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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 영“ 

1. 머리말 

1991년 소연방의 해체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 

의 재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제 

국의 식민통치와 70여년의 세월 동안 형성된 소비에트화( Sovietification)의 유 

산의 청산， 독립국가에 준하는 자율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확립， 고유한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회복을 의미한다. 독립 후 십여 년이 흐른 지금， 이러 

한 과제의 해결양상과 그 과정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지역 국가들의 자기정체성의 확립 

과정에서 이슬람이 강력한 대안이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강력한 이슬람 부흥운동이 

나，1)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세력화된 이슬람 

의 존재는 이를 입증해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교와 신앙의 체계로서의 이 

슬람이 러시아와 소련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데 반해， 적어도 독립 이전까지 해당지역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은 매 

이 연구는 학술진홍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KRF -2002-072-BS2071)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1) 이슬람 부홍운동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원 수의 폭발적 

증가를 비롯하여 종교적 활동과 조직결성의 합법화， 종교적 축일의 기념 허가와 

공휴일 지정， 이슬람교리와 아랍어 학습 열풍 등의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V. Malashenko(1994) "lslam and Politics in the Southem Zone of the Fonner 
USSR", Central Asia and Transcau따sia: Ethnicity and Coriflict. Westpoπ. 

Greenwood Press, pp. 110-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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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한적이었다2)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의 정치세력화는， 해당지역에서 이슬람이 단지 종교적 차 

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와 구조적으로 연관 

되어 새로운 사회관계 창출을 위한 이념적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현대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가지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는 무엇보다 해 

당지역의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위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실 

제로 소련의 지배질서를 대신할 만한 확고한 대안질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갑 

자기 맞이하게 된 자유와 독립은 사회정치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 도덕적 가 

치기준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중앙아시 

아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이자 정체성의 뿌리인 이슬람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제정 러시아 말기 활발히 전개되었던 다양한 저항운동이 모두 이슬람 

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던 것처럼， 이슬람은 소련의 의도적인 민족분할과 

언어의 이질화에 의해， 초기의 투르크족이라는 민족적 일체성과 투르크어라는 

언어적 동질성을 상실한 채 반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인을 결속시켜줄 수 있 

는 유일한 고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소련의 지배 하에 왜곡되 

고 억압된 민족문화의 회복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 후 심각하게 

악화된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위대한 예언자 마호메트와 4대 정통 칼리프 

시절의 공정한 경제적 질서의 구현’3)을 약속하는 이슬람 속에서 위안과 희망 

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의 이슬람의 이와 같은 순기능과 함께 반드시 지적되 

어야 할 사실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과정과 결과가 다양 

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사회적으로 누적된 모순을 은폐 

2)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연구자인 A 마트베예바는 이슬람 정치운동이 처음 발생한 것 
은 1990년대 초기였다고 주장한다. A. Matveeva, "The Islamist Challenge in 
Post-Soviet Eurasia", αntral Asia and 뼈 Cau따SUS， http:’/γωωω ca-c. org/d.a따eng 

/04.matveevashtml, 검색일 :2002.11.1 2) ， p. 2. A. 말라웬코 역시 조직화된 정치세력 
으로서의 이슬람운동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했던 이슬람 반대그룹의 

제한적 활동을 제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슬람의 

정치적 움직임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말했다 A. Malashenko(1994l , 
p. 116. 

3) S. T. Hunter(2001) “Religion, Politics and Security in Central Asia," SAIS 
Review 21 (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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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슬 

람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이용되거나，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에 대한 폭력적 도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왜곡되기도 하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내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 

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이는 이슬람 정당의 

많은 수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그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 이론이 역 

사적으로 중동의 아랍 무슬림 국가나，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슬람 원 

리주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이 나라들과 지 

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은 과 

격한 폭력이나 테러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영향 

력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것 

이 소비에트 통치의 결과 중앙아시아에 구조화된 인종적， 영토적 분쟁요소와 

결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9.11 

테러， 미국의 아프간 공격， 이라크 전쟁 등 최근의 세계정세와 관련되어 국제 

정치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는 그 긍정적인 가능성과 

함께 치명적인 위험성을 함께 내재하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으 

며， 이런 의미에서 타지키스탄 내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지키 

스탄 내전은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인 성공이 유혈분쟁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보여준 사건이 

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 배경과 그 전개과정， 내 

전 종식 후 타지키스탄이 직면한 현실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조차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살 

펴본 후， 타지키스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본질과 한계를 해당국 내의 

역사적 모순이나 사회문제들， 그 이념적 배경이 되는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관 

련 속에서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들이 야기하는 지역적， 국제적 차원 

의 문제를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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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과 전개과정 

1991년 9월 독립을 맞은 후 9개월 만에 발생한 타지키스탄 내전은 96년의 

휴전 협정과 97년의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약 5만의 사상자와 100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내전의 두 당사자는 타지키스 

탄 북부 후잔트와 남부 쿨랍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친공산 보수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개혁연합세력 (The United Tajik Opposition - 이하 UTO)이다. 이 

개혁연합세력을 주도한 것은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O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이며， 이 연합세력은 작가나 지식인 중심의 ‘라스토헤즈 

민중전선’(Rastokhez Popular Front)과 같은 민족주의 계 열， ‘타지 키 스탄 민주 

당’(Democcratic P따ty of Tajikistan)과 같은 민주주의 그룹은 물론이 고， 사업 

가와 상인들로 이루어져 시장 경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민중연합전 

선’(Popular Unity Front)으로부터， 특정지역의 발전과 분리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주의자 그룹(La'li Badakhshon)까지 매우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입 

장을 지닌 집단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4) 

이러한 광범위한 연합은 개혁의 필연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입증하는 것 

이며， 이들은 공산집권 세력이 상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청산하고， 독립 후 

새로이 출발하는 조국 타지키스탄에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가장 주된 슬로건은 개혁세력에 대 

한 탄압 반대， 타직어와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의 보호， 그리고 대통 

령의 직접 선거였다 그러나 1991년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타지키스탄 공산 

당’(Communist P따ty of Tajikistan)의 제 1서기장이었던 R. 나비 예프(Nabiev) 

가 58%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반대세력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재선거 

를 요구하지만， 나비예프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에 우호적 

인 듀산베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라스토헤즈당과 타직 민주당 당수를 

부패혐의로 체포한다 1992년 3월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타지키스탄 전국은 

대규모 항의시위에 휩싸이고， 이 과정에서 5월 6일 처음으로 폭력사태가 발생 

하여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되며， 그 다음날 나비예프의 친위대라 

4) 타지키스탄 내 정치그룹에 대해서는 B. R. Rubin(1994) "Tajikistan: From Soviet 
Republic to Russian-Uzbek Protectorate", Central Asia and the World, New 
York:Council of Forign Relations Press, p. 213; A. Rashid(1994)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London:Oxford Univ. Press, p. 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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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국가 수비대 (National Guard)와 무장한 반군세력간의 무력충돌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무력충돌은 중앙아시아 이웃나라와 러시아의 우려를 낳아 CIS 평 

화유지군 러시아 사령관으로 타지키스탄에 머물던 V. 자볼로트느이 (Zabolotnyi)의 

중재로 나비예프와 UTO는 ‘국가 화해를 위한 연립정부’(Coalition Govemment of 

National Reconciliation- 이 하 GNRl 구성 에 합의 한다. 이 합의 에 의 해 이 슬람 
부흥당 부의 장인 D. 우스만(Usman)이 부수상에 임 명 되 고 내 각 각료 구성 의 

1/3이 UTO 쪽에 할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비예프의 완전사임을 요구하는 

반대세력과， 분리 독립을 불사하겠다는 후잔트-쿨랍의 나비예프 지지자들간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6월에는 무장한 쿨랍 공산주의자들이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쿠르간-튜베를 공격해서 적어도 100명이 사망하고 수천의 튜베인이 

난민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 무장 세력에 의해 결국 9월 나비예프가 

사임하게 된다 곧 이어 개혁파 A. 이스칸다로프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구성되 

지만， 1992년 10월 쿨랍의 무장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이스칸다로프 내각이 사 

임하고， 친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후잔트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쿨랍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1. 라흐모노프(Rakhmonov)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수도 듀산베에서는 보수세력의 이러한 폭거에 맞서 반군세력이 저항하 

지만， 12월 주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군으로 이루어진 CIS군의 지원을 받 

은 후잔트-쿨랍 연합세력과 히사르군의 듀산베 공격으로 수도는 라흐모노프 

와 친공산 세력에 함락된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쿨랍 무장세력인 ‘타 

지키스탄 인민전선’(People ’ s Front of Tajikistan)의 지도자 S. 사파로프 

(Safarov)는 개혁 지지자들에 대해 끔찍한 보복살인과 처형을 자행하였고， 이 

로 인하여 이슬람 부흥당의 리더인 M. S 히마트자드(Himatzade)와 UTO의 

핵심지도자인 A 투라존 조다(Turadzhon-Zoda)는 물론이고， 수십만의 평범한 

타지키스탄 시민들조차 아프가니스탄으로 탈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타직인들이 희생되었다.5) 

5)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 pp. 172-184; B. R. Rubin(1994) , pp. 
213-216; A. Malashenko(1994) , pp. 122-125; G. Gleason(2001) "Why Russia 1s 1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Taylor&Francis, pp. 79-82; M. B. Olcott(1996) 
Central As따's New 5띠tes ， Washington D. C.: US 1nstisute of Peace Press, pp 
25-28; S. Olimova "Political 1slam and Conflict in Tajikista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11.o1imova.shtml. 검 색 일 : 2004.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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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모노프와 친공산세력의 승리로 내전 상황은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 

이는 듯 하였지만， 라흐모노프 정권은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 

았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한 반군세력들은 한편으로는 아랍과 파키스탄 

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으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자 

헤딘 집단으로부터 물질적， 군사적 원조를 얻게 되고 이에 힘입어 1993년 봄 

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 공격을 감행한다. 특히 이 이웃나라들 

의 원조는 자신들과 원리주의 이론을 공유하는 이슬람 부흥당 지지자들 쪽에 

주로 집중되었다. 그 군사적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6월의 쿨랍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그 결과 200여명의 쿨랍 주민이 살해되었다. 또한 

이들의 군사행동의 타켓은 내전에서 집권세력을 도왔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 

탄 주도의 CIS군을 포함하기에 1993년 5월 이들은 스탱거 미사일로 우즈베키 

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하던 수호이 -24 제트 전투병을 공격하였고， 앞 

서 언급한 6월의 쿨랍 공격에서는 25명의 러시아인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원이 사살되었다.6) 

이에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주둔 평화유지군과 국경수비대를 강화하고， 1993 

년 8월 중앙아시아 국가 원수들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지키스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공동책임을 강조하였으며， UN에 타지키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한다. 1994년 UN은 UNMOT(UN Mission of 

Observers in Tajikistan) 본부를 듀산베에 설립하며， UN과 러시아 등의 외교 

적 압력으로 결국 1995년 8월 라흐모노프 대통령과 UTO 의장인 S. A. 누리 

(NurD 사이에 국가 화해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6년 12월 모스크바에 

서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의 참석 하에， UTO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화해 위 원 회 (Commission on Nationa1 Reconciliation-이 하 CNR) 설 립 , 평 화협 

상 중 완전 휴전， 조속한 시일 내 자유로운 국회의원 선거 실시， 난민 보호와 

복귀 노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다음해 6월 평화협정 

이 체결되어 내전은 사실상 종결된다.7) 

pp. 1-10; S. Gretsky "Russia’s Policy toward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http://www.ca-c.org/dataeng/GRETSKY.shtml. 검 색 일 :2004.03.17) 
pp. 4-13 참조. 

6) 반군의 쿨랍과 CIS군 공격에 대해서는 B.R. Rubin(l994), p‘ 218 참조. 
7) 소위 Intra-Tajik Talks '* 불리워지는 이 평화협상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 Gleason(2001), p. 82; S. Gretsky, pp ‘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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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타지키스탄 이슬람 정치세력화의 배경과 본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부홍당은 타지키스탄 내전의 발생과 그 전 

개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다른 민주-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주도 

하며 독립 후 타지키스탄의 정치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앙아시아에 

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를 논할 때 타지키스탄이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슬람 부홍당의 활약 때문이다.8) 이들은 중앙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된 이슬람 정당이고 비록 나비예프에게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였지만， 1991년 선거에서 무려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냈으며， 이 

러한 대중적 지지에 기반해 정부 구성(1992년의 GNR 구성)에 참여한 중앙아 

시아 최초의 이슬람 정당이기도 하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타지키스탄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의 이와 같 

은 약진이 이 정당의 정치적 능력의 탁월함보다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누적 

된 불만에 의해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친 

이슬람 부흥 상황이 체제전환기의 위기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은 이미 서론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타지키스탄의 경우 소비에트 체제를 거 

쳐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모순과 중첩된 사회문제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 

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집약된 곳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9) 정권의 정통성이나 그 독재적인 

8) 1990년 6월 아스트라한에서 최초로 결성된 이슬람 부홍당은 사실 그 시작에는 중 

앙아시 아 뿐 만이 아니 라， 볼가-우랄 지 역 과 카프카즈를 포함하는 소련의 모든 무 

슬림 지역의 연합을 통해 전체 무슬립의 이해를 대변하는 초국가적， 초민족적 정 

당을 표방하였으나， 내부의 반목과 이견 조정의 실패로 인하여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당의 타지키스탄 지부라 할 수 있는 타지키스탄 이슬 

람 부홍당은 당시 집권세력인 공산정권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내에서 주목할만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 1991년 12월 합법적인 정당으로 정 

식으로 등록된다. 이슬람 부홍당에 대해서는 s. T. Hunter(200l), pp. 5-6; A. 

Malashenko(1994), pp. 118-122; S. Olimova, pp. 5-8 참조 
9)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통치가 해당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는 주로 러시아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는데， 소비에트 시기 

실시된 산업화와 도시화가 중앙아시아의 근대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성장， 거의 100%에 달하는 문맹률의 퇴치， 공중보건의 향상， 여성의 지 

위 상승과 역할의 증가 등은 소비에트화의 부인할 수 없는 덕목으로 지적되는 부 

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초점이 지역발전이 아닌 러시아 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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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방식에 대한 대내외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비교적 조용하고 매끄럽게 체제전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유독 타지키스탄만 

이 독립 후 유혈분쟁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렇게 

타지키스탄의 정치세력화된 이슬람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근원이면서， 내전발 

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회적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 

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구소련 구성 지역 중 중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타지키스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최빈국에 속한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가 천연가스나 석유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독럽국가 건설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 

로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타지키스탄에는 석유도， 가스도 나오지 않으며， 국 

토의 93%가 파미트 고원으로 대표되는 산악지방에 속한다. 그나마 경작이 가 

능한 평야는 소비에트 시절 면화공급지로 특화되면서 토질 악화와 산성화로 

펼수 농작물의 경 작이 불가능한 상태 이 다. 한편 수출의 86.5% , 수입 의 83.6% 

를 차지 했던 구소련과의 교역 비중이 독립 후 심각한 변화를 겪으면서 무역 

적자와 이에 따른 외부원조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게다가 25.7%에 

달하는 실업률， 연평균 5%에 이르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타지키스탄 경 

제는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10) 

두 번째 요인은 타지키스탄 내의 지역과 종족에 따른 심각한 분열 상황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민족적， 영토적 분쟁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주민족인 타직인이 전체 인구구 

성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이며， 23%는 우즈벡인이， 11%는 러시아인 

이， 그 나머지를 카자흐인， 키르기즈인， 위그르인 등이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한 공화국 내에 중앙아시아 대표민족들과 러시아인이 혼재하는 양상 

은 단지 타지키스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적으로 

의에 근거하였고， 이것이 지역 정치와 경제의 의존성과 기형성을 초래하였다는 점 

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소비에트 통치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U 
Kasenov (1998) "Post-Soviet Modemization in Central Asia: Realities and 
Prospects", Central Asi，α: The Challenge 01 Independence, New York: 
M.E.Sharpe, p. 29; A. Rashid(1994) , p. 170 참조. 

10) 타지키스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 pp. 170-171; 최한우(1997) 

「중앙아시 아학 입 문J , 서 울. 펴 내 기 , 423-4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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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해당지역 러시아인의 인구 

구성비율(38%)은 주민족인 카자흐인(40%)에 거의 펼적하는 수준이며， 우즈베 

키스탄의 경우도 우즈벡인 외에 8.3%의 러시아인과 5%의 타직인을 주요인구 

구성성분으로 포함한다 11) 이러한 현상은 스탈린 시기 중앙아시아에 행해진 

인위적인 민족분할과 자의적인 국경설정의 역사적 산물이다. 볼세비키 혁명의 

성공 후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소비에트는 해당 지역에서 투르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민족 우선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공화국 내 동질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경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동일 거주지역으로 묶여 있던 집 

단을 분산시키고， 의도적으로 러시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각 국 

을 출범시켰다 

타지키스탄은 이러한 소비에트 분할 통치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은 타지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 

일하게 투르크 계열이 아닌 페르시아계 민족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페르시아 최초의 무슬림 왕조인 사만조는 기원상 타직인이며， 비록 사만 

조의 멸망 후 셀축과 같은 투르크-이슬람 제국이나 몽고제국， 우즈벡 투르크 

의 지배 하에 차례로 놓이게 되지만， 타직인들은 페르시아 이슬람 문명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며， 그 수도이자 이후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였 

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12) 그러나 1924 

년 소비에트는 타지키스탄을 자치공화국의 형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합병시 

켰고， 1929년 타지키스탄을 연방공화국으로 승격시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하라와 사마르칸드를 우즈베키스탄의 영토로 남겨두는 

반면， 역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속했던 후잔트 지역은 타지키스탄 영토에 

남겨두게 된다. 그 결과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는 민족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수민족문제 - 즉 타지키스탄의 우즈벡 

인 또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직인과 같은 와 영토를 둘러 싼 분쟁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것 

은 뒤따른 소비에트 정권의 불균형한 지역 발전 정책에 의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된다. 

소비에트 시기 타지키스탄의 모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혜택은 후잔트와 

11) 타지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인구구성비율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 169; B 
R. Rubin(1994) , p. 210; S. Gretsky, p. 7; 최 한우(1997) ， 330, 359쪽 참조 

12) 이 에 대 해 서 는 A. Rashid(1994) , p. 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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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르같은 타지키스탄 북부와 듀산베 서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지역의 공 

통성은 첫 번째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두 번째로는 

다수의 우즈벡인과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매우 투르크화되고 친소비에트적인 

산업 도시라는 점이다.13) 이 지역에서는 우즈벡인과의 결혼이나 우즈벡어의 

사용이 매우 일반화되어 우즈벡인과 타직인간의 동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 

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민족적 차이를 제압하였다. 반면 주로 타지키스탄 

남부나 동부 산악지방에 위치한 쿠르간-튜베나 고르노-바다흐손， 가름과 파 

미르 지역인들은 보다 순수한 의미의 타지키스탄 문화와 전통적 가치체제를 

보존한 사람들이었고， 이 지역 엘리트들은 타지키스탄 권력 구조에서 전적으 

로 배제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소외는 

친우즈벡적이고 친소비에트적 지역민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구조화한 공산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것이 이들을 개 

혁세력의 지지자로 만든 근본원인이었다. 1970년대 남부의 쿨랍이 후잔트와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타지키스탄은 집권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후잔트-쿨 

랍 지역 對 그 반대 개혁 세력으로 날카롭게 양분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이들이 내전의 두 당사자들이었다. 

결국 소비에트의 민족분할정책과 그것이 야기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 

탄 간의 해묵은 갈등， 즉 중앙아시아 내의 국가간 갈등과 민족간의 갈등은 타 

지키스탄 내부의 종족적 분열과 지역적 갈둥으로 내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 

으며， 이렇게 중첩된 모순이야말로 타지키스탄 내전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경제적 빈곤， 국가적， 민족적 정체 

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지역적， 종족적 분열 상황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공통 

성 속에서 구소련의 통치를 대신할 만한 일체성을 구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개혁세력을 이슬람이라는 모토 아래 결집시킬 수 있었던 이유이자， 정치 

세력화된 타지키스탄 이슬람， 즉 이슬람 부흥당이 발휘했던 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3) 예를 들어 후잔트는 독립 전 레니나바드로 불렸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31%에 
달하는 우즈벡인과 수만의 러시아인 거주지역이었으며， 히사르의 경우 우즈벡인 

비율은 무려 45%에 달했다 특히 후잔트는 앞서 거론한 바 있듯이 과거 우즈베키 

스탄의 영토였다， 이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pp. 161-162; B. R. Rubin(1994) , 

pp. 210-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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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타지키스탄 이슬람 정치셰력화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관계 

이슬람 부홍당이 독립 후 타지키스탄 국내 정치에서 차지했던 비중에도 불 

구하고， 그가 주도한 위기의 해결과정이 민족간의 비극적인 유혈분쟁으로 귀 

착되었다는 사실은 그 정치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 이념적 토 

대가 되었던 이슬람 원리주의의 위험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주변 이슬람 국 

가로부터 수입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첫 번째로는 그 수 

용과정 자체가 앞서 설명한 타지키스탄의 역사적으로 중첩된 모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는 그 존재가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의 정치구조를 규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 

며， 이런 의미에서 이슬람과 정치의 결합을 그 본질로 삽을 수밖에 없는 이슬 

람 원리주의는 중앙아시아에 고유한 종교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타지키스 

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인 대부분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파는 순니 계열의 

하나피파와，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토착신앙이 결합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수피즘으로， 전자는 세속적인 정치권력을 존중하고 이슬람의 정치개입을 강력 

히 반대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특유의 신비주의적이고 반속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별다 14)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 

람 정치세력화 과정은 주변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원리주의 이론의 수입으로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15) 그 중에서도 1979년의 소련-아프 

14) 하나피 파와 수피 즘에 대 한 더 자세 한 사항은 A. Rashid(1994), p. 246; ]. 0 
Voll(1994) "Central Asia as a Part of the Modem lslamic World", Central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 Boulder:Westview Press, pp. 65-66; A. Rorlich(199D 
"lslam and Atheism:Dynamic Tension in Soviet Central Asia끼 Soviet Central 
Asia, Boulder: Westview Press, pp. 201-203; 문명 식 (1998) r구소련지 역 과 러 시 

아에서 이슬람의 문제 J ，슬라브연구~ 14, 307쪽 참조. 
15) 자말룻 딘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주의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하비즘， 인도의 네오 
반디즘과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중앙아시아에 소개된 것은 이미 19세기부터 이 

고， 이 이론틀이 당시 제정러시아의 지배에 대한 중앙아시아 무슬림 저항운동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지만， 이 저항운동에서 강조된 것은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보다 

계몽적 역할이었고， 그나마 뒤따른 소비에트의 철권통치에 의해 이러한 과정이 강 

제적으로 중단되었기에 이를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로 보기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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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스탄 전쟁이 중앙아시아 전체， 특히 타지키스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아프가니스탄이 타지키스탄에 대해 갖는 이러한 특별한 의미는 첫째로는 

두 나라가 1206km의 국경을 두고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과， 아프가니 

스탄에 거의 400만에 달하는 타직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인종적 요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79년 전쟁시 타직인은 전쟁의 양측 모두에 

가담하게 된다. 당시 타지키스탄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기지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의 타지키스탄 군인이 소련 측 군사로， 또는 통역 

가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반군세력에 대한 파키스탄의 전 

폭적인 지원과 파병과정에서 수백의 타직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인이 반군세 

력으로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파키스탄의 

군사 캠프에서 군사적， 이념적 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반 

군세력인 무자헤딘이 이념적 배경으로 삼은 와하비즘， 즉 혁명을 통한 이슬람 

국가 수립이라는 원리주의 사상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타직인이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 보인 친화성에는 원리주의 이론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인종적 동질감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소련의 침략에 성공 

적으로 저항해온 무자헤딘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아프가니스탄-타직인의 대 

다수가 거주하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였고， 특히 이 북부지역의 반군 사령관이 

자， 나지불라 공산 정권 타도 후 구성된 무자헤딘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 

낸 A. S 마수드(Masoud) 역시 타직인이었다. 소련 지배 하에서 자신의 페트 

시아적 정체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앓은 상실감， 자 

신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대표되는 투르크 주도의 중앙아시아의 변방에 불과 

하다는 소외감을 항상 가져온 타직인에게 이러한 사실은 커다란 자긍심과 위 

안이 되었다. 소련이 전쟁 6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군대로부터 모든 

타직인을 철수시켜버린 것도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과 타직인 사이의 이러한 

이념적， 인종적， 정서적 유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16) 

이렇게 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전해진 이슬람 원리주의는 그 후 

30년의 세월에 걸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은밀히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 

앙아시아에 깊숙이 퍼졌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이라는 

자유로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급속히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 

들다. 
16)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타직인 철수에 대해서는 A. Rashid(1994) , p. 

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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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정치세력화를 상징하는 이슬람 부흥당 역시 

기본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부홍당은 적어 

도 내전 발생 전， 그 활동의 초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극단주의에도 

반대하였다. 히마트자드나 우스만 같은 이슬람 부흥당 지도자들은 “원리주의 

란 합법적인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 이슬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무슬림의 희망에 바탕하고 있으며”，17) “이슬람 부흥당의 목표는 법에 근 

거한 민주국가의 건설"18)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온건한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 이론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보다 과격한 형태의 이슬람 원리주 

의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단원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당원을 항상 그 일부로 하기에 언제든지 과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부홍당 의장 히마트자드는 자신의 발언과 모순 

되게 이미 내전 시작 전에 8천에 달하는 비밀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내 

전 시기 반군 무장세력의 주축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들이었으며， 아울러 그 

는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 아프가니스탄 

의 타직 영웅인 마수드는 말할 것도 없고 무자헤딘의 또 다른 영웅이이었던 

G 히크메티아(Hikmetyar ) 역시 이슬람 부흥당에 군사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 

으며， 특히 그는 듀산베에 400명의 무장세력을 직접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 

다.20) 이슬람 부흥당과 무자헤딘 간의 이러한 유대는 특히 공산집권세력의 쿠 

데타와 뒤이은 보복공격으로 이슬람 부흥당과 반군세력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대대적으로 탈출한 후 더 가속화되었다 이슬람 부흥당 반군들은 히크메티아 

나 마수드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문드즈나 타하르와 같은 지역에서 그들의 

보호와 지원 하에 젊은 타직인들에게 게릴라 군사 훈련과 이념교육을 실시한 

다 21)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과 부분적으로 인종적 친화성을 

기반으로 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간의 결합은 

17) A. Malashenko(l994) , p. 118. 
18) S. Olimova, p. 7 
19) 히 마트자드에 대 한 더 자세 한 사항은 A. Rashid(1994), pp. 159-160 참조 
20)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177참조 특히 히마트자드의 별명이 ‘타지키스탄의 히크 

메티아’였다는 사실은 그와 무자헤딘간의 밀접한 관련을 시사한다. 

21) 이슬람 부홍당과 무자헤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B. R. Rubin(1994) , pp. 

216-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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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내 분쟁의 폭력성과 과격성을 더욱 증폭시켰고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정치의 차원에서， 내전의 

경험은 일반 대중에게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십어주 

었 다. 1997년 평 화협 정 에 의 해 차기 정 부구성 의 30%가 UTO에 할당됨 으로써 

이슬람 부흥당 지도자들이 부수상 외무부 차관 등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 

명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22) 이것은 이슬람 부홍당이 내전을 통한 권력 

분배에 성공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내전 종식 후 이슬람 부흥당 

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내전 발생 전인 1991 년 대선에 

서 이슬람 부흥당이 얻어 냈던 40%에 가까운 대중적 지지는 1999년 1월 실시 

된 여론조사 결과 5%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혈과 결합된 타지키스 

탄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 성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의 

미에서 한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타지 

키스탄 내전은 중앙아시아 전체에 걸친 원리주의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유혈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고 많은 타직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 타직인들은 고향을 떠나 내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을 택했 

다 ... 역설적이게도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타지키스탄이 이 

슬람 원리주의의 제한된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정)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의 결합과 그에 따 

른 과격화는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 집권세력에게 유혈의 원인을 전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툴리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내의 정 

치 세력화된 이슬람은 물론이고 모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정당화되고， 이 

것이 다시 이슬람 세력의 과격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특히 이러 

한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등장한 1996년부터 더욱 심각해진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이러한 

경계가 주변 국가들이 타지키스탄에 개입할 구실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특 

히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되려는 우즈베키스탄과， 구소련 

영토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는 러시아간의 관계가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타지키스탄의 이슬 

람 정치세력의 존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타지키스탄의 내전과 

22) 1997년 CNR 구성 에 대 해 서 는 S. Gretsky, p ‘ 12 참조. 
23) A. Malashenko(1994),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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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이 되었고， 이것은 타지키 

스탄에 구조화된 소비에트적 유물， 우즈베키스탄과의 역사적 갈등구조와 긴밀 

하게 관련되어 타지키스탄의 개혁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타지 

키스탄의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은 내전은 물론，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구소련지역의 지역안보와 국제 정치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독립된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v. 타지키스탄을 둘러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전을 야기한 타지키스탄 내의 사회적 모순들 

이 러시아가 주도했던 소비에트 시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모순이 우즈베키스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내전과 

이미 발생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연 

관관계로 인하여 양국이 타지키스탄 내전의 전개과정과 이후 정치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과 러 

시아의 관계는 신식민주의와 다를 바 없다’거나 24) ‘타지키스탄은 사실상 우즈 

베키스탄의 식민지에 다름 아니다’라거나 25)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 공화국에 

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보호령으로 변화하였을 뿐이다’라는26) 주장이 가능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양국이 타지키스탄 내전에 깊숙이 개 

입할 수 있는 표면적인 명분이 되어준 것은 앞장에서 간략히 밝힌 바와 같이 

바로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경계와 그 위험성으로부터의 현 

지 자국민 보호， 그리고 그 영향력의 자국으로의 확산 차단이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통치의 결과 타지키스탄 인구의 23%에 달하는 우즈벡인이 타지키 

스탄에 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도 수백만의 타직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들어 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이슬람 정치세력화가 타지 

키스탄에서만큼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이슬람 운동이 

24) S. Gretsky, p. 17 
25) S. T. Hunter (1996)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Connecticut: Praeger, p. 

99 
26) 이는 앞서 인용한 B. R. Rubin의 논문제목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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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페르가나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다. 예를 들어 , Adolat(Justice)' , ’Islam Lashkarlari (W arriors of Islam)' , 

'Hizb at-tahrir al-ialamiOslam Liberation) ’과 같은 원리주의 이슬람 집단들 

은 모두 페르가나를 준거지로 삼았다:2:1)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 내전이 자국 

내 이슬람 반대세력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한 중앙아시 

아 국가를 포함한 CIS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타지키스탄 주둔 

CIS 평화유지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러시아 다음이었다는 

점을 이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타지키스탄 내전은 그가 이슬람 정치집단 

을 포함한 모든 반대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는 구실이 되었다. 실제로 우즈베키 

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IMUOslamic Movement of 

Uzbekistan)는 다수의 우즈벡인과 타직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1992 

년에서 1993년 사이 그 근거지를 타지키스탄으로 옮겨 반군세력에 가담하여 

내전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IMU도 아프가니스탄의 원리주의 세력과 접 

촉하게 된다. 특히 IMU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그룹뿐만이 아니라 탈레 

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들과의 접촉이 IMU의 정치적 급진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들의 군사적 무장과 반군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사실이다.잃) 

그러나 실제로 IMU의 과격화를 불러일으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카리모프 대통령 자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dolatY- Islam Lashkarlari와 같 

이 ‘평화적 수단’을 통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중도적 원리주의 그룹 

이 급진적인 IMU에 흡수된 것은 카리모프의 독재와 탄압에 대한 반작용이었 

고， IMU가 타지키스탄으로 근거지를 이동한 것도 카리모프의 강경탄압을 피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 IMU의 바트켄 테러 후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카 

리모프의 지나친 탄압이 원리주의 집단의 과격화를 야기하였고， 그렇게 급진 

화된 원리주의가 유입되어 자국 무슬림들을 오염시킨다며 카리모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이 IMU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27)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B. Badadzhazov(2α)()) "The Fergana 

Valley: Source or Victim of Islamic Fundamentalism?" Politiml Is때n and Co빼lcts 

in Russia and Central Asia(http:j /www떠-c‘org/dataeng/10.babadzh.shtrn1 검 색 일 : 
2004.03 .17) , pp. 6-8 참조. 

28) IMU의 활동에 대해서는 S. T. Hunter(2001), pp. 1-2; S. E. Comell & R. A 
Spector(2002) "Central Asia: More than Islamic Extremists", The Wαshington 
Quarterly (Winter) , pp. 193• 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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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비난을 타지키스탄에게 돌린다.영) 그러 

나 카리모프의 주장과 달리 중앙아시아에서 일국의 과격화된 이슬람 정치세 

력이 주변국에 빠르게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는 것은 타지키스탄 내전 때문이라기보다， 민족혼재 또는 그로 

인한 민족갈등， 영토 분쟁 등 소비에트 지배의 결과 해당지역에 구조화된 모 

순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급진적 원리주의 세력이 이러한 모순이 집약된 

곳， 즉 민족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국경인접지역 30)을 주된 

근거지로 삼아， 이 지역의 소수민족을 종교적， 정치적 활동의 타켓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히려 카리모프의 타지키스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보다는 그러한 모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혐의가 더 짙으며， 여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 

하려는 카리모프의 정치적 야심이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카리모프의 이런 희망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는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소비에트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아시아의 정치적， 행정적 중섬이었고， 우즈벡인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치 엘리트로 군림해왔다 31)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비에트 타지키스탄을 

지배했던 후잔트의 우즈벡인이다. 따라서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 내전의 출발 

부터 일관되게 후잔트 친공산집권 세력을 옹호해왔고， 타지키스탄 내의 우즈 

벡인들， 그리고 친우즈벡 성향의 타직인들이 후잔트 진영을 돕도록 만들었으 

며， 그들의 반군진압을 군사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 

한 경계보다 우즈베키스탄의 기득권과 영향력 보존이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 

의 더 큰 원동력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후잔트 진영의 승리 

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벡인인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리더인 A.R. 도 

스탐(Dost없n)과도 공조하였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후잔트-쿨랍간의 확고한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쿨랍 출 

선의 공산주의자인 라흐모노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 정권과 일정 정도의 

29) 바트켄 사태를 둘러 싼 갈등에 대해서는 S. T. Hunter(2001), p. 2 참조 
30)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는 앞서 언급한 페르가나 계콕(우즈베키스 

탄 타지키스탄-키르기즈스탄의 접경지역)이나 오쉬(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의 

접경지역) 지역 등에서 특히 번창하고 있다. 

31)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S. Gretsky,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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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항상 유지하였다는 점 세 번째로는 그 결과 카리모프와 타지키스탄 

반군지도자 간의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32) 

이렇게 타지키스탄에 대한 예전의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시 

도는 내전 전 과정에 걸쳐 매우 주도면밀하게 실행되었고， 뿌리 깊은 역사적 

의존관계와 내전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그리고 타지키스탄 인구의 거의 

1/4에 해당하는 거대한 우즈벡인 집단의 존재에 기반하여 이러한 목적은 어 

느 정도 달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994년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은 “타지키스탄 외교정책의 일순위는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는 것”잃)이라고 말했고， 이 정권의 국방부 장관을 맡은 것도， 카리모프에 의 

해 그 임명이 개인적으로 승인된 우즈벡인이었다.34)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야심은 개혁세력을 필두로 한 타지키스탄 

내부 정치세력의 강한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35) 중앙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유발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타지키스탄 내전 발생 초기 러시아의 입장은 중립과 

불간섭이었다. 그러나 1992년 말경 이러한 입장은 극적으로 변화한다. 그 이 

유는 타지키스탄의 정세보다는 국내정치 흐름과 관련된 러시아 외교정책의 

선회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연방 해체 직후 러시아는 대표적인 대서 

양주의자인 외무부 장관 코지레프의 주도 하에 강력한 친서방주의 외교정책 

을 펼쳤다. 따라서 이 시기 러시아는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 특히 아시아권 

국가와의 관계에 보다 소극적이었고 CIS를 느슨한 연합체 정도로 상정하였 

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러시아 개혁에 대한 서구의 경제적 지원은 만족할만 

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실망감 속에서 특히 동유럽이나， 발탁 3 

국으로 대표되는 옛 소련 구성공화국들의 친서구화 정책과 이들을 대상으로 

32) 1995년 카리모프는 UTO의 핵심리더인 투라존-조다와 비밀리에 만났고， 이 사실 

을 알게 된 타지키스탄 정부는 카리모프가 타지키스탄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든 

다며 몹시 비난하였다. S. T. Hunter(1996), pp. 99-100 참조 
33) S. T. Hunter(1996), p. 97. 
34) 이는 러시아계 우즈벡인인 Aleksandr Shishlyannikov를 말한다. B. R. Rubin (1994) , 

p. 216 참조. 
35)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타지키스탄 민족주의자 그룹에서 강한 호응을 얻은 이슈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돌려받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 

지 영토반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지키스탄 고유의 페르시아 문화로의 회귀， 이란 

권 국가와의 관계 회복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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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에 커다란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내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 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친 

서구적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인 수정의 펼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비 

판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량으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 

하는 유라시아주의자들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옛 소련의 권위와 힘의 회 

복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적 극우 민족주의자들을 중섬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1992년 중반 러시아 외교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친서구주의자들과 그 반대세 

력간의 대논쟁의 결과， 구소련 영토， 즉 근외지역이 러시아에 가지는 중요성 

과 근외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이를 위한 의미있 

는 구조로서의 CIS를 강조하는 유라시아주의적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 

어졌다.36)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중립과 불간섭에서 적극 

적인 개입과 중재노력으로 급선회한 것은 위와 같은 외교정책의 변화 때문이 

며， 그 결과 1992년 12월 타지키스탄에 대한 군사개입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서 승인된다. 

러시아의 타지키스탄 내전 개업을 정당화하는 표면적인 명분은 우즈베키스 

탄의 경우처럼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 차단과 그 위험으로부터 자 

국민의 보호이다. 이미 체첸이나 다게스탄과 갈등을 겸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타지키스탄 내전의 결과가 자국 내 이슬람주의자들의 분리， 독립요구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러시아 연방 내 무슬림의 많은 수가 

투르크계-예를 들어 볼가 우랄 전역과 카프카즈 일부지역-라는 점에서 중앙 

아시아 이슬람에 큰 파급력을 가진 타지키스탄 이슬람 세력은 러시아의 비상 

한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타지키스탄에는 그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40만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 근외 지역 거주 러시아인의 보호는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의 기본 조항 중 하나이며 따라서 내전으로부터 이들의 보호는 내전 개 

36) 외교정책의 유라시아주의적 전환은 1992년 말 채택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의 
개념들」 이란 문서에 반영되었고， 코지레프 역시 ‘CIS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역할 

과 책임감’과 ‘옛 소련공화국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방)이 필요함’을 강조하 

는 등 유라시아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S. Gretsky, pp. 

1-5 참조 러시아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 E. Fuller(1994) 

"Russia and Central Asia: Federation or Fa비t Line?" Central Asia and the 
W orld, pp. 99-107; 문명식 (1994) ， I구소련지역의 민족분규와 러시아연방의 인큰 

외교J ， r러시아연구J , 제4권， 14-18쪽; 신범식 (2001) I러시아의 근외정책과 독 

립국가연합」 , 「현대러시아의 이해 J , 퇴설당， 254-2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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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효과적인 명분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타지키스탄 개입은 보다 근본적으로 유라시아주의적 러시 

아 외교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소련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경 

제적， 군사적 지위와 영향력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 간의 관계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닌， 독립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연방(연합)적 형태’라 

고 주장되지만， 옐친이 “구소련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증자로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능력 "37) 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의 러시아와 그들의 새로운 연방(연합) 추구”잃)를 운위할 때， 이것이 과연 무 

엇으로부터의 보호이고， 누구를 위한 평화와 안정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 

란의 여지가 있다. 타지키스탄 내전에서 러시아의 역할도 이 논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중립선언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가 절대로 내전 양 세력으로부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이다. 타지키스탄 내전 초기 러시아가 중립과 평화적 중재노력을 기울인데 반 

해39)， 외교정책의 변화 후 러시아는 친정부세력 편에서 내전에 가담하였고， 

이틀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적 지원이 내전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군세 

력에 러시아에 대한 강한 반감을 심어놓았다. 이것은 이후 프리마코프의 외무 

부 장관 취임 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진 러시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반군 측이 평화의 보증인으로서의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게 만들었 

다.40) 이런 의미에서 “CIS가 종족분쟁에서 평화유지를 도울 수 있지만， 종족 

갈등의 진압이 더 넓은 대중에 反한 비대중적 정권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공 

37) G. E. Fuller(1994) , p. 105. 
38) B. R. Rubin (1994) , p. 219 
39) 1991년 옐친은 임시수상이었던 Igor Gaidar를 듀산베로 보내 러시아 파견군대가 타 
지키스탄 갈등에 간섭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s. Gretsky, p. 4). 1992년의 GNR이 

러시아 사령관 자볼로트느이의 평화적 중재의 결과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은 2장에 

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40) 휴전협정과 평화조약을 이끌어낸 Intra-Tajik-talks에서 라흐모노프 정부 측과 
UTO간의 이견이 가장 심각하였던 것이 바로 평화보증인으로서의 러시아의 독점 

적 지위에 대한 사항이었다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라흐모노프 측과 달 

리 UTO는 러시아군이 내전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에 평화보증인으로서 이란 

과 파키스탄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s. Gretsky, p.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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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의 민주 세력은 CIS 메카니즘을 억암의 도구로 볼 것”이라는41) G. E. 

Fuller의 경고는 타지키스탄 내전의 상황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의 숨은 명분이 기득권 보호와 영향력 유 

지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타지 

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양국간의 경쟁과 대결의 무대 

가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쿨랍 출신의 라흐모노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우 

즈베키스탄의 지역적 야심이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의 주된 이유임을 간파한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과 혈맹관계인 후잔트인 대신， 우즈베키스탄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쿨랍인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제 대선 승리 후 라흐모 

노프와 쿨랍 지지자들은 중앙과 지역정부의 요직에서 후잔트인과 타직 우즈 

벡인을 몰아내었다.42)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연합(Central Asian Union)’을 형성해， 러시아를 배제한 중앙아시 

아만의 타지키스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43) 사실 양국의 타지키스탄 내전 

에의 개입 자체가 서로에 대한 견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장악에 대한 야심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서 타지키스탄이 필요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러 

시아의 지배력이 중앙아시아에 새로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 

으로 타지키스탄 내전에 개입하고 그 해결을 주도해나가려 하였던 것이다. 나 

아가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친서구주의 친미국적 외교정책은 서구의 경제적 

시스템을 자국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서구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활발하게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일차적으로 기인하지만， 이와 동시 

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패권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44) 

양국간의 경쟁관계가 타지키스탄 정치 구조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으며， 주 

로 이것은 타지키스탄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쪽으로 나 

아갔다. 1998년 11월 후잔트에서 일어난 반정부 소요는 이것의 가장 극단적이 

고 상징적인 예이다. 러시아와 라흐모노프 정권에 의해 CNR 대표구성에서 

41) G. E. Fuller(l994) , p. 105. 
42) 이에 대해서는 S. Gretsky, pp. 17-19 참조. 
43) 이 에 대 한 더 자세 한 것 은 S. Gretsky, pp. 17-19 참조. 
44) 우즈베키스탄은 9.1 테러 이후 미군의 주둔을 허락한 최초의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이 에 대 해 서 는 S. E. Comell & R. A. Spector(2002), p. 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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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후잔트 정치인 A. 압돌로조노프(Abdollojonov)가 일으킨 이 소요사태 

로 114명의 정부군과 220명의 반군이 숨지고 170명의 시민이 부상하였으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 

다.45)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의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은 내전은 

물론 이후 타지키스탄의 정치구조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무엇 

보다 타지키스탄에 구조화된 모순과 이것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 

중의 광범위한 비판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약진에도 불구 

하고 과격한 원리주의 이론과 행동으로 그들은 한편으로는 대중적 지지를 상 

실하였고，46)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주변국가의 내정간섭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기존의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지역적， 국제적 갈 

등을 야기하는 불안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이슬람 국 

가가 아닌 세속국가로서의 정치 형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 중앙아시아인들이 

소련의 지배 하에서도 이슬람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 

적인 무신론 교육의 영향으로 주변 이슬람국에 비해 종교 관념이 일정부분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주류를 형성하는 하나피파와 수 

피즘의 유연성과 리버럴리즘에 익숙한 대중에게 원리주의의 이론적 엄격성과 

원칙성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 등， 중앙아시아에 고유한 정치적， 종교적 

환경은 해당지역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그룹에 변화와 현실적 적응능력을 요 

구한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이슬람 집단이 대표하는 중앙아시아 이슬람 정치세력의 

급진화와 과격화 자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중첩된 사회적 모순의 결과라는 점 

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소비에트 지 

45) 후잔트 반정 부소요에 대 한 더 자세 한 사항은 G. Gleason(2001), p. 85 참조 
46)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은 그들이 자행한 테러와 폭력사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 

실에도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S. E. Comell & R. A. Spector(2002) , pp. 

197-198; A. Matveeva,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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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유산 - 즉 구조화된 경제적 의존관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 관행 

화된 독재적 정치시스템과 같은 - 을 청산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갈등의 근본 

모순을 해결해나가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에만 이민족 

의 오랜 지배를 견디어내게 한 자아정체성의 끈본요소이자 민족적 자존심의 

본질이며，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조직적 힘으로서의 이슬람의 위력은 긍정적 

인 발전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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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Ne 

ßORHTH3aQH~ HCRaNa B COBpeNeHHOH UeHTpaRbHOH A3HH: 

rpa~AaHCKa~ BOHHa B Ta~HKHCTaHe 

H B3aHNOOTHO.eHH~ Ne~AY POCCHeH H Y3õeKHcTaHON 

11M, MYH-EHr 

naHHa~ CTaTb~ nOCB~~eHa aHanH3y ~BneHH~ nOnHTH3aUHH HcnaMa B 5 He3aBH 

CHMbIX CTpaHax UeHTpanbHoií: A3짜i nyTeM HccneaOBaHH~ ípa*aaHcKoií: BOií:Hhl B 

Taa*HKHCTaHe. C 3TOií: uenb~ B aaHHOη CTaTbe paCCMOTpeHhl B03HHKHOBeHHe H 

npouecc ípa*aaHcKoií: BOfIHhl, npoaHanH3HpOBaHbI Cy~HOCTb H oc06eHHOCTH nonH

TH3auμH HcnaMa B Taa*HKHCTaHe B CB~3H C COUHanbHbWH np06neMaMH H HcnaM 

CKHM $yHaaMeHTanH3MoM H OCBe띠eHμ peíHOHanbHhle H Me*aYHapOaHbIe np06ne뻐， 

KOTophle Bhl3bIBaeT nonHTH3aUH~ HcnaMa B Taa*H1이iCTaHe ， ínaBHhlM 06pa30M, BO B 

3aHMOOTHoweHH꺼X Me)i(ay POCCHe때 H Y36eKHCTaHOM. 

nonHTH~eCKHfI HcnaM B Taa)i(HKHCTaHe Hípan ínaBHy~ ponb He TonbKO B 

ípa)i(aaHCK。η BOií:He , HO H B CnO)i(HBWeαC~ BnocneaCTBHH nonHTH~ecKo ií: CTpyK 

Type 3TOií: CTpaHhl. noa06Ha~ cHTyaUH~ TeCHO CB~3aHa C HMe~~HMH aoníy~ 

HCTOp싸o KOH$nHKTaM“ “ npOTHBope~H~MH ， KOTophle C03aan COBeTCKH때 pe)i(HM, 
C oaHO찌 CTpOHhl, H C KpHTH~eCKHM OC03HaHHeM 3THX np06neM caMHM HapoaOM, C 

apyíoα. Ho HeCMOTp~ Ha ycnewHoe pa3BHTHe, nonHTH~ecKHií: HcnaM, C oaHO때 CTO

pOHbI, Tep~n MaccoBy~ nOaaep)i(Ky, a C apyíoií: CTOpOHhl, BbI3hlBan BMewaTenbCTB。

coce,llHHX CTp없i -- HMeHHO Pocc싸i H Y36eKHCT뻐a， -- ~TO 6blllO CB~3aHO C 3KCTpe

MHCTCKOií: HaeonOíHefI HcnaMCKOíO $yHaaMeHTanH3Ma. noa06Ha~ cHyTaUI쩌 npHBena 

K yí ny6neHH~ HMe~I따iXC~ COUHanbHbIX npoTHBope~Hií:， a TaK)i(e K B03HHKHOBeHH~ 

HOBOíO o~aía HecTa6HnbHocTH, Beay~eío K peíHOHanbHO-Me*aYHapoaHOMY 

KOH$nHKTy. 

OaHaKO, Bce-TaKH MO*HO CKa3aTb, ~TO caMa paaHKanH3aUH~ nonHTH~eCKOíO 

HcnaMa B UeHTpanbHoií: A3HH ~Bn~eTC~ pe3ynbTaToM pa3HblX HCTopH~eCKHX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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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OpeqHH H KOH~AHKTOB ， rro3ToMy rrpe%~e BCerO Heo6xo~HMa AHKB‘i~al1HSI Hera

THBHhlX HaCAe~HH COBeTCKOrO rrpaBAeHHSI , KOTOpOe rrpO~OA%aeT crrOC06CTBOBaTb 

BocrrpOH3Be~eHHIO CO l1HaAbHhlX rrp06AeM, qTO rr03BOAHT pa3peWHTb OCHOBHble pe

rHOHaAbHhle rrpOTHBOpeqHSI B UeHTpaAbHOH A3HH. HMeHHO rrpH TaKOM yCAOBHH CHAa 

HCAaMa, KOTOpaSl Si BASl eTC Si cymecTBeHHhlM 3AeMeHTOM Ha l1HOHaAbHOH CaMOH~eHTH

@“Kal1l까i HapO~OB UeHTpaAbHO꺼 A3HH, CMO*eT HrpaTb rr03HTHBHYiO pOAb B pa3BHTHH 

Ta~HKHCTaHa H BCeH UeHTpaAbHOH A3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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