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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문명의 십자로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이 지역에 둥장했던 국가들만큼이나 

다양한 종교들이 부홍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큰 영향력 

올 발휘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쿠산왕조 시기에 지어진 불교유적지들은 현재 

에도 새롭게 발굴되고 있으며 마니교와 네스토리안교(경교)의 공동체는 이슬 

람이 전래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유지되었으며 마침내 이슬람교가 전래된 

이후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은 거대한 이슬랍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슬람의 정착 이후에도 이 지역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종교들이 흘러들었는데， 

그 중에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토착 민족을 제외한 이민족들 중에서 가장 많 

은 인구를 지닌 러시아민족의 종교도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는 제정 러시아의 정복활동파 더불어 

서 러시아농민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 

로1) 시작되었다. 제정러시아의 국교였던 러시아 정교는 당연히 투르케스탄 

지방 총독(ry6epHaTOp)의 대대적인 지원올 받았어야 했지만， 카프차즈 지역 

에서 모슬렘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고전했던 경험올 목격한 러시아 관리들은 

지역의 모슬렘들올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많은 견제 및 제약을 받으며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게 

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구 활동이 안정에 접어들자마자 러시아 중앙에서 

*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박사학위 취득 예정. 
1) 17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분열(paCKon) 이후 구교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중앙아시아 

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구교도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해 외부와의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운에， 본격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것은 19세기 중엽에 러 
시아 사제들이 파견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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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하여 러시아 정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의 종교문제는 역사상 최초로 둥장한 유물론자들의 반종교정 

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되었다. 특히 소비 

에트 정권의 종교정책과 러시아 정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임영 

상2)， 황영삼3)， 김수희 4) 둥올 비롯하여， 국외에서는 엘리스(J. E1liS)5), 포스펠 

롭스키 (11. B. nOCneJlOBCI<뼈)6) 오딘초프7)(M. 11. OJlHHUOB)를 비 롯한 많은 학자들 

에 의하여 통팔적으로나 혹은 시기별로 나뉘어져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연구 대상이 

된 지역도 러시아 정교도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이 대부분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슬람이 우세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시기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의 연구가 당연히 이슬람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 

서 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구소련이 붕괴된 이 

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소수 민족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슬람교 

다음으로 많은 신도를 지닌 러시아 정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부랴코브(10. φ. 5YP.lII<OB) , 주쿄바(11. 11. J1<YI<OBa), 프로스쿠린 (B. H. npOCI<YPUH)S) 

둥올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올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저 

술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나 교회 활동 보다는 소비에 

트 정권에 의해 파괴되었던 정교회 건축물들의 발굴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 

2) 임영상(1앉E) r혁명과 종교: 러시아 정교회， 1917-1잃9J ， r외대사학~， 한국외국어대 

학교 사학연구소， 제 6집， 163-213쪽. 
3) 황영삼(1997) r떼레스트로이카와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 변화J ， 한국외대 국제관계연 

구학과 박사논문. 
4) 김수회 (1996) r구소련과 러시아 정교」， F슬라브연구~，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제 12 

권， 51-72쪽. 
5) ]. E피s(l쨌) πIe Russ때J orthodox OwrciJ - A Contemporary Histo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6) 1I. B. nOcnenOBCK뼈(1995) PyCCKlUI npßBOCJ1ßBHlUI IJepKoBb B XX BeKe, t.t.:PecnyCíJJHKa. 

7) t.t. 11. o.llHHlloB(l잃4) rOCYI1ßpCTBO H IlepKOBb B POCCH.κ XXBeK, t.t .:JI}"I PAY. 

8) 10. φ. BYPlIKOB, JI. H. :t<YKoBa, B. H. npoCKYPHH(1998) "K HCTOpHH xpHCTHaHCTBa B Cpe.ll

HeA A3HH," K HCTOpHH XpHCTHßHCTBß B Cpel1HeR A3HH, TamK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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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편집부에서 펴내고 있는 일부의 저술9)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홍미로운 사실은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말까지 이르는 시기의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상황은 연구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구소련의 종교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저술들이 이 시기에 

몰려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으로， 투르케스탄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연구 

들에서는 당시의 소비에트의 종교정책이 매우 가혹해서 사제들이 유형에 처 

해지거나 대부분의 정교회 사원이 폐쇄되어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사실만 매 

우 간략하게 설명되어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 

였는가? 그리고 이 시기가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에서 공백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아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혹은 언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 졌기 때문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20년대에 중앙아시아의 투르케 

스탄 주교구(TYPKeCTaHCKa~ EnapXH~)에서 발생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 

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타쉬켄트를 중심으로 한 투르케스탄 주교구와 알마 

티를 중심으로 한 세미레치 주교구(CeMHpeqeHCKa~ EnapXH~)가 자리잡고 있었 

는데，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처음 발생하였고， 세미레치 

주교구는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방대해지자 혁명 직전에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또한 1920.30년대는 

소비에트의 종교정책이 실험되고 정착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고착된 국가 

와 종교의 관계는 이후 수십년 동안 구소련의 전형적인 형태로 지속되기 때 

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논문의 본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발표된 연구서가 없기 때문에， 우즈 

베키스탄 국립 중앙 문서보관소(urA PY3)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당시의 투 

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당시 투르케스탄 주 

교구를 담당하던 우즈벡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그동안 비밀 

문서로 보관되어 있다가 구소련의 붕괴 이후 개방된 것이 대부분이다. 

9) B.IIam뻐IP， MHTponOnHT BHmKeKCKHß H Cpe~ea3HaTcKHß(2002) 3eHßR nOTOMKOB naTpHapxa 

TlopKa, M.:H311aTeJlbCTBO MoCKOBCKOß naTpHapxHH과 잡지 BoCTOK CBwe. B뻐yCK I-Vm 
(2001-:m)) 둥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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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명 이전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 

중앙아시아에 러시아 이주민이 처음 나타난 것은 17세기 말엽인데，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구교도들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의 통행이 어려운 동카자흐스탄 지역의 계곡 

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적에 

포함이 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인데， 이는 당시 러시아의 경작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이었다. 러시아 농민은 토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는 스랩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그 후 차츰 카자흐 민족의 영토로 퍼져서 결국 

은 투르케스탄의 국경에 이르게 되었다. 농민들의 이러한 이주는 단독으로 행 

해진 것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의 정책에 의해 군부대의 활동이 선행된 것이 

었다. 즉， 군부대가 차츰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해 나아가고， 점령 지역의 경 

작지로 농민들을 이주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군부대와 농 

민을 따라서 러시아 정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였다. 

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정교의 교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이 된다. 먼저， 일명 ‘행군교회’로 불리는 이동교회인데， 이는 주로 군부대와 관 

련된 것이었다. 군부대는 영토확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따라 

서 정교회 사원으로 천막이나 일시적인 가건물을 이용했다. ‘행군교회’에 소속 

된 사제들은 임시 예배당에서 사용할 예배용 집기들을 소장하고 다녔다 10) 

두 번째는 농민들의 정착지에 지어진 상설 교회의 형태이다. 중앙아시아 최 

초의 상설 교회는 18fiJ년에 차자크 마을인 코팔(Kona.n)에 천막으로 지어졌다11) 

그 후에는 말린 벽돌을 사용하여 사원을 지었는데， 말린 벽돌은 내구력이 떨어 

져서 처음으로 내리는 비를 맞자마자 부서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제정 러시아 

본토의 화려한 정교회 건축물과 비교되는 이러한 볼품없는 모습은 중앙아시아 

의 정교회가 국고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었다.12) 

10) 10. φ. BYP.lIKOB , JJ. H. tYKOBa, B. H. npOCKYPIIH(1998), c. 13. 

11) 이 교회의 첫 사제 임명은 1852년에 이루어졌다.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교구의 

개설과 사원의 건설이 일치하는 경우가 적었고， 반대로 사원이 지어지고 몇 년 지 

난 후에야 교구가 개설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책， c. 15. 
12) BJIaJllllolllp, MIITponOJIIIT BllmKeKcKlIlt 11 CpelIHea3I1aTcKlIlt(2002), c.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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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세 번째 교회 형태는 일명 ‘열차 교회’이다. 

1880년대 투르케스탄 지역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급 

증하게 되었지만 러시아 정교회의 교구 건설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기 때문 

에， 철도의 각 지선으로 ‘열차교회’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열차 

교회는 각 역마다 멈춰 서서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정교도들의 세 

례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성찬식을 행한 후에 다른 역으로 이동하였다，13) 

한편， 1850년에 최초의 상설 정교 사원이 동장한 이후 1850년대 중반에서 

1860년대에 걸쳐 중앙아시아에는 교구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0 

여개가 넘는 교구가 건설되었다，14) 이 교구들은 일부는 오렌부르그 주교의 관 

할로， 또 일부는 톰스크 주교의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중앙아시아는 매 

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며 오렌부르그와 톰스크의 주교들이 늘어나는 교구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독립 주교구의 건설에 대 

한 정교회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투르케스탄의 총독인 카우프만(K.n.KayIþMaH) 

도 청원을 하자 1871년 6월 17일 신성종무원(CB.CHHOll)의 결정에 의해 투르케 

스탄 주교구가 설립된다. 

하지만， 주교구의 설립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에서는 지방 총독과 정교회의 

갈둥이 시작되었다.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첫 중심지는 정교회의 희망과는 다 

르게 투르케스탄의 중심지인 타쉬켄트가 아니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베르니 

(BepHHlt)시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타쉬켄트가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가 되면 

이슬람에 대한 러시아 제국의 압력으로 비추어져 현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고， 또한 혹시라도 정교회가 총독의 행정적 권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결정된 것이었다.15)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중심지의 결정과 더불어 정교회가 총독에 대해 불만 

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슬람과의 차별 정책 때문이었다. 투르케스 

탄의 총독들은 카프카즈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현지 모 

슬렘들의 종교생활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 회교성원과 메드레세(이슬 

람신학교)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19세기 말까지 국고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원은 이주자들이나 

상인들의 기부로 지어졌고 따라서 러시아 본토의 화려한 외관과는 비교할 수 

13) 같은 책， c. 172. 
14) B. A . .RKoBJ1eB(1902) H3 aepKoBHoit *H3HH TypKecT8H8, BepH뼈， cc. 6-9. 
15) 에. φ. EYP5l KOB, J1. H. )((yKoBa, B. H. npOCKYPHH(1998), 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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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이 매우 초라했고 사제들의 생활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은 로젠바흐(P03eH6ax ， 1884-1888) 총독 시기에 조금 바뀌었지만， 이는 투르케 

스탄에서 러시아 제국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1888년 로젠바흐는 “화려하고 장대한 회교성원이나 메드레세(신학교)에 비교 

되는 궁핍하고 형편없는 정교회의 외관은 매우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알렉산드르 III세는 국고에서 정교회 사원 건설을 지원할 것 

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도시의 일부 사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것 

도 일부 금액만 지급되었을 뿐이었다.16) 

하지만， 이러한 재정 지원이 총독부와 정교회의 화해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트케스탄의 지방 정부와 정교회의 갈둥은 강화되었는데， 특히 

가장 극심한 대립을 보이게 된 것은 총독 브레브스키 (A. BpeBC때꺼1889-1898)가 

교회 내부의 일에 간섭을 하고 교구사제를 직접 파견하려고 시도하면서였다. 

주교 그리고리 (rpHropI때(noneTaeB) 1892-1895)가 이러한 간섭을 거절하자， 브레 

브스키는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없애고 모든 교구의 관할권을 육군성으로 넘기 

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 계획은 다음 총독인 두호브스키 (c. nyxOBCK때 

1898-1901)에 의해 실현되어， 1900년 투르케스탄의 도시와 요새의 사원들과 교 

구들은 모두 페테르부르그의 육해군 사제 관청으로 전달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시골에 흩어져있는 교구들과 

도시의 학교 및 묘지에 부속된 사원들만 담당하게 되었다.17)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교구들에 대한 권한을 잃기는 하였지만， 투르케 

스탄 주교구의 상황이 그렇게 암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투르케스탄으로 이주한 러시아 정교도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서 신도 

들이 늘어녔으며， 그 결과 디미트리(뻐MHTp때(A6amHa3e) 1906-1912) 주교가 활 

동했던 시기에는 정교회 사원이 787ß 에서 161개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던 것 

이다. 또한 1910년에는 투르케스탄의 모든 교구에 사제들이 파견될 수 있었 

고18)， 육해군 사제 관청으로 이전되었던 사원과 교구들도 다시 투르케스탄 주 

교구의 관할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19) 

16) BJla，llH뻐p， MHTponOJlHT BHmKekCkHR H Cpe，llHea3HaTCkH꺼(2002) ， c. 168. 
17) 같은 책， CC. 194-195. 
18) 이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현지에 있는 교사나 교육받은 현지인에게도 성직자 

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디미트리 주교가 신성종무원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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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은 정교회의 주교 

구청 (KalþellpaJJbH뼈 co6op)을 투르케스탄의 정치 • 경제의 중심지인 타쉬켄트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1916년 12월 신성종무원의 결정에 의해 주교의 체류지와 

주교 감독국은 타쉬켄트로 옮겨지게 되었고， 기존의 중심지였던 베르니를 중 

심으로 하여서는 세미레치 주교구가 새로 형성되었다.20) 이 결정에 의하여 

1917년 2월 주교구청이 타쉬켄트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투르케스탄 주교 

구가 새로운 소비에트 체제에서 보다 빠른 정보를 얻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분열 

10월 혁명이 다가올 무렵 러시아 제국 내의 정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고무된 상태였다. 1914년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제국 내에 

130명의 주교를 지닌 677ij 의 주교구와 3만 5천개의 초급학교， 58개의 신학교 

를 거느리고 있었다.21)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1905년 혁명 직후부터 정교 

회의 개혁을 외치는 혁신파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다가오면 

서 정교회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관계를 청산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었다.22) 정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전국교회회의 (IToMeCTH뼈 

Co6op)에 교회의 운영권을 이양하라고 주장했지만 오랜 휴지기 23)를 거친 후 

1917년에 소집된 전국교회회의에서는 오히려 총대주교좌(ITaTpHapxaT)의 부활 

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혁명 직후인 1917년 11월 5일(구력)에 모스크바의 

수좌대주교였던 티혼(THXOH)이 총대주교로 선출된다. 하지만， 총대주교좌의 부 

활은 혁신파의 불만을 야기하여 전국교회회의의 도중에 퇴장하는 사건까지 발 

19) 같은 책， c. 204. 
20) 10. φ. ByPjJKOB, JJ. H. lI<yKoBa, B. H. npocKYPHH(1998), c. 18. 
21) 1I. B. nOClIeJlOBCK뻐(1뾰) PyCCKaJI np8.BOCJ18.BHaJI L(epKOBb B XX BeKe, M., c. 35. 
22) 이들 개혁주의자들은 고대교회의 슬라브어 대신 현대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신도들 

도 성찬식에 참석시킬 것과 교회의 운영권을 성직자와 신도들에 의해 선출된 전국 

교회회의 (nOMeCTH때 Co6op) 로 이전시킬 것， 그리고 백색 성직자(결혼한 교구 사 

제)와 흑색 성직자(미혼 수도사)의 구분을 철폐할 것 등을 주장했다. 제프리 호스 

킹 (1991) ~蘇聯史~， 김영석 옮김， 홍익사， 231쪽. 

23) 전국교회회의가 마지막으로 소집되었던 것은 168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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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되었고， 후에 혁신파와 정통 정교회의 본격적인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볼셰비키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그 동안 준비해두었던 종교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차례로 공포한다. 교회와 교구사제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령이 내려졌고 뒤를 이어 교회와 수도원의 토지 

를 포함한 모든 농경지는 국가에 이양되었으며(구력 12월 4일)， 교회에 부속 

된 모든 학교들은 인민위원회 교육부로 이관되고 이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되 

며(구력 12월 24일)，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무효라는 선언(구력 12월 18 

일)이 내려졌다. 그 후 이 모든 조치들이 종합되어 1918년 1월 20일(구력) ‘양 

심의 자유와 교회 및 종교단체에 대한 포고령’(lleKpeT 0 COBeCTH, uepKOBHbIX H 

peJIHrH03HblX 06띠eCTBax)이 발포된다. 일명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및 학교와 교회 

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lleKpeT 06 OT lleJleHHH uepKBH OT rOCYllapCTBa H UJKOJlbI 

。T uepKBH)으로 더 유명해진 이 포고령은 이후 소비에트 정책의 기본 종교정 

책이 되는데， 그 내용은 “종교단체의 재산소유권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은 인 

민의 재산으로 선포되며 예배를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 

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어 

떠한 보조도 받지 못하고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갱) 

그러나，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동일한 포고령이 1918년 11월 20일에 이르 

러서야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발표되는 

데， 이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10월 혁명 직후인 1917년 

11월 1 일(구력) 타쉬켄트에서도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이 선언되었고， 이어서 

제3차 노동자 · 병사 · 농민 대표 소비에트 지역위원회에서 정부구성을 위한 

논의와 투표가 행해졌으며(구력 11월 15-22일 )25)， 투르케스탄 지역의 적군(t$ 

軍)을 조직한 후인 제 5차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대회에서 1918년 4월 30일에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공화국(TCp)26)의 형성이 선언된다.잉) 

24) PyccKaß npaBOCßaBHaß aepKOBb H KOMMyHHcTH~eCKoe rocyoapcTBα 1917-1941. 
lIoKyMeHTbI H lþoToMaTepHaJIIJ(l996) , M.:113.1laTeJJbCTBO DHõJJellcKo-l)orOCJJOBCKOro I1HCTH

TyTa CB. anOCTOJJa AH.1lpe.s!, CC. 29-30. 

25) 정부 구성은 사회혁명당이 8석을， 볼셰비키가 7석을 차지하였고， 인민위원회의 대 
표로는 볼셰비키 콜레소브(φ. 11. KOJJeCoB)가 선출되었는데 투르케스탄의 첫 소비에 

트 정부에는 현지인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6) 투르케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CHK)의 대표로는 콜레소브(φ. 11. KOJJeCoB) 

가 선출되었고， 중앙집행위원회(l\I1K)의 36명의 위원중에는 4명의 현지인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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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투르케스탄 지역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우선 혁명 이전부터 이슬람 개혁을 주 

장하며 계몽과 지역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자디드’쟁)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 

용하여 코칸드 지역에서 ‘투르케스탄 자치 정부’29)의 성립을 선언하였고， 이들 

세력이 강제로 해체된 후인 1918년 2월 말부터 페르가나를 기점으로 하여 투 

르케스탄 전역에 걸쳐 반(反) 소비에트 활동인 ‘바스마치 운동’30)이 발생하였 

던 것이다. 

이에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정권의 유지가 최대의 과제가 되었 

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결정된 여러 가지 포고령과 지침들을 실 

시할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정권은 지역의 안정 

을 위하여 한동안 종교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 정교회의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오히려 혁명 이전에 제정 러 

시아 정부에 의해 잃었던 권리들을 되찾아주는 조치들이 행해졌다. 1918년 3 

월 26일 투르케스탄 인민위원회는 “군대 동원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육군성이 

관할하던 타쉬켄트 그리스도 변용(變容) 대사원(Cnaco-npeo6pa*eHCK뼈 co6op) 

을 투르케스탄과 타쉬켄트의 주교의 관할로 이전시킨다. 대사원의 건물과 모 

었다. 

27) 하지만 국방의 문제라든가 무역， 우편 및 전보， 철도 등은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PCφCP)의 관할 아래 놓이 게 된다. 

28) 자디드란 이슬람 개혁주의자를 의미하는데 자디드의 형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n. 
A. MHMOBa(2000) ll:KaI1HI1H3M B Cpel1Helt A3HH. nyTH 06HOBJleHHJI, peφOpMbl， 6opb6a 3a 

He3aBHCHMOCTb와 )l(i1I1Hl1'1HJlHK: HC.πl)J(Oπ JlHrHJlaHH.띠 M}'CTaKHJl.1lHK Ba TapaKKH강T y 'lyH 

KYpam(2000)을 참조할 것. 

29) 1917년 11월 28일(구력) 선언된 ‘투르케스탄 자치 공화국’은 코칸드에서 성립되었 

다고 하여 ‘코칸드 자치 공화국’ 혹은 ‘코칸드 자치 정부’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이 

들은 특별한 활동을 하기도 전에 도시를 봉쇄한 소비에트 군대의 대대적인 폭격으 

로 1918년 2월 22일 항복을 한다.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에 대해서는 C. C. Ab3aMXÿll<aeB 

(2000) TypKHCTOH MyXTOpHJlTκ TamKeHT을 참조할 것. 

30) 바스마치 운동은 1923-24년에 이르면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일부 산간 지역에서 

는 1930년대 초반까지도 저항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가 소비에트 

체제에서 독립한 이후 현지 학계에서는 산적떼를 의미하는 ‘바스마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빨치산 운동’ 혹은 ‘유격 운동’이라는 뜻의 HCTHKAOA4HAHK xapaKaTH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스마치 운동에 대해서는 김경문(1994) r구소련의 중 

앙아시아 강점과 무슬림 저항운동 바스마치 운동(1917-1927)을 중심으로J ， 한국외 

대 대학원 석사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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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교회의 재산은 대사원이 속한 교구에 전달한다"31)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 

린다. 동일한 조치가 페르가나와 사마르칸트 지 역 등에서도 행해지는데32)， 이 

는 혁명 이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권이 내린 ‘종교단체의 재산권 박탈에 관 

한 포고령’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제정 러시아 정 

부의 명령에 의해 박탈되었던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구 관할권을 소비에트 

정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투르케스탄 지역 정교회의 환심을 얻으려는 조처 

였을 것이다. 

이러한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정부의 상징적인 친종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제 체포 및 교회재산 몰수와 같은 종교탄 

압의 행동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게 하였다. 이에 투르케 

스탄 주교구의 주교 인노켄티 (HHHOKeHTHfi(nYCT비HCKHfi) 1912-1923)는 총대주교 

티혼과의 상의를 거친 후에 제2차 주교구 사제회의를 개최하여， 1918년 10월 

3일 투르케스탄 지방 정교회의 독립을 선언한다.33) 이 결정에 대하여 현 중앙 

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인 블라지미르는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독립 

은 불안정한 정세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평하지만， 이미 

교구의 독립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아울리에아트(AYJIHeaT)와 아쉬하바드(Amxa6a.ll) 

에 부사교구(副퍼敎區， BHKapHficTBO)의 설치를 직접 제정하는 둥 독자적인 행 

보를 보여주었던 인노켄티가 정치 및 정교회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 

여 내린 결정으로 보여진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독립으로 인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총대주교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제들의 우려와는 달리 투르케스탄 지역의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 

하여 사제 체포나 교회 폐쇄와 같은 소비에트 정부의 가시적인 탄압은 시작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로부터 정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으니 바로 혁신파 

와의 갈둥이 투르케스탄에서도 시작된 것이었다.잉) 1922년 5월 총대주교 티혼 

31) urA PY3(우즈베키스탄 국립 중앙 문서보관소)， Iþ. p-25, 011. 1, ll. 15, J1. 159. 
32) 같은 문서 , J1. 173-17306. 
33) 10. φ. BYPJlKOB, J1. H. Jl(YKoBa, B. H. npOCKYPHH(1998), C. 28. 
34) 투르케스탄 주교구에 혁신파가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문건이나 논 

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앙에서 이루어진 혁신파의 쿠데타 이후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도 바로 혁신파의 조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미 투르케스탄 주교구 내 

에 혁신파 세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만， 혁명 이전이나 직후에 투르 

케스탄 종교회의에서 혁신파와 정통파와의 갈둥을 보여주는 문건을 아직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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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을 방해35)했다는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동안 쿠데타를 

일으킨 혁신파36)는 총대주교좌를 대신할 ‘최고 교회행정국’(Bblcmee uepKOBHOe 

ynpaBJIeHHe)을 설치하고，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지지와 티혼의 파문을 선언하 

였다. 소비에트 정권의 묵인 아래 혁신파는 매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서 

1923년에는 전체 정교회 교구의 70%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37) 

중앙을 장악한 혁신파의 ‘최고 교회행정국’은 각 정교회 교구에 보낸 서신 

을 통해 자신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였고， 투르케스탄 주교구에도 동일한 요구 

를 하였다. 하지만， 주교 인노켄티는 ‘투르케스탄 사제와 평신도의 정기집회’ 

를 열어서 “주교구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최고 교회행정국의 강요는 거부한 

다”는 의견을 밝힌다.잃)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장악하는 것에 실패한 혁신파들 

은 1922년 대주교 니콜라이 (H따OJIaß(φellOTOB) )를 수장으로 하는 ‘투르케스탄 

주교구 행 정 국’(TYPKeCTaHCKoe EnapXHaJIbHOe YnpaBJIeHHe, 이 하 ‘주교구 행 정 

국’이라 칭함)을 별도로 조직하고는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장악하기 위한 행보 

를 시작한다. ‘주교구 행정국’이 둥장한 이후 투르케스탄 지역의 신문에는 주 

교 인노켄티를 비방하는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1923년 초 인노켄 

티는 국가보안부의 체포를 피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좌를 전달하지도 

못한 채 한밤중에 타쉬켄트에서 도망을 치고 만다. 

수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혁신파로 이전하는 사제들과 교회가 차츰 늘어나 

는 못하였다. 
35) 볼가지역에 기근이 발생하자 정부는 기근구호를 명목으로 교회의 값진 물건들을 

모두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티혼은 법에 금지되어 있는 교회의 자체적 구호 

사업을 숭인해 줄 경우에만 종교적인 의식 집전과 관련없는 물건을 처분할 용의가 

있음올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강제로 교회의 소장품들을 압수하였고， 결국 이로 인 

한 충돌로 사제들이 사망하거나 구금당했고， 티혼 총대주교도 가택연금 되었다. 제 

프리 호스킹， 앞의 책， 232쪽. 
36) 혁신파는 크게 ‘살아있는 교회’()((HBaR uepI<OBb), ‘교회부활연맹’(COI0 3 uepl<OBHOr。

B03pOll<lleH뻐)， ‘고대 사도교회 공동체 연 맹 ’(COI03 06뻐H llpeBHeanOCTOJlbC l<oA uepl<BH) 

둥의 분파들이 있다. 혁신파의 경향과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혁신파의 입장에서 

살펴보려면 urA PY3 , iþ. p-39, ll. 659a, J1. 637-64206을 참조할 것. 

37) H. C. rOPllHeHI<0(1989) "npaBOCJlaBHe B COBeTC I<OM 06I1\eCTBe. OCHOBaHHble 3Tan빼 

3BOJlIOUHA," PyccKoe llpilBOCJ1i1BHe:BexH HCTOpHκ MOCKBiI: H3/JiI TeJ1bCTBO nOJ1HTH'leCKOil 

J1HTepil Typbl, c. 없5. 

38) BJlallHMHp, MHTpOnOJlHT BHm l< el< CI<HA H CpellHea3HaTC I<Hn(2004) "B pRlle , C 60JlbmHM 

I<peCTOM Ha rPYllH, OH lleJlan 1l01<J1allbl B MellHUHHCI<OM 06띠eCTBe ，" BoCTOK cBblDle, BwnyCI< 

Vll. Taml< eHT: llyxoBHoe H J1HTepnypo-HcTopH'Iec l<oe H311aHHe, 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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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자39)， 정통 정교회는 회의를 통하여 ‘주교구 행정국’에 대처할 새로 

운 조직을 구성할 것을 논의하였고 1923년 2월 27일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구 연합40)’ (COW3 npHXODOB TypKecTaHCKOA errapx째， 이하 ‘교구 연합’이라 칭 

함)이라는 종교단체를 조직한다. ‘교구 연합’의 수장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주교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인노켄티의 도주로 인해 주교좌 

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사제장 안드레이 (M.AHDpeìf)를 의장으로 선출하 

였다.41) 

‘교구 연합’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전국교회회의에 보낼 투르케스탄 주교구 

의 대표를 선출하고， 일반 정교도가 혁신파와 정통 정교회의 차이점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하는 등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특히 ‘교구 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조직을 합 

법화시키는 문제였는데， 이는 1923년 3월 24일에 반포된 투르케스탄 중앙집 

행위원회 (T띠K)와 인민위원회 (CHK)의 49호 명령에 의해 “이익의 추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반드시 숭인을 받고 둥록을 해야 했기” 때문이 

다.42) 비록 당시 투르케스탄 지역의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둥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마쳤 

기 때문에 ‘교구 연합’도 이에 대웅하기 위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교구 연합’의 합법화 시도는 실패하게 되는데， 1923년 5월 12일 투 

르케스탄 공화국 내무 인민위원회는 ‘“주교구 행정국’이 ‘교구 연합’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교구 연합’은 ‘주교구 행정국’에 반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43) 단 

체의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교구 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내무 

인민위원회에 다시 청원을 넣지만 동일한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고， 투르케스 

탄 중앙 집행위원회 간부회에 넣은 마지막 청원마저 거절을 당해 결국은 법 

적인 둥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얘) 투르케스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비록 그 

39) urA PY3 , iþ. p-39, on. 1, ll. 659a, J1. 55. 
40) ‘교구 연합’에는 타쉬켄트의 107~ 교구와 시외의 기타 교구들， 투르크멘 주， 아울리 
에아트 , 페로프스크， 카잘린스크 둥의 교구들이 참여를 하였다. urA PY3 , φ. p-17, 
on. 1, ll. 798, J1. 1. 

41) urA PY3 , φ. p-39, on. 1, ll. 659a, J1. 58-잃06. 

42) 같은 문서 , J1. 껑5-2정06. 

43) urA PY3 , iþ. p-17, on. 1, ll. 798, J1. 4. 
44) 같은 문서， J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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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까지는 공개적으로 정교회에 대한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혁신파의 지원을 통해 정교회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혁신파를 지원한 것은 옳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정통 정교회의 통치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교구 연합’이 합법화에 실패를 

하자， 정통 정교회 사제들은 1923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인노켄티를 대신할 

수장으로 주교 루카(JlYKa(BofiHo-RceHeUKHfi) )를 선출한다. 하지만， 선거 열흘만 

에 루카는 당국에 체포당하는데， ‘주교구 행정국’의 주교 니콜라이가 루카와 

더불어 ‘교구 연합’의 대표적인 활동가인 미하일 안드레이와 주교 안드레이 

(enHCKon AHnpefi, YXTOMCKH때)를 ‘반혁 명 의 음모’를 계 획 하고 있다고 당에 고발 

을 했기 때문이었다.엠) 정통 정교회의 통치 조직인 ‘교구 연합’의 합법화에 실 

패를 하고， ‘교구 연합’의 형성부터 주최가 되었던 세 사람마저 구속되자 정통 

정교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은 이 

에 만족하지 않고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 1923년 7월 

22일 ‘주교구 행정국’의 니콜라이는 “티혼주의자46)이면서 ‘거짓’주교인 루카를 

추종하고 ‘반혁명 행위’를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추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제 20명 

의 신상명세를 소비에트 정부에 넘긴다.47) 

그런데， 비록 자신들과는 견해가 다르다고는 해도， 혁신파가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무신론자인 소비에트 

정부의 손에 넘기면서까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원인 

은 무엇일까? 우선은 혁신파의 주장이 옳다고 정통파 사제들을 설득하여 포 

섭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세력 

을 확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주교 

구에서 정통파 사제를 공격하는 행위에 더욱 자극이 되었던 것은 혁신파 교 

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주교구 행정국’ 의장 니콜라 

이의 1923년 7월 21일의 보고서를 보면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현재 매우 심 

각한 분열상태에 있다: 가장 부유한 사원과 교구， 그리고 그에 소속된 재산들 

45) BnaaHMHp, MHTponOnHT 5HmKeKCKHß H Cpe뻐ea3HaTcKHß(2004) ， C. 9. 
46) 혁신파들은 정통 정교회를 총대주교 티혼을 추종한다는 의미로 ‘티혼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47) l.{rA PY3 , iþ. p-39, Oß. 1, a. 659a, 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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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티혼주의자에 속해 있고 < ... > ‘주교구 행정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난 
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주교구 행정국’이 정권과 교회의 적과 싸울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획 득해 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뼈) 이 보고서 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및 학교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당 

시까지는 투르케스탄 교구의 재산이 몰수되지 않고 정교회에 속해 있었으며， 

혁신파가 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경제적 

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 

통 정교회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여하튼 혁신파의 활동이 전체적으로는 정교회를 약화시켜서 소비에트 정권 

에 이롭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자 지역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적 

극적으로 혁신파를 돕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1924년 1월 26일 시르다리야주 

집행위원회가 내무인민위원부에 보낸 비밀문서에 의하면 “시르다리야 주 집 

행위원회는 혁신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구교회 49)(정통 정교회) 사 

제들 중에서는 아직도 허가된 모임을 반소비에트 사상과 신교회(혁신파)에 대 

항할 것을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신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살아있는 교회의 현재의 주교를 정교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 

다 강한 사제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앙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구교 

회의 조직은 숭인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밍) 

결국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정통정교회는 새로운 통치조직인 ‘교구 연합’을 

합법화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곧이어 핵심 활동가들마저 구속되어서 더 이상 

의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혁신파에 속하지 않은 사제들은 ‘주교 

구 행정국’의 적극적인 고발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어 유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후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혁신파와 연합51)할 수 밖에 없 

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혁신파의 

활동만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48) 같은 문서 , }]. 64-64015. 
49) 혁신파의 둥장 이후 정부의 문건에 정통 정교회는 구교회로， 혁신파는 신교회로 
표현되고 있다. 

5이 앞의 문서 , }]. 221-22106. 
51) 10. φ. 5YP$l KOB, J1. 11. Jl(YKoBa, B. H. npocKYPIIH(1998), C.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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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정책의 변화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대응 

1918년 2월 말에 시작된 ‘바스마치’ 저항은 1923년에 접어들면서 거의 세력 

이 약화되어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신경제정책이후 

특히 농업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성장하였으며 1921년부터 조직되기 시작 

한 ‘코쉬체 연맹’(COI0 3 KO IlI"IIi )52)은 농촌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어 정부 정책의 

전달자 역할도 하였다. 종교 학교들이 아직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소비에트식 

초급학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고 서적과 잡지 출판도 증가했 

고， 예술 활동도 활발해졌다.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 

으며 더불어 소비에트 정권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본격적으로 당 중앙의 종교 정책을 이 지역에서도 실시할 준 

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사회가 안정을 되찾자 우선 종교단체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들이 실시되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23년 3월 24일 모든 종교 

단체들은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어서 1923년 7 

월 19일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포고령의 실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훈령에서 교회 폐쇄에 대한 조건들을 다양화시켜서 명문화 하는데， “교회 집 

단에 참석한 사람이 반혁명적 의사 표현을 하거나， 거주나 보건·의료， 문화·계 

몽 둥의 목적을 위한 건물이 부족하거나 노동자들이 다수의 성명서나 결의서 

동의 형태로 교회 폐쇄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매우 주의깊은 관찰이 행해진 

후에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53)고 지시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위의 훈령의 조건에 맞추어 

교회가 폐쇄되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폐쇄의 대상이 된 것은 종교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부속으로 딸린 작은 예배당들이었다. 1923년에 ‘민 

중들의 필요에 따라’ 타쉬켄트에 존재했던 정교회 중에서 양로원 부속 ‘올긴 

스키 정교회’(OJIb대HCKaj\ uepKOBb)가 노약자를 위한 기숙사로， 병원 부속 ‘그 

리스도탄생 정교회’(50roponIiHHo-Po~eCTBeHCKaj\ uepKOBb)가 공공시설로， 특수 

교육학교 부속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정교회’(AJIeKcaHnpo-HeBCKaj\ uepKOBb) 

가 학교로 개조되 었다.딩) 

52) 코쉬체는 ‘농부’라는 뜻의 우즈벡어로， ‘코쉬체 연맹’은 농업과 관련된 공동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었는데， 농업 집단화와 더불어 해체되었다. 

53) urA PY3 , Iþ. p-39, Oll. 1, Il. 659a, J1. 157-1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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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격적으로 교회 폐쇄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다.10월 혁 

명에 즈음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에는 모두 1657ß 의 교회가 있었는데， 1924년 

3월 27일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 겨우 107ß 의 교회가 폐쇄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뿐이었다.닮) 게다가 1918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 

에도 불구하고， 1924년 투르케스탄 주 집행위원회에 내려진 명령서에는 “여러 

종교의 사원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종교단체에 속해있다"56)고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 적혀있었는데， 이로 보아 투르케스탄 지역의 

종교 재산의 몰수가 아직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전반에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다른 지 역보다 양호한 상 

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르케스탄 지역의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 

가 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자제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 

지역의 주교구 내에서 우위를 차지한 혁신파가 적극적으로 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혁신파의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격의 시기를 늦춘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혁신파가 투르케스탄 주교구 내부에서 사제들을 체포하고， 정교회 

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만 하였고 소비에트 정권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 

도만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1918년 ‘교회와 학교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에 의 

해 일반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혁신파는 소비에트 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1924년 ‘투르케스탄 신학 대학’의 설립을 허가받는 

다.57) ‘주교구 행정국’이 주최가 되어 개설한 3년 과정의 이 신학대학은 “교회 

의 사제와 전도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새 

로운 체제에서도 종교인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시도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혁신파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 

다. ‘주교구 행 정국’의 니콜라이 주교는 1924년 10월 8일 ‘투르케스탄 주교구 

사제와 정교도 회의’에서 사제들에게 육체노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54) 같은 문서 , J1. 522-5껍06. 

55) 같은 문서 , J1. 259-26l. 
56) 같은 문서， J1. 26. 
57) 같은 문서， J1. 330-33206과 urA PY3 , $. p-39, on. 2, .11. 287, J1. 332.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1924년 9월 개학을 목표로 했던 이 신학대학은 결국 문을 열지 못 

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는 문서는 필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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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까지는 투르케스탄 정교회의 재산이 모두 몰수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의해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타지역에서 행 

해지고 있는 교회재산의 몰수가 목전에 임박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니 

콜라이는 구체적으로 “양봉， 약용식물 경작， 과수원이나 채소밭 개간， 나뭇가 

지로 물건을 엮거나 선반을 만드는 동의 간단한 수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신용조합이나 농경단체와 협조할 것”을 사제들에게 제시한다.많) 특히 ‘지역 

의 단체와 협조’할 것을 지시한 사항이 눈에 띄는데 비록 선교활동에 대해 

언급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단체와의 협조는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 

태에서 사제들이 정교도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폐쇄 

되었을 때， 체포를 피한 사제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밀리에 종교적인 업무 

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정치적 개편이 이루 

어진다.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공화국(TCP)의 대부분의 지역과 부하라 인민 소 

비에트 공화국(BHCP) 및 호레즘 인민 소비에트 공화국(XHCP)의 일부가 병합되 

어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Y3CCP)이 설립된 것이다.59)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종교 정책이 바뀌게 되었는데， 1920년대 전반기에는 종 

교단체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에 힘을 기울였다 

면， 1920년대 후반기에는 제정된 법률의 실행과 반종교선전에 집중하였다. 민 

중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각 지역마다 클럽과 도서관， 붉은 

잣집 (KpaCHajj qaßXaHa), 붉은 코너 (KpaCHbIß yrOJlOK), 극장， 박물관， 공원 둥이 건 

설되었는데， 이들 장소마다 반종교 선전을 위한 책자가 놓여졌고， 동시에 반 

종교선전과 그와 관련된 영화상영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반종교 활동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전투적 무신론자 연맹’(CBB)이 

라는 특수 단체도 조직된다. 1925년 4월 모스크바에서 처음 조직된 ‘무신론자 

연맹’은 같은 해 중반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페르가나를 비롯 

한 대부분의 도시에 지부가 설립된다. ‘무신론자 연맹’은 ‘무신론자’(Be36o)[(HHK) 

라는 잡지를 중앙에서 발행하고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지부는 1927년부터 

58) I..{rA PY3 , φ. p-39, on. 1, LI. 659a, JJ. 642. 
59)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성립은 1925년 2월 17일에 선언되었다. 최초 

의 수도는 부하라였는데， 같은 해 4월 사마르칸트로 그리고 1930년에는 타쉬켄트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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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어 60)로 잡지를 발행하여 현지인에 대한 반종교 선전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선전활동과 더불어 소비에트 정부는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마저 가하게 된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 

회를 다른 용도로 적극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것이다.61) 게다가 이제는 혁신 

파의 고발이 없이도 사제들을 ‘구교회주의자’라는 죄목으로 구속하기 시작한 

다. 물론 ‘구교회주의자’는 ‘반혁명주의자’라는 공식이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성 

립되어 있기는 했지만， 1920년대 전반에는 ‘반혁명 음모’라는 죄목으로만 사제 

들이 구속되었던 것에 비하면 ‘구교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한 것은 

그만큼 종교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930 

년대에 들어서면 ‘사제’라는 죄목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예전에는 일반 사제들을 반혁명주의자로 몰아서 구속했듯이， 1920년 

대 후반에 들어서변 혁신파의 사제들을 ‘구교회주의자’로 몰아서 체포하기 시 

작한다.없) 이는 당시까지 혁신파와 협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한 우회적인 방법일 것이다. 

소비에트 정부의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혁신파의 통치 조직인 ‘주교구 행정 

국’은 관련 부서에 서류를 보내어 구속된 사제가 ‘구교회주의자’가 아니라 ‘혁 

신파’의 소속이라거나63) 폐쇄하기로 결정된 교회는 혁신파가 사용하던 것이 

니 결정을 취소해 달라64)는 요청을 했지만 이미 쓸모가 없어진 혁신파의 이 

러한 요청은 당연히 거절되었다. 

하지만， 반종교 선전이 강화되고， 정교회가 차츰 다른 용도로 개조되어 가 

고， 일부 교회에 십자가 대신 붉은 기 65)가 게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올 

리고 있는 교회에서는 혁명 이전과 동일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28년 

12월 타쉬켄트 시의 ‘성모 수태 고지 대성당’(ÓJIarOBemeHC I<。외 co6op)의 보고 

서에 따르면 같은 해에 500여 명의 아기들이 세례를 받았고， 여전히 결혼과 

장례식을 관장하고 있으며 매주 예배에 200명이 넘는 정교도가 참여하고 있 

었다.66) 

60) 우즈벡어로는 ‘Xy.oo대3J1ap’(무신론자)로 번역되어 출판됨. 

61) 교회 폐쇄 및 변경에 대한 자료들은 윗문서， J1. 671과 urA PY3 , 1þ.86, orr.1, ,11.2222, 

J1. 15 둥을 참조할 것. 
62) urA PY3 , φ. 86, orr. 1, ,11. 5435, J1. 133-13306. 
63) 같은 문서. 
64) 같은 문서 , J1. 132-13206. 
65) 같은 문서 , J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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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르케스탄 주교구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1929년 4월 8일 ‘종교 단체 에 대 한 법 령 (nOCTaHOBneHHe 0 penH대03HbIX OõbellH

HeHH.lIX)’이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BUI1K)에 의해 공포된다. 1918년의 ‘교회 

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이 단지 13개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후 이 포고령을 보완할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에 비하여 

1929년의 ‘종교 단체에 대한 법령’은 총 68항의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고， 1918년의 포고령보다 더욱 엄격하게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 

다. 1929년의 법령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반드시 둥록을 한 후에 활동을 할 수 

있고(4항)， 등록을 위해서는 18세 이상 20명이 구성되어야하며 (3항)， 개인은 

단 하나의 종교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2항)， 종교단체는 구성원에게 물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고(17항)， 특별하게 성별 · 연령별로 종교나 혹은 

다른 목적의 모임을 조직하거나 도서관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고(17 

항)， 종교교육은 특별 허가를 얻은 신학수업에서만 허락되며(18항)， 공개된 장 
소에서의 예배나 의식67)의 수행은 최소한 2주 전에 신청하여 특별허가를 받 

은 후에만 가능하게 (59항) 되었다.68) 즉 종교단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 

는 것 이외에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 것이었다. 1918년과 1929년의 두 법령은 

구소련의 붕괴시기까지 소비에트의 종교정책에 대한 기본 법령이 되었는데， 

다만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법률을 실행하는 엄격함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정교회 사원을 파괴해서 없애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1917 

년 이전 타쉬켄트에는 16개 69)의 정교회 사원이 있었는데， 이미 언급한 세 개 

의 작은 교회만 1923년에 ‘인민의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고， 나머 

66) 같은 문서， J1. 13306. 이 문서는 정교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설 
명하기 위하여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교회가 혁명 이후에도 정교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67) 세례나 결혼， 장례식과 같은 것을 말함. 
68) PyCCKßJl npßBOCJ1ßBHaJI LJepKoBb H KOMMyHHCTH'leCKOe rocynßpCTBO. 1917-1941. 

l10KyMeHTbl H rþoToMßTepHa...때(996)， cc. 250-261. 
69) BJla,1lHMHp KOH,1lpaTeHKo(2002) "OT pyCCKHX Me'leTell K lIyXOBHoMy l\eHTpy," BOCTOK 

CBbIDle, B퍼nycK III, TamKeHT: lIyxoBHoe H J1HTepaTypo-HcTopH'IeCKoe H3,1laHHe, C. 31. 

타쉬켄트의 정교회 사원의 수는 문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여개 

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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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유지되어 예배를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타쉬켄트의 정교회가 1920 

년대 후반을 무사히 넘긴 것은 정부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중심지보다는 정 

교도의 수가 적은 지방 정교회의 폐쇄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1930년대 초반에는 타쉬켄트에 위치한 대부분의 정교회 사원마저 

파괴 70)되거나 해체되어서 1936년 1월 1일의 보고서71)에 의하면 단지 세 개의 

교회만 남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해진 정부의 공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사 

라지고 사제들도 거의 구속됨으로써，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혁신파의 ‘주 

교구 행정국’의 활동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구소련 내의 혁신파 교회는 1930 

년대에 이미 거의 모든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지원할 

수 없었고，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정통 정교회에서도 투트케스탄 주교구에 

사제를 파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투트케스탄 주교구72)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 

하게 되어서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e 중앙아시아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 

던 곳은 사마르칸트의 성모제(聖母聚) 대사원(nOKpOBCKHßCo6op) 뿐이 었다，73) 

그러나 이와 같이 대외적인 활동이 사라졌다고 해서 1930년대 이후에 투르 

케스탄 주교구내부의 신앙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에 혁신파에 

의해 모함을 받아 떠났던 사제들이 형을 마치고 투르케스탄 주교구로 돌아오 

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탄압을 받은 사제들도 ‘뜨거운 시베리아’인 중앙아 

시아로 유배를 오게 되면서， 일반 정교도들을 위한 모임과 사제들을 위한 모 

임을 조직하는 ‘카타콤’ 운동74)을 비밀리에 펼쳐 신앙활동을 지속시켰다. 그리 

고 이들의 노력으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오랜 기간 정식으로 파견된 주교가 

없이도 정교회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70) 각 사원의 형 성 시 기 와 파괴 된 시 기 를 확인하려 면 B. 5. 3aC JlaBCKH잉(1 998) "113 

HCTOpHH npaBOCJlaBHblX xpaMoB TawKeHTa," K HCTOpHH XpHCTHaHCTBa B Cpet1Heit A3Hκ 

TaWKeHT, CC. 101-115을 참조할 것. 
71) urA PY3 , Iþ. p-86, on. 10, ll. 770, Jl. 1. 
72)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총대주교 세르기이의 명령에 의해 1936년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타쉬켄트를 중심으로 하는 타쉬켄트와 중앙아시아 주교구， 

알마티를 중심으로 하는 알마티와 카자흐스탄 주교구로 나년다. 
73) BJla뻐빼p KOHllpaTeH l<o(2002), c. 31. 
74) 중앙아시아로 유배된 사제들 중에는 총대주교 세르기이 (CeprHII)가 소비에트 정권 

을 지지할 것을 선언한 것에 반대를 하며， 세르기이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을 시키 

기도 한다 BJlallH뻐P ， MHTpOnOJlHT 5HWI< e l< C I<H꺼 H Cpe뻐ea3HaTC I<HII(2004) ， 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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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러시아 정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것은 제정 러시아가 정복자로서 지 

역 모슬렘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선교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땅을 찾아 이주한 러시아 농민들의 종교적 욕구 

때문이었다. 지역 모슬렘들을 자극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당하지 않 

으려는 러시아 총독부의 철저한 비협조 속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교구를 개 

척하여 1871년 6월 17일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설립한다. 오랜 기간 국고의 지 

원을 받지도 못하고 총독부와의 갈둥으로 일부 교구에 대한 관할권을 잃으면 

서도，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러시아인이 증가함에 따라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10월 혁명 직전 세미레치 주교구가 형성되어 분리될 정도로 성장한다. 

소비에트 체제의 종교정책은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권리-특히，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투르케스 

탄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종교단체의 환심을 얻으려는 정책 

이 행해지고， 이에 오히려 제정 러시아 시기에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조치가 

행해지기도 한다.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위기는 소비에트 정권의 종교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로 혁신파와의 갈등이 

었다. 

1922년 5월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티혼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정교회의 

중앙 권력을 장악한 혁신파는 매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였고， 투르케스탄 주 

교구도 혁신파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혁 

신파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혁신파는 ‘투르케스탄 주교구 행정국’이라는 

독자적인 통치조직을 형성하고는 정통 정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혁신 

파의 음모로 주교를 잃은 정통 정교회는 ‘주교구 행정국’에 대항할 ‘투르케스 

탄 교구 연합’을 조직하고 합법화를 시도하지만 정부는 혁신파를 지지하여 

‘교구 연합’에 대한 승인과 등록을 거부하게 된다. 혁신파는 이에 만족하지 않 

고，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을 ‘반혁명주의자’로 고발하여 구속되게 만든 후 결 

국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권을 장악하게 된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사회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소비에트 정부는 적극 

적으로 종교를 공격하기 힘들었고 이에 1920년대 전반기에 투르케스탄 주교 

구는 총 165개의 교회 중에서 단지 107M 미만의 교회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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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이러한 양호한 상태는 

1920년대 후반 투르케스탄 지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바뀌게 되었다. 1920년 

대 후반 소비에트 정부는 반종교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의 필요에 의 

해’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른 용도로 개조하기 시작한다. 투르케 

스탄 주교구를 장악한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은 정교회와 사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이미 모든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한 정부의 조치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다른 주교구들보다는 많이 유지되고 있던 예배 

당에서 혁명 이전과 같이 예배를 올리고， 세례나 결혼， 장례 둥의 성찬식을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뿐이었다. 

그러나， 1929년 ‘종교단체에 대한 법령’에 의해 이런 제한된 활동마저 금지 

되게 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종교단체는 오로지 예배활동만 허락되었으며， 

성찬식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20년대에는 정교회 건 

물이 단지 용도 변경이 된 것이어서 외형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 

분의 사원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교구 사제 

들도 ‘사제’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유형에 처해진 상태에서， 1937년 

부터 1945년까지는 사제도 파견되지 않았고 예배 활동을 지속하는 정교회 사 

원도 단지 하나만 남게 되어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주교구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로 유배를 받은 사제들이 비밀 

예배조직을 구성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 내의 신앙생활을 지속시키려는 노력 

은 계속된다. 

이상과 같이 혁명 이후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연구를 

통하여 현대의 중앙아시아 정교회가 1920.30년대의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변 

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시기에 

정통 정교회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정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사제 고발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혁신파의 활동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혁신파도 분명 정교회의 일부였고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투 

르케스탄 주교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정통 정교회도 

언제까지나 이들의 활동과 역할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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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the Turkestan Diocese in Soviet Cen없1 Asia 

Choi, So-Young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understand how the Turkestan diocese 

changed for more than twenty years since the 1917 revolution.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dvanced into Central Asia to meet the religious 

desire of Russian peasants who immigrated to the region in search for 

land to plough, not to make Muslims christianized. The Russian 

government-general didn ’t give any economic support to Orthodox church 

in Central Asia with its policy not to stimulate the Muslim. However, 
thanks to the assistance of Russian peasants and merchants, the number 

of the Orthodox church increased and the Turkestan diocese was founded 

on June 17, 1871. 

But the growth of the Turkestan diocese came to a deadlock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viet authorities in Central Asia. The 

persecution on religion in Central Asia began a little late due to the political 

confusion of the region. On the contrary, the first crisis of the Turkestan 

벼ocese came up not by the persecution of the Soviet authorities but by the 

split of Russian Orthodoxy. Some ’progressive' priests(obnovlenchestvo) 

formed the ’administration of the Turkestan diocese' and denounced the 

members of the ’official church’ to the authorities on a charge of 

’anti-soviet activity' for the purpose of coming into reginal power. The 

hostile act of obnovlenchestvo, prohibited the ’ official church ’ from public 

activities, so the priests of the official church unwillingly had to associate 

with the obnovlenchestvo in the formal way. The obnovlenchestvo ended 

up coming into operation alone in the Turkestan diocese. 

In the late twenties the persecution of the Soviets on religion began as 

the Uzbekistan society became stabilized. The anti-religion propagand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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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ied and some church buildings were used in different ways to meet 

the ’need of the people'. But it was until this period that the Soviets and 

the obnovlenchestvo kept cooperation, so many churches were kept alive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ing into the thirties, the Uzbekistan Soviets destroyed churches and 

arrested almost all priests. As a result, the Turkestan diocese barely 

maintained life. But the priests exiling from other regions organized secret 

church services, so the religious life of the Turkestan diocese was able to 

stay in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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