에 있었고, 여러

해 동안 (그 상황이) 고착되어 지속 중이었다. <만일 그 안에 신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

다면 그 둘은 붕괴하였으리라.>2954)는 내용이 세계의 혼란과 갈등 상황의 원인이 되었

던, 여러 영토와 도시에서의 군주와 왈리들의 반목과 싸움으로 인해, 평안과 안정이 영

역에서, [1273] 안전과 믿음이 路上에서 사라졌다. 노상강도들은 길에서, 혼란을 야기하

는 악랄한 자들은 도시에서 우세하게 되었고, 세계인들의 본질적인 건강함이 평형이라

는 올바른 길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세계인들의 처방전인, 인간의

형상을 띤 ‘칼리파의 왕국(Dār al-Khalāfa)’에서 혼돈의 요소가 거세졌고 건강한 천성과

연결되는 올바른 길을 일탈하였음이 명백해졌을 때, 병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

한 강력한 세척약 없이 그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마땅

히 혼돈의 근원을 단번에 금지해야만 하며 또한 몇 가지 올바른 수단 역시 해결에 이

용해야 했다. (이에 대한) 역량 있는 의사들의 오랜 처방은, ‘쓰고 달콤한 물약과도 같

은, 비할 데 없는 사힙키란의 武力과 친절로 세계의 건강상태를 다시 평형에 도달케 하

는 것’이었고, 신의 호의라는 선례가 당대의 상서로운 자들 중에 그를 선택하여 <왕국

도 주었노라.>2955) 라는 말씀을 실현하셨으니, 결국에는 <너는 오직 세계의 주인이신

신을 원하게 될 것이다.>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 정복의 동기가 혜안을 가진 현명한 그

분의 마음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의 가호로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의 거대한 왕국들을

정복하였고, 그것을 당대의 반역자들과 절대 군주의 소유라는 손아귀에서 해방하여 정

의와 훌륭함의 빛으로 장식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너른 무대에 평안과 안전의 식탁보

가 펼쳐져, 만일 어떤 자가 홀로, 은이나 금으로 가득한 통을 정수리 위에 두고 서쪽에

서 동쪽으로 운반한다면, 도둑과 사악한 자들의 발톱의 타격으로부터, 마치 수선화와 같

은 金銀이 플라타나스 같은 손의 공격으로부터 안전과 휴식을 얻게 되는 것과 같아졌

다.

[시] 사람은 태양에 예민해지지 않았고 그의 정의로움을 보게 되었다, 비록 동쪽에
서 서쪽으로 금이 든 통을 홀로 옮긴다 하더라도.

2954) Qur'ān, Sūra al-Anbīyā' : 22.
2955) Qur'ān, Sūra al-Nisā'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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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노력과 약탈과 포로 획득에 관한, 공포를 자아내는 수많은 명령들이 세

계 정복으로의 所用을 위해 반포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승리의 서

(Futuḥ-nāma)’ 속에 장황히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분이 시리아와 룸과 조지아의 정

복 및 全 이란 땅의 지배를 이룩하고 상서로이 귀환하여 왕좌가 자리한 곳에 안착하였

을 때, 영원한 행운의 계시를 받은 (그 분의) 왕다운 판단은 결정을 내렸다. [1274] “그

들을 준비시키고 다시 성전 <즉,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수께끼 및 그에 속한 것 -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 > 이라는 미덕을 행하여, 그

잘못을 보상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고귀한 자손들의 혼인이라는 일이 완료되었을 때,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라>2956)는 말씀에 따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을 특별한 모임에

소집하였다. “지고하시고 신성하신 신의 도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운명을 사여하여,

우리는 세계를 도검으로 차지하였고. 땅 위의 왕들을 무력과 우세로 복종시켰다! 전지

전능하신 신께 감사하며, 우리가 왕국의 확장과 自主를 통해 얻었던 지배권과 명령의

반포 및 영토의 거대함은, 이제껏 아주 극소수의 군주들만이 얻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경외와 처벌과 보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급히 군대를 돌리고 세계를 정

복하는 도중에 여러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손해를 입고 흩어지

게 된 원인이었다. 이때에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으니, 이후로는 이교도들을 처

벌하는 일을 행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여느 사람이 행하지 않는 훌륭한 일이 바로 이교

도에 대한 전쟁이고, 완전한 힘과 무력이 필요한 것이 이교도의 몰살이다. 처벌의 물줄

기가 샘솟아나고 있는 바로 그 군대를, 이교도의 땅인 중국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의 의

무를 행하고, 그들의 사찰과 배화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대신에 기도장소와

마스지드를 건축하면, <선행은 악을 제거해준다.>2957)는 말씀에 따라 그 죄악을 용서하

는 원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신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2958)”

샤자데들과 노얀들은 기도와 찬사를 위해 혀를 열어, 그 영광스러운 판단을 찬양하

고 찬사를 보냈다.

[시] 왕으로부터 깃발이 세워졌을 때, 우리 가신들은 생명을 바쳤다.

세계가 수용하는 야를릭이 반포되었다. “타바치들은 군사의 수를 천호별로 잘 조사

하고, 그들의 隊形을 확대하도록 하라.” 아미르들은 명령에 따라 상태를 파악하고

[1275] 어디든 역량이 증대된 곳은, 병력을 확장하고 문서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후

에 그의 지시가 내려졌다. “모든 울루스의 아미르들과 지역의 하킴들은 군대의 정비와

2956) Surah āl-'Imrān : 159.
2957) Surah al-Hūd : 114.
2958) Surah al-Ibrāhīm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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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징집을 행하도록 하라.” 울루스의 칼란다르들과 지역의 사령관들은, 告知

(Tūnqāl)2959)의 책을 대 타바치에게서 얻어서 어떤 도구와 방식을 취할지 (결정하고),

군대 징집을 위해 사방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사힙키란은 신의 가호로 캉굴에서 도시로

향하였고, 사라이 말릭 하눔의 마드라사는 축복받은 안착의 고귀함으로 인해 특별함을

얻었다. 왕다운 애정은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에게 왕관과 허리띠

와 값비싼 말로 호의를 베풀고 자불리스탄으로 떠날 것을 허가하였으며, 그의 누케르들

모두에게 말과 의복을 주었다. 또한 그의 모친이 그 샤자데와 혼인하였고, 그 자신은

이 연회에서 샤자데와의 혼인으로 특별함을 얻었던 아미르자데 사이디 아흐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2960)로 하여금 그의 등자에 동행하여 헤라트의 길을 통해 칸다하르로 향

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집트 사신에게도 예복과 허리띠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였고, 많은

사여를 제공하여 귀환을 허가하였다. 한편 마울라나 압둘라 키시를 일부 무리와 함께,

그의 벗에게 보내는 사신으로 삼아, 3가즈의 폭과 17가즈의 길이를 지닌 서신을, 필체의

가치나 글씨의 아름다움이 사실상

[반구M iṣrā’] 비밀이 포로가 되었다면, 비밀의 아들이 있다.

(라는 말씀과) 같았던 호자 핫지 반드기르 타브리지(Khwāja Ḥājjī Bandghīr Tabrīzī)

의 아들 마울라나 셰이흐 무함마드(Mawlānā Shaykh Muḥammad)의 글씨로, 모두 금으

로 써서 그들의 우정을 위해 이집트로 파견하였다.2961) 그 내용 중에 그(이집트 군주)가

2959) ‘선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공지를 의미한다(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1. p.259).

2960) 앞서 이 아미르자데는 티무르의 아들 우마르 셰이흐의 자손으로 소개되었다. Mu'izz
al-Ansāb에 의하면 그의 모친은 잘라이르 부의 쿠툴룩 술탄이며, 그의 아내는 자항기르의 아들
피르 무함마드의 딸 마흐둠 술탄이었다. 그래서 그가 샤자데와 혼인하였다는 언급이 이곳에 나
온 것이다. 다만 Mu'izz al-Ansāb에는 쿠툴룩 술탄이 피르 무함마드의 부인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기록이 맞다면 쿠툴룩 술탄은 남편인 우마르 셰이흐의 사망 후 남편의 조카인
피르 무함마드와 혼인하였고, 그 피르 무함마드의 첫 부인에서 태어난 수양 딸 마흐둠 술탄과
자신의 아들 사이디 아흐마드를 결혼시킨 것이다.
한편, 마흐둠 술탄의 첫 남편은 역시 아미르자데 루스탐이었다. Mu'izz al-Ansāb에는 루스탐
의 첫 부인으로 마흐둠 술탄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렇다면 마흐둠 술탄은 남편이 사망하지 않
은 상태로 헤어져 이때에 그의 동생과 결혼한 셈이다, 한편 우마르 셰이흐의 부인이었다가, 피
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의 부인이 된 인물은, 전술한 쿠툴룩 술탄 외에도 벡 말릭 아가라는
이가 있다.

2961) 티무르에게 보낸 파라즈의 서신 사본은 맘룩 조의 書記, al-Qalqashandī의 Ṣubḥ al-Ashā'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모로코의 군주 'Abū Sa'īd와 파라즈가 주고받은 서신 역시
Ṣubḥ al-Ashā'에 수록되어 있다. 아부사이드는 이븐 할둔의 보고를 통해 당시의 티무르 조와
맘룩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파라즈는 티무르가 자신의 평화 협정 서신에 대
한 답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실제 서신을 보면 파라즈 자신이 처음부터 두 개의 조약서를 보내
었는데, 그 중 하나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으며, 다른 하나에 티무르의 인장을 담아 반송해주
기를 청하였다고 한다(Walter J. Fischel. Ibn Khaldūn and Tamerlane : their historic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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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 아흐마드와 카라 유수프에 관하여 보고하였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늘로 귀결되는 병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달아나 그

곳으로 피난하였는데, (그 분에 대한) 그 지역 왕의 지지와 복종이 오랫동안 굳건하였

으므로, 둘을 모두 붙잡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황을 충심의 펜으로 보고의 페이

지 위에 기록하였는데, 현재 명령의 펜이 서명하기를 ‘술탄 아흐마드 잘라이르를 [1276]

가두고, 카라 유수프의 머리를 베어서 왕궁으로 파견하라,’2962) 고 하였다. 지체 없는 관

대함은 여러 왕다운 선물들, 예복과 왕관과 허리띠와 다양한 직물과 물자들을 사신 및

서신과 함께 파견하였다.

[시] 하나의 선물을 장식하였는데,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 크고 작음에 대해 보
지 못했다.

(그 분은) 프랑크와 황야와 자타와 그 외에 사방에서 왔었던 나머지 사신들 모두를

위무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되돌려 보냈다. 명령에 따라 연회에 참여하였던 말

리카트 아가는 귀환의 허가를 얻어 헤라트로 돌아갔다. 그리고 당시에는 극히 드물었던,

하늘과 같은 신방을 금성의 신부로 장식하는 방식에 따라 고귀하신 요람인 빅시 술탄

을, 그녀의 남편인 아미르자데 이스칸다르의 어전인 하마단으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하라와 마한의 길을 통해 나아갔다. 지체 없는 자비는 타슈켄트와 사이람과 니

키(Nīkī)와 아시파라와 자타의 영역에서 키타이까지 아미르자데 울룩벡에게 임명하였다.

그리고 안디잔과 아흐시켄트(Akhshī-kent)2963)와 타라즈(Ṭarāz)와 카슈가르에서 호탄에

이르는 영역은 모든 예속민과 함께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에게 사하였다. 그리고 훌

륭히 장식된 야를릭을 탐가 인장으로 사여하였다. 그리고 그 샤자데의 아미르들 중에

피르 무함마드 (이븐) 타가이 부카와 사아다트 (이븐) 티무르타시와 셰이흐 바흐룰 (이

븐) 바얀 티무르 아크부카와 무함마드 아자드가 나아가 그 지역의 군사들을 징집하여,

세계가 복종하는 군사를 모으는 약속장소였던 타슈켄트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게서

드러났던 죄를 이유로 티무르 호자 (이븐) 아크부카를 가두어 모굴리스탄의 이식쿨로

파견하였다. 그 후에 사라이 말릭 하눔의 마드라사 중에 그 분의 건축물 중 하나였던,

쾩 사라이라 일컬어지는 요새에 행운으로 안착하였다. 세계와 세계 사람들은 그의 행운

과 정의로움과 훌륭함으로 인해 번성하고 기쁨을 얻게 되었고, 고귀한 바람을 지닌 마

in Damascus, 1401 A.D. (803 A.H .) A study based on Arabic manuscripts of Ibn Khaldūn's
"Autobiography" ,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pp.111-2).

2962) 실제로는, 아흐마드 잘라이르는 살해되지 않고 이라크에 머무르다가, 티무르가 사망한 후 이
집트의 군주 파라즈에 의해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아제르바이잔 등지를 수복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1410년 카라 유수프에 의해 살해되었다.

2963) 이란본Ⅰ을 따랐다.



- 1021 -

음은 聖戰이라는 훌륭함을 얻고자 하였으니, <신께서 그 일의 결과이시다.> [1277]

315. 승리의 깃발인 사힙키란이 키타이의 측으로, 성전을

목표로 움직인 이야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 신의 커다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전하라>2964)는 기적과

도 같은 부르심이, 지위가 드높은 이들의 귓바퀴에 들려주었던 좋은 소식은 이와 같았

다. 어떤 자가 신의 집에 대한 성지 순례의 목표로 어려운 여행의 가능성을 감수하였으

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죽음이 매복을 풀었다면, 신의 끝없는 호의의 장부에 매 년마

다 ‘신에게 받아들여진’(Mabrūr)라는 칭호가 그의 이름의 행간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교도와 반역자들의 영역에 대한 정복 전쟁의 수행은, ‘지옥으로의 여행’이라는 위험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전술한 동료들 및 훌륭한 행운의 주인에게 기도를 바치는 일임이

명백하다. 그리하여 신의 이유 없는 호의는 사힙키란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강행케 하였

다. ‘그 희망의 후원자에게 필연적인 재앙이 여행 도중에 발생될 것이나, 그 본래의 목

표는 이교도들 및 적의 무리들에 대한 이슬람의 보복과 성전이라는 중요한 바를 이루

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분의 사망의 때가2965) 가까이 이르렀을 때종교의 적들이 있는

중국 방면으로 진격을 결정하게 되자, 비록 겨울의 공기가 매우 차가웠으나 그토록 추

운 지역으로의 여행에 관해 미루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출발하여 이스판드

월2966)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지체 없이 그 출발을 확정

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아미르 바란둑에게 명하였다. “군대의 장부에 주의를 기울

여 어느 정도의 사람을 이 공격에 동행케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하라.” 그 아미르는 캉굴

에서 정해졌던 방식에 따라 조사를 행하고 보고하였다. “마와라안나흐르와 투르키스탄

과 호라즘과 발흐와 바닥샨과 후라산과 시스탄과 마잔다란, 그리고 룸에서 徙民시켰던

타타르 부족과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크로부터 데려왔던 이란의 군대 중에서, 민첩함으로

유명한 200,000명의 기병과 보병을 모두 전투의 문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1278]

[시] 전쟁에 임하는 용감한 무리들이 적에게 신의 재앙이라는 행운을
별과 같이 많이, 하늘의 분노로, 위대한 전위인 승리의 군주의 행운으로.

바다처럼 관대하신 사힙키란의 전위는 즉시

2964) Surah al-Aḥzāb : 47.
2965) 본래 페르시아 원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극히 완곡하게 되어 있다. ‘그 분의 사건
의 해결의 때’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때이다.

2966) 807AH이자 페르시아 태양력으로 에스판드 월은 1405년 2월 5일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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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물 같은 머리와 관대한 손을 펼쳤고, 병사들을 정의와 사여로 기쁘게 하였
다.
군대들은 바라는 바를 충족하였고, 많은 병사들이 준비되었다.

복종해야 할 명령이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자데

아흐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 그리고 아미르들 중에서는 후다이다드 (이븐) 후세이니

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다른 투만과 천호의 아미르들은 군사와 함께 타

슈켄트와 샤루히야와 사이람에서 동영하고,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은 일부 좌익군과

함께 야시와 사브란에서 겨울을 지내도록 하라.” (한편) 과거 파나켄트(Fanākent)라 불

렀으며 칭기스 칸의 군대의 통과로 인해 794AH, 비친 해까지 어떤 건물의 흔적도 남지

않아 있었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던 샤루히야(Shāhrukhīyya)2967)에, 사힙키란이 (건물

의) 건설을 명하였다. 대리인들은 명령을 받들어 그곳을 건설하였고, 그 주변에 견고한

성채를 세웠으며 그 주변의 주민들을 모두 그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왕다운 애정은

그곳에 승리의 샤자데인 샤루흐의 이름을 따서 샤루히야로 이름지었다. 그리고 정의를

인도하는 판단은 사마르칸트의 지배를 아르군 샤에게 맡겼고, 창고의 보호를 셰이흐 추

라(Shaykh Chūra)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807AH 주마다 알 아

왈 월 23일(1404년 11월 27일) 목요일2968), 태양이 사수자리의 중간, 목성과 달의 사이

에 있었고 목성과 60도를 이루었으며, 달은 천칭자리에서 태양과 60도, 그리고 목성과는

삼각형(Muthalath)2969)을 이루었을 때, 지식이 뛰어난 천문학자들이 선택하였던 상서로

운 때에 사마르칸트를 출발하여 아크 수라트(Āq Sūlāt)의 동영지로 향하였고 소그드의

카라불락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축복받은 등자의 동반자였던 승리의 샤자데들과 유명한

아미르들, 개미처럼 많고 사자를 사냥할 만큼 용맹한 수많은 병사들이 [1279] 사방에서

움직였는데,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정도였다.

[시] 사힙키란의 출발의 소문이 단번에 시공간에 확산되었다
북이 울부짖었고 초원이 흥분하였다, 병사들의 포효가 하늘을 넘어섰다.

2967) 타슈켄트와 지자흐 사이,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88km, 시르다리아 강 우안에 위치.
2968) 잘랄리력으로 9번째 달인 아자르 월 21일이기 때문에, 황도 12궁상에서는 사수자리에 위치한
것이 맞다.

2969) 본문에서 묘사된 천구의 모습이자 실제 그 날의 천체 상황이었던 형태는 “달(천칭) - 60도 -
태양(사수) - 60도 - 목성”인 상태인데, 이를 bisextile(이중육분위각)이라고도 하였다. 한편 이
는 달과 목성이 트라인(삼분위각)을 이루며 세 천체가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Muthalath'라 부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묘사 내용이 당시의 실제 천문상황이며, 동
시에 이 시점에 목성과 토성의 합일, 즉 ‘사힙키란’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된 천체의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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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서 깃발이 나타났다, 무리지어 병사들이 이르렀다.
깃발들이 색색가지로 세워졌고, 태양이라는 칼이 먼지 색이 되었다.
많은 군대의 길이든 길이 아닌 곳이든 흥분하였고, 넓은 땅이 병사들로 인해 좁아
졌다.
모두 기쁜 마음과, 전쟁의 도구와 함께, 세계를 밝히는 모든 이들이 명성과 체면과
함께,
모든 초원 위(의 것들이) 말발굽 아래에 숨었다, 공기가 일제히 비단천보다 붉어졌
다.
땅 위에 모기 하나 자리할 곳이 없었다. 창공에 바람도 머무를 곳이 없었다.
병사들의 앞에 북과 코끼리로 인해, 땅은 푸른 바다의 형태를 띠었다.

태양처럼 고귀하고, 세계처럼 높은 깃발이 카라불락에서 이동하여, 창조주의 보호

와 함께 일란 우티(Īilān Ūtī)2970) 길로 나아갔고, 여러 역을 거친 후에, 도달의 그림자가

타말릭(Tāmalik) 위에 드리워졌을 때, <먹구름을 거두는 분도 그분이시라>2971) 는 창조

주께서 구름이라는 진청색 비단의 차양을 하늘의 끝에서 끝까지 펼쳤으며, 많은 눈과

눈보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으며 하늘의 냉기가

극도에 이르렀다. 승리를 동반하는 대오는 그곳을 출발하여 판단이라는 좋은 말을 계속

몰았고, 아크 수라트가 행운을 상징하는 깃발의 도달이라는 영예를 얻어 천국의 정원과

같은 편안함을 갖게 되었다. 그 장소는 모래의 도시였고 많은 땔나무들이 얻을 수 있었

으므로, 그 전에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반포되어, 그곳에 동영을 위해 쿠리여를

세우고 거주를 위해 건물들을 세우도록 한 상태였다. 고귀한 그 분께서 특수한 쿠리여

에 자리한 후에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군대는 각기 자신의 자리에 안착하였다. 천상의

군대인 별들의 왕이 염소자리라는 겨울 집에 들어오자,2972) [1280] 추위의 혹독함은, 비

록 나날이 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그 해에는 이상하게도 겨울이 다른 해

보다 더욱 혹독하였다. 세계를 비추는 태양이 여러 차례 부끄러움으로 인해 구름이라는

덮개에 숨었고, 구름은 눈물을 흘리며 보석을 흩뿌리고 하얀 장뇌(눈)를 내렸다.

[시] 구름 때문에 하늘이 조각났다. 때로 장뇌(같은 하얀 눈을) 뿌렸고 때로는 보
석을 뿌렸다.
태양의 눈眼이 눈보라에 질렸을 때, 눈가리개인 구름으로 닫았다.
많은 눈으로 인해 땅이 막히게 되었을 때, 말하곤 하였다, 生銀 가운데에 있다고.
검은 구름에서 생겨났던 많은 습기로 인해, 공기가 모두 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2970) 979AH 사본에는 하영지를 일컫는 ‘야일락’으로 되어 있다.
2971) Surah al-R'ad : 12.
2972) 페르시아 태양력으로 ‘이스판드 월’이 되었다는 뜻으로, 춘분이 되기 1달 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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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로 인해 하늘의 사자가 청하였다, 자신의 몸 위에서 벗겨낸 가죽을 만들라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우울함으로 인해, 살라만더와 같은 집인 불꽃 위에 (있었다.)
정원에서 새의 편자가 불꽃 안에 (있었다,) 쇠꼬챙이로 불 위에 잘 (올려놓았다).
은둔자들이 기도 중에 울면서 청하였다, 보상의 날에 죄인과 함께 있기를.
황야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그 동물들은, 그의 힘에 대해 오랫동안 입을
다물어야 했다.

316. 이후의 상황을 위해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와, 아

크 수라트에서 발생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설명

[시] 2973) 숫사자를 약화시키는 것은 애정이다, 새로운 것들이 그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바다이다.
간혹 어떤 우정은 생명을 연장케 한다, 때론 적의가 피의 향기를 일으킨다,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아미르자데 알리의 딸 자한 술탄(Jahān Sulṭān)과 혼인하

였는데, 아미르자데 알리는 사힙키란의 외조카였다. 그런데 우연히 아미르자데 할릴 술

탄은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의 첩이었던 샤드말릭(Shādmalik)에게 마음 속 깊이 애

정을 갖게 되었고, [1281] 그 애정은 샤자데의 마음속 의지라는 고삐를 그의 안정과 인

내라는 손아귀에서 단번에 사라지게 할 정도로 강해졌다. 그리하여 사힙키란이 없을 때

그와 혼인하였다. 샤자데의 부인이 그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질투의 불꽃이 불타

올랐고, 그 상황을 사마르칸트의 고귀한 그 분에게 고하였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샤드말릭의 출석을 명하였고, 샤자데는 ‘그녀를 얻지 않으면 이에 관해 세계를 태우는

분노의 불길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명을 내려, 그녀를 방문하여 없어진

것처럼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도 그녀의 피

를 원하였으나 그 명령의 확정이 지체되었다. 그리하여 다시금 아크 수라트에서 그 분

의 귀에 ‘샤자데가 그녀를 몰래 데려갔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훌륭한 명령이 반

포되어, 미르 바라트(Mīr Barāt)로 하여금 가서 그녀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력

의 영웅은 그녀의 살해를 지시하였다.

사라이 말릭 하눔은 샤자데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타올랐고, 자녀들과 후계자

들에 대한 사힙키란의 완전한 애정과 염려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아미르 셰이흐 누

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함께 운명의 칼리프권이 있는 왕좌의 발치에 고하였다.

“이 여성의 복중에 샤자데의 자녀라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2973) Mahsatī Ghanjnavī, Rubā'iyāt.



- 1025 -

고해졌을 때, 지시가 내려졌다. “그녀를 훌륭한 요람이신 바얀 아가에게 맡겨 출산 후에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그녀는 병사의 굴람(Ghulāmān-i Sipāh)2974) 중에 하나에게 주도

록 하라.” 또한 아크 수라트에서 야를릭이 반포되어 샤자데들과 하킴들과 모든 각국의

다루가들에게 인장을 날인하여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다. “모든 사람들은 자

신이 다스리는 곳에서 정의 및 그의 확대에 관한 의례를 행하고,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과 편협한 이들의 이야기에 결코 호의를 보이지 않고, 신이

맡기신 백성과 피지배민들에 대해 무조건 친절하고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심

판의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께 부끄러움과 후회를 보이지 않도록 행동하라.”[1282]

[시] 2975) 어느 누구든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어느 누구든 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찾는다면 지혜의 물로 어두움에 빠진 목숨을
씻어라.
이 왕궁에서 그는 높이 서 있었고, 훌륭한 수령들 위에 있었다.
신의 가까이에 심었던 씨앗으로 인해 천국의 신선함을 보상으로 얻을 것이다.
만일 정의와 보상으로 씨줄과 날줄을 짠다면, 세계에 모종의 기억을 남길 것이다.
영원히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다, 땅에 번영을 일으킨 그 왕에 대해.
신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였다, 不正의 뿌리를 베어내고 그의 정의를 찬양하
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신다, 나의 충고로 인해 생명이 안정을 찾
을 것이다.

그 중에 각각의 날인된 서신이 믿을만한 近臣에 의해, 왕국의 각 샤자데들과 하킴

들에게 파견되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아미르 할릴 술탄은 타슈켄트로 갔고, 아미르 술

탄 후세인은 사브란과 야시로 (갔다). 그리고 사방에서 군대의 보급을 위해 수레와 마

차로 다양한 먹거리와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고자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있었던 ‘디나르

를 실은 말(Asbān-i Dīnāra)’2976)이 이 때에 훌륭한 오르두에 도달했는데, 왕다운 애정

은 그 모두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군대들에게 사여하였다.

2974) 『勝戰記』에서 굴람(Ghulām)은 대체로 ‘하늘의 굴람(Gardūn-Gulām)’이라는 티무르의 칭호
중에 하나로 제일 많이 쓰이지만, 간혹 굴람의 존재가 실제로 등장할 때에는 주로 하녀(Kanīz)
및 다양한 물품들과 더불어 선물의 대상으로 쓰이곤 하였다. 굴람 1인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일은 거의 드물거니와, 티무르 조의 굴람은 대체로 타직인, 혹은 흑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병사
의 굴람’ 중에 병사(Sipāh)는 정규군에 편성되어 있는 기병·보병을 의미한다면, 굴람은 그에게
예속된 일종의 노예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맘룩’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2975) Ferdowsī, Shāhnāma.
2976) 타슈켄트본에는 '디나르-도구(Asbāb-i Dīnāra)'로 되어 있다.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방에서 군대에 쓰일 디나르를 취하여 진영으로 운반해온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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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후라산에서 사이드 호자 (이븐) 셰이흐 알리 바하두르가 아미르자데 샤

루흐의 어전에서 왔고, 샤자데의 건강의 소식을 전했다.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판단은,

아미르 바란둑을 타슈켄트 방향으로 파견하여, 보복의 바흐람과 같은 군대의 군량을 수

급하여 운반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다운 거대한 자비는 병사들의 아미르들과 대인들에

게 명하여, 모두 자신의 투만과 천호와 코슌과 백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도록 하

고,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 도중에 어떤 백성들도 일용품의 곤궁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쟁 도구의 매 품목 마다, 어떤 기병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면,

10명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준비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전투의

도구들과 다양한 무기, 전쟁이나 저항에 대해 쓰일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준비하도록 하

였는데, [1283] 특히 수천 더미의 곡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수레로 운반

하게 하였고, 가면서 길에서 베었던 곡식은 귀환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천의

임신한 낙타를 동행케 하여 다급히 필요할 때, 그들의 우유가 군대의 음식에 도움이 되

도록 하였다.

사실상 예측과 추측의 손끝으로 그 수를 셈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던 도구들과,

나이 든 하늘도 과거 영광의 주인의 행운의 깃발 아래에서나 보았을 법한 독특한 배열

은, 아아! 이 후에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캉굴의 연회에서, 理性의 상상의 나래 속

에서도 펼칠 수 없을 정도였던 영광과 성취의 극치를 (실제로) 보고는 놀라움에 멍해졌

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은 ‘어떤 업무가 끝날 때 마다,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를 보자 예기치 못한 일종의 경외심을 갖게 되어 口傳으로 전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거대하고 화려한 도구들과 함께 군대가 승리의 귀환처인 병영에 모이게 되

자, 그 경외심은 더욱 커졌고 걱정이 마음속에서 발생하였으며, 백성들은 이와 같은 기

도의 내용을 경외의 혀로 읊었다.

[시] 신이시어! 당신은 이 왕을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돌보아 주십시오.
신이시어! 당신은 이 행운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나쁜 눈으로부터 영원히 돌보아주
소서!

317. 아크 수라트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움직인

이야기

태양이 아직 염소자리의 끝에 있던 때에, 말하는 자가 그 말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

할 정도로 추위가 가혹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길에서 사망할 정도로 강력

하여, 많은 손과 발과 귀와 코와 다른 기관들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전체적으로 하늘과

같은 구름이 끝에서 끝까지 세계 전체를 덮었고, 눈이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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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하여

[시] 그 넓은 황야 안에 있는 많은 구름과 눈에 대해, 너는 말하였지, 10개의 하늘
이 8개의 땅이 되었다고. [1284]

그 나날에 목성과 토성이 같은 성좌에 위치하는(Qirān-i 'Ilvīyan) 현상이 공기의 삼

궁 중에 물병자리에서 일어났다.2977) 성전의 가치를 얻기 위한 갈망이 깨끗한 믿음을

지닌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마음에 극히 강해졌으므로, 추운 날씨의 영향이 깨지기를

기다릴 수 없어, 그 곳의 길의 상태에 대해 탐색하며 사방에서 강과 초지와 황야와 산

맥과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반구M iṣrā’] 신에게 의지하며 올바른 판단으로,

출발의 깃발을 세우고 태양처럼 고귀한 판단이 명령의 광선을 드리우자, 명에 따라

타슈켄트와 샤루히야와 사이람 주변에서 동영하고 있었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

미르자데 아흐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 후다이다드 후세이니와 야드가르 샤

(Yādghār Shāh) 아룰라트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아미르 바란둑과 무함

마드 다르비시 바룰라스와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와 그의 형제인 피르 무함마드와

아누시르반 이븐 부얀 아가와 압둘 카림 핫지 샤이프 앗 딘과 피르 알리(Pīr 'Alī) 망갈

라이 부카 술두스와 한드 사이드 술두스와 사아다트 (이븐) 티무르타시와 다른 아미르

들은 태양이 물고기자리의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모두 움직여 일제히 출발하였다.

킵착 초원의 야시와 사브란에 있었던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은 봄이 되었을 때,

역시 지체 없이 말을 몰았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은 신의 가호와 함께 아크 수라트에

서 나아가 한밤중에 우준 아타(Ūzun-Atā)에 도달하였으며, 그곳에서 움직여 호자 셰이

흐(Khwāja Shaykh)의 다리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수트켄트

(Sūtkent)가 축복받은 안착의 병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동하여 카마르 샤 아

타(Qamārshā-Atā)로, 그곳으로부터 술탄 셰이흐(Sulṭān Shaykh)로, 그곳으로부터 주르

누크(Jurnūq) 마을로,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세이훈 강을 얼음 위로 건너 안착하였다.

(이 때에) 세이훈 강물은 극도로 차가워, 물까지 닿으려면 2-3가즈 정도 파야 할 정도

로 얼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 해에 사수자리 초부터 물고기자리 말까지 모든 세이훈과

제이훈 통로에서 군대와 대상들과 수레들과 가축들과 그 외의 것들이 [1285] 얼음 위로

2977) 이 현상은 앞서 두 차례(766년, 789년) 등장한 공기의 삼궁에서의 합일과 유사한 현상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몇 번째라는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1404년 말 겨울부터 1405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이 현상은 목성과 토성의 합일이라는, 사힙키란이란 칭호와 관련된 현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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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였던 것이다. 세이훈 강변에서 행운으로 말을 몰아 라잡 월 12일(1405년 1월 14

일) 수요일에 오트라르의 비르디 벡의 집이 축복받은 안착의 영예를 얻게 되었고, 동행

의 행운을 얻었던 모든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근신들도 각기 집에 자리하였다. 이상한

우연으로 축복받은 안착의 장소였던 사라이에서, 도착한 바로 그 날에 집의 지붕 한 구

석에 있는 난방기구의 통로에서 불이 발생하여 연소가 일어났는데, 즉시 진화하였으나

그 의미는 행운을 바라는 자들에게 혼돈이 증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나날

에 사람들은 꿈에서 커다란 혼돈을 겪었으며, 발생이 가까워졌던 그 사건이 마음에 모

종의 흔적을 남겼으므로, 극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구M iṣrā’] 그러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수가 없는 사힙키란은 무사 카말을 파견하여, 코끼리의 길을 조사하여 통과가 가

능한지, 여전히 아닌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는 명령에 따라 서둘러 살펴보았고 되돌

아와 고하기를, 전혀 통과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다른 자들이 명령에 따라 사이람과 쿨

란 산맥을 향해 동일한 업무를 맡아 나아갔었는데, 그 또한 귀환하여 말하기를, 두개의

창과 같이 높은 산맥 위에 눈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 때에, 한 동안 다시 황야에서 나쁜 상태로 떠돌아다니고 있던 툭타미시 칸의 어

전으로부터, 그의 오래된 누케르였던 카라 호자가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왔다. 그리

하여 신성하신 그 분께서 하늘처럼 영광스러운 디반하나의 사드르에게, 하늘처럼 드높

고 통치권의 고귀함이 수렴하는 직위로 임명하셨던 어느 날, 우구데이 칸의 후손 중에

타이지 오글란, 조치 칸의 후손 중에 바시 티무르 오글란과 자그라 오글란(Jaghra

Ūghlan)을 우측에 앉히고, 다른 쪽은 고귀한 샤자데인 울룩벡과 이브라힘 술탄과 이질

의 출석으로 장식하였으며, 툭타미시 칸의 사신은 아미르들, 예를 들어 비르디 벡과 그

의 형제인 셰이흐 누르 앗 딘과 [1286] 샤 말릭과 호자 유수프 등의 중재로 땅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얻었다. 그리고 툭타미시 칸의 메시지를 사과의 혀로 보고하였다. “배은

망덕한 이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의 훌륭하심을 (나는) 보았고 (이곳에) 이르렀으니, 만

일 왕다운 애정이 이 미천한 자의 죄에 용서의 서명을 날인하신다면, 이후로는 복종의

굴레 바깥으로 머리를 뻗지 않고, 추종의 길 바깥으로 발을 내딛지 않을 것입니다.” 왕

다운 성품의 자비는 사신들을 위무하고 달랬다. “이번 공격이 마무리 된 후에 신의 가

호로, 조치 칸 울루스를 다시 해방하여 그에게 맡길 것이다,” 축복받은 (그 분의) 마음

은, 오트라르에서 이교도에 대한 성전을 목적으로 이동 중이었던 며칠 동안 전송의 관

습으로 동행하였던 부인들과 샤자데들을 되돌려 보냈고, 카라 호자에게도 귀환을 허락

하였으며, 많은 선물들과 함께 툭타미시에게로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명의 펜이

기록한 바는 그와 같지 않았으니, <이는 신의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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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사힙키란이 <신께서 그의 증거가 되신다.> 사망한 이

야기

[시] 2978) 아아 마음아, 만일 먼지로부터 몸이 깨끗해진다면, 너는 영혼만을 하늘 위
로 향하게 하라.
너의 집은 왕좌이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와서 지상의 영토에서 살아라.

<사람아, (내가) 모든 세계를 너를 위해 창조하였다. 그리고 너를 나 자신을 위해

(창조하였다.)>2979)라는 거대한 영토에서 불어오고 있던 환대와 경의의 미풍은, 현명하

고 상서로운 자들의 영혼이라는 코에 친절과 지혜의 향기를 전하였다. 그 중에 인간의

자아가 지닌 힘과 능력의 기반은

[시] 신의 말씀은 이처럼 말한다, 세계를 그를 위해 꾸몄다고.
신의 대리인의 옷인 몸은 그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면 옳지 않다.

그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높았는데, 그가 차지하여 首將이 된 장소이자, 그가 휴식

을 취하고 사용하였던 집은, 바로 신체라는 소멸의 집이며 세계의 좁은 곳이었다, 끝!

[1287]

[시] 세계라는 먼지구덩이에 마음을 두지 마라, 다른 곳에 너의 거주지를 위해 왕
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그와 관계된 이 세계는 경작의 명령을 받았는데, 농부들이 그로 인해 단기

간 안에 경작 업무를 행하여 그에게 그 소출이 축적되었으며,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이 제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인간>2980)(이라는 말씀처럼)

훌륭한 지식인이자 능력 있는 건축가인 완벽한 힘을 지닌 기술자(神)께서는, 인간의 본

성이라는 ‘칼리파의 궁정’이, 다섯 개의 넓은 길이 모여드는 그 大路를 통해 아름답고

진귀한 세계를 향해 열리도록 건설하였고, 그 (다섯 개의) 길 각각에, 지고하신 신의 힘

과 지식에 관한 소식과 영향이라는 특수한 商團무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

어오도록 하였으며, 그 이해와 지식의 장소로 그 지역의 왈리가 도달하여, 그 지식과 지

2978) Khaiyām.
2979) 이란본Ⅱ 미주 359(YZN/Ṣādiq, p.1460).
2980) Qur'ān, Sūra al-Tīn : 4.



- 1030 -

혜를 통해 세계와 세계 사람들의 창조자이자 양육하시는 분의 존재와 유일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 분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다양한 신비에 대해 생각하고, 신의 여러 이름과 특징에 대한 정보 및 창조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복속과 숭배의 의무를 행하고 그에 관해 행하였던 비할 데 없는

사여에 대해 감사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 깨끗하고 순결한 보석과, 먼지속 괴로움의 목

적지는 하나라는 상서로운 인식을 얻게 된 후, 몸과 몸을 지닌 이들로부터 호의의 얼굴

을 돌려, 그것을 반대의 등 뒤로 넘겼다. <그리하여 오늘을 보리라>2981)는 눈으로 단번

에 숨겨진 세계를 보고, 죽지 않는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응시하였다. 그리고 <그곳은

권능으로 충만하신 주님 곁의 영광스러운 곳이라.>2982)는 영원함은, (신과의) 연결이라

는 기쁨과 적응이라는 즐거움으로 행운을 얻게 되었다.

[시] 신비주의학자('Arifān)의 숨겨진 천국에는 신의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
도 없었다.

인간의 자아가 지닌 모든 敵意는 육신이란 형태의 처리나 완결을 죽음이라 불렀고,

외면만을 보는 이들은 그것을 큰 고통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자아의 행운과

완성은 죽음에 있음이니, 학문의 빛이 예언자<예언자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와 경배가

있기를!>의 계시의 횃불을 통해 얻었던 오래된 지식은, 인간에 관한 正義를 죽음에 가

까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반구M iṣrā’] 누구든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듣지 않았다.

자아가 몸의 구속을 끊어버린 후에,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세계의 탄생장소는, 자비라는 좁은 곳에 위치한 태아의 상태와 비교해볼 때 넓지만, 세

계에서 극에 달한 자비와 비교해본다면 좁은 것이다. <그들은 신에게 돌아온다.>2983)라

는 원인으로 귀결되는 넓은 세계는, 인간의 자아와 관계되며 끝이 없게 된다. 그리고

비록 신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관련된 몇몇 자아의 상태가, (예를 들면 ‘길을 잃게 하는

자’ ‘혼란을 일으키는 자’ ‘무력을 쓰는 자’ ‘보복하는 자’와 그와 같은 것들) 세상에 두

려움과 공포를 자아낸다 하더라도, 창조의 기초는 오로지 이유 없는 친절과 자비일 따

름이며, <나의 자비는 나의 분노 위를 장악하고 있다.>2984)라는 말씀은 완전한 자비가

정한 바에 따라, (인간에게) 신의 자비와 인내와 용서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유일신을

2981) Qur'ān, Sūra al-Qaf : 22.
2982) Qur'ān, Sūra al-Qamar : 55.
2983) Qur'ān, Sūra al-Ghāsiyeh : 25.
2984) 이란본Ⅱ에 따르면 하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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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이들의 영혼은 <스스로에게 죄를 지은 나의 종들이여, 신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2985)는 좋은 소식에 따라, <신은 모든 실수들을 사하여 주신다.>2986)의

약속에 충실하였다. <실로 하느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2987)

[시] 비록 죄를 피하고자 하여도, 그 친애하는 벗은 나쁜 천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다.
올바름에서는, 훌륭함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즐거워하라! 좋은 결과가 있
을 것이다.

특히 은총의 안내로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발생이 시작되기 전에, 노력이라는 고삐

는 단지 세속의 것을 등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직한 마음으로 죄악과 처벌의

수행을 회피하게 되며, 남아있는 인생을 위해 인생의 나머지를 구하였다. 즉,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289]

[시] 마음이여, 노력하여 인생의 나머지를 얻어라, 남은 인생을 이 인생에서 떠나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비할 데 없으신 사힙키란과 관계된, 영원한 왕과 드높은 군주의 돌보심과

관대함에 관한 증거로, 7년 전쟁의 끝에 모든 세계의 왕국들이 하늘처럼 위대하신 가신

들의 점령과 소유 下에 들어왔을 때, 그 분의 축복받은 천성이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정의와 정의의 확산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고 우세해져, 온갖 훌륭한 마음을 쓰며 백성

들과 피지배민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정의와 훌륭함을 확장하였음은 前述하였

다.

[시] 2988) 정의와 사여로 세상을 번영케 하였다, 피조물들의 마음을 모두 기쁘게 하
였다.

(그 분의) 귀중한 열정은, 상서로운 시대가 지난 후에 옛 죄인들을 속죄하게 하고,

잘못과 죄악의 그림을 지우는 것에 온전히 매진하여, <신은 그분 종들의 회개함을 받아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2989)는 말씀이 나타나게 하셨다. 이런 의도로 인해 통치의

2985) Qur'ān, Sūra al-Zumar : 53.
2986) Qur'ān, Sūra al-Zumar : 53.
2987) Qur'ān, Sūra al-Zumar : 53.
2988) Ferdowsī, Shāhnāma.
2989) Qur'ān, Sūra al-Shūrī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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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가 자리한 곳으로 돌아온 후, 비록 왕과 병사들이 7년 만에 본래의 고향으로 되돌

아 온지 아직 5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체하지 않고 중국의 이교도들에 대한 성전의

결정을 내려 그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설명한 대로 사마르칸트에서 76파르상 떨

어진 오트라르의 영역에서 별을 상징하는 대오의 도달과 안착의 영예로, 영광의 깃발이

터키석 색 성채의 아치형 지붕을 넘어섰던 807AH 샤반 월 10일(1405년 2월 11일) 수요

일에, 축복받은 건강상태가 안정의 상태를 벗어났고, 예기치 못한 불타는 열이 일어났는

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시] 2990) 기쁨의 왕궁에 가까워졌던 새벽에, (나는) 태양의 입술로부터 <신의 축
복>2991)이라는 문구를 들었다. [1290]
올바른 판단과 깨끗한 질서로 진실을 노래하였다, 그 중에 죄와 잘못에 대해 회개
하였다.

그 고통과 병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시] 왕의 고통이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었을 때, 태양과 달이 고통을 얻었다
한숨이 나오는 왕의 아픔에 관한 소식을 얻자, 슬픔으로 백성들은 간담이 찢어졌다
고통스러운 숨을 쉴 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였다.
아픔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 평안을 찾거나 참거나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왕의 축복받은 몸의 고통을 막는 것은 자산이나 병사가 아니요, 물자나 보물이 아
니다.
병의 열기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에게 왕좌도 왕관도 소용이 없었다.

비록 유능한 의사 중에 하나이며, 행운의 등자에 동반하여 훌륭하게 행동하였던 마

울라나 파즐 알라 타브리지(Mawlānā Fazl-allah Tabrīzī)가, 진단과 치료에 관해 크게

노력하였으나 나날이 어려움이 더해졌고, 다른 어떤 원인이 고개를 들어 여러 가지 두

려운 병들이 모여 있었는데, 일부를 치료하면 다른 일부가 악화되었다.

[시] 운명이 이르렀으니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 의사 대신에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
랴.
그 병에는 치료의 희망이 없었다. 죽음이란 의사는 약을 알지 못한다.
잘못된 건강상태가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의사는 치료에 대해 무기력하게 되었다.
왕의 臟器들은 병으로 인해 심하게 쇠약해졌으나, 그의 판단은 처음처럼 정확하였

2990) Zahīr Fārīyābī.
2991) Qur'ān, Sūra al-Nūr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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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분의) 두뇌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였으므로, 비록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친히 군대의 상황을 질문하고 그에 질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병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얻었을 때, 발생한 그 재앙으로 인해 마음이 다

급해졌고, 부인들과 특수한 아미르들을 출석하게 하였으며, 깨어있는 정신으로 유언을

행하였다. “사실상 (나의) 영혼의 새가 몸이라는 철장으로부터 날아가려 함을 알고 있

다.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취하시는 신의 어전으로 나아가 너희들을 신의 친절과 자

비에 맡기겠다. [1291] 절대 곡을 하거나 울부짖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라, 통곡과 울부

짖음은 이 경우에 쓸모가 없다.

[시] 옷을 찢지 말라, 울부짖지 말라, 미친 사람처럼 혼돈에 빠지지 말라
나의 죽음을 비명으로 막고자 하는 너희의 울부짖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신에게 나를 용서해주시기를 청하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쿠란의 첫 장과 신에 대

한 찬사로 기쁘게 하라. 신의 가호와 행운의 도움으로 세계의 도시들을 장악하여 오늘

날 모든 이란과 투란에서 어떤 사람도 참견의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힘과 용기의 손으

로 불쌍한 자들을 괴롭힐 기회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용서의 왕이신 신의 셀 수 없는

은총으로, 나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내가 통치하는 시대에 (누군가가) 힘으로 약한 자

들을 제압하려 한다면, 폭정을 행하는 이들의 공격의 손을, 부정에 신음하는 자들의 삶

이라는 치맛자락에 닿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설령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나에

게 알려진 바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도 충성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왕국의 혼돈

과 노상의 불안과 백성들의 離散의 원인이 되며 부활의 때에 그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자녀,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를 내 자리의 대

리인이자 후계자로 삼아 사마르칸트의 왕좌를 그의 지배하에 둘 것이며, 강력하고 독자

적으로 왕국과 종교의 업무 및 군대와 백성들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것이

다. 너희는 마땅히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단련시키고 지도하는 데에 목숨을 다해 노력

하여, 세계가 혼란에 빠져 무슬림들의 혼돈과 離散의 원인이 되고 나의 수년에 걸친 노

력이 쓸모없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가깝거나 먼 사람

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백성들도 저항과 반항을 드러내어 대담하게 행동할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와 같이 충고하였다.　“출석한 아미르들과 대인들

은 모두 계약을 맺고 굳건한 맹세로 강화하여, 이전에 언급한 유언을 이행하고 어떤 상

황에서도 그를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다른 아미르들과 사

령관들에게도 [1292] 바로 그와 같이 맹세하게 하라.” 아미르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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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걱정에 떨어져, 우려의 눈물이 혼돈의 눈에서 흘러 내렸고 핏빛 마음을 목숨으로부

터 거두었으며,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땅 위에 두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

미르 샤 말릭은 크나큰 두려움과 두 조각 난 마음을 안고 무력과 복속의 혀를 열었다.

“모든 가신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힙키란의 삶의 한 순간을 위해 희생하기를! 아아, 우

리의 모든 인생이 그 분의 하루의 삶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복종과 바람을 담아

희생할 텐데.”

[시] 만일 우리의 목숨이 당신에게 이득이 있다면,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을 양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이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가신들은 사힙키란의 고귀함 없이는 살아도 전혀 쓸모없을 것이나, 우리

의 몸에 숨이, 영혼에 마지막 생명이 있을 때까지, 그 분에 대한 봉사라는 발을 생명을

희생하고 복종을 행하는 길 바깥에 두지 않을 것이며, 소인들이 만일 후계자의 판단과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신들은 지금 통치의

둥지인 어전에서 동행하는 행운으로 영광을 얻었으니, 복속과 머리를 조아림 외에는 다

른 일이 없을 것이며 살아있는 한, 바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혀로 이렇게 말하였

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속눈썹에 피눈물과 같은 보석을 계속 흘렸다.

[시] 슬픔으로 인해 눈에서 바다가 흘렀다, 목숨에 안정이 사라졌고 몸에서 힘이
(사라졌다.)

그 후에 고하였다. “만일 명령하신다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들에게 소식

을 파견하여, (그들이) 다 함께 타슈켄트로부터 세계의 피난처인 왕궁으로 와서 영광스

러운 만남의 행운을 얻고, (당신의) 遺志를 축복받은 혀로 (직접) 듣게 하겠습니다. 우

리 가신들이 아무리 명령에 따라 유언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스스로 귀로 듣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사힙키란은 명하였다. “때가 급하다, 이 후로는 이와 같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결석하였던 그들은 출석할 수 없으며, 부활의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1293] 보

게 될 것이다. 지고하신 신께 감사드리며, 나는 자녀인 샤루흐를 보는 것 외에는 어떤

세속적인 소망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 다시 한 번 그를 보고 싶으나 불가능할 것이

다.” <신께서 주관하신다.> 2992)

동행하였던 일부 부인들과 샤자데들이 이때에 모여서 그 분의 상황이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인내와 참을성의 고삐가 그들의 손아귀

2992) Qur'ān, Sūra al-Mu'mi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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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빠져나갔고, 걱정과 두려움의 상황에 들어섰다. 간담을 태우는 그 상황에 대한 두

려움이, 동료들의 눈물의 통로에 심장의 피를 흘렸다. 사힙키란은 자녀들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말하였다. “매번 왕국의 정책들과 백성들의 편안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백성들과 피지배민들의 상황을 기억하고 경시하지 말라. 그리고 용감하고 훌륭한 손으

로 도검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아라, 그리하여 나처럼 왕국과 왕위를 소유하도록 하고,

이란과 투란 지역들을 적들과 반란자들에게서 지켜내어 정의롭고 훌륭하게 건축하고

번영케 하라, 만일 나의 유언에 따라 수행하고, 마음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정의와 사여

를 행한다면, 오랜 세월동안 왕국과 행운이 너희에게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

사이에 약간의 적대감이라도 발생한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며. 적들은 혼란을 일으

킬 만한 생각을 해내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시] 스스로와의 약속에 충실할 때, 왕국은 너희에게서 견고해질 것이다.
만일 어느 누구든 다른 판단으로 정해진 것에 반대되어 행동한다면,
넓은 영토가 혼란으로 가득찰 것이다. 왕국과 종교에 손해가 생겨날 것이다.

그 후에 병의 증세가 악화되어 예기치 못한 커다란 고통이 발생하였고, 비록 바깥

에서 쿠란을 읽는 이들과 물라들이 쿠란의 독송을 행하였으나, 그는 이와 같이 지시하

였다. “마울라나 압둘라의 아들 마울라나 하비 알라(Mawlānā Habih-allah)로 하여금 안

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서 훌륭한 말씀을 읽고 [1294] 유일신의 말씀을 반복하게 하라.”

그리고 밤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왕의 죽음을 위해 애도의 옷과 장례식의 검은

천을 목에 둘렀을 때, (그 분은) 저녁과 밤 사이에 <누구든 자신의 말의 마지막으로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2993)라는 하디

스에 따라, 생명과 천국을 번역하는 혀를 일으켜 합일이란 단어를 여러 번 되뇌었고,

(그 분의) 영혼은 <영혼들아 너희는 완전한 휴식과 기쁨 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리라>2994) 라고 기도하였다.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2995)

[시] 애석하여라, 왕 중 왕이신 사힙키란, 왕관을 사여하시고 왕국을 차지하시는
세계의 잔이시어.
애석하여라, 다시는 백세기 내에 이처럼 정의롭고 신실하신 왕은 오지 않으실 것이
다.

2993) 이란본Ⅱ 미주 361에 의하면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 해당한다(YZN/Ṣādiq,
p.1461).

2994) Qur'ān, Sūra al-Fajr : 27-8.
2995) Qur'ān, Sūra al- Baqra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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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여라, 다시는 하늘에서 그와 같은 해와 달의 형태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애석하여라, 신께서 그에게 주셨던 왕관은 종교의 의례를 일으켰다.
애석하여라, 그 깨끗한 믿음을 가진 세계 정복자는 도시와 마을의 평화를 일으키는
자이자 피난처이다.

세계를 불태우는, 공포스러운 이 사건은 잘랄리력 326년 이스판드 월 14일에 해당

하는 807AH 샤반 월 17일(1405년 2월 17일) 수요일 밤에 발생하였고, 태양은 물고기자

리의 여덟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 시대의 뛰어난 자들은 이 날짜에 관해 다양한 형태로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마울라나 바하 앗 딘 자미(Mawlānā Bahā al-Dīn Jāmī)2996)

가 이 사구시를 읊었다.

[사구시] 술탄 티무르가 하늘을 슬프게 하였을 때, 적들의 피로 땅 위가 붉게 물들
였다.
샤반 월 17일, 토성과 목성의 방향으로 달려갔고 즉시 ‘천국(Razvān)이 손발을 바
깥으로 꺼냈다.’2997)

다른 이가 읊기를

그의 피난처가 영원한 천국이 되었던 왕 중의 왕은, ‘군주와 작별인사를 하였다
.’2998)

그리고 그 연대표시명은 모두 동일하다. [1295] (한편) 그 분의 영광스러운 나이는

71세였는데,2999) 쿠란의 훌륭한 章(Sura)의 첫 번째 문구였던 ‘나는 신을 알고 있다

(Ālam)’3000)는 단어와 그 수가 동일하였다. 그리고 그 적수가 없는 통치자의 독자적인

통치 기간은 36년이었는데, 기도의 가장 훌륭한 부분인,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Lā

'Allah Īlā Allah)>3001) 글자의 세 배이다. 즉, 바다처럼 관대하시고 정의를 상징하는

(그 분의) 말과 행동에 대한 기록은, 어떤 관점이나 의도에 치우치지 않고 ‘합일’이라는

깨끗한 펜으로 완성되어 그 또한 행운의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한편 소망에 대한 믿을

2996) 이란본Ⅱ 미주 362에 따르면 도시 잠 출신의 ‘아흐마드 잠 잔다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신비주의학자이고 술탄 이브라힘의 어전에 있었다(YZN/Ṣādiq, p.1461).

2997) 이것은 천국(Razwān)이라는 단어에서 손과 발을 제거하면 'Zawā'라는 부분만 남으며, 이것
을 셈해보면 807이라는 숫자가 되어 당시가 807AH임을 가리킨다.

2998) 이 부분 역시 수를 셈해보면 807이 된다.
2999) 이 나이는 히즈라력으로 계산한 티무르의 사망 당시 나이이다.
3000) 1+30+40 = 71.
3001) 이 부분의 해석은 다소 모호한데, 해당 기도문의 철자가 12개이므로 36년은 그 3배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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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이유들 및 우세하고 훌륭한 추측에 따르면, 돌아가신 이 훌륭한 왕의 고귀하고 훌

륭한 지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통치기간동안 자만이라는 십자가 위에 있지 않았으므

로, 그의 축복받은 통치 기간의 햇수는 후예들의 숫자와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

이었다. 즉,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한 章의 처음에 다시금 자세히 기록될 것이지만, 36명

의 아들과 손자들이 비할 데 없는 그 분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상서로운 통치와 지배

기간을 가리키는 그 숫자로, 왕위와 세계 정복의 영광스러움 및 <신께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3002), 그리고 그들의 훌륭함과 영향력의 도움으로 <그들

중에 일부의 지위를 다른 자보다 높이 두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지도하도록 하

였노라>3003)는 방식 등이, 그 분을 관대히 감싸 안았다. 그리하여 ‘신이 인도하는’ 강력

하고 지고한 무리들이 청원의 장소에서 청하기를, “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 제가 의로운 자로 입에 오

르도록 하여 주소서> <신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얻도록 하시니,

(저회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럽고 자비하십니다.)>3004)”

티무르의 죽음과 그 후

319. 사힙키란이 이 소멸될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

겨간 후에 일부 발생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

[시] 이 이야기가 일으킨 두려움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고 시간이 두려워하게 되었
음을 말해 무엇하랴.
매듭이 혀를 묶었고 펜이 기록의 때에 손가락에서 떨어졌음을 말해 무엇하랴.
이상하여라! 사람이 그와 같은 위험에서 생명을 잃거나, 그러한 재앙이 펼쳐졌을
때 슬픔으로 인해 죽지 않는다는 것이. [1296]

故 사힙키란이 자만과 경솔함이란 이 세계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천국으로 이동하

였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은 마치 심판날과 같았고, 공포라는 흐르는 물이 세계

와 세계 사람들에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인내심을 끊어내는 재앙의 비명 소리는, 관

대한 대인이나 사악함을 지닌 소인의 눈을 어둡고 멍하게 만들었다.

3002) Qur'ān, Sūra al-'Imrān : 73.
3003) Qur'ān, Sūra al-Zukhruf : 32.
3004) Qur'ān, Sūra al-Baqrah: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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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순간 세계 마지막 날과 같은 공포가 생겨났고 하늘에 비명이 닿았다.
세계의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왕들의 肝膽은 애도로 인해 불
타버렸다.
세계의 백성들의 상태가 혼돈에 빠졌고, 슬픈 생각에 익숙해져 습관이 되어버렸다.
모든 세계의 백성들은 흩어졌고, 떠돌고 울부짖으며 혼란스러워하였다.
태양도 사람의 생각을 잠재울 수 없었고, 달도 자신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 없었다.

사실상 이러하다, 사힙키란 <그에게 예언자의 용서와 자비가 있기를!>의 상서로운

운명이 바라는 바는 곧, 그의 기둥과 같은 단단한 행운이 영원히 당대의 동료들을 도우

며 함께 하고, 그가 행운의 팔 힘으로 장악하였던 땅 위의 왕국들이 정의와 호의의 빛

으로 빛나게 되어, 세계가 멸망할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손과 후손들이 항상 그 통치의

그림자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두려운 사건이 발생하여, 빠르게 회전

하는 하늘로 인해 발이 뿌리부터 약하게 되어 자리에 가라앉게 될 것이고, 빛나는 얼굴

을 지닌 태양이 두려움으로 인해 동쪽으로 가는 길을 잃고 다시는 떠올라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었다.

[시] 별들의 대오 또한 편자와 발굽을 던질 것이라 두려워하였다.
이 네 개의 짐꾼이 月과 年을 숨길 때가 되었다.

사실상 그 밤에 달이 얼굴을 할퀴고 어두운 색 옷을 입었으며, 우주라는 짚단이 흩

어지고 애도의 관습으로 그 위에 앉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칠면조와 같은 하늘은 아침

이란 옷깃을 찢었으며, 저녁이라는 치맛자락이 피로 새벽을 끌어당겨 움직이든 고정되

어 있든 모든 눈물방울들이 흘러내렸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충성스럽고 정당하게, 피해

자와 피의자의 장례식을 보았다. 그 나날 동안 절절히 눈물을 흘렸던 태풍을 일으키는

구름은, [1297] 그 눈물이 물방울이 아닌 핏방울이었으며, 세계가 모두 모여 애도의 옷

을 입고 흙과 재를 뒤집어썼는데, 이는 밤의 어두움 때문이 아니라 베일의 어두움 때문

이었다. 그 와중에 특히 슬픔이 늘어나고 생명이 줄어드는 그 고통의 혹독함은, 사람으

로 하여금 숨을 쉬거나 살며시 숨을 힘조차 주지 않았다.

[시] 내면을 태우는 아픔으로 인해 비명을 질렀고 무엇도 말하거나 입을 수 없었
다.

샤자데들의 왕위의 왕관이 정수리로부터 떨어졌고 인내의 예복이 튜닉처럼 되었다.

부인들과 아가들은 얼굴을 할퀴고 머리칼을 잘랐으며,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은 생

명의 옷깃을 찢고 먼지와 피를 뒤집어썼다. 밤에는 구름 또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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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안하고 아픈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도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태양의 불꽃이 생명을

이어나갔을 때, 다시 옷깃을 찢기 시작하였으며, 후회 및 애도와 더불어 염과 매장을 행

하였다. 유언에 따라 힌두 샤 하잔치가 (그 분의) 몸을 씻겼고, 마울라나 쿠툽 앗 딘 사

드르는 그들의 직업의 가르침에 따라 샤리아에 알맞고 타당한 의례와 전통, 즉 기도와

쿠란 독송을 행하였다. <메카 근처 우물물로 염을 행하였으며, 찬사의 기도와 다른 기

도를 그 위에 기록하였다>3005)

[시] 경의와 더불어 그의 몸을 향기 나는 물과 장뇌와 사향과 장미수로 씻었다.
수의를 입혔고 신의 유일한 용서와 더불어 관을 운반하였다.

(이를) 완료한 후에,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아미르들, 예를 들면 비르디 벡

(이븐) 사르부카와 그의 형제인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샤 말릭과 호자 유수프와 다른 특

별한 근신들은 약속과 계약을 맺고 맹세하여, 함께 힘을 합쳐 사힙키란의 유언을 이루

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다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聖戰에 대한 결정이 아

직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그 분의 사건을 숨기고, 아가들에게 [1298] 의복을 바꾸거나

애도와 통곡을 드러내고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적들이 빨리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아미르

들은 아가들의 어전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과 타슈켄트에 있었던 아미르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사건의 발생을 알렸고 야시와 사브

란의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 어전으로도 사람을 파견하여 사힙키란의 병세가 심각하

게 되었으니 몇몇과 함께 급히 오도록 하였다. 또한 히즈르 카우친을 서신과 함께 가즈

닌으로 파견하여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에게 故 사힙키란의 사망 사건에 대해, 그리

고 그에게 내려진 영토 및 지위에 대해 약속한 유언을 알려주어 최대한 빨리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서둘러 오게 하였다. 그리고 사방에 있던 나머지 샤자데들과 하킴들에게

서신을 파견하였는데 내용은 이와 같다. “세계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선언하니,

각각 자신의 왕국의 보호와 지배를 위해 현명하게 깨어 의무를 다하도록 하며, 사방의

경계에 대해 노력하며, 소홀함이나 태만함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니 신중

한 고려를 부탁한다. 그리고 모든 반역자들과 적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머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기를 수년이니, 경솔히 행동하거나 태만하

지 말고 신의 가호로 마음을 견고히 하여 정의와 아름다움의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

을 기울이도록 하며, 백성들은 귀족이건 일반인이건 모두 자신의 분수에 대해 깨달아,

마음과 공상 속에서 저항과 반항의 생각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각 서신을

사신들에게 주어 각 샤자데에게 파견하였다. 셰이흐 티무르 카우친은 헤라트의 방향으

로, 아미르자데 샤루흐에게 향하였다. 그리고 ‘개의 자식으로 유명하였던’ 알리 다르비시

3005) 이 부분은 이란본Ⅰ이 참고한 사료 중에 한 곳에만 나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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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브리즈 방면의 아미르자데 우마르에게 서둘러 갔고 아라 티무르는 바그다드의 방

면의 아미르자데 미란샤와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에게로, 다른 이들은 파르스와 이라크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320. 사힙키란의 시신이 오트라르로부터 운반된 이야기

오트라르에 있었던 샤자데들과 아가들과 아미르들은, 전술한 18일 목요일 [1299] 밤

기도 시간에 영원한 신의 자비로 둘러싼 관을 용서와 수용의 고운 비단으로 감싸고, 몰

래 오트라르 도시 바깥으로 운반하여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밤에 후잔트 강 얼음 위

를 건너 강가에 위치한 덤불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오트라르에서 그 강변까지는 두 파

르상 거리였다. 아침이 밤이라는 장례복의 자락을 잘라내었을 때, 슬픔과 고통의 불꽃이

라는 가혹함이 고통스러운 자들의 내면의 불잔에서 타올라, 참을성과 인내의 짚더미가

단번에 불타오를 정도였다.

[시] 마지막에는 각 내면으로부터 한숨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꽃이 가슴속에 숨
어 그 이상으로 비추지 않았다.

그 때까지 숨겨져 있었던 애도가 그 이후 얼굴에서 장막을 걷어냈으며, 그 무리들

모두는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울부짖으며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슬픔이 세계에 드

리워져, 그 소리가 토성의 슬픔의 집을 뛰어넘었다.

[시] 슬픔으로 가득 찬 내면의 불길로 인해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간담이 불타버렸
다.
불꽃을 지닌 마음속 수많은 한숨의 연기로 인해, 새들이 창공에서 땅 위로 떨어졌
다.
높고 낮은 이들에게 발생한 사건은 무엇인가, 어찌하여 새와 물고기가 그로부터 벗
어날 수 없는가.

아미르들과 가신들과 터번을 쓴 카우친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흙과 재에

던졌다. 부인과 아가들은 머리칼을 뿌리 채 뽑고 얼굴에 손톱의 상처를 내었으며, 이리

저리 슬퍼하여 스스로를 죽음의 가까이에 두었다.

[시] 희망을 지닌 정의로운 왕의 사망으로 인해, 세계의 집의 건축물이 파괴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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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이 당대에 떨어져, 세계의 공간이 사악함으로 가득 찰 정도였다.
눈에서 피의 개울이 흘렀고 피로 인해 땅 위가 튤립 밭이 되었다.
세상이 한숨과 비명으로 가득 찼으며 전사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마음에서 인내심이 사라졌고, 머리에서 이성이 사라졌으며 목숨에서 포효와 울부짖
음이 일어났다.
몸에서 능력이, 마음에서 인내심이 사라졌고 간담은 두려움으로 인해 피가 되었다.
[1300]

수없이 울부짖고 통곡하여 탄식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아미르들은 충고를 위해 나

서서 후원의 혀로 고하였다. “재앙이라는 빠른 바람이 창공의 바람 부는 곳에서 불어오

기 시작하고, 화강암으로 된 산이 마치 불길 속에 있는 밀랍처럼 따뜻해지고 부드러워

졌을 때, 이스칸다르의 방벽은 거미줄보다 더욱 약하게 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인간의)

일처리라는 방패가 막을 수 없으며, 죽음이라는 영웅은 왕이던 거지이던, 약한 자든 강

한 자이든 동일하게 처리하니, 필히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만 하며 자선과 구호 및 쿠

란의 독경으로 죽은 자의 나아감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죽음은 매복하고 있

으며 대인이건 소인이건 그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시] 우리는 죽음의 문에 있다, 무능력이든 능력자이건.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은 모
친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슬픔의 불꽃이 이처럼 타올랐으므로, 이와 같은 깨끗한 충고로 씻어내야 할 정도였

다. 아미르들은 리사라트 파나히(Risālat Panāhī)3006)의 성스러운 영혼에 <그에게 가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 의지하여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고

통을 겪는 그 자의 구원의 도구로 삼았다. 즉 아랍의　예언자 (Payghambar-i 'Arabī)

<평화가 그와 함께 있기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훌륭한 자였는데, 지고하신 신께

서 세계를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연결 지어 창조하셨고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

를 선택하여 예언자의 봉인이 되게 하셨으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깨끗한 영혼은 몸과의 연결을 끊고, 양보와 평안과 더불어 고귀

한 천국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이 조차도 이 세속의 집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없으니, 다른 이들 또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고

목숨이 끊어졌지만, 운명에 만족하고 신께 도움을 청함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

3006) 이 역시 예언자 무함마드의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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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록 사건이 고통스럽고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인내하며 노력하라. 신의 명령
을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 [1301]

321. 아미르들이 부인들과 샤자데들과 더불어 키타이의 공

격에 관해 상의함의 이야기

부인들과 샤자데들은 생명을 양육하는 기도의 도움, 특히 <신께서 그대에게 풍성

한 은혜를 베풀었다>3007)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축복받으실 그 군주<평화가 그

와 함께 하기를!>의 죽음에 대한 상황이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곡과 울부짖음과 탄식

이 애도와 장례 절차에서 충분해졌을 때, 아미르들은 그들 앞에 모여 상의하기 시작하

였다. (그들은) 피로 점철된 마음과 슬픈 생각을 가지고 울면서 말하였다. “(우리) 군의

성취의 아미르들과 이름난 바하두르들과 칼을 든 전사들은, 각기 삼 수바르의 2배, 루스

탐과 이스판디야르의 세 배가 될 정도로 수가 많으며, 이처럼 많은 도구와 무기들의 무

거움으로 인해 땅이 위험해졌고 모두를 물에 버릴 정도가 되어, (그 규모는) 잠시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자도 보거나 들은 바가 없을 정도였고, 수 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와 같은 것을 다시는 손에 얻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 하늘이 뒤흔들렸던 날부터 하늘 위로 천사의 대열이 펼쳐졌다.
전쟁의 바흐람에게 칼과 창촉을 주었고 목성에게 종교인들의 옷을 (주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처럼 별보다 많은 병사들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러한 도구와 무기로 인해 군대의 실력이 출중해졌으니, 이 같은 것은 다시는 없
을 것이다.

만일 이 병사들을 이 도구와 함께 적진에 이르게 한다면. 지체 없이 비천한 이교도

의 영역과 생애에 어두움을 드리우게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故 사힙키란의

죽음의 소식이 동풍과 서풍을 타고 칼막과 키타이인들에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소식이

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처럼 많은 군대를 그

들의 영역으로 이끌고 간다면, 아마도 그들은 ‘만일 사힙키란이 사망하였다면 이처럼 강

력한 병력으로 이곳에 도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그

분이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속임수가 되어, 이 착각으로

인해 그들에게 두려움이 우세해지고, 이슬람의 깃발이 승리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1302] 올바른 방책은 이와 같으니, 그 분의 의도와 결정대로 행합시다. 승리를 베푸시

3007) Qur'ān, Sūra al-Kuwthar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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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관(인 신)에게 의존하여 군대를 키타이로 이끌고 가서, 그 분께서 노렸던 이교도

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훌륭한 성전의 수행을 위해 목숨을 바쳐 노력합니다. 신앙

이 없이 스스로에게 희망을 두는 이들에게 이슬람의 보복을 행합시다. 그리고 그 중요

한 업무에 마음을 다하고 귀환의 깃발을 승리로 들어 올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여

러 왕국에 대한 지배와 질서 부여 위에 노력과 주의의 그림자를 드리웁시다. 한편, 통

치와 세계 정복의 업무에 관해 말하자면, 신의 가호로 인해 故 사힙키란의 자녀들과 후

예들 중에 30명의 왕과 왕자들이 있으니, 예부터 신의 친절은 그 중에 일부를 통치와

지배를 위해 정해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많은) 군대가, 비할 데 없는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과 영광의 주인께서 베푸는 호의를 통해 준비하였던, 수많은 귀중

품들과 도구들과 무기들과 가축들과 함께 수차례 진격한 후에, 진심으로 성전을 결의하

고 이교도와의 전투를 준비하였는데, 만일 그들 손에 확실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

가 흩어지는 것은 해가 될 것입니다.”

출석해 있던 모든 아가와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은 그 올바른 판

단에 동조하였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즉 아미르들은, 사힙키란이 이 원정에 동반하

여 중국으로 데려가고 있었던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의 등자에 있는 군대와 함께

나아가고, 타슈켄트에 있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들이 (거기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그 때에 21세였고 출석한 다른 샤자데들보다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를 통치의 자리에 앉혀 군주와 왕이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있게 하였다.

이처럼 대 노얀들과 함께 발생된 중요한 일과 업무를 완결 짓고 키타이로 향하여, 이교

도 지역의 도시를 점령하고 우상 추종자들 및 불을 숭배하는 이들을 괴롭혀 처벌을 내

린 후에, 사마르칸트의 왕좌로 되돌아가서 샤자데들과 아가들과 아미르들이 쿠릴타이를

하고, [1303] 故 사힙키란의 유언을 집행한 후, 유언을 내릴 때에 반포되었던 명령에 복

종하기로 하였다. <신의 도움과 후원이 있기를!>

322. 훌륭한 시신을 천국과 같은 사마르칸트로 운반한 이

야기

전술하였던 논의가 기록된 대로 정해졌을 때, 바로 그 아침에, 높은 명성을 지닌

고귀한 왕의 시신이라는 행운으로 인해 끝없는 자비의 빛이 내리쬐는 곳이 되었던 평

상을, 아미르 호자 유수프와 알리 카우친 및 특수한 가신 여럿이 담당하게 하여 사마르

칸트로 파견하였으며, 명하였다. “급히 나아가고, 좋은 길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들은

그 중요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목숨을 다해 노력하여, 신의 용서로 둘러싸인 그 시신을

샤반 월 22일(1405년 2월 23일) 월요일 밤에 사마르칸트의 내부, 성묘의 돔에 도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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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바로 그 밤에 성스러운 샤리아에 적합한 방법으로 매장하였으며 소망하기를, 지

고하신 신의 자비로, <천국의 정원 중에 (그의) 무덤이 있다>3008) <평화가 그와 함께

있기를!> (는 말씀이) 실현될 것임을 믿었다. <그것은 신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3009) 어떤 식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랴! 시신과 이별할 때, 고통의 상처

가 새로워졌고 카툰들과 샤자데들의 눈으로부터 피의 샘물이 흘렀으며, 다시금 그 간담

을 태우는 사건으로 인해 시공간이 한숨과 비명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시] 다시 한 번 눈에서 홍수가 일어났고, 봄의 빗물처럼 내렸다.
하늘은 많은 한숨으로 인해 귀가 멀었고, 애도 소리로 인해 시공간이 울부짖음으로
가득하였다.

그 떠들썩함과 울부짖음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아미르들은 아크부카와 함께 상의

의 관습에 따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비록 사힙키란께서, 후계자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라 유언하였고 우리 신하들도 바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만, 샤자데는 칸다하

르에서 아마도 군사들을 힌두 방향으로 이끌고 갔을 것이며 그곳에서 이곳까지는 거리

가 멉니다. 또한 우리는 키타이를 공격하기 위해 진격할 것이니 만일 그가 도달할 때

까지 기다린다면 늦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04] 사실, 상서로운 사힙키란의 왕국과

왕좌의 후계자는 샤리아 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미르자데 샤루흐이니, 그는 그 분의

자녀들의 안내자이자 혈연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사힙키란이 그

샤자데와 그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사랑하였다는 것이며, 과장이 아니라 그

훌륭한 천성과 깨끗한 신앙 및 무슬림의 천성을 지닌 샤자데의 영광스러운 이마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운의 빛과 통치의 영예는 밝은 태양 빛보다 더욱 밝으니, (그분의) 정의

와 그 확산 및 백성들에 대한 보살핌은 태양의 영광과 목성의 행운보다도 더욱 유명합

니다.

[시] 그의 승리의 얼굴은 샤한샤의 빛이었고, 그의 밝은 마음은 지식의 우물이다.
그에게 왕관과 왕좌가 장식될 것이고, 그에게 통치가 발생될 것이다.
그로 인해 왕국은 다시금 안전을 얻을 것이며, 그로 인해 다시금 시대가 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파견하였던 두려운 사건의 소식이 그에게 곧 도달할 것이며, 곧 이리로 다

가올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그가 도착할 때 그의 진격의 흐름을 도시로 보내어 왕국

3008) 이란본Ⅱ 미주 363에 의하면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61).
3009) Qur'ān, Sūrahl al-Ibrāhīm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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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 불가능한 생각을 하거나, 참견하

고 소동을 일으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다른 부인들은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다

른 샤자데들과 함께 평상의 뒤를 따라 사마르칸트로 향하였고 아미르들이 말하였다.

“신중히 경계하시고, 모든 안착 장소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십시오.” 작별의 때에 다시

소란과 슬픔이 세계에 발생하였고, 울부짖음과 통곡이 마치 세상 마지막 날처럼 일어났

다.

[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랐다, 적의 왕을 제외하고는.
그 생명을 불태우는 고통으로 인한 한숨이 매 숨마다 100번씩 일어났다.

바로 그 날 아침에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들은 키타이 공격 및 이교

도에 대한 성전을 위해 행운으로 말을 몰았고, 훌륭한 샤자데의 대오에서, [1305]

[시] 상서로운 왕의 수많은 깃발들이, 지고하신 신의 가호와 가까워졌다.
훌륭한 소리를 내는 경이로운 북과, 승리와 관련된 깃발의 행렬들,
샤자데가 대오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그 상황에 대해 지식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야
기하였다.
군주를 상징하는 깃발들이다, 왕 중 왕을 상징하는 창의 加擊이 있다.
그는 모두 중에서 왕자였으므로, 그에게 사힙키란의 왕국의 자격이 갖추어졌다.
그의 자리가 그에게 양도되었고 처음과 마지막이 그에게 올바르게 돌아갔다
세계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신은 존재하며 운명적으로 그가 창조한 것이다.
이런 비밀은 전부 계산된 것이 아니다, 신의 지식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만일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몰랐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겠다.

세이훈의 강을 건넜고 1파르상을 달려, 오트라르의 동쪽 아르즈 강변의 칼다르마

(Qaldarma) 다리 가까이에 이르렀다. 샤자데의 왕궁의 지붕이 태양과 달의 정점에 닿았

고, 맞은편에서는 돌아가신 왕의 툭이 멀리부터 약속된 관습에 따라 머리를 카펠라 星

으로 들어 올렸으며, 돌아가신 각하의 북이 적수 없는 샤자데의 축복받은 병영 앞을 장

식하였다. 이처럼, 그 선택받은 훌륭한 이의 계승이라는 기쁜 소식에 관한 웅성거림이,

현명한 자들의 생명의 귀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신들을 우익 방향, 타슈켄트

와 샤루히야에 있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대 아미르들에게 파견하여 설명하였다.

“시신을 사힙키란의 자비와 평안을 위해 사마르칸트로 파견하였으며, 아가들 또한 뒤따

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키타이로의 출발을 결정하여 향하고 있다.” 그리고 좌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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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바로 이 상황을 알렸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군대와 함께 출발하여, 추 켈라크3010)라는 곳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자. 용서 받

으실 행운의 사힙키란이 말씀하셨던 유언을 행하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여, 함께 성전으

로 향해 가자.” 약속장소인 추 켈라크는 오트라르에서 동쪽으로 다섯 파르상 거리에 있

었다. [1306]

323.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이 저항한 이야기

진실을 인도하고 의심을 분리하는 취지를 지닌, 기도를 일으키는 성스러운 하디스

의 말씀, <다윗이여, 나는 원하고, 너도 원한다. 그러니 그것은 단지 내가 원한 것이 아

니다.>3011)이 현명한 이들의 귀에 전해졌다. 즉, “운명의 손가락으로 쏘지 않았던 처리

의 화살은, 결코 목표의 과녁에 이르지 않는다.” 즉, 그 때에 운명의 발걸음이 중국의

이교도에 대한 성전의 결정을 확정짓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해 노력해도 결코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록 아미르들이 고귀한 사힙키란의 사망 사건 발생 후에, 함께 그

목적을 이루기로 결의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하늘을 걸고 장난을 치는

마술사가 그 패를 완전히 엎어버렸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힙키란의 사망 소식이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에게 이르

렀을 때, 그의 천성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쁜 생각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본성

은 사힙키란의 생전에도 여러 번 드러난 적이 있었다. 특히 시리아 공격의 때에는 광기

와 경솔함이 과도해져, 적의 군사가 맞은편에 와 있었을 때 (아군을) 배반하고 좌익을

파괴하여 다마스쿠스의 바르쿡 아들의 어전으로 갔기 때문에 승전군이 치명상에 이를

뻔하였는데, 신의 가호와 사힙키란의 행운의 힘으로 붙잡혔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그런

데 다시 이 시점에 소동을 일으킬 생각과 기회를 엿보는 착각으로 움직여, 그와 함께

있었던 좌익군 중에 일부를 흩어버리고, 그들의 말을 붙잡아 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급

히 달려 후잔트 강을 건넜다. 그리고 카자크(Qazāq) 길을 통해 사마르칸트로 향하여 계

략과 속임수로 사마르칸트의 주민들을 속여 그를 도시로 들이게 하였다. 바로 그 날 아

침에, 그에게로 갔었던 사신이 되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였고, 상황이 이상해지자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이, 높고 낮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발생하였다.

[시] 그 비판받을, 옳지 못한 생각의 행동으로 인해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가
득 찼다. [1307]

3010) 앞에서는 이 지명이 주 켈라크로 되어 있었다.
3011) Abū Ḥāmid al-Ghazālī가 기록한 하디스로, 신이 다윗에게 내린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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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아미르들이 주변과 사방으로 서신을 파견함과, 술탄

후세인의 저항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은 술탄 후세인의 상황 및 그의 옳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사마르칸트 지배를 담당하고 있었던 아미르

아르군 샤의 어전으로 서신을 파견하였는데 내용은 이와 같았다. “술탄 후세인의 광증

이 다시 시작되어 그와 함께 있던 군사들을 흩어뜨리고, 두 마리 말을 모는 천명의 기

병과 함께 급히 사마르칸트로 향하고 있으니 잘 알아두어라. 도시와 성채의 보호와 지

배에 대해 신중히 경계하여, 돌과 담장을 준비하고 아주 조금의 경솔함과 태만도 허하

지 말 것이며, 만일 그 뻔뻔한 자들이 도시 주변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면 그를 붙

잡아 가두고 잘 살펴서 그 길목에서 어떤 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와

그의 이야기를 절대 신뢰하지 말라.”

또한 부인들의 어전에 고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술탄 후세인

의 사건에 관한 알린 후에, 이와 같았다. “어느 장소에 도달하게 되시던 간에, 신들이

뒤따라 도달할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호자 유수프에게 또한 서신을 전하였고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다. “(시신을 옮기는)

평상의 보호는 용기와 능숙함의 정확함을 기하매 한 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되니, 그것

을 최대한 빨리 도시에 전하라.” (그러나 이는) 관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도시에 들여보

내고 혼란과 참견을 일으키고자 하는 술탄 후세인의 사악한 생각과 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대 아미르들을 향해, 오트라르로부터 상인의

(걸음으로) 6일 여정이었던 타슈켄트로 사신을 서신과 함께 파견하였다. 술탄 후세인의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상황이 우리가 염려하였던 대

로 돌아가고 있고, 키타이를 공격의 목표로 향하기로 하였으니, 당신은 모든 군사들과

함께 훌륭한 초지이며 적절한 목초지인 아크르(Aqr)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 또한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만난 후에, 당신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

였던 상서로운 사힙키란의 유언에 따라 [1308] 서로 도우며, 무엇이든 좋은 방책이 있다

면 모두의 결정을 그것으로 정하여 행합시다.”

사신의 파견이 완료되었을 때, 샤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

과 아미르 샤 말릭은 오트라르의 외곽에서 사마르칸트로 출발하였고 아미르 비르디 벡

은 그곳에서 자신의 장소에 머물렀다. 그러나 술탄 후세인의 저항으로 인해 분열 양상

이 마음속에 생겨났으므로, 모든 군대가 갑옷을 입고 말을 달려 사마르칸트로 향하였고,

마지막 날에 세이훈 강을 얼음 위로 건넜는데, 공교롭게도 그 샤자데가 아미르 및 군사

들과 함께 세이훈 강을 건넜을 때 즉시 얼음이 깨어져, 짐을 싣는 3마리 낙타가 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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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짐과 함께 강으로 떠내려갔다. 아마도 그들이 얼음에 갇힌 이유는, 단단한 발로 짓

눌러 온몸으로 (얼음을) 밟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밤을 틈타 달려, 아침에 부인들에게

합류하였다. 그런데 신의 운명의 장난으로,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아미르들 뿐 아니라

모든 투르크와 타직과 이라크와 룸의 군사들이, 오트라르에서 파견하였던 사신이 도달

하기 전에 이미, 술탄 후세인이 군대에 혼란을 일으키고 일부 병사들과 함께 사마르칸

트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무서운 심판날의 발생 원인이었던 두려움과 혼

돈이 더욱 커졌고, 아미르자데 아흐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와 아미르 후다이다드 후

세이니와 아미르 야드가르 샤 아룰라트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아미르

바란둑과 그곳에 있던 다른 아미르들, <각계 각층이> 모두 동맹을 맺고 사람을 파견하

여, 샤자데들과 부인들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 및 사힙키란의

근신들에게 상의를 하거나 그들에게 허락을 구함 없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을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그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와 같은 중요한 일

이 계산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은 누가 말하였는지 아신다.>

[시] 처음부터 만일 사건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기초를 단단히 둘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에 만일 처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의 업무의 기반은 매우
약해질 것이다. [1309]
마지막에 자신의 일에 대해 후회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매일의 압제로 인해 상처
를 입게 될 것이다.
너에게 고통이 발생한 다음에는,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325. 타슈켄트에 있던 아미르들에게 서신을 파견한 이야기

타슈켄트에 있던 아미르들과 사령관들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路上에서 부인과 샤자데들 및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에게

이르렀을 때, 질책을 위해 그들에게 서신을 썼다. 그 내용은 이와 같다. “사힙키란께서

는 유언하실 때에, 그의 후계자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가 될 것

이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와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으니, 그에 대한 복종

을 어기지 말라.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조약을 맺었으니 그것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

이다.”

[시] 3012) 왕의 명령을 다시는 거스르지 말자. 그에 대한 복종의 명령을 외면하지

3012) Sa'd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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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자.
우리에게서 생명이 떨어져나갈 때 까지, 우리들의 조약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 분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이다. 사실상 너희가 자

신의 후원자(혹은 누군가의 후원자이든)의 말씀이나 그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시] 너희가 왕의 유언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그릇되고 큰 잘못이다.
사실 권리를 가지신 왕에 대해 (너희는) 알지 못한다, 첫 싸움에서 속아, 패배할 것
이다.
마음에 충심이 있지 않는 자에게는, 모자와 의복이 아까울 것이다.

(우리는) 만일 다른 이들이 (그 분과) 이야기 된 바를 부인한다면, (네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막을 것이라 착각하였다. 그러나 너희에게 온전한 지식이나 경

험이 있어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1310] 왜냐하면

누구든 이성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는, 이러한 행동이 옳지 못하며 마땅히 후회로 귀결

될 것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혼란을 야기하는 생각과 경험 없는 자들의 일에는 동조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깨버리고 믿을 수 없는 손톱으로 자신의 이름과 체면이라는

얼굴을 할퀴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배은망덕이라는 펜으로

자신의 상황이라는 페이지 위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오명과 부

끄러움이라는 낙인이, 무수한 밤낮의 뒤바뀜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이어져, 너에게도 (그

낙인이) 지워지지 않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분

명한 잘못이 어찌하여 그와 같이 현명하고 경험 많은 대인들에게 발생하였는가.” 그리

고는 서신에 인장을 날인하였고, 아부크 추라(Abūk Chūra)를 파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도록 하였다. 서신이 아미르들에게 전해져 그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

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절망하였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택은 (그들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반구M iṣrā’] 3013) 마치 화살이 엄지를 떠난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326. 아미르 바란둑이 타슈켄트로부터 답신을 가지고 도달

한 이야기

3013) Sa'dī. Muvā'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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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자데들과 훌륭한 부인들의 대오가 아미르들과 함께 아크 수라트에 도달하였을

때, 아미르 바란둑 이븐 아미르 자한샤가 타슈켄트 방면에서 도착하였으며, 샤자데들과

부인들의 고려라는 영예를 입어 행운을 얻었고 애도와 장례가 행해졌다. 그 후에 아미

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함께 대화와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

아미르 후다이다드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가 쓴 서신을 가져왔는데, 그 상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왕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그리고) 왕국과 종교

의 안녕을 위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생된 사건이 극히 무서운 일이어

서, (우리는) 갑자기 소동과 소란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그에 대비한 것이니, 잘 생각하

여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봅시다. 그러면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며, 타인들이 반란을 일

으키거나 스스로 판단을 내릴 기회가 없어질 것이니, 통치권이 이 가문에 계속 머무르

게 되고 세계가 걱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1311]

[시] 이 일에서 이와 같은 조처를, 모든 백성들이 옳다 여긴다고 만족하였다.
갑자기 발생할 소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방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당신 또한 이 방책에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故 사힙키란의 유

언이 이와 반대된다면, 그 분이 명하신 바가 우리의 생명에 흐르고 있어, 우리가 살아있

을 때까지는 그 사힙키란의 말씀이나 승인으로부터 머리카락 한 터럭만큼도 벗어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 사힙키란의 유언에 비추어 무엇이 옳은 방책이라 여기든,

우리 역시 그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은 아미르들이 기록한 내용과 아

미르 바란둑의 말이 같은 의미임을 알았을 때,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상서로우신 왕

의 유언이나 승인의 변경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만일 우리가 왕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충심의 노트를 펜이 외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천함과 타격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처럼 망할 응분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는 자가 증거가 되어, 이로 인해 많은 외면이 발생할 것이다.

아미르 바란둑은 그들의 판단을 훌륭한 승인으로 받아들였고, 샤자데들 앞에서 그

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맹세로 강화하였다. “사힙키란의 유언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머

리카락 한 올만큼도 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아미르 후다이다드 후세

이니와 야드가르 샤 아룰라트와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 및 다른 아미르들과 병사의



- 1051 -

우두머리들이 서신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유언을 따를 것과, 열심히 죄악을 저질러 왔

던 (샤자데의) 명령과 조약을 깨도록 인도하였다. “상서로우신 왕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

하고, 심판의 날에 그에게 부끄러울 것을 걱정하라, 아직까지 이 군주의 장례식이 끝나

지도 않았는데, 그가 명령하신 바를 달리 바꾸려 하지 마라. 이러한 뜻은 지고하신 신

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에게도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1312] 자신이 펼친 안

전이라는 치맛자락을,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독으로 오염시키지 마라. 마지막 날에 어떤

깨끗한 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시] (너희는) 희망의 왕과의 조약을 깼다, 마지막 날에 무엇을 대답으로 말할 것
인가.
(나는) 이 후로 현명한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좋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서신들을 아미르 바란둑에게 주었고 아미르들에게 口述로 메시지를 주었다.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마땅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샤자데와) 맺었던 그 계약을

결코 이행하지 말고 모두 마음을 모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

던 후계자에 관한 명령에 따라,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에 대한 복종에 마음을 묶도

록 하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또한 복종의 머리를 숙이고 모두 그에 대한 계약서를

써서 파견하도록 하라. 사마르칸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면, 후계자이신 샤자데의

어전에 파견하자.” 그리고 아미르 바란둑은 서신들과 함께 되돌아가 길을 떠났다.

[시] 다음날 태양이, 얼굴을 보석으로 장식한 푸른 지붕에서 드러내었을 때,
금으로 장식된 깃발을 지닌 왕이 바깥으로 내달렸고, 밤은 사향과 디르함을 왕관
위에 흘렸다.

샤자데들과 부인들과 아미르들이 출발하였고, 아미르자데 울룩벡은 아미르 샤 말릭

및 일부 군사들과 함께 모두 무장하고 완비하여 오른 편에서 길을 나섰다.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일부 군사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정렬

하고, 모든 무기(와 함께) 다른 길을 통해 길을 나섰다. 그렇게 모두가 급히 사마르칸트

로 향하여 최대한 빨리 도시에 들어가, 왕국을 장악하고 저항이 발생하거나 소란이 얼

굴을 들지 못하게 한 후, 통치의 방책과 왕국의 중요한 업무들을 사힙키란의 유언에 따

라 질서 있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 때에 고귀한 샤자데들은 각기 모두 11세였는데, 아

미르자데 울룩벡이 4달 20일 더 나이가 많았다. [1313] 여러 장소를 거쳐서 카르착

(Qarchaq)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샤 말릭이 동료들에게 허락을 얻어 먼저 달

려나갔다. 그러나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때 아르군 샤는 대문을 닫고 성채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위무의 서신을 그에게 파견하여, “다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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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을 도시로 들이지 말고 잘 관리하도

록 하라.” (명하였으며), 그에게 여러 번 좋은 소식을 주었으므로, 투르크멘의 핏줄이라

는 점과 좁은 시야로 인해 마음이 (올바른) 길을 벗어나 그에게로 기울어졌기 때문이

다. 아미르 샤 말릭은 그 길의 초입에 있던 샤자데의 대문에서, 아미르 호자 유수프와

아르군 샤 및 다른 내부의 사령관들이 있었던 차하르 라하(Chahār Rāha) 대문으로 갔

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였을 때, 도시의 지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르군 샤는 그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를 핑계로 댔다. “나에게 내리신 사힙키란의 명령

이 있으며, 유언 또한 이와 같다. 그 분의 후계자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일 것이

며, 언제든 全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모여 함께 그 샤자데를 왕위에 앉히면, 나는 문을

열고 도시를 내어줄 것이다.” 아미르 샤 말릭은 그의 사기꾼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투르크멘 혈통의 마음 속 사악한 야심으로 인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약속에

속아 넘어갔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그와 이야기한다 해도 소용

이 없을 것이며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고삐를 돌려 울면서 되돌아갔다. 그리

고 쿠하크 강을 건너 대 소그드의 마을 중에 있던 알리 아바드(‘Alī Ābād)에 이르렀을

때, 샤자데들과 부인들이 카르착 산맥을 넘어 알리 아바드의 황야에 들어와 있었다. 상

황을 보고하였고, 아르군 샤의 내면에 대해 깨달았던 바를 모두 보고하였다. 그 사건이

끼친 피해와 안타까움으로 인한 아픔이 동료들의 고통의 상처를 새롭게 하였고, 사힙키

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 울었다. 그리고 그 애도로 인해 마음속 우울함이라는

생채기를 일으켰던 슬픔이 천 배가 되었다. 수없이 통곡하며 바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리고 사라이 말릭 하눔과 투만 아가와 아미르들이 상의하였는데, 아미르들은 부하라 측

으로 향하는 것을 선책으로 보았으나, 부인들은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이 사마르칸

트로 가서 내부의 아미르들에게 충고하면 아마도 [1314] 허가할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바로 그 날, 축복

받은 라마단 월 초(1405년 3월 3일)인 화요일 낮에, 결정의 발을 서두름의 등자에 두고

나아갔다. 차하르 라하 대문에 이르러 세월의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 친절한 혀를 열

었고, 내부 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충고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여전히 아미르 샤 말릭

에게 이야기하였던 바로 그 대답을 고수하였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말에서 내

려와 걸어서 다리를 건넜고, 대문에 서서 ‘가운데에 어떤 농간을 일으키는 자도 없으니,

내가 홀로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 일에 관해 옳고 그름

을 다시 잘 살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고 아무리 (강경히 이야기)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 그는 충고를 듣지 않았다, 속임수의 술잔으로 인해 매우 취하였다
꽃(Ghul)밭이 비로 인해 진흙(Ghil)으로 가득 찼고, 초지는 히야신스의 바질로 가득



- 1053 -

하였다.
단지 가시로 가득하여 애처롭게 되었고, 그에 대해 어떤 자도 이득을 얻지 못하였
다.
꽃의 향기로 인해 그 사람이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 그 코가 희망에서 고통이 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은 급히 말을 몰아 알리 아바드로 귀환하였으며 샤자데들과 부인들의 어전

에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327. 타슈켄트로 갔었던 아미르 바란둑에 대한 나머지 이

야기

전술되기를, 아미르 바란둑이 아크 수라트에서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함께, 유언을 수용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들의 서신 및

메시지와 더불어 타슈켄트로 향하였다. 대 아미르들에게 도달하여 서신과 메시지를 전

달하였을 때, 그들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과 맺었던 맹세에 대해 크게 후회하였다. 그

리하여 아미르들은, 구술과 서신의 내용 모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며, 승

인의 혀를 열었다. [1315] “故 사힙키란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신의 권리로 유언을 내

려 그 분께 왕관과 왕위가 수여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에게 속해 있으니 그것을 바꾸는

것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그 모임에서 계약서를

썼으며, 각기 자신의 인장을 그 위에 찍었다.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또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승인하였고, 원하지 않았으나 계약서를 글과 인장으로 장식하고 아틸미시를 사

신으로 임명하여, 계약서와 선물과 함께 그것을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의 어전으로 전달하게 하고, 그곳에서 급히 후계자이신 샤자데에게 전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아틸미시가 출발할 때에 (그를) 소환하여 말하였다.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에게 우리의 고충에 관해 고하라. 즉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충심을 다해 당신의 추종자입니다. 사힙키란의 유언에 따라 당신을 그 분의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時宜에 따라 이와 같은 말을 내뱉었으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모두 세

계 정복의 이득과 통치권이라는 창공에 잠겨 있었다. 일부 아미르들 또한 그의 내면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름과 관습을 지니지 못한 어떤 무리가 새로이 그의 앞에 나

서, 시도 때도 없이 성장과 통치권에 대한 헛된 망상으로 그의 욕망의 불꽃을 유혹과

속임수라는 숨결로 키워나갔다. 즉, “이 세계는 <누구든 우세해지면 이익을 차지하니>

누구든 우세해지면 (세계를) 훔치거나 기회를 노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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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르칸트로 향하여 도시로 들어가, 왕좌에 앉아 보석의 뚜껑을 열고, 자신의 노예와

굴람들 중에 높고 낮은 이에게 사여를 베풀어, <인간은 친절(을 베푸는 자)의 노예이

다.>3014) (라는 말처럼) 민첩히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지부진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기회는 수 백 년 동안 얻지 못할 것이며 만일 사라

진다면 그와 같은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시] 밝은 영혼을 가진 지식인들이 무엇이든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의 자리가 천
국의 정원이 되기를!
매 업무의 때마다, 모든 사건은 (신께서) 맡긴 때에 이루어짐을 경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을 때, 샤자데의 바람이 강력해졌고, 사힙키란과 샤자

데들 및 그들과 동행한 아미르들이 타슈켄트와 사이람의 개울에 묶어두었던 (그들 소유

의) 말과 나귀와 낙타들을 모아, 그와 한 마음 한 뜻이었던 이라크의 아미르들에게 사

여하였고, 그곳에 있던 다량의 현금과 직물과 갑옷과 무기와 군대의 도구를 그들에게

주고는 출발하여, 통치권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머리를 사마르칸트를 향해 두었다.

세이훈 강 가까이에 이르러 안착하였고, 이와 같이 하기로 하였다. 먼저 아미르 바란둑

이 우익군과 함께 배로 세이훈 강 위에, 샤루히야를 향해 세워져 있었던 다리를 건너고,

그 후에 샤자데가 건너고, 그 뒤로 아미르 후다이다드 (이븐) 후세이니와 아미르 샴스

앗 딘 (이븐) 압바스와 다른 아미르들이 진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미르 바란둑은

그보다 먼저 몰래 아미르 후다이다드와 아미르 샴스 앗 딘과 함께 상의하기를, “나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샤자데들과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을 따라

그들에게 합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미르들은 그에

게 말하였다. “우리 또한 왕의 유언이 요구하는 바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고,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통치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합시다, 그에게서 벗어나 아치크

프리켄트(Āchīq Frikent)3015) 방향으로 갑시다.” 아미르 바란둑은 그들의 판단을 옳다

여겨 말하였다. “당신들은 며칠간 타슈켄트 지역에 머무십시오, 나는 무엇이 발생하든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제든 좋은 방책이 있으면 행하여,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십시다.” <지고하신 신께서 원하신다면!>

328.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 아미르들이 저항한 이야기

3014) 이는 이맘 알리의 언급으로 알려져 있다(La’lī b. Muḥammad al-Vāsṭī, ‘Ayūn al-Ḥukm wa
al-Vā’iz, Qum: 1418/1997-8).

3015) 앞서 아치그(Achigh)가 열린 곳, 빈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명은 ‘프리켄트
공터’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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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르 바란둑과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 바룰라스와 압둘 카림 (이븐) 핫지 사

이프 앗 딘이 세이훈에 이르렀을 때, 다리를 건넜다. 아미르 바란둑은 다리를 끊어서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없도록 하였고, 다리의 부속물들, 말뚝과 로프와 갈대와 그 외의

것들을 흩어뜨렸으며 사마르칸트 방면으로 향하여 샤자데들의 대오에 합류하였다. 그리

고 맞은편에서 아미르 후다이다드와 아미르 샴스 앗 딘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방향을

돌려 아치크 프리켄트로 향하였다. [1317]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그 상황에 대해 들었

을 때 강변으로 와서 명하였다. “끊어진 다리를 제 자리에 엮어라.” 그리고 다음 날 모

든 군사와 함께 다리를 건넜다. 아미르 바란둑이 두바바(Duvāba)3016)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잘랄 바우르치라는 이가 그곳에서 그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는 아미르 샤 말릭이

사마르칸트에서 돌아갔을 때, 부인들과 샤자데들의 오르두에서 달아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 향하는 중이었고, 그에게 ‘아미르 샤 말릭이 사마르칸트로 갔으나 아르군 샤가

그에게 도시로 향하는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미르 바란둑은 옳은 길

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 소식을 듣고는 태도를 바꾸어, 그의 희망의 발을 관통하였던

‘열의의 부족’이라는 가시 끝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얼굴을 할퀴었으며, 값비싼 보석과

같은 진귀한 자아의 천성과는 무관한 계약의 위반을 행하여, 뻔뻔하게 바로 그 자리에

서 되돌아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 향하였다. 한편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는

그에게서 벗어나, 알리 아바드에서 샤자데들과의 만남의 영예로 영광스럽게 되었고, 아

미르 바란둑이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고하였다. 아미르 바란둑이 부끄러워하며 아미르자

데 할릴 술탄에게 도달하였을 때, 용서를 청하기 위해 간청의 혀를 열고 그와의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그것을 굳건한 신뢰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샤자데는 자신의 예속민과 함

께,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에 대한 복종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아틸미시를 통해 파견

하였던 그 계약서를 거부하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겼으며, 통치권을 노리고 왕국을

(쟁취하기) 위해 뻔뻔하게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이 소식이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에게 이르렀을 때 영광스러운 부인들에게 고하였다. “사악한 반란

을 일으킨 이들의 상황이 보다 진전되었습니다. 다시금 아미르들은 아미르자데 할릴 술

탄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기록하여 자신의 인장을 찍었던 그 조약을 깨고, 함께 사마르

칸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 자신의 조약을 훌륭하게 지키지 않는 자를 사람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조약을 깬 어떤 이에게도 사람이라 부르지 마라, 잘못된 약속을 피하고 그에
게 향하지 마라. [1318]
올바르게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의 예복도 갖지 못할 것이다.

3016) ‘bā dū Āb'의 줄임말로 두 물줄기가 함께 마주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1056 -

성심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는 사람, 개가 그보다 훌륭할 것이다,

비교하자면 피로 뒤덮인 마음이 슬픔으로 인해 조각난 것 이상의 상황이었다. 사힙

키란이 이제껏 세계에 생명을, 세상에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였다가 되돌아가신지 오래

지 않았는데, 그 고귀하신 왕께서 돌보시어 검은 먼지로부터 들어 올려 태양과 달의 정

점에 이르게 하였던 수많은 죄인들이, 그의 다양한 행운의 은혜를 적의의 등 뒤로 내던

지고 그와의 계약에서 완전히 마음을 거두었으니, 이 아픔을 어떻게 숨길 수 있으며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다시금 말 할 수 있겠는가.

[시] 현명한 하늘도 그와 같은 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왕다운 세계.
한 왕이 온 세계의 왕들을 자신의 강력한 어전의 노예로 두었다.
그가 다스리지 않았던 왕국에서는 사힙키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았다.
인류부터 태양과 달에 이르기까지 그의 명령을 바꾸지 않았다.
바다이든, 사람이든 좋은 이든 나쁜 이든, 그의 명령에 대해 한 올만큼도 저항하지
않았다
이 속임수로 가득 찬 시기를 지날 때 세계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의 유언을 듣지 않았다, 거친 무리들이 종교를 세계에 팔았다.
그 옳지 못한 무리가 그 종교를 양성하는 왕의 가신이었음이 놀라웠다.
그 이후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아름다운 식탁 앞에 앉아있었지만,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명령을 외면하였다.

사실상 이 그릇된 행동에 대해, 만일 육중한 산이 현명한 마음을 지녔다면 울면서

탄식했을 것이며, 신의 거대한 자비는 <그러나 그분은 일정 기간까지 그들을 유예했을

뿐 그들의 기간은 만료될 것이다.>3017)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을 것이다. 배

은망덕한 이의 뻔뻔함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한시라도 빨리 그들 시대에 나타날 것임

을 의심치 않으며, 지고하신 신의 친절에 바라건대 우리 가신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후계자의 권리를 [1319]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故 사힙키란

이 명하신 바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스르지 말고, 그 깨끗한 신앙을 지닌, 종교를

양성하였던 (그 분의) 깨끗한 영혼의 도움을 얻어, 그의 유언의 확증 및 고귀한 샤자데

에 대한 봉사에 목숨을 다하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복속과 희생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

자. 신이시여,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소서! <실로 그분은 찬미와 영광으로 충만하시니

라.>3018)

3017) Qur'ān, Sūrah Fāṭir : 45.
3018) Qur'ān, Sūra al-Hūd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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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아미르들이 부인들과 함께 부하라 방향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이야기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이 고귀하신 부인들과 이와 같은 말을

나눈 후에 고하였다. “사건이 이렇게 되었으니, 시의 적절한 방책은 이와 같습니다. 우

리는 샤자데의 등자에서 부하라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마르칸트로 가서

그곳으로부터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어전으로 가고, 故 사힙키란의 유언을 그에

게 전합시다. 그리고 만일 (신의) 가호의 행운이 생겨난다면, 조약을 깨뜨린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든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 3019) 만일 살아남게 된다면 이별로 인해 뜯어졌던 옷자락을 기웁시다.
만일 우리의 방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 소망이 재가 될 것입니다.

부인들은 아미르들의 판단을 훌륭하다고 여겼고, 그와 같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의

어전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故 사힙키란 <신은 형제들을 그와 닮게 하셨다>의 가신

이었던 병사의 수장 무리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과 함께 상의의 관습에 따라 이야기하

였다. “백성들은 명백히 알아두라, 사힙키란과 우리 사이에 있는 친밀함과 긴밀함을 다

른 이들은 갖지 못하였다. 우리의 행운은 그 분의 호의와 돌보심으로 인해 다른 가신들

보다 더욱 크니, 만일 우리가 그 분의 돌보심과 친절의 진실을 잊는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비록 그 분의 사건 이후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나, 손을 그의 명령에서, 마음을 그와의 약속에

서 거두지 않을 것이다. [1320] 비록 배은망덕한 자들과 부끄러운 자들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어전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유언에 따라 후계자는 그이니, 그에게 봉사하

고자 허리띠를 매어, (우리) 스스로의 차기 군주이신 분의 명령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

고 만일 그 업무로 인해 생명이나 물자나 집을 버려야 한다면 버릴 것이지만,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시] 우리에게서 만일 이와 같은 나쁜 일이 생겨난다면, 마지막 날에 천국의 생기
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분의 가까이에 있었던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 것이며, 당신들의 생

3019) Fakhr al-Dīn Dahājī, Mujma'a al-Faṣḥ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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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픈 마음으로 홍수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 그리고 크게 탄식한 후

에 다함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사힙키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없습

니다. 당신의 판단은 그 분이 명령한 모든 것이자 유언의 확증이니, 당신에게 성심성의

껏 복종의 허리띠를 묶어, 무엇이든 우리 가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목숨을 다해 노력

할 것입니다.” 그 아미르들에게 동조함을 선택하였던, 그 진실을 아는 무리의 기둥들은

아틸미시, 타바콜 카르카라와 하산 차그다왈과 아르슬란 호자 타르칸(Arslān Khwāja

Tarkhān)과 아스투이(Astūy)와 샴스 앗 딘 알 말리기와 무사 카말과 파스타리(Pastarī)

와 와파다르였는데, 사실상

[시] 그의 이름과 관습에 충성을 다하였고, 본성의 훌륭함과 행동의 완벽함을 가진
이들,

그리고 故 사힙키란의 다른 가신과 근신들이었다. 신의 빛은 빛이며, 신의 즐거움

은 즐거움이다.

330.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부하라 방면으로 향한 이야기

부하라로 향할 것을 결정한 후에,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 3일(1405년 3월 5일) 목요

일에 고귀한 샤자데들, [1321] 그 분의 혈육인 자녀와 후손들 중에 가장 큰 영예를 입었

던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은

[시] 세상이 태양과 달로 인해 밝아지는 것처럼, 이 둘로 인해 왕은 밝은 영혼을
가졌다.
하나는 그의 얼굴로 왕의 눈을 밝혔고, 하나는 그(왕)의 영혼과 마음이 그를 향하
였다.
하나는 마음과 생명을 다해 그에게 집중하였고, 하나는 생명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안정케 하였다.
하나는 높은 지위의 왕좌를 도왔고, 하나는 행운의 유산을 이어나갔다.
하나는 왕국의 중심이 그로 인해 견고해졌고, 하나는 이름을 그에게서 되살려 이어
갔다.

고귀한 부인들에게 작별을 행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를 불태우는 고통의 상처를,

고난을 증대시키는 분리와 멀어짐이라는 손톱으로 새로이 할퀴었는데, 왜냐하면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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枯死시키는 사건의 영향이 그 날 완전히 드러나 부인과 샤자데들이 급히 서로 이별해

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한다면 불꽃이 펜에

옮겨 붙을까 두렵고. 그것을 말하면 몸과 영혼의 결속이 끊어질까 우려된다. 슬픔의 고

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울부짖음과 비명이 나타났고, 슬픔의 비바람은 우울한 마음을

지닌, 재앙을 입은 자들의 인내의 기둥을 뿌리부터 뽑아내었다. 특히 사라이 말릭 하눔

과 투만 아가는 걱정과 두려움 중에 여러 번 통탄의 손으로, 상처가 아문 머리와 얼굴

을 때려 새로이 상처를 만들어냈고 피의 개울이 흘렀다, (그 피가) 눈물의 흐름과 함께

뒤섞여 그야말로 <그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신다.>3020)는 말

씀이 분명해졌다. 많은 걱정과 고민 후에 샤자데들을 끌어안고 신의 가호에 맡겼으며,

그들은 알리 아바드로부터

[반구M iṣrā’] 내면이 신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신을 의지하며 말을 몰았다.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은 일치의

허리띠를 재빨리 성심의 손으로 졸라매고, 그들의 상서로운 등자에서 진격하였다.

[1322] (그들은) 가지고 있던 현금과 보석과 의복과 직물과 무기와 그 나머지로 이루어

진 사힙키란의 창고를 모두 가져갔고, 루스탐 (이븐) 타가이 부카를 먼저 부하라로 파

견하였다.

331. 부인들이 사마르칸트로 출발함과, 부하라 측으로 향

한 후에 애도한 이야기

부인들과 다른 샤자데들이 바이카라와 이질과 사아드 바카스와 소유르가트미시와

특수 가신 중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알리 아바드를 출발하여, 사힙키란의 깃발과 북과

유수진과 함께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그들은) 애도의 옷을 입었고, 장례의 標語를 드

러내었다.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곡을 하고 울면서 차하르 라하 대문에 이르렀는데, 내부

의 적들은 내면의 적의로 인해, 뻔뻔함의 천 조각을 이마에 묶고는 문을 열지 않았으며,

옳지 못한 착각으로 인해 그 날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나쁜 믿음

을 지닌 이들에게 안타까워하며 혼란에 빠진 생각과 피를 머금은 마음을 안고, 그 대문

가까이에 위치하였던 아미르자데 샤루흐의 정원에 안착하여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

리고 밤에

3020) Qur'ān, Sūra al-Rahman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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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두운 밤, 울부짖는 마음의 연기로 인해, 세상이 제 상황을 부끄러워하게 되
었다.
하늘이 후회로 인해, 태양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이 어두움을 지나

[시] 다음날, 다시 높은 하늘이 햇빛의 광선을 세계에 던졌을 때.

부인들과 샤자데들은 동행한 이들과 함께 도시로 들어왔고, 신의 후원을 받았던 사

힙키란의 영원한 행복과 우아함을 닮은 성묘인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하니가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애도의 관습을 행하여, 조약을 지키지 않는 비천한 세상에 진동을

일으켰다. 머리를 푸르고 머리칼을 뽑았으며 얼굴을 할퀴고 스스로를 땅 위에 던졌다.

[1323] 도시에 있었던 한자데와 루키야 하니카 및 다른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의 부인들,

왕국의 귀족들과 아얀들의 부인들이 머리칼을 푸르고 얼굴을 검게 하였으며 펠트를 목

에 드리우고 모두 모였다. 도시에 있던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자항기르와 다른 샤자데들

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과 모든 귀족들과 대인들과 왕국의 아얀들, 예를 들어 호

자 압둘 아왈과 호자 아삼 앗 딘과 사이드 샤리프 주즈자니와 아미락 다니시만드

(Amīrak Dānishmand)와 그 외 모두가 의복을 바꾸고 출석하였으며, 모든 사마르칸트

주민들도 바자르를 닫고 신음과 슬픔을 위해 혀를 열었으며 진동이 세계에 발생하였다.

많은 울부짖음과 슬픔과 통곡으로 인해, 하늘이 <신께서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을 상기

하라.>3021)는 약속을 지키실까 두려워 걱정할 정도였다.

[시] 세계 사람들은 남녀 모두 왕의 장례에, 마치 달처럼 검은 옷으로 (참석하였
다).
때로는 흥분하였고 때로는 포효를 질렀으며 고통으로 인해 검은 옷을 입었다.
도시가 어지러운 울부짖음으로 인해, 검은 옷을 입은 장례의 집이 되었다.3022)

세계가 한숨의 연기로 인해 검게 되었다, 한숨이 그 상황에서 수 천 번 행해졌다.

그래! 하늘의 군주이며 세계를 지키는 태양은 이미 <진실한 신의 약속>3023)이라는

동쪽과 서쪽으로 가라앉았다. 땅은 장례의 표어로 인해, 창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3021) Qur'ān, Sūra al-Anbīyā' : 104.
3022)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 'Shahr-i Madhūshān'은 니자미의 소설 ‘다섯 보석의 7개의 아름다움
(Haft Paykar-i Panj ghanj)’에 등장하는 중국의 도시명이다. 이 3번째 구절 자체가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3023) Qur'ān, Sūra al-Fāṭe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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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의 연기로 인해 검게 되고 빛이 사라졌으며, 정의의 정점이자 세상을 장식하는 달

은 <모든 만물은 멸망한다.>3024)는 월식의 덫에 걸려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

니 어찌 세상이 집결과 출석의 광선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 시공간의 형태에 변화가 생겨났다, 세계와 신앙의 왕이 사망함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슬픔의 불꽃으로 인해 구워졌고, 세계의 기초가 재앙으로 인해 파
괴되었다.
아침은 생명의 옷깃을 찢었고, 밤은 잔뜩 구부러진 머리카락을 베어냈다.
바다는 고통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고통으로 왕관과 허리띠를 움켜쥐었다.
[1324]
사실상 이 두려운 사건은 단지 피조물 중 어떤 특수한 무리들의 것만이 아니었다,
세계와 세계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통이었다.

[시] 눈물의 범람으로 인해 머리 위에 비바람이 발생하였고, 피눈물로 인해 지붕이
거품의 형태가 되었다.
판단과 역량의 발휘가 어려워진 나날이었다, 두려움이 발을 파내었고, 운명이 인내
를 없앴다.
네 번째 하늘이 애도의 집이 되었고, 신성한 영혼은 애도로 태양이 되었다.3025)

문제는, 이와 같이 생명을 枯死시키는 하는 고통 중에는 얻기 어려운 인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마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순응 외에는, 달리 방법을

얻을 수 없었고 (방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지 위의 모든 것은

멸망한다.>3026)는 영웅의3027) 명령은 강하고 약하게, 완전하고 불완전하게 모든 이의 위

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3028)

332.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부하라 방면으로 향한 사건의

나머지

알리 아바드에서 부하라로 향하였던 어린 샤자데들, 즉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미

르자데 이브라힘 술탄은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 4일 금요일에, 극히 높은 요새이며 사마

3024) Qur'ān, Sūra al-Qaṣaṣ : 88.
3025) Khāghānī, Dīwān-i Khāghānī.
3026) Qur'ān, Sūra al-Rahman : 26.
3027) 이란본Ⅰ에는 이 ‘영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없어도 문맥은 통한다.
3028) Qur'ān, Sūra al-Baqrah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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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칸트 강이 그 아래에 흐르고 있었던 요새 다부스(Dabūs)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 곳에

서, 망갈라이 호자의 형제 바얀 티무르 하잔이 사마르칸트로부터 와서, 호자 유수프와

아르군 샤의 서신 하나를 아미르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사를 제외한 후에 이

와 같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대문을 열지 않은 것은 속임수나 반항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사힙키란과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

이 오려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당신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왕좌를 보살피고, 그 분의 후계자이신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가 와서 유언에 따라 그에게 양도할 때 까지, 어떤 피조물에

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1325] 상황에 대해 알려 드렸으니 당신들은 마음에 담아

두시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신의 마지막에 맹세하였다. “서신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미르들은 그 서신

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에 관해 아무리 맹세를 한다 하여도 신뢰할 수 없음

을 알았으나, 타협을 위해 그들을 그 장소에 두고 사신과 이야기하였다. “그들에게 우리

의 인사를 전하라, 너희가 하였던 생각은 올바르다.

[시] 아아, 마음에 없는 과장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의 훌륭함을 사랑한다.

만일 너의 혀가 마음과 일치한다면 바로 그 판단에 따라, 굳건히 결정된 대로 행해

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지배에 대해 너희들이 아는 선에서 적절하게 행하고, 이와 반

대되는 어떤 생명체의 유혹에도 절대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 결정을

확고히 하고,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의무를 위한 조건을 고려하여 후계자이신 샤자데에

게 맡길 때 까지 도시를 잘 돌본다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였던 왕의 유언이 이

루어져 창조주와 피조물 앞에 올바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훌륭한 이야기가 누대에

대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샤자데가 통치의 왕좌에 올랐을 때, 그를 위해 왕좌를

지키고 양도하였던 너희는, 그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그 분과의) 친숙함과 친밀함이

커지게 될 것이며, 그의 행운의 나날들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에 관해 거역의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후계자의 계약이 깨어

질 것이고 속임수와 배반이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체면을 잃고 나쁜 이름을 얻는

것 외에는 어떠한 행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그 결과는 후회가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서신에 인장을 찍어 바얀 티무르 하잔에게 주

었고, 그는 되돌아갈 때에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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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샤자데들과 아미르들이,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사

마르칸트에 도달하였고 도시의 아미르들이 그에게 복

종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야기

바얀 티무르 하잔이 사마르칸트를 출발하였을 때,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

미르 샤 말릭은 샤자데들의 등자에서 계속 부하라로 향하였다. 2-3일 후에 소식이 전해

졌는데, 아미르들과 군사들과 함께 타슈켄트로부터 출발의 고삐를 사마르칸트의 방향으

로 돌려, 왕국과 왕좌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서둘렀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가까이

에 이르렀을 때, 아미르 호자 유수프가 금화를 뿌리고 조공을 바치며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르칸트까지 4개의 미나렛이 있었던 시라즈에서3029) 샤자데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운을 얻었고, 금화를 뿌리고 조공을 바치는 관습을 행하였으며, 사마르칸트의

대인들과 귀족들 또한 모두 마중의 관습을 행하기 위해 서둘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쿠

하크의 강변이 수많은 천막으로 샤자데의 안착의 병영이 되었을 때, 아르군 샤는 도시

와 요새의 열쇠 및 창고와 보물의 열쇠들을 가지고 나아가, 그 장소에서 땅에 입을 맞

추는 영예를 얻었으며 (그것들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조약을 위반한 이들과 약속을 끊

은 자들은 모두 함께 복종의 허리띠를 묶고 동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은망덕함

과 자신의 주인의 유언을 바꾼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억해왔

던 믿음을 깨뜨리고는, 펜의 끝으로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 돌아갈 최후

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3030)라는 약속을 기록하였다. 마음을 다해 왕의

유언을 실현함에 매어 있었던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다른 특

별한 가신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배은망덕한 것들에 대한 질책과 저주를 위해

비판의 혀를 열어 서신을 썼는데, (그것은) 비난과 질책에 대한 서술 및 온갖 방식의

힐난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을) 사신의 손을 통해 그 뻔뻔한 자에게 파견하

였으며 스스로는 급히 나아갔다. 한편 그의 형제 함자가 그곳의 하킴이어서 먼저 부하

라로 파견되었던 루스탐 바룰라스가 샤자데들을 마중하기 위해 서둘러, 부하라 가까이

에서 축복받은 대오에 합류하였다. 도시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욥(Ayūb)3031)의

3029) 이곳은 유명한 이란의 도시인 시라즈가 아니다. E. Bretschneider는 사마르칸트 근처에 시라
즈라는 이름을 지닌 마을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 근거는 야즈디의 『勝戰記』의 본문 기록
과 무인 앗 딘 나탄지의 관련 기록 및 중국과의 사신 기록이었다. 그 중에 중국과의 사신 기록
은 실제 파르스의 시라즈 사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본문의 기록은 분명 사마르칸트 근처의
동명의 시라즈이다(E. Bretschneider, Mediae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
fragments towards the knowledge of the geography and history of Central and Western
Asia from the 13th to the 17th century 2,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1888,
pp.292-4).

3030) Qur'ān, Sūra al-Shu'rā'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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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러운 성묘로 <예언자에게 축복과 안식이 있기를!> [1327] 향하여 도움을 청하였

다. 그리고 아미르 셰이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과 루스탐 바룰라스는 새로이

조약을 맺고 맹세로 강화하였으며, 그곳을 출발하여 전술한 해의 라마단 월에 부하라

요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장소에 안착하여 그 곳의 요새를 방비하고 강화하였으며

건설하였다. 그리고 시의에 맞는 방책을 이것이라 여겼다. 즉, 샤자데들과 아미르 셰이

흐 누르 앗 딘과 아미르 샤 말릭은 요새에 있고, 도시로 열려 있던 대문 하나와 부속된

요새의 절반을 아미르자데 울룩벡과 아미르 샤 말 릭에게 주도록 하며, 바깥 방향으로

있던 다른 대문을 요새와 담장의 다른 절반과 함께 아미르자데 이브라힘 술탄과 아미

르 셰이흐 누르 앗 딘의 보살핌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루스탐 바룰라스와 그의

형제인 함자와 아틀라미시와 타바콜 카르카라와 다른 아미르들은 도시에 있으면서, 각

자 도시의 각 대문과 탑과 담벽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업무를 진

행하여, 성채의 보수와 정비를 행하였다.

334.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천국을 상징하는 사마르칸트

에서 왕좌에 즉위한 이야기

점성술사인 마울라나 바드르 앗 딘이 선택한 바에 따라, 타하쿠 해3032)인 807AH

라마단 월 16일(1405년 3월 18일) 수요일, 태양이 양자리의 6번째 단계에 있었을

때,3033)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이 사마르칸트에 들어와 높은 요새를 세계의 보물들과 함

께 보유하게 되었다.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은 무릎을 꿇고 그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혀를 열었으며, 사힙키란의 유언을 고려하여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

탄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의 조카,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자

항기르를 칸이라는 명목으로 지명하였다. 그는 그 때에 9세였다. (그들은) 관습에 따라

칸의 이름을 칙령과 명령 위에 기록하였으나,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은 독자적으로

[1328] 통치의 업무와 왕국의 지배의 담당자가 되었으며, 마와라안나흐르에서 세케와 후

트바를 그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반구M iṣrā’] 3034) 금 왕관이 할릴의 머리 위에 얹어졌다.

3031) 성경에도 등장하는 욥이다. 부하라 주민들이 갈증을 겪고 있을 때 욥이 나타나 지팡이로 땅
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부하라 도시의 중심인 라비 하우즈에서 북서
부로 1.5km 떨어진 곳에 3개의 서로 다른 시기에 지어진 돔을 지닌 욥의 성묘가 있다.

3032) 이란본Ⅰ은 이 부분에도 ‘투크(Tūq)' 해라 표기하였다.
3033) 잘랄리력으로 327년 파르바르딘 7일이며, 태양이 양자리의 6도 33분 26초에 위치한다.
3034) 이 시구의 모든 숫자를 더하면 807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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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대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2일 후에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의 하니가로 갔

다. 돌아가신 왕의 자비에 휘감겨 그곳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을) 순례하였으며 애도

를 재개하였다. 모든 부인들과 샤자데들과 아미르들과 귀족들과 모든 대인들과 왕국의

믿을만한 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검은 의복과 장례의 검은 천을 갖추고는 울부짖으며

들어갔다.

[시] 다시 세계에 울부짖음이 발생하였다. 하늘은 많은 한숨으로 인해 귀가 멀었다.
그 생명을 끊어내는 장례로 인한 슬픔 때문에, 마음의 눈에서 피가 흘렀다
재앙의 타르로 지어진 검은 천을 세계의 목에 걸었다.
죄에 희망을 가져 독이 발생되었다, 달과 태양이 목구멍에 흘렸다.
세계는 이상한 문제를 발생케 하였던 자신의 습관으로부터 멀어졌다.

사실상 이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

[시] 제방이 무너졌는데, 먼 옛날 하늘의 귀에 그 소리가 맴돌았다.
거대한 등이 구부러지기 시작하여 ج 모양이 되었고, ‘관습(Sharī'at)'의 는ش 머리가
벗겨져 س 형태가 되었다.
번개의 생명에서 불꽃이, 구름의 눈에서 물이, 바람 위에 흙이, 그리고 천둥의 소리
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있었다).

애도의 관습을 행한 후에, 그 분의 위대한 영혼이 안식을 얻도록 훌륭한 쿠란을 독

경하였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나머지 빈곤한 자들이 기도와 자선에 잠기도록

하였다. 며칠 동안 많은 말과 소, 수많은 양들의 목을 베어 [1329] 음식을 만들었고, 테

이블보를 펴고 테이블을 두어 다양한 음식들과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수없이 많이 늘어

놓았으며, 죽을 제공하였다. 그 후에 (그 분의) 특별한 게우르카를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두드렸는데, 한 동안 (그것은) 다른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으므

로 그 피부가 찢어져 기능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나날 동안 당대의 지식인들과 시인들

이 哀歌(Marthīyya)들을 읊고, 카시다를 지었는데, 그 중에 호자 마스우드 부하리의 아

들, 호자 이스마트 알라(Khwāja 'Iṣmat 'Allah)3035)가 이 ‘Tarjīḥ-band'3036)를 시의 반열

3035) 시인이자 지식인,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을 모셨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시신을 가지고
사마르칸트로 갔다가 안장 후 부하라로 돌아갔다. 이후 울룩벡과 약간의 교류가 있었으나
829AH(1425-6년)에 사망하였다.

3036) 시의 형태의 일종, 가잘과 같은 짧은 형태가 아니라 카시다와 같이 긴 형태의 경우 여러 구
(Bayt)가 이어진 후에 중간에 반구를 두어 이전 단락을 마감하고 새 단락을 시작하는데, 그 반
구의 형태가 계속 다른 경우 'Tarkīb-band', 반구의 형태가 일정한 경우 'Tarjīḥ-band'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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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었다.

[哀歌] 아아 하늘이여! 왕궁을 파괴하라, 왕께서 사라지셨다, 왕좌여, 말하라, 흙
위에 앉아라, 마치 술레이만이 사라졌을 때처럼.
마지막에 아아, 사람들아! 별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통치의 하늘로부터 태양이 빛을
감춘다.
별들의 왕은 하늘의 왕궁과 테라스에서 말하지 말라, 왕국의 영광이 왕궁과 테라스
에서 숨었기 때문이다.
하늘에게 검은 옷, 깃발에게 검은 장부(가 있었다), 왕에게서는 머리가 보이지 않았
고, 정의에서는 생명이 사라졌다.
달의 球가 검어졌고 초승달 모양의 막대기가 부서졌으며, 왕과 종교의 기사가 광장
에서 사라졌다.
신앙과 행운의 눈썹이었던 것이 사라졌고, 당대의 업무의 질서가 사라졌다.
아마도 혼란으로 인해 이스칸다르가 사방으로 향하였고, 땅의 어두움 속으로 생명
의 물이 사라졌다.
왕국과 신앙이라는 태양은 왕국의 정점에서 고귀한 이집트의 유수프가 되어 우물
과 감옥으로 사라졌다.
이 계속되는 슬픔으로 인해 독수리가 날개와 깃털을 뽑아내었고, 호머 새의 업무가
명령으로부터 사라졌다.
아아, 가을이여! 정원의 기초를 모두 무너뜨려라, 이 과실수가 정원에서 사라졌다.
재앙의 칼의 타격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평상 위에서 말하였다, 절망의 고통으로 인
해 죽으라, 치료가 사라졌다.
목성아 말하라! 행운의 후트바를 사람의 이름으로 읊지 마라, 왕의 왕국의 왕좌에
서 이야기 하는 자가 사라졌다.
눈물을 흘려라, 눈아! (너는) 보석 보물을 잃었다, 별들에서 빛을 찾아라, 달이 사
라졌다.
어제 밤 너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왕좌를 보았다, 검은 옷으로 애도하고 있었다.
아침까지 별들의 군대가 탄식으로 인해 귀가 멀었고, 말은 8번째 하늘 위에서 혼돈
으로 인해 길을 잃었다.
7번째 왕궁을 지키는 자, 즉 토성은 경황을 잃었고 왕궁의 주변으로 돌아갔다.
[1330] 목성은 드높은 정점에서 먼 성좌로 갔고, 여덟 번째 하늘은 마치 초승달의
형태처럼 슬픔으로 두 조각이 났다.
애도의 발톱이 화성의 창을 부수었다, 하늘이 태양을 내던졌다, 마치 우물 속의 유
수프처럼.
금성의 다프가 부서졌고, 화살이 활에서 멀리 내던져졌다, 천사들은 달이라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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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탄식으로 검게 하였다.
은으로 된 오솔길이 미리내를 회전하였으며, 별들의 기병은 목에 검은 펠트 천을
두었다.
아침은 피로 가득 찼고 매 숨결마다 옷깃을 찢었다, 매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땅 위
로 모자를 내리쳤다.
현명한 자들에게 수천 개의 걱정을 안고 질문하였다, 머리를 들고 통곡하며 내 쪽
을 바라보았다.
말하였다, 지고하신 술레이만 (과 같은) 왕의 장례식 날이다, 왕국과 종교의 왕이
자, 하늘의 피난처이신 군주.
그의 공평함을 판결하는 날, 죄악의 손을 묶어 정의를 원하는 자들의 손에 주곤 하
였던 세계 정복자.
종교의 왕이신 티무르 노얀, 그 영예로우심으로 인해 그의 세계는 기병과 병사3037)

의 친절 없는 인장 아래에 있게 되었다.
왕국의 업무의 처리할 때에 완벽한 이성은 그에 관해 더욱 밝은 결정을 행하였다,
보고하는 것처럼.
만일 두 세계가 적의 병사들로 가득하여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 신의 가호가 그를
돌보고 있는데 누가 넘어뜨릴 것인가.
그의 정의의 위대함은, 호박(Kahrubā)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공포로 인해
짚을 두려워하게 될 정도였다.
그의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세계 정복에 신물 날 지경이었고, 그의 9개 천막을 위
한 무대는 하루 여정의 길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결코 적이 백년간 길들이지 못할 천성을 지닌 그 군주는, 그 용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악의 이름을 혀에 올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군주는 왕좌의 정점에서 흙으로 갔고, 그 왕국의 왕들에 대한 지배가
붕괴되었다.
군대는 마지막이 되었고 여행으로부터 되돌아왔는데, 아아 하늘이여! 자신의 기사
단에 대해 어디에서 소식을 얻는가.
밤과 낮의 기사들은 혼란스러워 하며 슬픔의 광장에서, 그의 부재로 인해 (폴로)
공 대신 머리를 날렸다.
빛이 없는 행운의 정수리는 슬픔을 날려 보내는 먼지 속에서 머리에 왕관을 썼고,
예복을 얹고 스스로 허리띠를 맸다.
화살은 부서지고 활은 뼈 위에 남아있었다, 판결의 때 까지 각기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집트의 단도는 애도로 인해 검은 옷을 입었고 매 숨마다 물 대신에 간담의 핏물

3037) 본문에는 검은(Sīyāh) 으로 되어 있지만 문맥에 따르면 병사(Sipāh)가 더욱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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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셨다.
왕궁은 황폐해졌고 천막은 입구가 찢어졌으며, 천막과 장막은 마치 하늘의 별들처
럼 무너졌다.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깃발과 창이 부서졌으며 칼은 예리함 없이 묶여 있었고 고통
의 화살은 방패 위에 있었다.
낮과 밤이 한숨으로 함께 울부짖었고 북과 뿔피리는 노예들에게 왕의 장례에 관한
소식을 주었다.
행운의 주인들은 눈을 키타이로부터의 희망의 길 위에 두었고, 왕으로부터 승리의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
[1331] 누가 소식을 전하였느냐, 하늘은 수많은 기다림 후에, 그의 장례식으로 인
해 모두의 마음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만일 그 태양이 神의 정점으로부터 구름 아래로 향한다 하더라도, 왕의 그림자는
이름 있는 세대에 남아있기를!

깨끗한 믿음을 지닌 사힙키란은 예언자의 가문에 연관된 정결한 의도와 진심어린

애정과 우정의 發露로 인해, 이와 같은 고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이 사이드 베르케의 무덤의 발밑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

의 관을 안드후드에서 옮겨, 사힙키란의 건축물 중에 전술된 하니가의 테라스와 연결하

여 세워두었던 돔에 매장하였다. 그리고 그 분이 의도하였던 것처럼 그의 발밑에 두었

으며 아미르자데 무함마드 술탄을 또한 그 돔으로 옮겨서, 그 분의 곁에 매장하였

다.3038)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3039)

그리고 사마르칸트의 왕위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로 결정되었을 때, 창고의

문이 열렸고 아미르들과 정부의 중진들과 군사들에게 사여와 보상을 베풀기 시작하였

는데,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함이나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현금을

생산 장소에서 옮겨와서 저울과 측정 도구를 통해 사여하고 당나귀로 운반하는 식이었

다.

[반구M iṣrā’] 3040) 알라시여, 알라시여, 쌓아두었던 것을 소모하다니.

335.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왕위의 상황과 그 쇠퇴의 원

3038) 현재 사마르칸트 중심부 레기스탄 부근에 위치한 구르 에미르 영묘를 의미한다. 티무르와 사
이드 베르케, 무함마드 술탄 외에도 미란샤와 샤루흐, 울룩벡 등이 안치되어 있다.

3039) Qur'ān, Sūra al-Tūba : 21.
3040) Ḥāfiz, Dīwān-i Ḥāf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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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요약의 형태로

배움의 주인인 현자는, 왕의 훌륭한 업적을 신의 위대함과 영광의 그늘이라 여기

고, 세계 정복자이자 칙령의 발효자의 드높은 기반은 끝없는 권력의 흔적에서 發하는

광선이라 여긴다. 그 전례 없이 고귀한 직무와 중요한 직위에 적합한 성찰은, 신성한

호의나 하늘의 도움 및 비밀리에 할당된 애정을, 지고하시고 위대한 분(Ḥazrat-i

Kibriyā)3041)으로부터 (온 것이라) 착각하였으나 (이는) 올바름과 거리가 멀고, 신기루의

속임수보다 더욱 소용없는 착각이었다. [1332]

[반구M iṣrā’] 3042) 불가능한 행운의 고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잘 살피라.

호머 새의 왕을 위한 그림자는, 특별한 자 위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

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상황>3043)을 제외하고는 행운의 날개를 펴지 않았다. 인류가 두

려워하는 영웅은 (비록) 불사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당한 힘을 지닌 ‘카

프 산’ 외에는, <신께서 지상에 거주케 한 그들,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 세를 내는 이

들>3044)이 머무르는 장소로 삼지 않으니, 거대한 창고와 저장 장소, 많은 군대와 노복

들, 여러 동료들이 있다고 하여 통치의 업무가 질서를 갖추고 견고해지지는 않는다.

[시] 3045) 누군가가 얼굴을 들어 올린다 하여 모두 용기를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군
가가 거울을 만든다 하여 이스칸다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머리를 부순다 하여, 그리고 재빨리 앉는다 하여 왕관을 갖거나 군주의
예법을 아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취와 영광의 도구들 중에서, 국가 점령과 세계 정복의 초반에 아미르자

데 할릴 술탄이 우연히 얻었던 것은, 놀랍게도 창조의 시작부터 줄곧 어떤 자에게든 가

능하였으니, (이는) 세계의 피난처인 사힙키란의 손자라는 계보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힙키란이 사망하였던 때에 유명한 노얀과 성취를 거두는 아미르들과 승리로 귀

결되는 여러 군사들이 모두 그와 함께 타슈켄트에 있었는데, 그 세계를 불태운 사건의

3041) ‘위대한 분’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예언자의 딸인 파티마 자흐라의 칭호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파티마가 등장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단어 본래의 뜻을 살려 ‘위대한 분’을 의미하
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3042) Ḥāfiz, Dīwān-i Ḥāfiz.
3043) Qur'ān, Sūra al-Baqra' : 105.
3044) Qur'ān, Sūra al-Ḥajj : 41.
3045) Ḥāfiz, Dīwān-i Ḥāf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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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도달하자 거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서 길을 찾았으며, 모두 걱정의 구렁텅

이 속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분의 자녀들과 손자들 중에 그 전술한 샤자데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만

큼 가까이에 없었으므로,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그를 왕좌에 앉혔으며, 그것이

영원한 행운과 위대한 가문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시대의 거짓말이 아니라 여겼으므로

급히 사마르칸트로 향하였다. (그리고 사마르칸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일반인들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삼켰으므로, 사마르칸

트의 대인들과 귀족들 또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샤자데의 대오를

맞아들였으며 기도와 찬사로 축하의 혀를 열었다. 그리하여 전술하였듯이 도시와 요새

의 지배 및 보물과 창고의 보호를 책임 하에 두고 있었던 아미르들은 대문을 열고

[1333] 복속의 발걸음으로 나아가, <힘센 남자들의 무리가 짊어질 수도 없을>3046)만큼

거대한 양을 지닌 도시와 창고의 열쇠를 맡겼다. 이처럼 우연과도 같은 방식으로 사마

르칸트의 왕좌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의 통치와 지배 下에 들어갔다. 그 때에 전 세계

에 어떤 왕국도 이처럼 발전되거나, 어떤 도시도 이처럼 강력하고 질서를 갖추지 못하

였다. 그리고 세계의 주변과 사방에서 대인들과 귀족들과 울라마들과 지식인들과 예술

인들과 장인들과 능변을 지닌 이들, 각 분야 및 각기 다른 계층에서의 수많은 피조물들

이 가족과 함께 그 큰 도시에 모여들어 살고 있었다. 그 여러 창고 각각에 가득하였던

현금과 보석과 직물과 의복과 그릇과 귀중품들은 풍요로워, 유능한 회계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기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외에 왕의 진귀한 도구들, 다양한 무기들과

갑옷과 천막과 장막과 大帳殿과 차양과 그 나머지들도, 말과 기록을 통해 설명될 수 있

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왜냐하면 누대의 군주들이 저장하고 쌓아놓은 것들, 그리고

칼막부터 룸, 힌두스탄에서 시리아의 끝, 호라즘과 킵착 초원에서 러시아와 체르케스와

불가르와 프랑크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의 군주들과 이란과 투란의 훌륭한 이들이 모은

현금과 물품들, 각 지역과 도시에서 얻은 것들과 전리품이 모두 함께 그곳으로 옮겨졌

고, 36년 동안 세계의 地稅와 세금이 매년마다 전달되어 그것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와 같은 도시가 준비된 그 도구들 및 기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예속민

들과 더불어 갑자기 그 샤자데의 손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아무것

도 남지 않게 되었고, 4년 안에 그 모든 창고와 물자와 세력과 영광이 어떤 흔적도 남

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운의 빠른 이동 및 쇠퇴의 원인은, <전능하신 신의 운명 외

에> 이와 같다. 전술하였듯이 샤자데는 아미르 핫지 사이프 앗 딘의 여종 중에 샤드말

릭이라는 이름의 어떤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으며, 사힙키란 몰래 그녀와 혼인을 하였는

데, 두려워하며 만나는 것 외에는 그와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지배와 독립의 때에 [1334] 마음을 다하여

3046) Qur'ān, Sūra al-Qaṣas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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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그녀의 으스댐과 콧대 높은 행동에 주목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속아 <여인

들과 상의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라>3047)는 예언자 <평화와 안녕이 그에게 있기를!>의

말씀을 경시하였다.

[시] 3048) 그 가문에서는 가금류 중에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나올만한 영광도 남아있
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경시하였다. 소유와 관리의 고삐를 그녀의 힘과 장악의 손아귀에 두

었다.

[시] 애정의 술잔에 이렇듯 취하여, 그 업무의 장부를 잃었다.
애정으로 인해 현명함의 눈을 감았으니, 현자가 애정에 취한다면 무슨 업무를 하겠
는가.
그의 마음은 애정에 집중하였고, 세상에 대해, 사람을 다스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
았다.
관리의 고삐를 그에게 주었고, 그로써 그의 생명이 불에 타게 되었다.
모든 매듭과 해결이 그의 손에 있었다, 대인들과 세력 있는 자들이 그의 뒤에 있었
다.
그의 복종에 묶여 목숨이 경각에 있었다.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숨도 쉬지
않았다.

그리하여 샤자데가 가졌던, 고귀한 힘과 드높은 날개를 지닌 업무 진행을 위한 수

단들이 사방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났는데, 예를 들면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그

의 명령 중에 유명한 것으로, 장막을 짓는 노래 중에 (이와 같은) 노래가 있었다.

[시] 3049) 나에게 그의 사랑을 더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갖고 있겠는가, 사랑은 그런
것이니, 첫 기회에 생명이라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생명의 귀에 이르러 소모의 손으로 창고의 낭비를 행하였으며,

과장이 아니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많았던) 모든 창고들의 현금과

3047) 이란본Ⅱ 미주 372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의 일종이며 이후 속담으로 변화하였
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자의 하디스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루미나 다
른 신비주의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자의 하디스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YZN/Ṣādiq,
p.1465).

3048) Sa'adī.
3049) Ḥāfiz, Dīwān-i Ḥāfiz. 두 번째 반구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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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소모하였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마지막에 그 왕국의 파괴를

야기하였던 무리들에게 (소모되었다). 비록 그의 마음은 모든 하킴이 온 백성들과 더불

어 그 물자를 갖기를 바랐으나, 100분에 1도 자선으로 분배되지 않았고, 아주 극소수만

일반 사람들이나 지위가 낮은 이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이는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아

니하고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3050)는 말씀을 외면하였고, 현명하신 신의 훌륭한

전통인 [1335] 관대하신 그 말씀, <신에게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있으되 필요한 양 외

에는 내려주지 아니 하시니라>3051)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마다 알맞은 양과

알맞은 품목을 주는 관용의 경계를 넘어섰으니, 이와 같은 사여는 낭비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

[시]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물자를 소모함에 있어 이처럼 낭비를 하였다
고 한다.
그의 상황에 대해 시작할 때, 그의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였다.

소모되었던 (물자) 양의 규모는, 적절한 판단에 따라 그를 걱정에 빠뜨렸고, (그리

하여) 때로는 적절한 때이건 아닐 때이건 소비에 인색하게 되었다.

[시] 검은 흙도 아까운 머리 위에 보석을 뿌렸다, 마치 비가 구름에서 (내리는 것
처럼).
수많은 사여는 적절하지 않았다, 약간의 이득을 제외하고는.

들리기를, 1 디나르의 가치를 지닌 이가 100라틀(Raṭl, Qinṭār)3052) 만큼 가져갔다.

그러한 수많은 위무에 따른 대가는, 바라는 바의 백분의 1만큼도 (되지 않았다.) 이 정

곡을 찌르는 이야기(Nafthat-l-Maṣdūr)3053)의 내용은 이와 같다.

[시] 지고하신 하늘이 어떤 이에게 행운의 벗(Aṣḥāb-i Yamīn)3054)을 주었다, 행운
과 불운에 대해 모르는 자에게.
그가 무지함으로 인해 큰 가방을 필요로 하면, 하늘 위에서 그에게 루비를 치마에,

3050) Qur'ān, Sūra al-Asrā' : 29.
3051) Qur'ān, Sūra al-Ḥijr : 21.
3052) 무게의 단위이다. 1라틀은 84미스칼에 해당한다. 1미스칼이 1디나르와 동등하기 때문에, 원래
가치의 8400배를 가져간 것이다.

3053) 이것은 내면의 슬픔과 괴로움을 반영하는 이야기로,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내면에 평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

3054) 이들은 천국에 있는 이들로, 심판의 날 때에 신이 인간의 행동을 판별하기 위해 기록하여 두
는 장부(Nāma-i 'Amal)를 오른쪽에 쥐고 있는 행운의 이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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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가방에 주었다.

과장이 아니라 이와 같았다. <중요한 것을 금지하지 않고, 금지된 것을 사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특히 정부의 중진들을 멀리한 것이 그 원인 중에 있었다.

샤자데는 망설이지 않고 미천한 외부인 무리에게 위대한 보호와 위무를 베풀었고, 그들

모두를 부유하게 하여 통치자의 지위에 이르게 하였다. 이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아미르들과 군대 수장들의 마음이 분노하게 되었으며, 그 미천한 이들의 두뇌는 공상과

오만함의 열기로 인해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혼란이 그로 인해 발생하였

다. [1336]

[시] 네가 누군가를 높은 이로 삼고자 한다면, 그에게 기초적인 것 외에 위엄을 주
지 말라.
만일 그에게 많은 것을 준다면 너의 힘을 알지 못할 것이며, (너의) 큰 역량도 알
지 못한다.

운명의 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업무 처리의 혼란은 이와 같았다. 즉

(샤드) 말릭이 왕국의 주인을 장악하고 있으나, 돌아가신 왕의 하렘의 부인들과 비교할

때 낮은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10번의 단식이라는 훌륭함은 그 (부인)들의 믿음의 시

각에서는 부족하였으므로, 샤자데를 속여 “그 분의 부인들과 여종들을 모두 아미르들과

바하두르들에게 주어, (그들이)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당신께) 복종하고 봉사하게 하도

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도움과 지지로 인해 왕국과 세계 정복의 업무가 질서를 얻

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유혹으로, 샤자데에게 있어 모친에 버금갔던 위대함의 근원

인 사람들에게, 어떤 현자도 옳다고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을 억지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그의 조정에 봉사하는 (신하

라는) 지위조차 갖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천사와 같은 천상의 여인들을 아흐리만의 덫

에 던졌고, 불사조의 천성을 지닌 호머 새를 솔개와의 혼인의 둥지에 내어주었으며, 값

비싼 진주를 구슬과 같은 부류로 가치 절하하였고, 영롱한 루비를 예멘인들의 호마노

(Jaz'a)3055)와 동일시하였다.3056)

3055) 검은 마노를 의미한다.
3056) 티무르의 부인을 아미르에게 제공한 사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투만 아가의 사례이다.
할릴 술탄의 재위시기를 다루었던 타즈 앗 딘 살마니(Tāj al-Salmānī)의 Shams al-Ḥusun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마르칸드에서 할릴 술탄의 기반이 약했던 때에, 사브란에서
북변을 방비하고 있던 티무르의 오랜 가신 셰이흐 누르 앗 딘이 그녀를 사여해 줄 것을 꾸준히
주장하여 결국 그의 부인이 되었다가, 샤루흐가 티무르의 고토를 수복한 814년에 사브란에서
후라산으로 이동하였다(Tāj al-Salmānī, Shams al-Ḥusun, Tehrān: Amīr Kabir, 1393
Sh./2014-5, p.449-452; p.479). 이 기록에 관해서 Muzmal Faṣīḥī의 편집자인 무흐산 아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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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와 같이 행하고도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왕이 정의와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므로 왕국이 곧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에 그 옳지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 백성이나 군대 등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은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충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렸으며, 왕국과 통치의 업

무들이 곧 질서를 상실하여 쇠퇴하게 되었다.

[사구시] 한번 군주의 마음이 한 쪽으로 기울게 되었을 때, 왕좌에 번영이 사라지
고 기쁨도 남지 않았다.
단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는 지지자들을 군주의 손에서 상실하였고 왕좌와 기초를
넘어뜨렸다.

이 선동가들은 인격이 그릇된 동료였으며 나쁜 혈통을 지닌 벗이었다. [1337]

[시] 나쁨은 훌륭함을 멀리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고, 나쁨으로 인해 올바른 업무
들이 파괴되었다.
나쁜 동료들에게서 훌륭함을 찾지 마라,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게 나을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그 여성의 살해에 관해 강력히 주장하였던

사힙키란의 밝은 마음에는 모종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고, 신성한 계시의 꽃밭이자 영원

한 비밀의 빛이 내리쬐는 곳이었던 (그 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도 과장된 기우

가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신이시여! 나는 세계에서 왕과 군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이를 세웠고, 순교자들과 평화의 벗들 중에 행복한 무리들에게 종말의 날에 대해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336. 故 사힙키란의 뛰어났던 특성에 관한 이야기와, 곧 자

신의 행운의 영예로 세계를 빛나게 할 그 분의 여러

(Muḥsan Nājī Ābādī)는 그녀가 샤루흐의 부인이 되었다고 해석하였지만, Mu'izz al-ansāb의
샤루흐 章에서는 그녀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없다(Faṣīḥ Khawārī, Muzmal Faṣīḥī 3,
pp.1058-9). 또한 그녀의 오르두에 같이 있었던 첩(Qumā) 중에 한명으로, 클라비조가 언급한 티
무르의 8인 부인 중 하나였던 루흐 파르바르 아크(Rūḥ Parwār-Āq)는 하와피의 기록에 의하면
티무르가 사망한 다음, 투만과 혼인하였던 셰이흐 누르 앗 딘과 한 무리였던 술두스 부의 함자
보조르그와 혼인하였고, 이후 샤루흐의 부인인 구하르샤드의 가문인 타르칸 가문의 남성과 두
차례 혼인하였다가 827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전게서, pp.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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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자손들에 관한 이 章의 끝

사힙키란 <지고하고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께서 통치

와 세계 정복의 드높은 단계 및 영광과 권력과 성취에 관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였던 (그 분의) 훌륭한 영광, 올바르고 적절한 인품과 관대한 성품으로 인해,

신앙의 완성과 독보적인 정의로움 및 백성들을 양육하고 자비의 퍼뜨리는 (그 분의) 훌

륭한 업적의 영향은, <신께서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명령하셨다>3057)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과 피지배민들에게 발생되었다. 이 승리의 서(Futuḥ-nāma)는그 가운데에 일부를

보고하였는데, 이 시점에서의 목적은 사힙키란의 특별하고 뛰어났던 점 중에 몇 가지를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 분의 9번째 조상인 보돈차르 칸의 후예 툼비나 칸은,

키야트 부족 중에 그 갈래가 노아의 아들 야페스의 아들 투르크에게로 거슬러 올라간

다.3058) <예언자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1338]

[시] 칸의 부친에서 부친으로, 대대로 승리의 명령을 내리는 하늘과 같은 힘을 지
닌 군주였다.

그러나 그 분의 부친인 아미르 투라가이와 그 부친의 부친인 아미르 바르쿨

(Barkul)3059)은 私的 울루스와 투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것을 삼촌의

아들들과 함께 공유하였는데, 그 군주位와 왕좌의 관습을 새로이 하여 이 축복받은 가

문에 통치와 왕좌의 근간을 세운 이가 (그 분)이었다. 즉, (그 분은) 25세에 훌륭한 마

음 속 갈망을 지니고 고위한 지위와 훌륭한 찬사를 얻기 위해 일어섰으며, 9년 동안 각

기 다른 상황을 거치면서, 새로운 영향과 신선한 생소함이 그 저명한 피후원자에게서

나타났으니, 때로 (그것은) 훌륭한 판단과 훌륭한 (업무) 처리의 형태였고, 때로는 용감

한 전장과 일전 일퇴의 곤경이었다. 결코 그 十分之一도 다른 것에서 따온 것이 아니

니, 그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측면은 첫 번째 에세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와 같

이 현명한 자가 신중함과 숙고를 통해 행하였던 것은,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던 어떠한

과장도 없음이 분명하다. (그 분께서는) 34세에 통치와 명령의 왕좌에 올라 자신의 오

랜 근거지를 수도로 세웠고, 36년 동안 (그 나머지는 그 분의 삶의 기간과 국가 정복의

시기이다), 누누이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차가타이 칸과 조치 칸과 훌레구 칸 울루스

및 세계의 많은 도시와 왕국들을 소유하고 정복하였다. 그리고 왕국의 확장, 지배와 통

치를 위한 수단의 정비 및 확대를 행하였는데, 대부분이 그 것에 대해 (누구도) 생각해

3057) Qur'ān, Sūra al-Naḥl : 90.
3058) 이 계보는 『勝戰記』의 서론에 있다.
3059) 실제 철자는 ‘BRKL’이다.



- 1076 -

본 적이 없고 달리 이야기 된 적도 없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들 가문에

왕좌가 한 동안 자리하였던 몇몇 왕들과 하킴 무리들은, 드높은 행운의 왕궁의 건축가

였던 각 부족들의 계보의 정점을 장식하였고, 신의 호의와 그 가문의 행운이 예비해두

었던 그 완벽함을 자신의 자녀와 후예들에게 전하곤 하였는데, 아랍어(Tāzī)와 페르시

아어(Darī)3060)의 시와 산문으로 기록되고 완성된 대인(Aimma)들의 역사서(Tārīkh)와

아스하브(Aṣḥāb)의 史書(Akhbār)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던 내용이나, 그 뛰어난 세

계정복자의 권력 및 완성된 훌륭함에 관한 증거를 보면, [1339] (그 분께서는) 멀고 가

까운 모든 곳의 정복을 위해 호의의 광선을 드리웠고, 과거의 하킴들과 지방 관리들의

장악의 손아귀로부터 (각지를) 완전히 해방시켜 (그곳을)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신 중에

하나에게 맡겼다. 한편 다른 군주들처럼 도시와 요새의 승리 후에, 단지 그 왈리의 복

종의 선언과 선물의 파견에 만족하지 않았다.

[시] 신으로부터 인사가, 우리에게서 찬양이, 그 밝은 마음과 깨끗한 신앙을 지닌
왕에게.
상서로운 영예의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이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특히 그 분은 비록 상의라는 훌륭한 전통을 고려하고, 왕들의 관례였던 쿠릴타이와

논의라는 관습을 행하였으나,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의 근간을 피지배민과의 논의

및 생각에 두지 않았고, 어떤 주제이건 (스스로) 행운의 계시를 이해함으로써 그의 훌

륭한 마음의 장부에 기록되었던 바를 옳게 여겨 그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세계 정복에

관해서는 크건 작건 모든 업무가, 신성한 운명의 처방전이 이야기한 대로였기 때문에

절대 죄악의 잘못과 거리가 멀었다. 이와 같은 것은 本 ‘승리의 서’의 (서술 속에서) 분

명히 나타난다. 이처럼 판단과 숙고에서 자유로웠으므로, 출발을 결정한 후에는 이를 실

현하기 위해 친히 나아갔고, 왕국과 신앙에 관한 여러 사건 및 행운과 통치권을 위한

중요한 업무들을, 좋던 나쁘던 움직일 때건 정착하였을 때건, 전투에서건 평화의 시기이

건 서두르건 지체하건 간에, 모두 자신의 축복받은 천성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

행에 옮겼다.

3060) 『勝戰記』 본문에서는 페르시아어를 주로 파르시(Fārsī)라 표기하였고, 현대의 ‘다리’어는 아
프가니스탄에서 쓰이는 페르시아어의 방언 중에 하나이나, 이란의 이슬람화 후 10세기부터 등
장한 페르시아어 중 하나를 ‘다리’라 칭하였다. 이 언어는 파흘라비 어와는 달리 사산조 왕궁과
후라산 및 호라즘 등 페르시아어 권의 동부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에서 기원하였는데, 점차 마와
라안나흐르 전역과 대 이란 강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사파리 조의 시조인 야쿱
라이스(Y'aqūb Layth)에 의해 사파리 조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은 후, 여러 페르시아 학자들에
의해 ‘페르시아 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었다(출처 : https://fa.wiki pedia.org/wiki/ف
,ارسی_دری 접속시간 : 2019.11.10.). 본문에서는 특히 ‘다리어’가 ‘아랍어’에 대비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리어를 페르시아어라 번역하였다.



- 1077 -

[시] 그 군주의 상황은 온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으니, 무엇을 말하
랴.
그의 생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소용없으니, 그에 대해 놀라지 말라, 신은 강력하
시다.

그 정의로운 군주인 카간(Khāqān)의 건축물 중에 여러 유산들, 즉 멀고 가까운 곳의

도시와 마을과 요새와 성채, 마스지드나 사원과 대상소와 다리들과 나머지 건축물들, 정

원과 그 외의 것들이 세계의 모든 건축물 가운데에 남아있으나 별도로 길게 서술하지

않았는데, [1340] (자칫하면) 장황해질 수 있어 서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기록에서

지적하였던 것 외에도 많은 하니가들과 대상소들과 기도 장소를 이란과 투란의 왕국에

건설하였으므로, 항상 오고 가는 자들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계속되는 자선을 통해

이득을 얻었게 되었고, <사람이 죽으면, 그 행위가 1/3으로 끊어진다.>3061) <그에게 가

장 훌륭한 경배와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기를!>라는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그에 관한

보상을 저명하고 선택된 이들의 위대한 영혼과 연결하였다.

[시] 신이시어, 그 관대한 왕의 영혼이 훌륭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예로 살게 하시
오소서.

높으시고 지고하신 신의 보상으로 사힙키란에게 많은 후예들이 있었다. 즉, 남성

자녀들 중에 일생 동안 (그 분의) 희망의 눈이 그들의 얼굴에 밝음을 더하였던 이들은

36명의 아들과 손자들이었는데, 자세하게는 이와 같다.

샤자데 故 자항기르의 자손 중에 11명. 무함마드 술탄이 3 아들을 남겼다 - 무함마

드 자항기르 9세, 사이드 바카스 6세, 야흐야 5세.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자항기르는 29세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카

이두 9세, 할리드 8세, 보돈차르, 사이드 바카스, 산자르, 카이사르, 자항기르.

순교자 샤자데 우마르 셰이흐의 자손 중에 9명의 아들과 손자가 있었는데, 피르 무

함마드는 26세에 1명의 아들 - 우마르 셰이흐 7세. 우마르 셰이흐의 아들 루스탐은 24

세에 2 아들 - 우스만 6세, 술탄 알리 1세. 우마르 셰이흐의 아들 이스칸다르는 21세였

고, 아흐마드는 18세, 사이드 아흐마드는 15세, 바이카라는 12세 (였다).

샤자데 미란샤는 38세에 7명의 아들과 손자가 있어, 아부바크르가 [1341] 23세에 두

명의 아들 - 일나기르 9세, 우스만 칠리 4세. 우마르 이븐 미란샤는 22세, 할릴 술탄은

21세, 이질은 10세, 소유르가트미시는 6세였다.

3061) 이란본Ⅱ 미주 373에 의하면 예언자의 하디스이다(YZN/Ṣādiq, p.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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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자데 샤루흐는 28세에 7명의 아들, 각각 11세인 울룩벡과 이브라힘 술탄, 바이순

구르 8세, 소유르가트미시 6세, 무함마드 주키 3세, 잔 오글란 2세, 바루 1세.

(그분의) 통치와 세계 정복의 보편성 및 행운의 획득이 (그 분의) 소망과 바람에

따라, 이 찰나의 세계가 멸망할 때 까지 남아있으시길! 故 사힙키란의 영광스러운 남성

후손 중에는, 전술한 샤와 샤자데 36人이 그 분의 (내세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

생존해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는 17명의 정숙한 여인들이 순결과 위대함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는데, 그 분의 자녀 중에는 술탄 바크트 베이굼과, 샤자데 우마르 셰이흐에

게서 3명의 정숙한 여인이 있었다. 아미르자데 사이드 무함마드 술탄에게서 세 명, 샤자

데 미란샤에게서 4명이 있었고, 샤루흐에게서 한명(이 있었다). 한편 아미르자데 피르

무함마드 자항기르에게서 3명, 아미르자데 아부바크르와 아미르자데 할릴 술탄에게서

각기 한명이 있었으며, 사힙키란의 외손자인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이 있었는데 그는

무함마드 베키 이븐 무사의 아들이었으며, 그 때에 25세였다.

또한 그 <말라버린 (운명의) 펜>이 판 위에 기록된 바는 이와 같다. 즉, 그 훌륭한

가문과 연결된 끝없이 영원한 행운은 샤자데 샤루흐의 신선한 가지에 있을 것이니, 그

분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에 관해서는, 故 사힙키란의 영예롭고 훌륭한 장례식(을 기술

한) 후에 다른 글에서, 훌륭한 업적을 지닌 샤자데의 상황 및 행동을 통해 나타난 바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시] 언제까지 이야기를 읽을 것인가, 조용히 혀를 잡아당기고 현명한 귀를 열라.
[1342] 태양과 같은 판단과 구름과 같은 사여로, 손바닥으로 소망을 사여하고, 마
음으로 소망을 얻었다.
술레이만의 지위와 마누체흐르의 얼굴을 지닌 하늘의 궤도로 태양이 방문하였고,
천사들처럼 강력하신 왕들이 길을 나섰다, 축복의 영향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얼굴
로.
신과 군주와 세계와 신앙의 확증이신 분, 하늘은 인장의 무늬 외에는 갖지 않았다.
승리의 운명을 지닌 세계 정복자 아불 파트흐. 그에게 태양과 하늘이 왕관과 왕좌
를 주었다.
(나는) 칭호에 관한 이야기로 세계를 밝혔다. 찬사로 많은 행운을 쌓았다.
그러나 상서로운 운명을 지닌 보석의 이름은 짧은 시간동안 이 바다에서 확산되지
않았다.
(나는) 현자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그 훌륭한 이름을 구현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
겠다.
(나는) 왕의 왕관을 얻었다, 어제의 구름은 태양의 왕관이 되었다.
신의 벗의 훌륭함을 찬양하고 왕에게 왕좌와 왕궁을 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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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름을 비밀리에 드러냈다 하더라도, 찬사의 때에 말없이 조용히 하였다.
그의 상황이 생각보다 훌륭하였으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 적절하지 않다.
다시는 태양이 왕좌의 정점에서, 하늘이 길을 가도록 비추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사이프러스가 승리의 개울에서 자라지 않을 것이며, 유사한 것도 자라지 않
을 것이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은총은 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존재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식과 정의와 관례와 영예는, 인류의 것이라 여길 수 없을 정도이다.
이로써 나에게, 기독교 부족이 어째서 이처럼 분명한 죄를 저질렀는지 명백해졌다.
신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권력의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몰
랐다.
하나의 존재로 전 세계에 완벽함을 드러냈던 그 신에게 감사하라.
그의 마음은 바다이고, 바다에서 관대함의 파도가 훌륭한 보석을 머리에서 발까지
(뿌렸다).
그의 손바닥은 구름이다. 구름에서 사여의 비가 (내려), 비로 인해 존재의 정원이
파랗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계시를 듣고 이해하며, 혀는 천사의 메시지의 번역가이다.
이마는 위대한 신이 떠오르는 곳이며, 태양은 쇠퇴를 거슬러 훌륭해졌다.
그의 입술은 이야기 중에 세계의 샘물을 마시며, 그의 침묵은 용서와 인내의 장식
이다.
눈길은 친절하고, 그의 친절로 인해 삶이 새로이 몸에서 습관과 생명을 일으킨다.
[1343] 거대한 하늘의 은하수는, 군주이신 태양의 성좌의 무리이다.
그의 의복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지 순례의 옷이며 신의 자비의 帳殿이다.
모든 그의 백성들은 상처 없이 깨끗하였고, 거울과 같이 밝은 마음에는 은폐된 것
이 없었다.
그의 손바닥은 푸르렀고, 시라즈가 그로 인해 이집트의 질투를 (얻었다), 그 질투로
인해 나일 강은 이집트의 눈물로 넘쳐흘렀다.
그의 시대에 관해 무엇이든 기억에 떠올려보면, 그의 정의의 영향은 모두 훌륭하였
다.
그에게서 얻은 칼과 펜은 ‘루스탐’이나 ‘루비’에게서도 얻지 못한 완벽함이다.
그의 펜으로 (내가) 서신을 쓰고자 하였을 때, 나의 혀는 지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의 칼로 인해 이야기가 온전히 남았을 때, 그의 생각으로 인해 염려가 두 조각이
되었다.
그의 행운으로 선택된 이 쌍둥이는, 시간과 공간이란 보석을 취하였다.
두 바다에 사는 이들은 왕의 자유로운 손바닥으로, 혼돈의 파도로부터 왕국과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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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신시켰다.
누군가는 생명을 바치고, 누군가는 마음을 격려하며, 누군가는 혼란을 불태우고, 누
군가는 방책을 궁구하였다.
누군가는 천국의 샘물이 그로 인해 깨끗해졌고, 누군가는 천국의 여인들의 계시로
의복을 지었다.
누군가는 적들에게 죽음의 이유가 (되었고), 누군가는 벗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누군가로 인해, 샤리아의 기초가 굳건해졌고 그 누군가로 인해, 지식의 관습이
명백해졌다.
그로 인해 생명의 물이 보복의 바흐람이 되었고, 이 또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파괴
되었다.
마치 거대한 뱀처럼 그의 칼이 원한의 숨을 쉬었을 때,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온 고
리가 끊어졌다.
푸른 식물처럼 그의 두뇌가 죄로 얼룩졌을 때, 현자들은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자리
를 떴다.
신의 친절에 대해 나의 내면은 부끄러워져, 무력과 함께 그의 칼을 찬양하였다.
군주께서 그 중에 무엇이든 얻는다면 좋은 것이다, 비록 생명을 노리고 있어도 매
력적이다.
이상하다! 철로 세상을 장식하고, 갈대로 신의 계시라는 정원을 장식하다니.
그 철에서 순정한 승리의 영향이, 그리고 이 갈대에서 시공간의 장식이 (생겨났다.)
이 갈대 펜과 창의 갈대를, 승리의 水原에서 자라게 하였다.
왕국의 꽃밭에 한 묘목이 있었다, 그 그림자에서 정의가 성장하였다.
봄이라는 증오의 때가 오자, 왕국의 적의 머리가 열매를 맺었다. [1344]
승리의 미풍이 과실을 떨어뜨렸다, 왕의 대오의 말발굽에 던질 금화라는 열매를.
그 상서로운 영예를 지닌 빠른 대오가 걱정하며 소식 없이 지나쳤을 때.
그곳에 이르는 것은 나의 생각에는 없었다, (나는) 행운에게 대화의 고삐를 맡겼다.
행운을 통해, 행운에게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그에게서 비
밀을 찾을 수 있었다.
상서로움은 안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 그의 분명한 승리로 인해 앞이마가 하얗게
(되었다)
그 발굽은 행운이란 기병의 지도자였고, 상서로운 현자는 승리의 안내자이다.
그의 편자의 먼지에 만일 코흘을 뿌린다면, 눈이 먼 자가 어두운 밤에 뱀의 발을
볼 것이다.
그의 인내와 능력에 대해 너는 말하였지, 재빠르게 그의 손과 발을 묶어라.
코끼리와 같은 신체, 맹수와 같은 거대함은, 아래로는 마치 홍수와 같고 위로는 구
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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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머 새와 불사조는 영예와 영광으로, 바다에서는 마치 배와 같았고 평원에서는 산
과 같았다.
때로는 천둥의 울부짖는 소리, 때로는 번개의 날뜀과 같아, 한번 질주하면 東西를
거쳤다.
그의 귀와 발굽이 끼친 손해가 때로는, 달의 얼굴과 물고기의 등 위에 나타났다.
비교하자면 그의 편자는 마치 달을 씹은 것 같으며, 태양은 1년의 길을 거쳐 물고
기에게 갔다.
그의 몸은 모두 강하였고 머리는 현명함으로 가득하였으며 한 번의 화살촉으로 귀
를 갈아버렸다.
화살촉의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비명소리와 같았다, 화살촉이 그의 얼굴에 화살의
상처를 냈다.
마음속에 말을 달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든, 생각보다 빨리 그곳을 통
과하였다.
때로는 하늘 위 처녀궁의 점들이, 보리를 뿌리는 농작물을 질투하였다.
그의 기술은 물을 운반할 때, 때로는 물병이 되었고 때로는 달의 손잡이가 되었다.
그의 등자는 온 몸이 입이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하늘에 애정의 입맞춤을 행하
였다.
고삐에게 행운의 은총을 주어 기적의 바다에 앉았다.
가죽 끈이 소망을 동반하는 행운으로, 바람을 돌보는 바다의 행운으로.
이 외에 신에 대해서 이보다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한다, 그에게 빛을 비추는 두 형
태를.
세계는 평화와 전쟁의 좋고 나쁨을 통한 그의 빛나는 은혜로 인해 밝아졌다.
그의 친절 중에 일부를 다시금 말할 수 있었다, 자비의 도움으로, 여러 진주의 구
멍을 뚫었다.
[1345] 그러나 그의 무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생명이 몸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결과를 내었다.
그의 전투는 한 순간도, 세계를 슬픔에 빠뜨리는 공포를 일으키지 않았다.
전투의 바다가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용사들은 허리띠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성한 도움으로 인해 그는 갑옷을 입었고, 웃옷으로 바그타르(Baghtar)3062)를 몸
에 입었다.
높고 낮은 피조물들의 기도가, 갑옷 대신에 그의 주변에서 고리를 이루었다.
승리의 모자와 스스로의 도우심, 위 아래로 신이 돌보셨다.
전투에서 만일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이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는 자신의 전투에서
궁핍에 내몰리지 않았다.

3062) 철로 된 인종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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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맞서는 것은 독이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전투의 날까지 시간을 낼 수 없
었다.
왕다운 안전의 행운을 적들에게 주었다, 소란의 초원을 향해 가도록.
만일 살아남았다면 뇌리에서 전투의 생각이 기회를 얻기란 불가능하였다.
(나는) 세계의 군대가 홀로 남은 것을 잡아서 운반하는 장소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맞설 수 있는가? 만일 무리들이 루스탐으로 가득 찼다면.
만일 아프라시압이라면, 만일 이스판디야르라면, 승리 가까이에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만일 여우와 사자로 예시를 들자면, 현자는 나의 머리에 100가지 단점을 제시할 것
이다.
이 전투로부터 달아남을 추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투를 일으킨 그
자의 머리를 벨 것이기 때문이다.
결실의 때에 (나는) 그 연회로 이끌릴 것이다, 세계는 힘과 세력으로 가득할 것이
다.
왕들은 봉사로 허리띠를 가운데에 (메고), 하늘 가운데로 스스로를 내던질 것이다.
창공이 모두 왕관과 모자로, 넓은 땅이 병사들로 가득하였다.
귀족과 근신 중에서 사방의 무리들, 고귀한 이들로 인해 세계의 뜰이 지치게 되었
다.
멀고 가까운 각 변경의 하킴들로 인해, 길이 동풍과 서풍을 막았다.
수많은 하늘이 세계인들의 모임을 서둘렀다, 이 도구와 수단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다.
나쁜 눈의 영혼을 불에 던졌고, 수리야(Thurīyyā)3063)는 정화를 위한 연기를 준비
하였다.
매력적인 연회의 이와 같은 정화의 연기는, 비밀을 지닌 이의 마음이었고 필요의
불길이었다.
완전한 기술과 예술을 동반하여, 행운과 성공과 승리로 들어왔다.
장인의 우두머리 중에서 경의와 안정을 갖고 주변에 출석한 자들은 굳건한 행운을
(얻었다).
[1346] 소망과 기쁨의 대담한 씨앗으로, 기쁨의 군주들이 땅에 발을 짓눌렀다.
넉넉한 행운으로, 좋은 소식을 읊었다, 그 소리가 파란 하늘을 넘어섰다.
연회의 순배자의 관대함과 희망을 사여하는 와인의 과즙이, 술잔에 희망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회를 구축하였다, 행운으로 인해 즐거움에 끝이 없었다.
신의 도움의 동료들이 있다면, 어찌 즐거움을 바라겠는가.

3063) 본래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원한 단어로 본래 태양이란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후 황소자리
의 여러 밝은 별들의 모임(성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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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술파는 자가 연회의 때에, 술을 위해 물병을 준비하였다면.
그 연회를 위해 모든 것을 뿌렸다, 하늘은 모두 별들의 알갱이였다.
장막을 지닌 승리의 훌륭한 왕궁에서, 행운과 영원으로 장막의 천을 짰다.
그 문에서 미천한 노예인 샤라프(Sharaf)3064)로부터, 그의 기도라는 화살이 과녁에
꽂혔다.
만일 화살의 깃털이 성심을 다 하고, 화살촉이 가브리엘(Rūḥ al-Amīn)3065)의 기도
에 대해 확신을 넓혀나갔다면.
신께서는 예언자의 기도의 권리로, 하산과 후세인, 자흐라와 알리(Zavj-i Batūl)에
게.
그 가문의 후예에게, 케루빔(Karrūbiyān)3066)의 기도문 암송(Tasbīḥ)과 祝聖으로.
이 정결한 믿음을 지닌 왕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어 번영이 늘어나기를 (바랐다).
그의 정의로 인해 온 세상이 장식되었고, 세계에서 나쁜 관습이 감소하였다.
백성들은 그의 훌륭함으로 인해 편해졌다, 시공간은 그의 명령 아래에 (있었다).
[1347] 3067)

3064) 저자 샤라프 알리 앗 딘 야즈디의 筆名이다.
3065)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대천사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다.
3066) 이슬람에서 케루빔은 쿠란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예언자 무함마드의 승천 등의 전승에 등장
하는데, 그는 6번째 하늘에 속해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주로 빛으로 묘사되며, 신에게 끊임
없이 '기도문 암송(Tasbīḥ)'을 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3067) 이란본Ⅱ은 저본의 콜로폰이 아니라, 이란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목록번호 65050 사본의 콜로
폰을 삽입하였는데, 이 번역본에서는 특정 콜로폰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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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존 사본 현황

부록 1은 스토리(Storey)의 카탈로그3068) 및 엘레노아 심스의 1973년 박사논문3069)을

기반으로 각국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카탈로그의 내용을 더하여, 전 세계에 있는 사본

들의 소재 및 간략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수록한 정보는 등록번호와 필사시기, 필사지

역 및 필사자, 그리고 그 외의 참고사항 등이다.

1) 이란3070)

3068) C. Storey, Persian Literature. A Bio-Bibliographical Survey. Section Ⅱ, London: Luzac
& Co., 1936.

3069) Eleanor G. Sims, The Garrett Manuscript of Zafarnama : a Study in F ifteenth Century
Timurid Patronage.

3070) 이란의 사본들에 관한 심스의 조사 내용은 현재와는 많이 다른 편이다. 이란의 사본들은 여
러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PDF 파일이 공개되어 있어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다.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국회도서관(Kitābkhāna-yi Mūzi wa Markaz Āsnād-i Majlis Shūrā-yī Islāmī, 홈페이지 : 

http://dlib.ical.ir/faces/home.jspx) 

141893071)
840AH 샤반 월 13일 

(화)3072) (1437. 2. 19)
아바르쿠흐 / 불명

앞뒤 手記, 

콜로폰 부분의 십여 개 

인장

65060
867AH 샤왈 월 26 일

(1463. 7. 12)

불명 / Muḥammad 

b. Ḥājj Ḥassan b. 

Salghur Shāh3073)

이스파한 종이3074)

Kitābkhāna-yi 'adalīh 

소장3075), 앞부분 彩飾

87773
881AH

(1476∼7)
불명 / 불명 본문 앞 메모 多 3076)

614193077) 
965AH

(1557∼8)

아바르쿠흐 / 

Ḥusayn b. Aḥmad 

al-Ḥusaynī

마지막 아랍어 한 단락 

결락

61628 
10세기AH

(1495.9∼1592.9)
불명 / 불명

770AH까지 앞부분 결락 

이스파한 紙

18629 
10세기AH초3078) 

(16c 초)
불명 / 불명 사마르칸드 紙

78435 
10세기AH

(1495.9∼1592.9)
불명 / 불명

도입부&

788AH이후 결락

본문 첫 장 彩飾 불완전

全文 테두리, 사마르칸드 

紙

62100 
11세기AH

(1592.9∼1689. 10)
불명 / 불명

앞 장의 메모 및 인장: 

1248 

AH연대기록,

http://dlib.ical.ir/faces/home.j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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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파한 紙

5421

/2603079)

1016AH

(1607-8)
시라즈 / 불명

+ 서론, 독특한 서

두3080)

13296
1027AH 라비 1월 중순

(1618. 3)

불명 / Muḥammad 

Muqīm Ja'farī

메모: 1037AH무함마드 

모센이 시라즈에서 교정. 

채식, 종이무늬, 全文 테

두리 보유

44607
12세기AH

(1689.10∼1786. 10)
불명 / 불명 앞부분 결락 (∼765AH)

55828
12세기AH

(1689.10∼1786. 10)
불명 / 불명

책의 바인딩 부분 손상 

채식과 장식, 全文 테두

리

별도의 머리말.

24022 
1219AH 사파르 월 2일

(1804. 5. 12)
불명 / 불명

독특한 서두 

채식 및 全文 테두리

76474 
1301AH

(1883-4)

불명 / Ḥassan b.

Murād 'alī 

al-Chālishuturī3081)

첫 장의 채식과 全文 테

두리

5498 시기미상 불명 / 불명

티무르 사망 전까지 기

록,

서론 앞에 별도 내용 포

함 

全文의 테두리

5518 시기미상 불명 / 불명 도입부 결락

61433 시기미상 불명 / 불명

앞부분이 다름 

“아미르 쿠레겐”이라 칭

함3082)

왕립도서관(Malik Library, 홈페이지:http://malekmuseum.org/saloon/artifact/)

1393.04.0390

2/000

890AH

(1485-6)

불명/ Shams al-Dīn 

b. Kamāl  al- dīn

채식, 

콜로폰 옆 手記3083)

1393.04.0406

8/000

10세기AH

(1495.9∼1592.9)
불명 / 불명

795AH이후 결락, 

콜로폰 옆 手記3084)

1393.04.0597

3/0003085)

10세기AH

(1495.9∼1592.9)

불명 / ‘Abd 

al-Rāīkhī Ja'far

+ 삽화 

채식 및 글자 장식, 全文 

테두리3086)

사마르칸드 紙 

1393.04.0391

7/000

11세기AH

(1592.9∼1689. 10)

불명 / Muḥammad 

Yūsuf WālAH

Iṣfahānī3087)

앞·뒤에 다른 내용 첨가, 

본문 첫 장 글씨 장식, 

全文 테두리

1393.04.0402

7/003

12세기AH

(1689.10∼1786. 10)
불명 / 불명 앞부분에 다른 서론3088)

- 테헤란 대학교 도서관3089)

6505 (1500년 경) 불명 / 불명

197-8 (16c) 불명 / 불명

http://malekmuseum.org/saloon/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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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16c) 불명 / 불명

- 쿠두시라자비 도서관(Kitābkhāna-yi dījītāl-i Āstān-i Qudus-i razavī, 홈페이지 : 

https://digital.aqr.ir/newindex.aspx)

12064
893AH

(1487-8)
불명 / 불명

4143
922AH

(1516-7)

불명 / Aḥmad b. 

Muḥammad3090)

Sulṭān Muḥammad 

Bahādur Khan에 헌상

266 (4254) 
936AH 라비 Ⅱ월 5일

(1529. 12. 6)
불명 / 불명

267 (4253)
10세기AH

(1495.9∼1592.9)
시라즈 / 불명

268 

(4256)3091)

10세기AH

(1495.9∼1592.9)
불명 / 불명

15007
10세기AH

(1495.9∼1592.9)
불명 / 불명

4255
11세기AH

(1592.9∼1689. 10)
불명 / Ḥusayn 'Alī

15997 (15c 후반) 불명 / 불명 +삽화 1개

8392 불명 / 불명

- 골레스탄 도서관

12286/1354
935AH

(1528-9)

불명 / Sulṭān 

Muḥammad Nūr3092)

비흐자드 삽화

Mīr 'Azud Bukhārī 彩

飾3093)

MS 2178 (16세기 중반) 불명 / 불명 +삽화

- 공공도서관 (Kitābkhāna-yi Milī, 홈페이지 : dl.nlai.ir)3094)

1097430 시기미상 불명 / 불명

1224381 시기미상 불명 / 불명
할릴술탄에 대한 기록 

중간부터 결락3095)

813879 시기미상 불명 / 불명 채식, 표지 금박장식

815038 시기미상 불명 / 불명
도입부 일부 & 마지막 

시구 일부 결락

812905
1282AH

(1865-6)
불명 / 불명

뒷부분에 다른 내용첨

가3096)

2274475 시기미상 불명 / 불명
도입부 일부 결락 / 

805AH∼ 결락

기록번호

5-38244 
시기미상 불명 / 불명

2246704 시기미상 불명 / 불명

813879 시기미상 불명 / 불명

2286905 시기미상 불명 / 불명 806AH이후 결락

5-11155 시기미상 불명 / 불명

2787852
초 필사 : 979AH 샤왈 

월 중순 (1572. 2)

불명 / ‘Alī b. 

Muḥammad b.
이란본Ⅱ의 底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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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840AH에 시라즈 혹은 아바르쿠흐에서 필사된 사본은 현재 4개가 발견되었는데 (빈바쉬는
심스가 테헤란 국회도서관에 있었다고 언급한 등록번호 36872번 사본과 현재 국회도서관의
14189번 사본을 다른 것으로 계산하여, 이스탄불 술래이마니에 도서관 사본 및 타슈켄트 4472
번 사본까지 4개로 계산하였다(İlker Evrim Binbaş, Sharaf al-Din 'Ali Yazdi (ca.
770s-858/ca. 1370s-1454): P rophecy, politics, and historiography in late medieval
Islamic history, (PhD diss.), p..302). 바르톨드는 이 시점에 야즈디 『勝戰記』에 대한 대량
의 필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사본과 타슈켄트 사본은 모두 타 사본과 달리
본문이 끝난 다음 “이 위대한 승리의 책이 끝을 맺었다.”(Tamām shud Kitāb-i Futuḥ nāma-yi
Mu'āyūn)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아직 『勝戰記』의 제목이 ‘자파르나마(Ẓafar
Nāma)’로 확정되기 전에 필사된 사본의 특징을 보여준다.

3072) 연대가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073) 살구르 샤라는 이름은 티무르 조가 멸망시켰던 시라즈의 투르크멘 아타벡 왕조의 군주를 연
상시킨다. 이 왕조의 군주 중 하나였던 살구르 샤는 1262년 경 재위하였으므로 그의 손자가
200년 후에 생존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한편 1475-1505년 사이에 호르무즈에 자
리하였던 또 다른 살구르 샤가 있는데, 이 사본이 필사된 시점인 867AH(1462-3년)에 호르무즈
살구르 샤의 손자가 사본을 필사할 정도로 장성하였을 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름 뒤에 계보
를 적을 때, 모든 계보를 적기 보다는 유명한 조상의 이름만 간추려서 적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살구르 샤’는 13세기의 살구르 샤일 가능성이 더 크다(Valeria Piacentini Fiornan, "Salghur
Shah, Malik of Hormuz," Revisiting Hormuz: Portuguese Interactions in the Persian Gulf
Region in the Early Modern Period, ed. by D. Couto, Harrassowitz Verlag, 2008, pp.7-11).

3074) 이슬람권의 여러 사본들은 종이의 제작 소재지로도 구분되곤 하는데, 예를 들면 Isfahani,
Baghdadi, Halabi, Mesri, Samarkandi, Dowlat Abadi, Shami, Charta Damascena 등이다. 그 중
에서 사마르칸드 종이가 중국의 제지기술을 직접 받아들여, 이슬람권 내에서 제작된 종이들 중
에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질이 좋기로도 유명하다. 즉 재질을 보면 종이의 제작 지역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마르칸드 종이의 특징은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하얀 색으로, 잉크의
퍼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바이순구르는 쿠란을 필사할 때 무조건 사마르칸드 종이
로 제작해야 한다고 명할 정도였다. 다만 사마르칸드에 주로 거주하지 않았던 그가 사마르칸드
종이를 공수하여 쿠란을 제작한 것과 같이, 본문의 사마르칸드 종이로 제작된 사본 역시 필사
장소는 사마르칸드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마르칸드 종이 = 필사장소가 사마르칸드 라
는 수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사본 중에 이스파한 종이를 쓴 것도 종종
보이는데, 이스파한 종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이징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지 공정의 건조
말기에 페이퍼 웹은 녹말 기반의 용액을 사용하여 재 습윤 되는데, 이 과정을 사이징(Āhār)이
라고 한다. 이 사본의 종이는 이스파한 설탕이 사이징 되어 뭉쳐있다고 한다.

3075) 나디르 샤의 도서관이다. 본문 첫 장 윗부분에 ‘1189AH(1775-6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나
디르 샤는 1747년에 사망하였으나 그가 건국한 아프샤르 조가 이어졌으므로, 아프샤르 조의 도
서관에 본 사본이 구비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076) 본문 앞장에 여러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902AH(1496-7년)에 칸다하르에서’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본은 필사된 지 약 20년 후 칸다하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필사 : 1227AH(1812)

Shams al-Dīn ’Alī 

al-Karītī al-Ṭabasī

불명 / ‘Muḥammad 

bāqar b. 

Muḥammad Naṣīr

al-Turshīzī

814242 시기미상 불명 / 불명

1147370 시기미상 불명 /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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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이 사본의 첫 장 하단에 카라코윤루의 ‘자한샤가 피르부다크(Pīrbūdāq)에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한다. 피르부다크는 파르스와 바그다드를 통치하였던 카라코윤루의 왕자이다. 야즈디는
사망 2년 전인 1452년에 그를 위해 시를 헌상한 적이 있다.

3078) 이 사본의 첫 번째 내지에는 두 개의 메모가 있다. 위의 메모에는 기도문이 쓰여 있고, ‘Dar
Tārīkh...'라는 부분에서 메모가 끊겨있다. 그러나 아래의 메모에는 정확한 날짜가 쓰여 있는데,
'979AH, 양의 해, 라비 알 아왈 월에(1571년 7-8월)'라고 되어 있다. 이 사본의 콜로폰이 중간
에 끊겨 있어 정확한 필사연도를 알 수 없지만, 이 메모는 구득한 소유주의 메모로 보인다. 소
유주의 이름은 위의 것은 ’MRĪ'R BKM‘(轉字)이며, 아래의 것은 바얀다르 칸(Bāyandar Khān)
이다.

3079) C. Storey, Persian Literature. A Bio-Bibliographical Survey. Section Ⅱ, p.286.
3080) 몇몇 사본에서 볼 수 있는 ‘끝없는 감사와 찬사(Ḥamd wa Sepās-i bīqīyās...)’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이 부분은 역사의 정돈과 서술에 대한 적절한
細目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류의 사본들은 앞부분이 이란의 두 출판본 및 타슈켄트본과는
다르며, ‘아미르 카즈간의 출사’부분부터는 동일하다. 이와 동일한 서두를 지닌 사본은 동일 도
서관 소장 24022 (1219AH/1804-5) 사본과, 인도 MS Kolkata Asiatic Society of Bengal D 237
(885AH/1480-1) 사본 등이 있다.

3081) 이스파한 출신의 서예가. 이스파한 주 샤흐레코르드 철레쇼토리 출신의 하산 철레쇼토리는
이스파한의 유력 유목 가문 중에 하나인 리야히(Rīyāḥī) 가문의 명을 받아 이 사본을 작성하였
는데, 그에게 필사 명령을 내린 아흐마드 리야히는 그의 필사본에 볼펜으로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다.

3082) 이 사본은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에 『勝戰記』라 되어 있고 아미르 후세인과의 연합부터 이
야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칭호가 우선 ‘아미르 티무르 쿠레겐’이지 사힙키란이 아니며, 그
내용도 『勝戰記』와 크게 다른 편이다.

3083) 책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메모도 있지만, 이 책의 행보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른 메모는 ‘1278AH무하람 월 19일에 ..... 취하였다.’ 라는 문구이다. 그
옆의 메모에는 1300AH(1882-3)과 1319AH(1901-2)이라는 년도가 등장하는데, 이 사본의 소유주
가 해당 연도에 이 사본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3084) 히즈라력 13세기의 연대 몇 개가 (1255AH, 1235AH, 1223AH등)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하
나의 메모는 ‘이 책은 ,,, 칸 이스학이 1223AH(1808-9년) ...월, (즉) ,,,,에 도시 마슈하드에서 ....
하였다.’라는 문구가 있다. 네모, 혹은 동그란 모양의 서로 다른 인장들이 찍혀 있다. 어떤 인장
위에는 ‘책의 주인’이라는 메모가 있다.

3085) 심스는 이 도서관의 사본을 이 사본 1가지만 열거하였는데, 1560년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한
다.

3086) 이 사본의 장식적 요소는 극히 화려한 편이다. 다만 콜로폰에 필사 연대나 필사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대를 알 수는 없으나, 콜로폰 자리에 압둘 라이히 자파르(‘Abd
al-Rāīkhī Ja'far)라는 문구를 담은 인장이 찍혀있어 그가 필사자인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3087) 17세기 사파비 조의 시인이자 역사가,
3088) 서두에 ‘신의 이름으로..’ 와 함께 시작되는 부분의 내용이 일반적인 서두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검은 색의 다른 글과는 다르게 붉은 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장절의 이름이 아니라 부주르
그 미흐르 하킴(Būẕurj-mihr ḥakīm)이라는 인명이다. 이 이름은 사산조의 군주 카부드 1세의
재상으로 유명한데, 이후로도 줄곧 인명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본이 사파비조에 기록되었으므로
사파비 시기의 어떤 보조르그메흐르 하킴에게 바쳐진 사본이라 추정된다.

3089) 심스의 언급에 따랐다.
3090) 이 사본은 야즈디의 또 다른 사서, 샤루흐의 생애에 관한 ‘두 번째 에세이’(Maqāla-yi Thānī)
와 합본인 상태이다.

3091) 여기까지가 심스가 밝힌 사본이다.
3092) 두스트 무함마드(Dust Muḥammad)라는 인물이 사파비조 타흐마스프 1세의 형제인 바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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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

미르자(Bahrām Mirza)를 위해 제작한 서체와 삽화를 위한 앨범(Istanbul Topkapi Sarayi
Müzesi H2154)의 서론(Dībācha)에 의하면 이 필사가는 나스크탈릭 체의 유명한 필사가로서, 마
울라나 무인 앗 딘 와이즈(Mawlana Mu’in al-Dīn Wa’iz)의 제자라고 한다. 전술한 서론의 번역
및 역주를 담당한 쌕스턴(Thackston)은 그가 활동한 기간이 912∼957AH(1506-1550년)이라 하
였으므로, 이 사본은 그의 활동기간 중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사본 중에 하나이다(Wheeler M.
Thackston, “The Bahram Mirza Album Preface by Dost-Muhammad,” Album P refaces and
Other Documents on the H istory of Calligraphers and Painters, Leiden and Boston: Brill,
2014, p.10).

3093) 전형적인 16세기 彩飾형태라고 한다(Eleanor G. Sims, The Garrett Manuscript of
Zafarnama : a Study in F ifteenth Century Timurid Patronage, (Ph.D diss.), p.115). 그
러나 멜빌은 이 사본이 헤라트와 타브리즈에서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본 사본의 삽화가가 헤라
트 유파(Herat School)의 비흐자드(Bihzād)로, 티무르 조 멸망 이후 타브리즈의 타흐마스프 어
전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Charles Melville, “Visua 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p.85).

3094) 심스는 이 도서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곳에도 사본이 존재한다.
3095) 이 사본의 본문 앞에도 여러 메모와 인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 책이 어떤 책이며,
소유주가 언제 어디에서 이 책을 얻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중에 좌측 상단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은 티무르의 역사에 관한 책이며, ‘1243AH 둘 히자 월(1828년 6-7월)에 셰이흐 알 물룩 ....
가...’ 라는 문구가 있다. 장식적인 요소는 전혀 없으나 본문 내에도 메모가 많은 편이다.

3096) 겉표지에 1322AH(1904-5년)이라는 또 다른 연대가 표시되어 있다.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슐레이마니에(Süleymaniyyah) 도서관

Kara

çelebezade 

2753097)

840AH 사파르 월 17일

(1436. 8. 31)
아바르쿠흐 / 불명

Esad Efend

i3098) 2370

854AH 둘 히자 월 (금) 

(1451. 1∼2)
불명 / 불명

Fatih 4426
875AH 라잡 월 1일

(1470. 12. 24)
불명 / 불명 Tauer 399

Aya Sofya K. 

3029

889AH 라비 Ⅱ월 20일

(1484. 5. 17)

불명 / Yakrūz b. 

Khzrshāh
Tauer 401

Fatih 4425/2
891AH 라마단 월 15일

(1486. 9. 14)
불명 / 불명 Tauer 384

Aya Sofya 0. 

3031

940AH 사파르 월 10일

(1533. 8. 31)
시라즈 / 불명 Tauer 404

Fatih 4427
974AH 주마다 I월 20

(1566. 12. 3)

이집트 / ‘Abdullah

al-Ma'rūf al-Ḥaṣārī
Tauer 405

Lala Isma'il 

359

974AH 둘 히자 월 1일

(1567. 6. 9)
불명 / 불명 Tauer 385

Aya Solya 0. 

3028

10세기AH

(1495. 9 ∼ 1592. 9)
불명 / 불명 Tauer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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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3097) 17세기 오스만의 과학자이자 저술가.
3098) 18-9세기 역사가이자 술탄 마흐무드 2세의 어전 사가.
3099) 필사 시기와 필사자를 고려해보았을 때 1470년대 시라즈의 아크코윤루 군주 술탄 할릴 작업

' U m ū m ī y e 

4975

10세기AH

(1495. 9 ∼ 1592. 9)
불명 / 불명 Tauer 386

Fatih 4428
1088AH?

(1677∼1678)

불명 / Aḥmad 

al-Ḥāfiz al-Bīkhī
Tauer 410

Laleli 2004 
11세기AH

(1592. 9 ∼ 1689. 10)
불명 / 불명

질 X????

Tauer 413

Esad Efendi 

2369

11세기AH

(1592. 9 ∼ 1689, 10)

지역 / 인명 규칙적

으로

뒷부분결락

Tauer 411

- 누르-오스마니예(Nurosmaniye) 박물관

Nūr-i 

' O ṣ m ā n ī y e 

3266

873AH

(1468-9년)

‘Abd al-Raḥman b. 

Muḥammad3099)
Tauer 398

Nūr-i 

' O ṣ m ā n ī y e 

3136 

917AH 라비 I월 3일

(1511. 5. 31)
불명 / 불명 Tauer 403

Nūr-i 

' O ṣ m ā n ī y e 

3394

991AH 라잡 월

(1583. 7 ∼ 8)
불명 / Hāshim Tauer 407

Nūr-i 

' O ṣ m ā n ī y e 

3103

11cAH

(1592. 9 ∼ 1689. 10)
불명 / 불명

Tauer 412

초반 47p

- 톱카프 궁전 박물관 (온라인 : https://topkapisarayi.gov.tr/en/manuscripts)

TSMK H. 1412
857AH

(1453-4년)

불명 / Şirazda 

Aḥmad b. Maḥmūd 

'Izz al-din al-Cincī

Revān 1522

(TSMK R.

 1522)

884AH 샤반3100) 월 

(1479. 10 ∼ 11)

불명 / ‘Imād al-Dīn 

al-Mazhab3101)

 Tauer 400 

+ 삽화 2개

Hazine 1370

(TSMK H.

 1370)

932AH

(1525∼6년)

불명 / Murshid al- 

Katib al-Shirazi3102)

+ 삽화(타브리즈적 특

징)

앞부분 결락

TSMK B. 281 (서력 1550년) 불명 / 불명 투르크어

TSMK H. 1411 시기미상 불명 / 불명 서두가 타 판본과 다름

TSMK H. 1414
1120AH

(1708-9년)

불명 / Ismā'īl b. 

al-Ḫvāca Ḥasan 

Maṭaracī-zāde

투르크와 이슬람 예술 박물관(Turk ve Islam Eserleri Muzesi)

TIEM 1964 
891AH

(1486-7년)

헤라트·시라즈 /

H a m d a l l A H b . 

Shaykh Murshid 

al-Katib

+ 삽화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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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있었던 압둘라힘 호라즈미의 부친 압둘라흐만 호라즈미로 볼 수 있다. 그가 남긴 여러 사
본들의 콜로폰을 보면 활동 초기에는 티무르조에 있었고, 활동 후기에는 카라코윤루의 작업장
에 있었다. 그의 아들 압둘라힘의 경우 활동 초기에는 아크코윤루의 작업장에, 후기에는 사파비
의 작업장에 있었다고 한다. 이 필사본의 필사 시기는 1468-9년으로, 카라코윤루가 멸망한 해이
다(Lâleh Uluç, Turkman Governors, Shiraz Artisans and Ottoman Collectors. Sixteenth
Century Shiraz Manuscripts. Istanbul: Türkiye Bankası, 2006. p.63).

3100) 온라인 카탈로그에는 1749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3101) 멜빌은 이 사본의 필사자가 이마드 앗 딘이라고 보았다(Charles Melville, “Visua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p.85).

3102) 16세기 초반 사파비조의 시라즈에서 활동한 필사가. 이 필사가의 필사본은 터키 톱카프 도서
관의 Hazine 1370(필사시기 932AH/1525-6), 영국 대영박물관의 Or. 1359(필사시기
959AH/1551-2) 및 Add. 7635(필사시기 929AH/1522-3), 인도 India Office Library 175(필사시
기 939AH/1532-3), 독일 뮌헨 Museum für Völkerkunde(필사시기 953AH/1546-7), 러시아 레닌
그라드 도서관 Dorn 293(필사시기 953AH/1546-7) 사본 등이다. 게다가 그의 부친으로 추정되
는 함두릴라 이븐 셰이흐 무르시드 알 카팁(HamdallAHb. Shaykh Murshid al-Katib)의 필사본
또한 터키 ‘투르크와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 소장(TIEM 1964)되어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필
사가 6개가 발견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모든 사본들이 彩飾 및 삽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의 사본에 있는 삽화들은 대체로 16세기 시라즈 양식을 따르고 있
으므로, 필사시기와 삽화 제작시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J. Aubin, “Le mécénat timouride
à Chiraz,” Stud. Isl. 8, 1957, pp.71-88). 본문에서 조사된 필사본 중에 21개만이 삽화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동일한 필사가의 작품인 셈이다.

3103) 이 사본의 삽화는 1510-30년 사이에 그려져, 필사시기와 다소 다르다고 한다(Selin Ugur,
“The Illustrated Zafarnama Tradition: The Case of the TİEM Zafarnama," (MS thesis),
Hacettepe University, 2007; Charles Melville, “Visua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p.85에서 재인용). 삽화 중에 일부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심스에 의하
면 터키에서는 19세기 말까지 ‘Yildiz Palace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가, 1943년경 미국 박물관
에 나타났다고 한다.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캘커타 (MS Kolkata Asiatic Society of Bengal)3104)

D 237

(Ivanow 72)

885AH

(1480-1)

불명 / Ja'far b. 

Amīr 'Alī Khwīrizmī

+ 독특한 서두3105)  

서론 없음.

D. 238

(Ivanow 73)

935AH

(1528-9)

부하라 /

'Abdu'l-Latīf b. 

'Abd al-Salām 

Tabrīzī)

D 235

(Ivanow 74)

1055AH

(1645-6)
불명 / 불명

D 234

(Ivanow 75)

1102AH

(1690-1)
불명 / Bahā al-Dīn

D 226 

(Ivanow 76)

11-12세기AH

(1592.9∼1786. 10)
불명 / 불명 약간의 결락

D 236

(Ivanow 77)

12세기AH

(1689.10∼1786. 10)
불명 / 불명

D 333 12세기AH 불명 / 불명 뒷부분 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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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now 78) (1689.10∼1786. 10)

두 권 구성,

시작부분에 

별도의 문구

D 233

(Ivanow 79)

12-13세기AH

(1689.10∼1883.10)
불명 / 불명 뒷부분 결락

Oa 26

(Ivanow 80)

1084AH3106)

(1673-4)

불명 / Shams 

al-Dīn Muḥammad 

Shūshtarī

Firūz-abādī al-Dār

al-Salāmī

+ 서론

Curzon 17 (16세기) 불명 / 불명

- India Office Library3107)

Ethe 173
1051AH 라마단 월 20일

(1641. 12. 23)
불명/ Naṣrullāh3108) 

+ 서론 

(1054AH/ 1644-5) / 

+ 삽화3109) 

소유주인장 :

1138AH 

(1725-6)

Ethe 174
901AH 라마단 월 18일

(1496. 5. 31)

불명 / Sayyid 'Alī 

b. Kamāl al-Karbālī

Ethe 175
939AH 라마단 월 5일

(1533. 5. 31)
시라즈 / 무르시드 

+ 삽화3110) 

타 필체 목차

Ethe 176
970AH 라마단 월 25일

(1563. 5. 18)

불명 / Pīr 

Muḥammad b.

Ḥassan

Ethe 177
982AH 라잡 월 8일

(1574. 10. 24)

불명 / Hājī Khzr b. 

Sulaimān b. 

Hājī Khzr Kuraishī

Ethe 178
997AH 주마다 Ⅱ월

(1589. 4-5)
불명 / 불명

Ethe 179
1007AH 주마다 Ⅱ월

(1598. 12- 1599. 1)

부하라 Bākharz /

Muḥammad 

al-Kātib)

손상 多

Ethe 180

본문은 오래된 사본으로 

보이나 정확한 날짜는 

기록 없음.

불명 / 불명

1145AH 샤반 월 24일 

/ 

1733. 2. 9에 작성한 

목차

자세한 초록

Ethe 181 시기미상 불명 / 불명

Ethe 182 시기미상 불명 / 불명

Ethe 183 시기미상 불명 / 불명

Ethe 184 999AH (1590-1) 불명 / 불명 손상 多

Ethe 185 시기미상 불명 / 불명 손상 多

Ethe 186 1007AH 라비 Ⅱ월 7일 불명 / 불명 손상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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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즈베키스탄

5) 아프가니스탄

6) 파키스탄

3104) V. Ivranov, Concise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Persian Manuscripts in the Collection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Calcutta: 1924. pp. 23-5.

3105) 이는 야즈디에 대한 짧은 전기 내용 및 10장 정도의 서론 (자항기르 나마가 아닌) 이다. 앞
서 이란의 두 사본, 이란 국회도서관 5421, 24022 사본의 서두와 동일하다.

3106) 이 내용은 이 사본에 포함된 서론-본론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다.
3107) H. Ethe, Catalogue of Persian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India Office. Oxford :
Library of the India Office, 1903-1907, pp.78-80; p.1532.

3108) 인도 신드 주의 필사가.
3109) 심스는 137사본이라 하였으나 해당 도서관의 137번 사본은 『勝戰記』가 아니다.
3110) 사파비 시라즈의 전형적인 꽃 장식과 아라베스크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사본이다(Eleanor
G. Sims, The Garrett Manuscript of Zafarnama : a Study in F ifteenth Century
Timurid Patronage, (Ph.D diss.), p.121). Storey에 의하면 30개의 훌륭한 삽화라고 한다(C.
Storey, Persian Literature. A Bio- Bibliographical Survey. Section Ⅱ, p. 285).

3111) UNESCO Office in Tashkent,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bu
Rayhan Al-Biruni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he Treasury of oriental manuscripts, 2012.

3112) Charles Melville, “Visua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p. 85.

(1598. 11. 7)

18세기 동인도회사 총

독 Sir Barry Close 수

집

Ethe 2831
1026AH 라비Ⅰ월 7일

(1617. 3. 15)
불명 / 불명 + 삽화

Ethe 2832 시기미상 불명 / 불명

- 소재 미상

Bankiour 512 (17세기) 불명 / 불명

Bihar 46 (18세기) 불명 / 불명

Madras 2개 불명 / 불명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타슈켄트 동방학연구소(Oriental Institute)3111)

1472 (4472?) 840AH (1436-7) 시라즈 추정 / 불명

+ 1629년 사마르칸

트3112)에서 작성된 삽

화

3340 15세기 초 헤라트 / 불명 + 삽화

- 소재 미상

Chanykov 74 + 서론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카불 왕의 도서관(King's Library)

(1564년) 시라즈 / 불명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라호르 펀잡 대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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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

3113) Edgar Blochet, Catalogue des manuscrits persans 1, Paris: Imprimerie Nationale, 1905, p.
288.

3114) 이 사본의 첫 장은 붙어있는 두 장의 종이로 되어있는데, 가려진 부분을 읽어보면 919AH 둘
히자 월(1514년 1-2월)에 아그라 성채에서 기록되었다는 메모가 적혀있다. 시기상 티무르 조의
본토를 잃고 남하하던 무굴 제국의 시조인 바부르, 즉 중앙아시아에서 남하한 티무르 조의 잔
존 세력이 인도에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 남긴 필사본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부근에 두 명의

(18세기)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국립문서고((Bibliotheque Nationale, 홈페이지 https://archivesetmanuscrits.bnf.fr) 

Persan 71

(Blochet, 455)

849AH 라마단 월 5일

(1445. 12. 4)
아바르쿠흐 / 불명

Persan 70

(Blochet, 456)

901AH 사파르 월

(1495. 10.∼11.)

불명 / Sidi Ali b. 

Kimal Karbalaī3113)

Suppléement 

persan 212

(Blochet, 459)

981 AH 둘 히자 월 중

순 (1574. 3.-4.)
불명 / 불명

1776년 J. B. Gentil이 

인도에서 프랑스로 운

반

Suppléement 

persan 213

(Blochet, 457)

919 AH 둘 히자 월3114) 

(1514. 1.-2.)
아그라 인도>프랑스

S u p p l é m e n t 

persan 214

(Blochet, 462)

1036 AH 무하람 월 4일

(1626. 9. 24.)

불명 / Mohammed 

Arab3115)

서론+勝戰記+ 타 사료 

이란>프랑스3116)

Suppléement 

persan 215

(Blochet, 461)

(17세기 추정) 불명 / 불명

19세기초 

Jean-Louis Asselin 

de Cherville3117) 컬렉

션

Suppléement 

persan 216

(Blochet, 463)

1100AH 라비 Ⅱ 월 21

일 월요일

(1689. 2. 11.)

불명 / 불명

1201AH(1786-7) 소유

주 칸바르 알리, 

1802년 Pierre de 

Brueys 컬렉션.

Suppléement 

1367

(Blochet, 458)

(16세기) 불명 / 불명

이하 온라인 카탈로그

에는 없고 브로쳇(E. 

Blochet)의 카탈로그에 

있음

Ancient Fonds 

72
(16세기 후반) 불명 / 불명

Suppléement 

1811

Blochet 2314

(1440년) 이란 서부 / 불명

Suppléement 

1855

Blochet 2315

(15세기 중반) 불명 / 불명

Suppléement 

1856

Blochet 2316

(18세기 후반) 불명 /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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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국

인도 지도자들의 인장이 찍혀있다. 그 후에 18세기 경 인도에서 프랑스로 반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115) Edgar Blochet, Catalogue des manuscrits persans 1, p.289.
3116) 1840-1년경 이란의 관리가 프랑스 해군사령관 ‘De Sercey’의 사신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
다.

3117) 주로 이집트에서 활동한 프랑스 오리엔탈리스트이다.
3118) 그러나 fihrist.org.uk의 검색결과에 따르면 사본번호 121이다.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옥스퍼드 Bodleian Library

Ethé 153

(Ouseley 263)

852AH 샤반 월 10일 아

침 (1448. 10. 8.)
아바르쿠흐 / 불명

Ethé 154번

(Hunt 160)

886AH 주마다Ⅰ월 9일

(1481. 7. 5.)

불명 / Hājī Ḥassan 

b. Muzafar 

al-Sharīf

Ethé 155번

(Fraser

122 )3118)

1105AH 주마다 Ⅱ월 1

일

(1694. 1. 27.)

불명 / 불명

Ethé 156번 

(BODL. 302)

1151AH 주마다Ⅰ월 17

일 

(1738. 9. 1)

불명 / 불명

영국 관료를

위해 필사

+ 서론

Ethé 157번

(Elliot 345)
(1560년) 시라즈 / 불명

앞부분 결락

+삽화 1개

Ethé 158번

(Ouseley

323-4)

시기미상 불명 / 불명

Digby3119) Or.

263
(17세기)

불명 / ‘Ali b. Jalal 

al-Din al-Jandaqi)
+삽화

-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Cambridge University Library)3120)

Nos. 67

Oo. 6.14 

(vol. 1)

시기미상 불명 / 불명

Nos. 68

Oo. 6.15 

(vol. 2)

903AH 무하람 월 7일

(1497. 9. 4)

불명 / Aḥmad b. 

Hājī Muḥammad 

al-Sakākī

뒷부분

결락3121)

Suppt. 847 (1774년) 불명 / 불명 Christ's

Coll. H. 6

Houtum-Schin

dler 18

(15세기) 불명 / 불명
첫/마지막장

결락

- 이튼 칼리지 도서관(Library of Eton College)

179 / Eton

Pote 2773122)

877AH 샤반 월 5일

(1473. 1. 4.)
헤라트 / 불명

여러 인장 보유 : 무굴 

조 샤자한의 굴람 이스

마일의

1049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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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40)인장이 있

다.

- 왕립 아세아 학회 (Royal Asiatic Society)3123)

Foll. 262

(RAS

Persian 94)

Morley 92

891 AH 라비 알 싸니 

후반 월요일

(1486. 4. 24.)

오스만제국 / 불명

오스만인들의 手

記3124), 

오스만을 여행한 영국 

제독 Thomas 

Gordon이 

1841년 수집

Foll. 302

(RAS

Persian 95)

Morley 93

1011AH 라비 Ⅱ 월 11

일 

(1602. 9. 27.)

불명 / Sayyid 

Nasrullah

- 일부 페이지 잘못된 

위치 / 

-『勝戰記』 외 타 글 

포함 - ‘아우랑제브 파

디샤’ 및 몇몇 소장가

들의 이름 기록3125) 

- 영국 정치가 Sir. 

Alexander Malet Bart

에 의해 수집3126)

RAS Persian 

94A 

1096 AH 샤왈 월 22일

(1685. 9. 20)

불명 / Shihāb 

al-Dīn  al-Ḥusaynī

*서론에는 Shamakh

i3127) 라는 콜로폰.

-시르반의 ‘Alī 

Qūlī Khān 

Beglarbegi의 굴람인 

Bīhrūz 구매 메모3128) 

- 20세기 이란 출신 

학자 Agha Mirza 

Muhammad

Khan

Bahadur가 1924년에 

왕립 아세아 학회에 제

공

- 대영박물관3129)

Add, 25024 

(Foll. 758)
(15세기) 헤라트 / 불명

Add. 6538 

(Foll. 496)
(15세기) 불명 / 불명 +서론 (17세기)

Add. 18406 

(Foll. 540)
(17세기) 불명 / 불명

+서론

(1077AH 라마단 월)

Add. 26192 

(Foll. 344)
(15세기)3130)

시라즈3131) / 

Muḥammad b. 'Alī 

al-Sulṭānī3132)

앞 세 페이지: 다른 필

사가

Add. 26193 

(Foll. 352)
(15세기 말∼16세기 초) 불명 / 불명

마지막페이지: 다른 필

사가

Add. 27239 

(Foll 462)

(15세기)

* 앞의 10장은 16세기에 

필사.

불명 / 불명

- 뒷부분 다른 글 삽

입3133)/ 

- 인도 동남해안 

Carnatic 관료의 인장 

: 이것을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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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onald 

Kinneir에 선물

Add. 7636 

(Foll. 274)

909AH 샤왈 월

(1504. 3.-4.) 
헤라트 / 불명

- 앞장 결락

- 현대 필체 서론.

Add. 7635 

(Foll. 614)

929AH 라잡 월

(1523. 5.-6.)

시라즈 / Murshid 

al- Katib al-Shirazi

+ 삽화3134) : 페르시아 

St

Or. 1359 

(Foll. 514)

959 AH 라비 알 아왈 

월 

(1552. 2.-3.)

시라즈 / 

1. Murshid al- 

Katib al-Shirazi

2. Ḥassan 

al-Sharīf al-Katib

+ 삽화

Or. 1052 

(Foll. 333)

1009 AH

(1600-1)

Ahmadabad3135) /

불명
+ 삽화

Add. 27240

(Foll. 484)
(17세기) 불명 / 불명

파르스 총독 Ḥassan

Khān Kājār 인장

(1220AH)

Add. 18806 

(Foll. 518)
(17세기?) 불명 / 불명

Add. 6537

(Foll. 442)
(18세기?) 불명 / 불명

- 인도 스타일 서체

: ‘찰스 해밀튼’이란 이

름과 1776년이라는 기

록

Add. 23519

(Foll. 246)
(18세기 추정) 불명 / 불명

첫 페이지에 

1140,1215AH, 

Muḥammad 

'Abd al-

Ḥusayn Khān이라는 

인장.

Add. 5628

(Foll. 175)

851AH

(1447-8)
불명 / 불명 후반부 1/4만 수록

Or. 1727 (15세기) 불명 / 불명

Or. 1611

(15세기)

뒤의 두 장, 후대의 필

사

불명 / 불명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 도서관(Edinburgh University Library)

Ethe 73 

(Fols. 632)

9세기AH 

(1398.9. ∼ 1495. 9.)
불명 / 불명

술탄 무함마드 미르자 

사파비3136)에 헌상

Ethe 74 

(Fols. 483)3137)
1090AH (1679-80) 불명 / 불명

Ethe 194 

(Fols. 53), 

9세기AH

(1398.9. ∼ 1495. 9.)
불명 / 불명

Ethe 195 

(Fols. 478)3138)
1076AH (1665-6) 불명 / 불명

- 맨체스터 대학 (The John Rylands Library)3139)

Persian MS 

829

907AH

(1501-2)
불명 / 불명

심스 기록3140)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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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4448)
3119) 이 사본의 수집가인 사이먼 디그바이(Simon Digby)는 무굴 제국에 정통한 오리엔탈리스트
학자이자 수집가였다.

3120) E. G. Browne, A Catalogue of the Persian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1896, pp.143-4.

3121) 이 사본은 샤루흐를 사마르칸드로 파견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부인과 첩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3122) 이 사본은 ‘Pote Collection’의 일부로 1790년 인도에서 영국으로 옮겨져 이튼 도서관에 소장
되게 되었다.

3123) W. H. Morley, A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H istorical MSS in the Arabic and
Persian Languages, Preserved in the Library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London: 1854, pp. 94-5.

3124) 첫 장에는 왈리 에펜디자데(Wali Effendi-zadah)의 Katkhuda, ‘Pir 'Uthman b. Muhammad
Sa'id’의 소유물이라는 메모, 두 번째 장에는 'Abd al-Wahhab b. 'Abd al-Rahman‘의 구매에
관한 내용, 또 다른 메모는 부르사의 카디 ’Abd al-Rahim‘의 구매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11AH(1602-3년)에 ’Muhammad, Wahy-zada‘의 구매에 관한 내용이 수록. 표지에 아랍어, 페
르시아어, 투르크어로 된 시구들이 기록. 한편 이 책의 가격이 1000Aqchahs라는 기록도 있는데,
Aqchahs(Akçe)가 오스만의 은화로 1327-1687년까지 통용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 사본이 오스만

(Lindesiana) Forbes 소장품3141)

Persian MS 

166
시기미상 불명 / 불명

Nathaniel Bland3142)기

증

Persian MS 

167
시기미상 불명 / 불명 위와 동일

Persian MS 

226  

1143AH

(1730-1)
불명 / 불명 위와 동일

Persian MS 

372
시기미상 불명 / 불명

19C 인도에서 복무한 

George W.

Hamilton소장

Persian MS 

828 
1600 불명 / 불명

+ 17세기 무갈조 역사

서 ‘자항기르 사’

Persian MS

830
1500 불명 / 불명

Duncan

Forbes소장품

Persian MS

899
시기미상 불명 / 불명

224 시기미상 불명 / 불명

245 시기미상 불명 / 불명

- 브리티시 도서관(British Library)3143)

I.O. Islamic 

4634

862 AH

(1457-8)
불명 / 불명 +서론

Or. 13663 
995 AH

(1586-7)
이란? / 불명 +서론

- 소아스 도서관(SOAS Library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Ms. 46458

894AH 사파르 월 5일 

금요일

(1489. 1. 8.)

불명 /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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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스탄불에서 유통된 사본들의 다수가 시라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연구를 감안할 때, 이 사본 또한 시라즈에서 생산되어 이스탄불에서 거
래된 사본일 가능성이 크다(Lâleh Uluç, Turkman Governors, Shiraz Artisans and Ottoman
Collectors. Sixteenth Century Shiraz Manuscripts. p. 57). 한편 이집트의 15세기 작가 슈유티
(Suyuti), 페르시아 시인인 무이지(Mu'izzi)와 니자미의 시구나 주석, 산문 등의 내용과, 아랍 샤
와 압둘라흐만 자미의 저서 중에 티무르와 그의 후손에 관한 부분도 각기 다른 사람의 손글씨
로 메모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사본은 단순히 고문헌으로 골동품처럼 소장된 것이 아니
라, 유통되는 동안 소유주들에 의해 실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스만의 지식
인 혹은 종교인들 사이에서 『勝戰記』가 꾸준히 읽혀졌음을 엿볼 수 있다.

3125) 17세기 후반, 무굴 제국 6번째 군주인 아우랑제브를 의미한다. 이 사본이 필사된 1096 AH
샤왈 월 22일은 1685년 9월 10일로, 그의 재위시기이다.

3126)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부친이 인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3127) 서론 앞-뒤에 기록된 콜로폰. ‘SHMKHI’는 아제르바이잔의 간자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 솀키
르(Şəmkir)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본은 시르반 칸의 굴람이 소유하였으며, 시르반 칸
국은 18세기 중반에 솀키르에서 이주한 세력을 기반으로 건국되었다. 이 도시는 과거 티무르의
아제르바이잔 정복 때에 주요 주둔지 중에 하나였다.

3128) 이 칭호는 시르반이 사파비 타흐마스프에 의해 병합되고 나서, 이 지역의 지방군주를 가리키
는 것이다. 이후 이 지역은 오스만과 러시아에게 속하였다가 1748년 나디르 샤가 솀키르의 주
민들을 시르반으로 이동시켜 시르반 칸국을 건설할 때 까지 ‘베일라르베기’라는 칭호를 사용하
였으므로 그 사이에 시르반을 통치한 사파비, 혹은 오스만의 지방군주로 추정된다(출처 :
https://www.fihrist.org. uk/catalog/manuscript_2948).

3129) C. Rieu, Catalogue of Persian Manuscripts in the British Museum 1, pp. 173-7; 3, p.
903; p. 1608.

3130) 심스는 이 사본을 16세기 사본으로 보았다.
3131) 18세기 동인도 회사의 관료로 페르시아 걸프 만에 있었던 에드워드 갈리(Edward Galley)의
서명이 달려있는데, 그가 시라즈를 자주 오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정한다.

3132) ‘알 술타니’라는 콜로폰의 경우 아크코윤루 우준 하산의 아들 술탄 할릴이 후원한 작품에 간
혹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당대의 유명한 필사가 압둘라흐만('Abd al-Rahim)의 경
우,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지 않고 알 술타니(al-Sulṭānī)라는 콜로폰을 남겨두기도 하였다(Lâleh
Uluç, Turkman Governors, Shiraz Artisans and Ottoman Collectors. Sixteenth
Century Shiraz Manuscripts. p. 66) 이 필사가는 자신의 이름과 동시에 후원자를 표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콜로폰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3133) Safīnat al-Awliya 사본이 함께 있는데, 이 책은 델리 출신의 저술가 다라 시쿠흐(Dārā
Shikūh)가 1065AH(1654-5년)에 저술한 것이다.

3134) 시라즈 삽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G. Guest, Shiraz Painting in the Sixteenth
Century, Washington, D. C. 1949).

3135) 동명의 지명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삽화를 지닌
필사본이 작성될 정도로 큰 도시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의 최대 도시인 아마다바드이다. 이
사본이 필사되기 직전인 1573년 이 도시는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대제에 의해 점령되었고, 그
이후 유럽과의 무역항으로 이용되었다. 5대 군주인 샤자한은 그의 생애의 주요시기를 이 도시
에서 보냈다고 한다.

3136) 그는 사파비조가 1722년 아프간에 의해 멸망하였을 때 인도로 이주한 사파비조의 후예인데,
그에 관해 페리(John R. Perry)는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로타(Giorgio Rota)
는 적어도 그가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 및 영국 관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페르시아 문학을 서구
에 소개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Giorgio Rota, “The man who would not be
king: Abu'l‐Fath Sultan Muhammad Mirza Safavi in India,” Iranian Studies 32-4, 1999).

3137) M. A. Hukk, H. Ethe and E. Robertson A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Arab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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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일

10) 러시아

Persian manuscripts in Edinburgh University Library, Edinburgh University Library, 1925,
pp.52-3.

3138) 전게서, pp.165-6.
3139) 대부분의 사본들을 지리학자이자 도서 수집가에게서 구매한 것들이다.
3140) 심스의 기록에 따르면 1500년경 필사된 또 다른 작품이 있다고 하였으나, 상기 홈페이지에서
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3141) 스코틀랜드의 오리엔탈리스트. 그는 캘커타에서 1823-6년 동안 3년 거주하였고, 대영박물관
에서 페르시아 콜렉션을 정리하였으며, 다수의 아랍/페르시아/우르두 어 작품을 번역하였다.

3142)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서 페르시아어를 배웠고, 페르시아 가잘과 聖者傳 등에
관해 연구한 19세기 오리엔탈리스트.

3143) 심스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도서관 사본에 대해서는 Muhammad Isa
Waley, Supplementary Handlist of Persian Manuscripts, 1966-1998, London: The British
Library, 1998, p. 17에 따랐다.

3144) 이 사본의 삽화들은 뮌헨의 다양한 도서관 및 개인소장으로 분산 소장되어 있다.
3145) Joseph Aumer, Die persischen Handschriften der K. Hof-und Staatsbibliothek in
Muenchen, Munchen: 1866, pp. 86-7.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뮌헨 Museum für Völkerkunde,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and private collections

Preetorius Coll. 

dispersed
953AH (1546-7)

시라즈 / Murshid 

al- Katib al-Shirazi
+ 삽화3144)

- 뮌헨 Staatsbibliothek3145)

Aumer 243 878AH 이전 (1473-4) 불명 / 불명

Aumer 244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 베를린 

Berlin 459 985AH (1558) 불명 / 불명

Berlin 460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Berlin 461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러시아 레닌그라드 공공 도서관 (Leningrad Public Library)

Dorn 292 938AH (1532-3)

불명 / Soulthan

Mouhammed ben

Djelal e-Mechhed

y3146)

+ 서론

Dorn 293
953AH

(1546-7)

불명 / Murshid al- 

Katib al-Shirazi

+ 삽화(시라즈 16세기 형

태)

Dorn 295
973AH 

(1565)

시라즈 / Amir 'Alī 

al-Katib
+ 삽화

Dorn 294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Dorn 296 982AH (1574) 불명 / 불명
여러메모

附記3147)

                                          * 상기 사본 외에 5개 이상의 사본3148)

- Leningrad C. Salemann & V. Rosen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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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3146) B. A, Dorn, Catalogue des manuscrits et xylographes orientaux de la Bibliothe ̀que impe ́
riale publique de St. Pe ́tersbourg, St. Pétersbourg: Impr. de l'Académie impériale des
sciences, 1852, pp. 285-6.

3147)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Capoudan Pacha al-Sayyid 'Abd allah Ramiz, 그가 오스만에
사절로 향했던 1810년 1월 15일에 / ㉯ 부하라에서 파견한 미르자 무함마드 유수프 디반베기
(Mirza Muḥammad Yusuf Divanbeghi) 가 1235AH(1820년)에.

3148) C. Storey, Persian Literature. A Bio-Bibliographical Survey. Section Ⅱ, p. 286.
3149) Robert Garrett, Mohamad Etemad Moghadam, Yahya Armajan, Descriptive catalog of the
Garrett collection of Persian, Turkish and Indic manuscripts including some miniatur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39, p. 25.

3150) 이 삽화 역시 비흐자드의 작품이다. 삽화가 완성된 시기는 필사시기보다 10여년 늦은 서력
1480년경이라고 한다(Natif, "The Zafarnama [Book of Conquest] of Sultan Husayn Mirza."
Insights and Interpretations. Studies in Celebration of the Eight-fifth Anniversary of the
Index of Christian Art, Ed. by C. Hourihane, Princeton: Index of Christian Art, 2002,
pp.222-3).

3151) 티무르 조 헤라트의 군주인 술탄 후세인 미르자에게 헌상된 사본으로, ‘술탄 후세인 미르자
의 『勝戰記』’라고도 부른다. 이 사본의 삽화들은 티무르 조의 유명한 삽화가 비흐자드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사본은 중앙아시아에서 시라즈 출신 미르 자말 앗딘 후세인 인주에 의해
무굴 조 아크바르의 어전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마르틴(R. Martin)이라
는 자가 페르시아의 나디르 샤로부터 얻었다고 한다. 이 사본에는 카자르 조의 왕자이자 아제
르바이잔 총독이었던 바흐만 미르자 카자르의 인장이 찍혀있으며, 그로부터 독일의 수집가 슐
츠(P. W. Schultz)가 이 사본을 얻었고, 그것이 다시 여러 차례 팔리다가 로버트 가레트(Robert
Garrett)에 수집되었다고 한다(Robert Garrett, Insights and interpretations : studies in
celebration of the eighty-fifth anniversary of the Index of Christian art, Ed Colum
Hourihane, Princeton, N.J. : Index of Christian Art, Dept. of Art and Archaeology, Princeton
University in association wi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213).

3152)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및 유럽 여타 지역에 839AH 둘 히자 월(1436. 7)에 시라즈에서

Nos. 146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Nos. 855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Nos. 928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 St. Peterburg, Inst. Oriental MSS. 

Dorn A,M 

314
(15세기) 불명 / 불명 + 19C 삽화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미국 볼티모어 월터스 아트 갤러리 (The Walters Art Gallery)

Garrett

c o l l e c t i o

n3149)

872AH

(1467-8)
헤라트 / Shīr 'Alī

+ 삽화3150) : 삽화 중앙

에 Sulṭān

Ḥusayn 

Bakhadur

Khān3151)이라 기록

1 4 3 6 년 사

본3152)

839AH 둘 히자 월

(1436. 7)

시라즈 / Ya'qūb b. 

Ḥassan Surāj 

Shīrāzī3153)

서론은 885 AH 무하람 

월(1480. 3-4월), 헤라트

에서 Darvīsh Muḥammad 

b. 'Alī에 의해 기록3154)



- 1116 -

12) 폴란드

기록된 『勝戰記』 사본 일부가 분산되어 존재하는데, 이것을 1436년 사본이라 부른다. 이 사본
들은 카탈로그화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 이 사본의 삽화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사파비 시기에 제작된 여러 『勝戰記』의 사본에 많은 영향 및 영감
을 부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Lâleh Uluç, Turkman Governors, Shiraz Artisans and Ottoman
Collectors. Sixteenth Century Shiraz Manuscripts. p. 64). 찰스 멜빌은 이 사본이, 『勝戰記』
의 후원자인 이브라힘 술탄 본인이 후원하여 제작한 필사본이라고 하였다(Charles Melville,
“Visualising Tamerlane: History and its Image,” pp. 83-106).
본래 아바르쿠흐에서 작성된 이 사본은 티무르 조 멸망 이후 유민이었던 미르 자말 앗 딘 인
주(Mīr Jamāl al-Dīn Injū)라는 인물이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아크바르
가 티무르로부터 이어받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여 그의 동전에 티무르를 시조로 기록하고 있
는 점은 매우 유명하다. 빈바스의 연구대로 839-40년 경 대량으로 필사된 사본들이 티무르의
‘사힙키란’으로서의 정통성을 提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본 중 하나가 무굴제
국 아크바르에게 전해진 것은 아크바르에게 자신의 혈연적 정통성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 필사본은 아프샤르 조 나디르 샤의 손으로 들어갔다. 나디르 샤가 이 사본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백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으나, 1739년 그가 무굴 제국의 수도인 델리
를 점령하여 왕의 궁정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이 때 그의 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나디르
샤의 델리 점령은 많은 측면에서 티무르의 델리 점령과 상당히 유사한데, 나디르 샤 역시 무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합병하기보다는 자국의 주변을 평정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을 침략하였
고, 그러므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물자를 획득한 후 되돌아갔다. 또한 그가 델리를 원정한
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와 전쟁을 벌였고, 오스만과도 오스만-페르시아 전쟁을 행한 것 역
시 티무르의 원정과 유사하다(Ernest Tucker, “Seeking a World Empire: Nādir Shāh in
Tīmūr's Path." H istory and historiography of post-Mongol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 studies in honor of John E. Woods, Ed. Judith Pfeiffer and Sholeh A. Quinn; in
collaboration with Ernest Tucker. Wiesbaden: Harrassowitz, 2006, pp.332-42). 그러나 이란으
로 되돌아왔던 1436년 사본은 결국 카자르조를 거쳐 유럽 수집가의 손에 넘겨졌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3153) 15세기의 필사가이며, 캘리그라피의 교본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3154) Eleanor G. Sims, The Garrett Manuscript of Zafarnama : a Study in F ifteenth
Century Timurid Patronage, (Ph.D diss.), p. 76.

3155) 사본의 연대는 주로 서지사항을 담고 있는 콜로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전근대 페르시
아-이슬람권의 콜로폰은 대게 히즈라력 연대를 아랍어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
본에 관해 설명할 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사시기를 콜로폰에 따라 히즈라력으로 기록
하였고, 서력과의 구분을 위해 AH(after hijri)라 표기하였다. 한편 글의 흐름상 서력을 병기해
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력은 (...년)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한편 서기로 환산할 때 1582년까지
는 율리우스력에 따라, 1583년부터는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였다.

3156) C. Brockelmann, Verzeichnis der arabischen, persischen, turkischen und hebraischen
Handschriften der Stadtbibliothek zu Breslau. Breslau, 1903, p. 21; Storey, C. Persian
Literature. A Bio-Bibliographical Survey. Section Ⅱ, London: Luzac & Co., 1936, p. 284 에
서는 이 사본의 필사년도를 821 AH(1418년)이라 하였으나 각주에는 옳지 않은 것이라 보았다.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브로츠와프 시도서관(Breslau Stadtbibliothek)

830AH3155)

(1426-7년)3156)
불명 /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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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스트리아

14) 헝가리

15) 네덜란드

16) 덴마크

3157) 온라인 출처 : http://real-ms.mtak.hu/144/; Benedek Péri, Catalogue of the Persian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Leiden: Brill, 2018, pp.
79∼82.

3158) 이 사본을 조사한 베네덱 페리(Benedek Péri)는 이 사본의 입수자 오노디(Beteralan Onody)
가 1875년 히바를 여행하던 도중에 求得하였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사본의 독특한 점은 책
뒤편에 20가지가 넘는 책 제목이 나열되어 있고 ‘이브라힘 칸의 도서에서’라는 문구가 윗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목록 중에는 15세기 후반 티무르 조의 『淨化의 정원』(Rawżat
al-Ṣafā)와 같은 사서가 있는가 하면 샤나마나 셰이흐 사디 · 나와이의 저서, 마스나비, 칼릴라
와 딤나 등의 문학 작품, 타즈키라와 같은 종교 서적 등 다양한 서적의 제목이 있어 이 사본이
페르시아 어 도서목록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3159) 러시아식으로 Mirsalih mirsalimovich Bekchurin(Бекчурин, Мирсалих Мирсалимович)이
다. 러시아 오렌부르그 출신의 19세기 과학자이다.

3160) N.L. Westergaard & A.F. Mehren, Codices Orientales Bibliothecae Regiae Havniensis,
Royal Library of Denmark, 1846-1857.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오스트리아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bibliothek)

Cod. Mixt. 372 

(Flügel 2, 967)
907 AH (1501-2) 불명 / 불명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3157)

Ms Perzsa

Qu.6

1233AH 

(1817-8)
중앙아시아 추정3158)

+ 서론 

794AH∼ 결락 

이브라힘 칸 도서관의 

도서목록 

Mīr Ṣāliḥ B. Mīr Salīm 

Bīk Čūrīn의 소유라는 

표기3159)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레이덴(Leyden)

NO.917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끝부분 결락

NO.918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앞부분만 존재

등록번호 필사 시기 필사 지역 / 필사자 비고

- Royal Library of Denmark

Mehren 493160) 시기 미상 불명 /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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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대표

Ⅰ. 티무르의 초기 활동

    ⅰ. 마와라안나흐르 통일 (∼1370년)

761 1360 투글룩 티무르 칸의 1차 침공, 티무르 出師 8

762 1361 투글룩 티무르 칸의 2차 침공 14

765 1364
카바 마탄 전투(티무르, 후세인vs일야스 호자)

쿠릴타이, 카불샤 오글란 등극
25

766 1365 진흙탕 전투 27

1366 봄 사마르칸트 탈환 29

767 1366 가을 티무르와 아미르 후세인 갈등, 티무르의 마한 행
32-

3

1368 봄 자타의 재침공, 아미르 후세인과 화해 43

770 1368 겨울 자타의 카마르 앗 딘 타슈켄트 공격 46

771 1369 가을
발흐로 진격, 아미르 후세인 살해, 

소유르가트키시 칸 등극
50

1370 봄 티무르 등극, 발흐에서 사마르칸트로 귀환 52

    ⅱ. 단기 원정의 시대 (1370∼1386년)

771 1370 초여름 쿠릴타이 53

772 시비르간 진다 히샴, 티르미드 사이드 공격 54

1371 1차 자타 공격 : 세이훈 강 너머 케벡티무르 57

773 1371 末 2차 자타 공격 : 호라즘 후세인 수피에게 사신 59

1372 봄 첫 번째 호라즘 공격 후 동영 60

774 1373 초 두 번째 호라즘 공격 62

776 1375 초 3차 자타 공격 : 카마르 앗 딘, 일리 강 66

777 1376 봄
세 번째 호라즘 공격 중 킵착과 잘라이르의 반란으로 귀

환
67

4차 자타 공격 68

자타로 군대 파견 70

778 1376 여름
5차 자타 공격 : 엔케투라와 카마르 앗 딘, 이식쿨 / 툭타

미시 귀부
71

툭타미시를 시그나크로 파견 72

1377 초 우루스 칸 공격 / 툭타미시 칸으로 등극
73-

4

779 1377 8월 샤루흐 탄생 75

1377 겨울 툭타미시가 조치 울루스 평정 76

1378 봄 툭타미시가 사라이와 마마이 점령 76

781 1379 봄 네 번째 호라즘 공격 78

782 1380 가을 아미르자데 미란샤 후라산 파견 81

1381 초봄 이란 후라산 원정 (케르트 조) 82

783 1381 봄 헤라트 점령 : 투스, 칼라트, 사르바다르 평정 84

784 1382 초,겨울
이란으로 두 번째 진격, 칼라트 알리 벡, 마잔다란의 아

미르 왈리 공격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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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382 가을 이란에서 귀환 92

785 1384 초 자타로 군대 파견 94

1384 가을 마잔다란, 시스탄 공격
9 5

∼9

786 1384 이란 마잔다란, 아스타라바드 공격 후 일부 동영 101

1385 초,겨울 술타니야의 잘라이르 세력 격퇴 102

787 1385 봄 술타니야 > 루스탐다르, 마잔다란 원정 후 귀환 104

788 1386 초,겨울 툭타미시의 타브리즈 공격 104

Ⅱ. 장기 원정의 시대 (1386∼1399년)

788

이

란

3

년

전

쟁

1386
이란 3년 원정 시작 : 피루즈쿠흐, 루리스탄, 아제르바이

잔, 조지아까지 진격 이후 동영

105

-8

789 1387 봄

바르다, 다르반드를 통과한 툭타미시 공격, 

우니크의 투르크멘 공격, 에르진잔,

무시황야, 알라타크, 반-바스탄

쿠르디스탄 말릭 아즈 앗 딘 항복

시라즈 왈리 소환

109

110

111

112

113

가을
이라크와 파르스 공격 

: 하마단, 이스파한, 시라즈

114

115

790 1388
초, 겨

울

사마르칸트로 귀환, 무자파르 가문에게 분봉

(툭타미시와 엔케투라의 공격)
118

호라즘 공격, 조치 울루스 잔존 세력 도망

무함마드 미르카와 부룰다이 반란 제압 후 동영

119

120

말,겨울 툭타미시 세력 일부 남하

791 1389 초, 봄 남하한 툭타미시 공격하여 알 쿠슌까지 진격 121

5차 자타 원정 : 이르티시, 코박, 율두스 123

792 1390 봄
자타로 군대파견 : 카라탈 엔케투라, 이르티시 카마르 앗 

딘에게로
127

793 1391 초,겨울 킵착초원 공격 : 울룩 타크, 우랄-볼가강, 사라이 132

794 말 카불을 피르 무함마드 이븐 자항기르에게 사여 134

이

란 

5

년 

원

정

1392 중 이란 5년 원정 준비

여름 이란 5년 원정 시작 : 아스타라바드, 마잔다란 137

795 1393 초

쿠르디스탄, 루리스탄, 후지스탄 공격

시라즈-샤 만수르 살해 

우마르 셰이흐를 시라즈에 임명

140

142

-3

144

이스파한, 하마단 /

미란샤에게 아제르바이잔-라이-길란 사여
146

여름 아우라만 산의 투르크멘 공격

바그다드 잘라이르조 사신

바그다드, 쿠르디스탄, 힐라, 바스라 장악

이집트 맘룩 군주 바르쿡에게 사신

148

149

150

796 말 타크리트 요새 점령, 북 이라크, 남 이라크 장악
151

-2

1394 디야르바크르, 루하, 마르딘, 자지라(터키동남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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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자데 우마르 셰이흐 사망 155

울룩벡 탄생 in 술타니야 159

하미드, 알라타크, 알란작, 우니크 (터키동부)
160

-3

조지아로 군대 파견 164

샤자데 이브라힘 탄생 in 카르스 166

조지아 공격 : 트빌리시, 샤키 169

툭타미시 다르반드 통과

797 1395 봄 툭타미시 공격, 카비르 착 오글란 등극 170

피르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 셰이흐, 시라즈

기야스 앗 딘 타르칸, 사마르칸트 임명

카라 유수프, 조치 울루스 우익 및 러시아 공격 174

드녜프르, 돈강, 아조프, 체르케스, 엘부르스의 아스 족, 

핫지 타르칸, 사라이 원정
179

798 1396 봄
귀환 시작, 

무함마드 술탄을 루리스탄, 호르무즈 파견
183

여름 하마단에서 사마르칸트로 184

아미르 알라다드를 후라산에 임명

799 1397 봄 사마르칸트 정원 보수, 후라산에 샤루흐 파견 185

800 말 투켈 하눔 도달, 중국사신 도착

1398 초,겨울 아시파라(모굴리스탄경계) 강화 : 무함마드 술탄

봄 힌두스탄 공격 191

카불에서 사방의 사신이 도달 : 초원, 자타, 칼막 195

801 1399 봄 힌두스탄에서 귀환 221

사마르칸트에 금요마스지드 건설 223

Ⅲ. 세계 정복의 시대 (1399∼1405년)

802

이

란

7

년 

원

정

1399 가을

이란 7년 전쟁 진격 : 마잔다란과 후라산

라이, 술타니야, 아라스, 카라바그로 진격, 

시르반과 샤키 아룰라스의 항복

225

사방의 사신 : 킵착, 맘룩, 명, 모굴 칸의 사망 227

겨울 조지아 공격 결정 : 함샤 계곡 공격 후 동영
228

-9

아미르자데 루스탐을 시라즈로 파견, 

피르 무함마드의 반란
230

1400 초, 봄 카라바그 동영 이후 말릭 기오르긴 공격 : 바르다 231

자니벡 그루지 공격 및 여러 조지아 지역
232

-3

잘라이르 타히르 쫓아내고 항복한 기오르긴, 귀환 235

프랑크의 사신,&오스만 무라드의 아들 방문

술탄 아흐마드와 카라 유수프 룸으로 도망 236

티무르가 오스만 바야지드에 사신 > 항복 거부 237

803 여름 시바스로 진격 238



- 1121 -

술탄 아흐마드, 카라 유수프, 바야지드 합류

소아시아 중부 진격, 투르크멘 카라우스만 공격 239

바르쿡이 사신 살해 : 시리아/이집트로 진격 240

시리아 전역 공격 246

1401 봄 다마스쿠스 공격 후 귀환, 알레포, 루하, 마르딘 251

804 여름
조지아, 바그다드로 군대 파견, 

티무르 본인도 바그다드 행
255

바그다드 점령 후 이라크 전역에 군대파견 256

조지아 공격

술탄 아흐마드가 바그다드로 귀환하자 바그다드, 자지라, 

후지스탄, 워스트 등으로 진격
261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의 반란을 잡고자 룸 공격 262

1402 초봄 알라타크로 돌아와 바야지드에게 사신 264

앙카라 전투, 소아시아 사방으로 군대 271

805 가을 소아시아에서 귀환 287

조지아 공격 293

피르무함마드는 시라즈, 루스탐은 이스파한 파견 290

806 1403 여름 엘부르즈 산지 공격, 분봉 295

길란 공격 302

1404 봄 귀환 시작, 이스칸다르 샤이히 추격(마잔다란) 304

807 여름 킵착초원 이드쿠의 사신, 프랑크 사신 도착

가을 쿠릴타이, 사방의 사신 313

1405 초,겨울 중국 원정 시작

오트라르에서 사망 318

맺음말

초, 봄 아미르자데 술탄 후세인 저항

할릴술탄이 사마르칸트 입성, 등극 334

4년간의 치세 및 쇠퇴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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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목차3161)

1. 첫 번째 章(Maqāla), 사힙키란(Ḥażrat Ṣāḥib Qirānī) <신께서 그의 정통성을 그에게

가르쳐주소서!> 의 행동(Af'āl)의 발생과 상황(Aḥvāl)으로의 진입 ··································73

2. 사힙키란의 영예로운 점에 관한 이야기의 도입부(Tashbīb) ··········································76

3. 사힙키란의 축복받은 탄생에 대한 이야기 ·········································································80

4.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이 저작의 특별함, 그리고 유일한 특징 몇 가지에 대한 이야

기 ····················································································································································94

5. 아미르 카즈간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 ·············································································98

6. 아미르자데 압둘라 이븐 카즈간의 통치의 이야기 ·······················································110

7. 바얀 술두스가 군대를 이끌고 감과 아미르자데 압둘라의 패배의 이야기 ················111

8. 투글룩 티무르 칸(Tūghluq Timūr khān)이 마와라안나흐르 왕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이야기 ·····································································································································114

9. 사힙키란께서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와 더불어 상의함과, 제이훈 강변에서 귀환함, 그

리고 투글룩 티무르 칸의 아미르들과 만났던 이야기 ························································116

10. 아미르 후세인이 아미르 바얀 술두스와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감과 아미르

들에게 도움을 청한 이야기 ·····································································································119

11. 아미르 후세인이 사힙키란에게 두 번째 도움을 청한 이야기 ····································121

12. 사힙키란과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가 아미르 핫지 바룰라스와 전투를 한 이야기 ··

······················································································································································122

13. 사힙키란께서 아미르 히즈르 야사우리와 전투를 한 이야기 ······································124

14. 투글룩 티무르 칸이 두 번째, 마와라안나흐르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온 이야기 ·

······················································································································································127

15. 투글룩 티무르 칸이 자신의 왕좌로 되돌아간 이야기 ·················································128

16. 아미르 사힙키란이 아미르 후세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야기 ··································129

17.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에 대한 알리 벡 자운 쿠르바니(‘Alī Bīk Jaun Qurbānī)의

속임수의 이야기 ·························································································································135

18. 사힙키란이 아미르 후세인에게서 분리됨과, 키시의 측으로 향한 이야기 ············· 138

19. 아미르 후세인과 사힙키란이 시스탄 방면으로 출발한 이야기 ··································140

3161) 『勝戰記』의 본문은 이처럼 300여개의 소제목을 지닌 이야기(Ẓikr/Dāstān)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소제목들이 현존 最古의 사본인 840AH(1436-7년)의 여러 필사본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저자 본인이 설정하였던 소제목이라 볼 수 있다. 이란 국회도서관의 65050 사본의 경우
붉은 글씨로 구분하여 제목을 표기하였으나, 타슈켄트본의 경우 흑백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 외의 여러 시대에 작성된 필사본에서 대체로 제목을 붉은 글씨로 구
분하여 기록하였다. 한편 사본마다 몇몇 소제목이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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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y of Timurid dynasty,

annotated translation of Ẓafar-nāma

written by Yazdī

Lee Ju-yeo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the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the Ẓafar-nāma, which is the biography of the historical

Persian conqueror, Amir Timur, and his many victories. Amir Timur

conquered Central and Southwest Asia, the Caucasus Mountains, Asia Minor,

Northern India, and Western China and constructed a great empire called the

Timurid Dynasty lasting from the late 14th to the early 16th Century.

Amir Timur was born in the early 14th century in the city called Kish(now

known as Shahr-i Sabz), of Uzbekistan. He was son of the Barlas Amir

Turagay, who was one of the tribal chiefs of Ulus Chaghaday. He appeared

as the Amir of Mawara-al-Nahr at age 25, and unified Mawara-al-Nahr by

age 40. Since that time, he conquered the extensive areas that are described

above and then constructed a great empire that lasted for 35 years. He also

planned Chinese expeditions and advanced to Otrar, which is a city in

Kazakhstan; however, in 1405, he die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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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r Timur had many intellectuals from all over the world close to him.

He ordered some of them to write the history about his victories and

exploits. After he died, his descendants employed several historians to write

biographical history about him, entitled the Ẓafar-nāma. This work is one

piece of Timurid historical writing that addresses him and his descendants.

This historical account was written by historian Sharaf 'ali al-Dī.n Yazdī at

shiraz of Iran Fars upon receiving the order from Ibrahīm Sulṭān, grand son

of Timur. It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monarchical legitimacy of

Timur, who was a Turkish Nomadic monarch and was not a member of the

Chingisid family. He was treated as a pagan barbarian at the time.

Moreover, it was noted for its beautiful and splendid literary style. Thus,

numerous copies of that history have been produced and become components

of the histories representing Persian-Islamic culture.

In this history, Timur is referred to as 'Ṣāḥib-qirān', which is derived

from ancient Persian culture. It is used as the title for the one who was

born when the conjunction of Jupiter and Saturn occurred, and was expected

to conquer the world by Divine protection. In this conception, thought and

cultural elements of various fields were inherent such as Pre-Islamic Persian

culture and kingship, Occult sciences including astrology, numerology,

Messianism, Sufism, and the worship of the Islamic Saint. This conception

was A unique monarchical legitimacy produced by Persian-Islamic culture. It

affected a great many monarchs of post-Timurid countries. Therefore, Timur

became a great example and standard for successor monarchs when they

constructed their own monarchical legitimacies.

Ẓafar-nāma started with a simple introduction about God and the prophet

Muhammad, the birth of Timur, and the sacred sign of heaven related to it.

The strong point of this history is the situation of Mawara al-Nahr prior to

Timur's appearance in the late 14th century. After that many records

regarding Timur's victory were listed according to chronological order, and

this dissertation separates the translation of Ẓafar-nāma into thre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Timur went into battle with many tribal/non-tr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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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in Mawara al-Nahr and became a potent Amir, defeating Amir

Husayn of Qaraunas and unifying Mawara al-Nahr, attacking Khwarazm, the

Moghulistan steppe, Sistan, Hurasan, and Mazandaran, conquering each of

those areas. This corresponds to the year 1386. In the second chapter, Timur

finished conquering the surrounding areas, and began to make an expedition

to faraway places like the north of southern Iran, Caucasian mountains, Iraq

and Syria, and Asia Minor. In the third chapter, Timur makes an expedition

to Iran for seven years. He has already conquered almost every Islamic

world in the previous stage, so in this stage the Timurid dynasty faces the

boundary with Europe at the western border, and does the same with China

at the eastern border.

Ẓafar-nāma had spread throughout the Persian-Islamic world in the

post-Timurid era and was reproduced in many hand-written copies due to

the beautiful literary style and contributions to the building of Timur's

legitimacy. There exist more than 200 copies known to us. This dissertation

translates and annotates using several old copies that were written during

the period when Yazdi was still alive, and several publications make use of

those old copies. Until now, there have been four different editions that were

published in India, Uzbekistan, and Iran(twice), respectively. Although there

are a great deal of copies and editions all around the world, translation to

other languages is not quite enough. Moreover, there is no complete

translated version of the non-Islamic world language that equivalent numbers

of verse in Ẓafar-nāma are also translated. I am aiming at a complete

translation, and I would like to introduce a special form of Persian history

that combines verse and prose, to the reader.

key world : Amir Timur, Ṣāḥib-qirān, History, Persia-Islamic

Culture, Turk, Yazdi

Student Number : 2013-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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