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인”으로서의 까자끼: 

까자꺼의 역사객 기원과 형성에 대한 소고. 

구 자 징. 

’. 들어가는 일 
까자끼 (Kazakil는 과연 누구인가? 보용옹 ‘까자끄n라는 러시아어 원어보다 

도 ’코샤크(Cossack )"이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우리에게 더 낀숙한 까자끼는 

고할(Nikolai Vasìlievich Gogol’)의 소성， ‘따라스 볼바(Taras Bul'ba)' 로부터 ， 

똥스또이 gl "까지끼 이하일 용효호프(Mikhai l Aleksandrovich Sho lol‘hov)의 

-고요한 돈강( Tikhii Don l ，~ 그리고 일라야 '.언(1Jya Yefimovich R앵inl의 그 

링. ‘I터 키] 숭탄에게 보내는 [자뽀 ;<.>1 예1 까지끼의 안장η， 동 러시아 문학과 

• 이 ? 운옹 2007년도 정우(ii욕인객자원우)의 찌원으호 얻잦연구찌당의 지원에 익한 

연구잉( KnF-2007-362-Bα)() 1 3) 

.. 한양대에교 아얘지역연구샌티 HK 연구교수 
( ) 이 그링의 얘경이 되는 ‘자뽀호지예 까자끄의 당장i과 -자뽀호지예 까자껴에게 보 

낸 8안91 .!l! "-}"의 역사씩 성에 여부얘 대해서는 논란이 용얘얘 았다 이 연지가 

에작이라는 것에 얘에서는 역사가*외 의껴이 대셰료 연치하고 있는데 이 연지가 

까지꺼와 상판없는 후대인융이 장죠얘 낸 안션얻 -Il서에 용과언 것인지 아니연 진 

싱은 아야지라도 걱어도 자!，-;l.지예 껴자꺼 자신이 직집 안율어낸 것인져 여부애 

대에서는 의견이 엇강리고 있다 진지의 견에에 대에서는 Koslomarov‘ ß>-451용 

후자의 견뼈얘 대에서는 Pokrovsl‘ii. Nikolskii & Storozhev. 40-41 용 창죠하라 안 
언 !p.간-ul~자-'1라노프스꺼 (Tugan-mirza- Baranovskii ) 9~ 강용 악사는 꼬스또야 
호프 '1 견해융 안악히연서 이 써지가 싱얘 역사객 사건인 1 697년외 따안(Tavan ) 

g 외갱17(X)영의 자쁘호지예 까자끼호 구생원 수비대가 여만 요얘에서 오스인 세굿 

E에 !HI ‘l 었다가 구융원 1697년외 사건)용 애경으로 한 것으로 이 연지는 오스 

안 싹'1 앙쩍 씬고에 대한 안연으호 작성되었지안 실셰호늠 보내::t.1 U잉언 까자 
끼 스스호 식정 작성한 서힌이었다고 주장옛다(Tugan-Mirza-Baranovskii. 92-93) 
여기셔 아야노프스꺼는 이 초안 대신 호냈다는 핑씬 순이잉 g얻으"- 걱여진 III 지 
인g용 찌시하고 있는에 그f 앤지의 융시용 앙혀지 않고 잉 '1 이 운세에 대힌 

시구 역사학째의 견뼈에 대에서는 Friedman.25-38률 깐죠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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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숭융 통해서도 우리에게 질 알려져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틀이 과연 누 

구이며 ， 역사적으로 어떠한 존재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과 요얘가 존 

재하는 듯하아 혹자는， 아아도 양읍의 유샤성 때문이겠지만 까자끼판 오능날 

까자흐스탄(Kazakhstan ) 꽁화국용 구성하는 헤르크셰 유용인， ‘까자흐 

IKazakhl인”와도 혼히 혼용하기도 하는바，2l 이는 싱지어 까자끄가 주인공으 

21 이 '1 한 혼란용 우댄책으호는 소린 초기 소비에뜨 당국이 기존얘 -끼료기즈인 

(Kirghizt으로 상려오언 유옥 우학 그용에서 세호이 -껴자호IKazaμ，)‘라는 새호 

용 -인쪽” 집딩융 용유하연셔 힌영안 이융용 -꺼자끄IK，ι""')"로 JI'1 1I언 깐예얘 

기인언다 끼자호인와 꺼르기즈인옹 언어섹 운화적으호 대안히 유사하여 두 그용 

이 용영한 인쪽인지， 아니연 유사힌 언어용 가천 엔개의 인확인지의 문찌는 여전 

히 학께의 논강으호 냥아 있나 그러나 찌정시대음 포함하여 소비애뜨 초기인 

1926년까지도 혐대외 끼르기즈인용 ‘갱용 끼르기즈인 (Kara-Kirghiz l‘ 또는 -산악 

꺼료기즈인(Gomo-Kirgf니2)"으로 현대의 까자흐인용 -끼 료기즈-꺼이샤끄(Kirghiz 

KαSak)"라는 영갱으로 g줬끄. 언어적 운'1석 유샤성 예문얘 양 집안응 -꺼료기즈 
인‘이라는 공용의 인흔 카에고려 속으효 묶여 입었다 이러한 상영용 1926년 소전 

당잦에 의에 ’끼프기三-껴이샤꺼‘'1 ‘정옹 꺼료가즈인-이 양연 서로 -다은- 인혹 

으호 선언 <1 연서 연하기 시작힌냐 ‘영대애서는 인측혀으호 내용에서능 사회주의 

객으로-라는 슐호건 숙얘서 당대 소비에뜨 당악은 단순힌 민혹 분퓨용 념이 ‘g요 

한 경우 하나의 인쪽용 ‘인위적으호 안§어 내기·도 하었는데 까자흐스연용 이 옷 

언 중앙 아시아의 여야 인옥 공아욱@용 소비에뜨 갱권외 -인혹 장조 정에-이 직 

용딩 얘JI적인 사에었다고 할 수 있다 ·끼갚기즈 꺼}이사꺼- 역사 자신등의 자시 

공화국용 구성하도흩 장혀 <1 었고 이 예 이흩。l 셰예한 강화국 。l용이 "1로 ·껴자 

끄스연 (Kazakstant이었다 까자n스딴외 ·까자11"는 영에허 꺼효기즈인융이 갱주 

생힐용 하는 주민용「샤르뜨[Sart]인-이나 ‘따지n{1q;ikJ)"인과 구영하기 에해 사 
용하언 영칭인 -까이사껴‘의 러시아어 용차였다 요능낭 우리에게 진숙한 ‘꺼자호 

스연-이라는 영갱이 흉장얻 것용 1936년 애"훈 스딸힌 헌업에 따라 -까자끄스안 

자 '1 강여긍·이 소"1에 E 연앙용 구성하는 하냐의 욕링 앙아궁 ·까지호스딴·으포 

숭칙외었융 예우터로 영갱의 K71-i Il~꾼 이유는 육흔 히시아 -끼자끄 집안·과의 
혼용흘 피하기 위에셔였다 그러나 오능앙익 까져호스앤 내에서는 -꺼자호스딴·이 

외에도 -꺼자끄스연·이란 g현이 공식 영갱으호 옹시에 사용외고 있다 운세용 너 

욕깎하깨 하는 것욕 ‘꺼이사꺼‘아 ‘까자11" 강 어인 상 강린성인데‘ 이 운째는 영 

아<1 규영되지 ?~았으나 얘바료니E끼(0. L Evamîtskii 우1121이나영 야보E니쓰 
꺼 Uavomitski jJ)9.t 강용 우n라이냐 역사가는 까자흐인이 스스호융 푸E는 영갱인 
-꺼이사껴‘아 -까지꺼-가 용일얻 헤프크어 어원예서 나았으리하고 추정하고 있다 

자에한 내용온 다용외 연구융훌 앙죠하라 Akiner. 2æ: \V ixman. 107- læ: 
Cummings. 15: 01c이1. 4; Evarnitskii. V이 2.5 • 6 까지호 후으크엔 우즈엑 껴으 
기즈 등 부휴 연앙에효 혼재하던 중앙 아시아의 휘프크깨 유옥 우족 집안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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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장하는 상당수의 국내 러시아 문학 언역서에서도 자주 앙견외는 오츄이 

기도 하다 31 이러한 혼란은 일견 우리나라 러시아 역사 연구의 좁은 저변 탓 

일 수도 있겠지안， 따지고 보연 ‘까자끼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힘든 것은 우리냐라안의 현상은 아니었다 이는 바로 까자끼악 ‘본고 

장n인 러시아와 우끄라이나에서도 과연 까자끼가 누구이며 어떠한 억사적 존 

재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과 혼란이 존재해 왔기 때푼이다 

러시아와 우끄라이나의 역사에 퉁장하는 까자끼의 연오는 일견 일관성이나 

공흥접올 찾기 힘틀안큼 다양했다 까자끼는 폭도인 용시에 기사이여‘ 강도떼 

인 동시에 전문적인 전사 집단이여， 해적에인 동시에 탁월한 기병이며 유옥 

민인 동시에 농민이자 어부였다 41 혹자에게 이을은 봉건적 선제정에 대항하 

는 농민 반란의 기수로 인식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까자끼는 쩌르를 위해 충 

실히 용사하는 제정의 헌영에 다릉 아니다 봉셰비끼에게 까자끼는 “러시아판 

앙에(Russkaia Vandeia)"룡 안툴어낸 @혁영의 원흉이었지안 .. í> 박상 이 fZ혁 

영을 이끌고 릎셰비끼와 싸우던 액군운동의 지도부는 한때 까자끼흘 “응셰비 

끼”라고 용랬언 것이다 61 우끄라이나인에게 까자끼는 러시아와 자벚되는 우끄 

작화(Korenizal잉ial’라는 기시 하에 운어 c ;tJt'i)와 영호융 가진 근대씩 의이의 인촉 

으로 -창죠.해 낸 소비애뜨 인족 정쩌의 얘경융 이얘하기 위해서는 Slezkine 
4 1 4-452톰 장죠하라 충앙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에뜨 인쪽 정액 선안융 개깐하는 
연구호는 Haugen웅 장조하라 소비에뜨 갱권이 주도한 이러한 ‘인쪽 창조”의 과 

정융 다푼 가장 주옥한 안힌 최근의 연구로능 튀르크에니스탄의 시헤릎 겁토한 
Edgar올 창조하라 

3) 이 요유는 푼학 작유의 앤역용얘서얀이 아니라 싱지이 러시아 역사와 혁영옹 개젠 
하는 역사서에서도‘ 싱지어 학융 ? 운에서토 용히 일견의고 있다 

4l 훗날 이시아 재정애 의해 인위적으로 ‘장초-되는 보이스꼬능과는 당리 자연씌으호 

성장한 초기 까자끄 보이스꼬똥의 욕정온 여러 강(톤강 E네쁘E강 셰헥강 야이 

끄강)의 주연에 위치했다는 정인에 이 견과 까자끼의 주 생엉 중의 하나는 어엽이 

었다 어호킹은 까자끼의 가장 중요한 욕견융 중 하나었고 욕<1 ‘야이끄([aik) 까 

자끼(뿌가효프 반란 이후에는 에갱에 의해 ’우할 까자끼‘로 개갱「는 전사로서 원안 

이 아니라 뛰어안 어부로서도 유영혔다 

5) I:3erz. ed , . 128 - 129 

ß) Gosudarstvennvi arkhiu Rossiiskoi Ferle띠tsii{이하 …GARF"로 약칭한다)‘ f. r-446, 

이)， 2, d. 26. 1. 260b 허시아 내전기 쪽히 까자끼와의 강웅이 격화되어 가언 1919 
년 여용 액 군 지도쭈는 꾸반 까자끄 보이스꼬( Vα，"，0)의 운<1 ‘ 옥힘융 추구하던 꾸 
!간 라다 내 -싸오스쩨이니 ll($amostiinik 애오스찌이노스찌g 추구하는 사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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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극가의 씬영용 안든 인촉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지안 현대 러시아인에 

게 까자끼는 러시아의 연정용 개척한 애국주의의 상갱이었다 71 제정 러시아 

시기 까자끼는 사실상 업적 ‘신분(Soslovje)~으로 존재댔지안1 러시아 혁영기 

냥부 러시아의 까자끼， 욕<1 꾸반 까자끼(Kubanskie kazakil는 스스로가 ‘인 

쪽”잉융 주장하여， ‘민족 자켈주의”에 입각한 ‘까자끄 공화국끼융 수렵하혀고 

기도했다 81 안연 같온 시기 다흔 까자끼， 예융 툴어 극동 지땅의 아무르 보이 

스꼬(Amurskoe uoisko)의 까지꺼는 아우르 보이스꼬의 폐지융 선언하고 ‘농 

민으로의 귀환”용 선택했던 것이다 91 이렇듯 러시아 얘국주외외 아이콘인 동 

시에 i反러시아 분리주의자(Samostiinikj)"이고， 우끄라이냐인의 ‘역사척 선 

죠’로 간주되는 동시에 ‘러시아의 아흩-이며， 얘지윌 수 있는 ‘엉적 신훈”인 

동시에 톡자적 국가 건설의 자격융 갖훈 ‘민족”임을 주장하언 까지끼의 존재 

와 역사는 분영히 오순적이다 그렇다연 도대재 까자끼는 누구인가? 그등은 

어떠한 역사적 존재였으여 어떻게 이등율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온 논문은 

이러한 정문에 당하고자 하는 시도다 오늘날 ‘까자끄 문채’에 대해 존재하는 

혼란용 어떤 연에서 본다연 당연힌 것이었다 이는 까자n 징당외 역사적 영 

성과 방선 과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경 계인1으로서의 속성 예문이다 

용융 ‘용 얘비끼 ‘꼬유니스뜨(Kommωnistl~ê.고 "1 년혔다(ibid. ) 안연 꾸안의 이융 
‘까자끄 용셰비꺼·는 액군 지도꾸{l '1 시아의 극우 초칙외 이홈애 빗대어 1ι혁명 

용 추구하는 ·혹액인당(07emos어enstuol‘이라고 비난했다<Gosudarscoennv; arkhiu 
Krosnαlarskogo Kraia [이하 HGAKKff로 약칭한다1. f. r- I5<\7 ω 1. d. 131. I 
290b) 

7) Tabolina‘ 294 

8) 허시아 어영기 껴자n 용리주의는 영얀색으로 -찌자끄 써오스찌이노스쩌(K=h’띠 

samo잉IInOSI ι samOSCl/nost ‘는 우끄랴이냐어호 -옥엄i융 의이하는 ·싸모스쩌이니스 

쩌 [samostiinist↑’얘서 유예언 g엄)라는 이용으로 용리우고 잉다 허시아 내전기 

냥우 러시아에서는 용셰비껴 러시아호쭈터 욕임하여 독자적인 까자끄 공화국용 수 

임하혀는 용칙잉 。1 동장었는에， 이러한 ·까자끄 분리주의‘의 션두에 갔던 것옹 꾸 

안 까자끄 보이스꼬였다 ·￥안 싸오스찌이노스쩌’애 대에서는 영자의 학외연 운， 

Koo용 양죠하라 

9) Abelentsev, 00 .. 153. 1918년 4월 l띤 아우으 껴자끄 보이스1111우그(Krug)는 까 

자끄 신훈외 껴지와 아우르 까지U 보이스꼬의 쳐진 에산용 검외하고 i농민으흐 

셔. 이우E 주 농민 회의와의 흥앙용 션의하였다{jbi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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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명 문명과 정주 운영의 경계때서 ·화자크’에서 ‘까xf 

끄.로 

까자끼의 ‘정계인’적 속성은 바로 까자끄 '1는 단어의 어원 속에 이 u1 내포 

되어 있었다 러시아어 ‘까자끄(Kazakl"， 또는 우끄라이나어 “꼬자ll(Ko2ak) ’‘ 

는 어원학적으로나 용성악죄으로 슬라브찌의 어 ~I 가 야니었기 예문이다 '01 학 

계에서 일반죄으로 앙아등여지는 션냉온 ‘까자끄i가 뒤르크어 욕'1 1 2세기 

납부 러시아펀 지배했던 용로에즈(Polovets)인의 어휘 “와자크(Qazaq)"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 ' 휘르크어 ‘화자크’와 관련원 획인항 수 있는 최초의 

용헤는 중앙 아시아'1 융권 셰국이 냥긴 오르훈강(7세기) "1운(Orhun 

Yazπ/an)에 서 발견된다 이 에문에서， 동사 ‘Qazyan"는 -오으다‘” ‘ 정꽉하다‘ 

라는 의이로 사용되었다 용할 칩잉 진까지 납부 러시아 스댐올 지애했던 플 

로에E인 사이에서 고대 빼르크어의 동사 ‘Qazyan"옹 “Qaz"란 형 태호 더욱 

단순화되어 사용되었는데 ， ~ Qazaq"는 이 용샤의 영사앵으로 “정욕하는 사항 ” 

또는 ‘약탕하는 사람”융 의이댔다 12' 

용로에aε인온 흥공의 정입 이후 역사의 무대로부터 의장랬지안 “과자크”란 

어찌는 살아냥았다 예컨대 1308년 n링 반도 동우외 도시 수악ISudak )얘 거 

주하던 따따르인틀온 다용과 질온 기꽉§ 냥겼다 ‘사마크(Samaq)의 아들 

일양추(A lmaJchu )가 축었다 오1 이 젊옹이는 과자크틀의 찰에 피살되었 

다")31 1 41 2년 에르시아의 작가 냐단지(Natanzi)는 카스피해 북부의 유목민흘 

10) I에lsak ， Z37-Z::엉 씬앵씩으호 푼억 서객톨안 아니라 잉용 역샤 서격에서도 i까자 

끄’용 보흥 영어식인 -코사크?로 Jl '1 하고 있는에 이 공얘서는 우리냐라에서 잔용 

적으호 사용되는 ·고사크’요다는 ~QazaqM라는 어앤에 더 가까올 어시아이 왼어 

-까자끄-융 사용하고자 힌다 유인인용에세 진속힌 까자U의 영어식 영갱 

KCossack"와 프랑스어 "Cosaque"는 터시아어 ‘Kazak"가 아니랴 우끄라이냐어 

"Knzak"의 용'1인 §안으어 "Kozm:‘애서 유예하였다 '1 샤아어2-1 "a"가 우끄라이 

나어에서는 연안객으호 ‘o‘로 아씨는 지싼 현상용 고려하연 우"'1이냐 ‘ Kozak" 
와 러시아어 ‘Kα;;ak‘는 사실상 동띤한 표현이라고 안 수 잉다 그러나 이 암의 온 

웅에서도 다쑤고 잉섯이‘ 용로에쓰 ~I ;，.크어 ·ι'lazar(에서 기원한 ‘꺼자끄-의 어씬 

옹 가장 질 보흔하고 있는 g기는 '1 시아어 ‘ Kazw{ ol다 

11J Golubovskii. 21 1, Evamilskii, 6에서 계인용 Hrushevskv. Vol. 7 어 (p‘ag' 

citalions are to Ihe Eng써h editinnl 써lsal< ， 238 

121 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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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연서 다옹과 갇은 기폭올 냥겼다 ‘그[유욕민]는 이 지역에서 ‘와자크’의 

냉식으로 용아다넌다’14’ 인도 무갈 채국 '1 장건자이며， 뛰어난 우인인 동시 

애 운인이연서도 그 자신 유욕인의 생안양식올 어려지 않았던 아부르는 자신 

의 회고측에서 역시 ”콰자크”한 표현융 사용하였는에， 여기에서의 익 이 역시， 

스댐용 앙랑하는 ‘정복자‘ 약양자”라는 뜻이었다 15) 1449년 끄링 안도외 제노 

바인들 역시 이들 “화자크툴”의 약탈 앵위 잊 이와 판련원 분규에 대한 기록 

용 냥겼다 1474년 끄링 따따르 한국의 지빼 하에 있언 도시， 까파(현째의 예 

오도시아[T∞dosia])의 상인 캐러안이 비적떼에게 약할용 당했융 g때 사용한 

표현 역시 ‘와자크n였던 것이다 161 

러시아어 운헌얘 ‘까자껴 IKazaki)"란 표현이 동장하는 것옹 15애기 이후의 

연효，l끼 칙초의 기록온 16세기에 연찬핀 나온 연대기 (Nikonskaia letopis')로 

알려져 있다 181 나온 연대기에 동장하는 “까자끼”는 러시아 연대기에서 언급 

13) Aπhimandrite Antonin. 613, Hrushevsky, V.이 7， 60에 서 찌인용 

14) Pritsak. Z39. 이 기륙 역사 과거 껴르기즈(오능날의 까자효) 유육인흩이 스스호상 
부르언 영갱인 ·까이사키·와 연대의 ‘꺼자껴· 간 어원칙 연원성융 시사하는 사예 

일 것이다 

15) Iιd 

16) Hrushevsky , VoL 7, 60: Longworth, 13. 

17) Starikov, 6; Kazin. 5. 

181 "Nîì‘。 lska i a letopis’~ mXJl), VoL 12. 61 - 62 려시아 내전기 옥힘 우끄 '1이나의 
초대 대흥영용 지낸 우11라이나의 국인주의 역사가 X우영스꺼는 까자껴외 역사 

용 우끄타이냐 국인용 안융어낸 륙수언 현상으료 보연서 까지끄 집단의 웅장용 

-우끄각이나잭 현상·으효 성영하려고 시도’3다 따라서. 그는 니끈 연대기에 나온 

랴정 까자꺼 (용 지역걱으호 영액히 !I 얘 11'1이나적인)에 대한 기혹외 신빙성융 
의싱하고 있다(Hrushevsky ， Vol. 7, 61) 그러나 까자끼강 양 자얘는 언균외고 있 

지 않지안， 따따르인의 리아진 습격과 션후 자셰는 .예르g린 연대기 tEnno1inskaia 

letopis’)"예 더 자세히 요시 '1어 있다 자세한 내용용 ‘ Ennolinskaia letoαs’ 

(Iooll ’ Vol. 23, 151 - 152용 장조하라 껴져꺼가 이사아인과 구엌되는 하나의 

-민쪽 또는 -준 민족(Sub-ethn야)’잉융 주장하는 ·자갱 까자끄 용신 ">1 쩨용 ‘재 

야- 러시아 학자샅과 구잉료프(Lev Gumilevl의 .스” 민혹형성용(Ernogenezr 옥 

히 그의 대g 저서 충 하나인 ·인쪽 영성과 토지 생'.쩨 (Etnogenez biosfera 
zem!il’의 영양융 안은 이유라샤아 이짜에 속한 언부 제도권 아지;;용 껴져끄의 
기원용 꺼예프 우스 시대인 10세기 이전 싱지어 그리스 로아 시대로 소g시키고 

있는데 씩자의 의꺼으포는 대다수의 이양 셔서는 역사셔라기보다는， 비확 다스 강 

한 표현띤지도 오르지만 ·의션-애 가깡아 이융 학자섭 연쭈는 -하지P:.{Kmz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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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초의 사에라는 정 외에도 ‘화지크i의 원 으l미와는 일견 애치되며 훗날 

찌생 시대의 ‘껴자끼 i와 유사한 앵태환 보여주었다는 갱에서도 주목항 만하 

다 연대기의 기숨에 의하언 1444년 야산용 칩공한 따따르인융 격퇴하기 위해 

오스끄바 공국에서 장군(Voeuoda) ， 1 9J 바실리 오옹렌스끼 (Vasili Obolenskiil와 

보야르 안드레이 갈싹얘프(Andrei Goltiaev)가 이끄는 구앤부대가 랴잔으로 

파견되었다 'v-퇴하는 따따르군과 구씬군은 랴잔 인근의 스영에서 죠우었고， 

이어 벌어진 전투는 러시아 혹에 용리하게 선개되었다 ‘강한 추위와 아쉽 예 

운에 자신의 주요 우기인 안과 펴살용 쏟 수가 없었던” 따따르인툴용 얘색이 

갱어갔지얀 ‘절대 앙욕하지 않았다1’ ‘까자끼·가 풍장하는 것온 바로 이 시 

갱으호， 니온 연대기는 그 다용에 선장에 도착한 모르드바인(Mordviansl 부대 

와， 정겁원 러시아인 놓민흩효 추갱되는 ‘큰 규요의 보병 부대18이’'slnia 

pesfr:Jia rat ’)," 그리고 ι랴잔 까자끼 (Kazaki R띠zanskie)"가 끝까지 저항하는 

따따르인에게 최후의 일격융 가했다고 기록했던 것이다 211 까자끼에 대한 기 

승용 동시대 흘강드의 기혹에셔도 동장하는데， 여기서 까자끼는 여전히 ’약탕 

인-용 까자꺼의 선죠 중 하나호 간주하며 싱지어 어인 이올용 까자끄 강안용 스키 

타이인의 사으아티아인의 후예호 주장하며 ‘고대 운영-으호서의 -꺼자끄 운영’융 

주장하기도 한다 구 소련 상:i!1 이후 까사n 역사에 대얻 찌초영이 시도외연서 이 

런 휴의 주장용 단옹 대중잭 역사셔는 잉일이 영거하기 잉함안당 않용 운양이 쏟 

아져 나오고 있는데 운찌는 이러얻 역시서융이 이흔 엄격힌 사R~l싼과 고끄학적 

충거‘ '"차 정중이 경여되어 야문객 엉냉성이 부쪽항얘E 까자n 잉단의 우휠01 
셰"영이 시도되는 요갚널 '1 러시아에서 상당한 인기융 'r리앤서 성지어 세오영 

<t께의 역사서융에도 영앵융 이지고 있다는 정이다 구잉 li프의 영맹융 안은 대표 

씌인 저작으호서 써소얻의 학승성융 강용 영 꺼작용 연거하자연 Nikitin 
Avramenko‘ Trut: Fmloι Lukichev & Skorik l! 장조하라 쇼비에뜨 연영의 응괴 
이후 러시아 학셰융 용이하능 이 '1 힌 -껴자끄 인쪽용·의 유앵얘 대에 소비애뜨 연 

'J 시영 동 까지끄 역사외 권위자이언 꼬울호프(A. 1. Kozlovl는 사 li음 에감하는 

‘극안주의-라고 '1안하고 잉다( Kozlov( l 995al) 우끄라이나 학계에서는 러시야 학 

재응 용이하는 이î.'H!- -까자II 인쪽Si에 동조하지 %으며 용조안 밍요도 없다 이 

융에개 ‘까자끄 인혹‘온 아iζ 우n<1이나인 자신이기 때운이다 이시아 학계의 끼 

자끼 연구 동향에 대한 개씬용 Kozlov( 1 995b l아 Markedonov융 앙죠하라 

191 "보예보다·는 뎌 후얘얘 가서는 군정과 인정용 겁하는 주지사의 외 "1 융 억깨 아지 
안 연얘기에서는 -군 사령깐 • 또는 "it 지 ~I 깐-의 '1 이호 주료 사용되었다 

201 ‘ Nikonskaia IClopiS',. VoJ. 12, 62. 

21) f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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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n훌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륭 등어 1469년 용란드의 생직자이며 

외교관이언 얀 두우고쉬(Jan Dlugosz)는 자신의 “융란드 왕국 연대기 

(Anna[es seu cronicoe inc!iti Regni Poloniae: Annals or ChronicIes of the 

Famous Kingd.αm of Pofandr에서 “따따르인등이 ‘까자끼’라고 부르는， 도망 

자와， 추앙자로 구성원 대규모의 따따르군이 칸IKoon) 마니아크(Maniak)의 

지휘 하에 올가강올 건너 ('.l 흉란드를 침공했다"221는 기록올 냥겼다 두우고 

고쉬에 의하연， 용란드 왕 카지미에쉬는 끄링의 칸 맹글라 기헤이 (Mengli 

Girey)에게 도웅융 갱하는 한연 왕국 전역에서 영력올 소집하여 격전올 영인 

후에야 이 ‘까자끼의 침꽁”을 격퇴항 수 있었다깅) 까자끼한 표현은 소피아 

제 일 연 대 기 I$.이iskaia peroaia letopis’)에 1471 년 오스끄바 공국의 왕공 이 반 

3세의 노프고로드 공격올 요사하는 장면에서 또 다시 웅장하는데， 여기서 묘 

사원 까자끼 역시 랴잔 까자끼치렁 ‘약당자”가 아니었다 모스끄바 측에 서 공 

격에 창가한 일군의 따따르인 겁안의 존재등 언급하연서， 연대기에서는 이틀 

을 지쟁하기 위해 ‘까자끼”라는 표현올 사용하였던 것이다 241 

한 기혹에는 ”약탕자끼로서， 다른 기록에서는 ‘약탕에 대한 방어자”로서‘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일종의 ‘용병집단@과 유사한 역할로 동장하는 이들 “까자끼” 

는 과연 어떻게 이해외어야 하는 것일까? 상기한 기혹에서 우선적으로 추흔 

해 낼 수 있는 사실은 러시아어 “Kazak"와 튀르크어 “ Qazaq" 간의 영백한 

연판성이다 시기적 연속성과 표현의 유사성융 고허한다연， 러시아와 흉란드 

의 기록에 동장하는 “Kazak"가 에르시아와 끄굉 반도의 기록에서 퉁장하는 

‘Qazaq"에서 유래한 표현이라는 사실올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까자끼 

란 말의 튀르크적 기원은 ‘따따트인 집단꺼을 ‘까자끼”라고 영시적으로 표현한 

1469년과 1471년， 1474년의 기록으로도 뒷받침왼다 비록 분영하게 영시되지 

는 않았지만， 1444년의 ‘랴잔 까자끼” 역사 연대기에서 이등올 피노-우그리제 

22) DlugoszOSl1J. 573 (Page citations are to the Eng1ish edition): Mel'nik. 68. 
Evamitskii, Vol. 2. 7얘셔 얘인용 

23) D씨gosz(J Slll， s'η 

24) .Sofiiskaia pervaia letopi s’(!OO l ).~ Vo l. 6. 9 려시아 고운헌의 예특에는 우리나라 

의 러시아 고대 운떠f 전운가 중 힌 운인 한양대악'" 아얘지역연구샌터의 최정현 
박사닝의 도용과 조언이 컬대석이었읍옹 씬힌다 핑자가 에석용 위해 자운용 구앙 

때마다 도용을 아끼지 않으신 외정연 박사닝께 이 자리흉 인어 다시 얻언 강사E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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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이민쪽인 모르드바인과 더!ol어‘ 아마도 정앵윈 러시아 농인으로 추정되 

는 ”보병 부대”와 구운하여 언급한 사실올 고려한다연 이흔 역시 러시아인이 

아닌‘ 아마도 아'*"-계의 용앵 집단이었다고 추온양 수 있으여 이 추측온 

147 1 년 소피아 연대기의 기술로 윗땅갱된다 그형다연 여기서 제기되는 의운 

용 예로는 -약탕자”로 예로는 ‘용병”으로 등장하는 이틀 따아르계 집단이 누 

구이며 이틀용 기존의 따따르인과 어영게 당랐던 것인가의 운재이다 용란드 

인과， 리투아니아인‘ 러시아인즙에게 따따르인의 약탕파 내슐옹 요앤 기간 일 

상적으로 일어나던 익숙한 사건이었기에， ‘까자끼”라는 새효용 요현의 사용온 

이톨이 이전까지 러시아의 상링지대에 냐타난 유욕민등과는 성격이 다른 명 

개의 집단으로 "1춰졌다는 껍융 시사하기 예문이다 

그 차이는 바로 ‘과자크적 생옐 방식-에 있었다 다시 알뼈， 러시아의 연대 

기에 동강하는 까자끼란 표현은 일종의 “생할 ‘상식”융 의이하는 g현이었댄 

것이다 꺼자끼는 어떤 욕정한 집단올 의미하기 보다는 국가 권력의 홍찌융 

받지 않은 얘 스엠 지역용 유항하며 약한융 주엽으호 하되 경우에 따라 고용 

되어 영종의 용영으로 안동하기도 하는， 주로 따따르인으효 구성왼 영종의 

-프리앤서 약앙 정안”융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언 표현이었다고 찰 수 있다 

원충분하고 단연적인 사료 때문에 지금까지 나용 그 어떤 연구도 이윤 초 71 

꺼자끼의 역사얘 대얘서는 가성 수준 이상융 재시하지 옷하고 있지안， 늦어도 

1 4세기 이후우터 우끄라이나아 냥우 러시아의 초원지대， 러시아어로는 이른아 

‘거친 스앵Wikoe Pole: Wild Steppe)" 으료 양려진 초웬 지대용 중심으로 -와 

자크의 생안l상삭’올 영워하는 일궁의 앙양 유옥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옹 문영해 보인다 “씩자크’한 융로에쓰어가 용로에쓰인의 "1 장 이후에도 

사용외고 러시야률 "1 훗한 주연 정주 문엉으로 선과되어 냐갔던 것용 영액히 

중앙권력의 용쩌흩 안지 않는 새 “화자크의 생항 방식”으로 생활하는 앙랑 

집단의 존얘 '1 이등의 계속원 앙용올 시사하기 얘운이다 

이러한 -씌자크의 생싼앙식 "'1 악산。l 일어나게 원 얘경율 이애하는 것응 

어협지 않다 이는 스씨의 유옥인융에게 션대적인 지배력용 앵사하던 스댐 제 

국의 웅괴， 즉 힘착 한국의 쇠퇴와 운영이 가져온 결과였다 주지하듯이 갱삭 

한국옹 약화시킨 요인용 크게 두 가지가 풍힌다 갯셰는 내부에서 칸위 계숭 

권융 두고 벌어진 잊연의‘ 안색되는 칸위 후보자돕 간 내신으로， 이 경 '1 유 

옥 찌국 내우에는 원싱적인 경향이 증 'H '1 기 시작했다 두 앤쩌의 아마도 겁 

객 한묵의 외 '1 에 더옥 직선적이있을 계기는 14세기 앙 럽착 스댐에 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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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여 수도 사라이릅 율태우고 킹착 한국에 큰 타격옹 가했던 티무르의 

칭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칭기즈칸의 장자‘ 조치 가운에 속한 올루스 중의 

하나로서 겁착 스댐용 중싱으로 한때 서부 유라시아의 패권융 장악했던 캡착 

한국은 사라이의 함락으로 올리적인 타격원얀이 아니라 상당한 권위의 손상 

융 입었기 때문이다 25' 사라이는 다시 재건되었지안， 한때 서쪽으로는 헝가리 

에서 동쪽으로는 끼르기즈 스댐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올 지배하언 대스댐 제 

국의 위상은 복원되지 않았다 토흐타의쉬 (Tokhtamysh)의 축출 이후부터 컵 

착 한국 내의 권력 투갱은 정차 원심적인 경향올 띄기 시작혔고. 15세기 전반 

에 영어진 내전에서 칸위 후보자등은 제국의 수도 사라이흩 차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큰 의미용 두지 않았다 이들은 겁착 한국의 칸 지위툴 두고 다투기 

보다는 각자의 근거지에서 독자척인 한국올 건셜하는 것에 더 관심올 가컸기 

때문이다 이 결과 15애기 후안에 이르연 올가강 하구의 아스뜨라한 

(Astrakhanl에서， 끄링(Krym) 반도에서， 용가강 중류의 까잔(Kazan )에서 겁 

착 한국의 지애로부터 독링왼 한국툴이 충현하였고， 겁작 한국의 영역온 정자 

축소되어 사라이칠 중싱으로 한 일부 영역안융 지배하는 유영우실한 존재가 

되었다 컵착 한국의 본거지에 결정적인 타격용 가하여 멸망시킨 세력이 그틀 

의 불구대천의 왼수였던 러시아인이나 리투아니아인 또는 훌란드인이 아니라 

바로 겁작한국에서 분리한 끄링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였다 1502년 

사라이용 습격하여 수도활 올태우고 겁악 한국의 잔존채훌 철저하게 파괴했 

던 것온 러시아인이나 용란드인이 아니라， 바호 업착 한국의 계숭자잉올 주장 

했던 기래이 가문의 칸， 앵글피 기레이였던 것이다Oß， 

251 갱기3.*의 일원으로서 킹악 한국의 싼이 가지는 상정객 권위 예용에 애초얘 티 
우르는 집하 한국용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 더구나 이 우영 업작 한극의 칸이언 

토흐타의쉬 (Tokhtamysh)는 티우르의 도용과 후견 옥에서 업하 한극의 칸 지위에 

오융 수 있었기에 티우르가 정악 한국용 공격안 이유는 더욱 없었던 것이다 운쟁 

의 시작은 토호타의의가 을연 티우르용 기습 공격한 사건으호부터 시작외었다 티 
우프와 겁칙 얻국의 훈생온 대략적으호 오능날의 카자흐스딴에 해당하는 초원지대 

응 두고 13새기 양우혀 일어났었언 차가타이 한국과 킹학 한국 간 분생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외어야 하는에 토흐티의쉬는 과거 킹악 언국의 지매 하에 있었으나 

티우료의 싼도 속으호 톨어간 이 지역에 대한 지얘권용 되창기 외얘 시실상 자신 
의 후견인이언 티우료톰 기슐하였으나 그의 공격용 실얘로 열나고 티무료의 보획 

용 초혜하였다 

26) Saunders. 168 



경져인으로서의 ·까지끼· 179 

l잉2년의 사건용 러시아 대스댐의 중심부에 자리하덩 세국의 붕괴윤 선언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다른 세 계숭 한국툴은 스댐의 중심이 아니라 연 

갱에 위치하고 있었시만， 이를 한국의 안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사라이융 

중싱으호 한 용언 스잉 재국용 재건하혀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의미싱장하 

다 낀’ 검각 한국의 쇠퇴와 멸망으로 가장 큰 이익올 온 것은 정진적으로 따l다 

프의 영에로부터 벗어나던 모스끄바 공국과 욱서 러시아의 새로운 강자， 리푸 

아니아 공국이었지안， 적어도 16세 기 이션까지 이 두 국가는 아직 스댐 지역 

에 지배권올 수힘항 안릉 강력하지 않있다 1475년 끄링 얻국융 신속시킨 요 

스안 쩌국의 주 판싱샤는 앙칸 반도였고， 끄험 한굳올 용해셔 간접적으로 영 

양력융 앵사하는 것에 안족하고 스앙 지역 자체에는 진용하지 않았다 이 견 

과， 킹착 한국의 쇠외와 더불어 13얘기 이래 강력한 유욕 용일 제국의 지애 

하에 있언 대스애 측 드네쁘르강에서 돈강올 거쳐 용가강으로 이어지는 초원 

지대는， 정주운영과 유옥운영 사이의 일종의 세력 균형이 이뤄지는 무주공산 

으로 ‘와자크의 생한l상식 i올 추구하는 l앙랑자뜰의 '3'1 지 러시아인의 요현용 

밀자연 “다꼬예 연헤’가 되었다 

연대기에 웅장하는 초기의 까자끼는 바로 컵악 한국의 용채로부터 벗어난. 

그리나 스댐의 연깅에 자리한 계송국가를에도 소속외지 않았언， 이들 ”프리갱 

셔 약탕 집단-과 깐련이 있다고 추욕한 수 있다 앙서 언급한 연대기에 둥장 

하는 -따따르 까지끼’에서 옹 수 있듯이 ， 호기 ‘화자크’의 생싼방식용 추구하 

던 집안의 주축용 이있언 것은 분영 휘르크계였다 이율 ~I르크계 ‘와자크i으| 

주 생엽옹 재화외 약한 분안이 아니라 숭랴브계 놓인융융 납치하역 '1안트나 

아나융리아 연리는 이집트까지 이승합권의 노예 시장에 딴얘하는 노예 우역 

Z71 토호타의수l 외 후손이 건킥엔 꺼잔 한학용 율용이고 아스뜨라한 얻국 n링 언국 

요두 갱기즈 가강외 후예로 겁씩 언국의 적자임용 주장잉'1 안， 그 누구도 깅혀 언 

극융 ，.건히려는 시도용 하지 않았다 ‘ të. Q I는 !l.스]1' 1 러시아 잊 용런E- i!l 우 

아니아 공여외 성장과 오스얀 재국의 잉허 에푼으호 보인아 가장 강석g언 끄잉 

한 ~91 경우는 1 47S년 이후 오스아 ，]굿에 센속￥l 용신 」‘가로 형태로 존재댔다 

칭기즈 가운외 'f-예가 아니었언 노가이 l아여트는 한언도 ‘칸"'1 지위융 갱힌 적이 

없으며 여하서 1I 찍 한국의 째숭자입용 주장한 적이 없다 노가이 여따브의 수강 
이 갱혔언 호갱용 -엑 ( Beg) ，ft -에이 (J)ei)，- 또는 ‘ "1료자(MÎrzar영으여 러시아 학 

샤"에는 R용 -앙후IKnill2’「호 .1"1 되어 등장한다 정생 해프크‘t 희 되어가언 업 

하 한국 ，~ 갱기즈X 지애자용외 가깨도얘 대에서는 Et띠 Igâzî llahadir Hl"tn 
(1838) , 2'?)!-24Hi 앙죠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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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포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흩 21 혼재는 1 7세기 중안까지도 짝인 

외는데， 이 시기 프랑스 충신으로 흘란드 리투아니아 군얘 잉대하여 축성전운 

가이자 지도제작자로 옥우하연서 따따르인과 까자꺼에 대한 옥격당융 서숭한 

프랑스 군인 보용랑(Sieur de Beauplan)의 기록이 이잔 업중한다 보용항은 

모스끄바 공국이나 흉란드-리투아니아 공국온 융륜이고 끄럼 한국의 칸에도 

론스탄티노용의 술단에게도 신속외지 않옹 새 오로지 노예 사냥과 약탕용 생 

영으료 하언 상당 규모의 따따르인 죄단이 17세기 중안까지도 냥부 우끄라이 

나 지역 용한드 리투아니아 공국과 1냐따르 접경 지역에 옥럽석으로 존재했다 

는 사실훌 기욕했다 291 그러 나， ‘콰자크적 생안양식i에 유인되었년 것용 따따 

르인들만이 아니었다 이톨과 써우고 l한쟁하던 연경의 슐라므예 갱주 거주민 

역시 점차 ‘과자크적 생앙방식’올 채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구냐 15세 

기부터는 이툴 슬라브제 주민의 스댄 유업이 중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스댐 

똥일 재국의 융괴와 그에 따른 정치잭 용액이 스댐의 원 유옥 거주인얘게 분 

안이 아니아 욱앙파 서망으호우터 이주하는 동슬라프 계흉의 주민틀에게도 

스영의 운용 열었기 때푼이다 이틀에게는 “따따르 와자크”의 내숭 위협에도 

용구하고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스스호 “과자크적 생안방식끼용 추구해야 할 

충분한， 그리고 아아도 절박한 。l유가 있었다 

15세기에는 오로지 간엉적으료 동장하덩 까자꺼얘 대한 기륙옹 16세기 이 

후부터는 비약적으로 중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까자끼와 까자끄 집단의 수 

가 연대기 작가들의 판싱융 끌 안콩 중가81였고 따라서 이등의 앙홍 역시 더 

육 활말해지기 시작였다는 것올 시시한다 게다가 16세기부터는 러시아앨안이 

아니라 용란드와 리훈아니아， 톡일‘ 헝가리 싱지어 언 영국에서까지도 까자끼1 

욕히 자뽀로지예(Zaporozlγ'e) 까자끼에 대한 언급파 '1 욕이 웅장하기 시작한 

다 .JI 갑자기 역사의 에이지에 튀어나용 듯이 쪽증하는 '1 쪽의 중가는 어떻게 

28) 율흔 가장 죠직화되끄 언성옛던 노예 무역상용 국가격 산업 치씬으호 노예 우억융 
육성었언 끄링 따따료 얻국이었다(Fishe서 1 978)， Z7-29), 11힘 얻국의 노예 사냥과 

우역에 대한 "-다 자에얻 내용응 Fishe끼 1972); Kizilov용 앙죠하라 

29) l:3eauplaπ 35-36. (Page citations are 10 the English edition.l 

3)) 지리혀인 이유 닷으로1 그리고 용한드인차외 판셰 예용에 유언에서 동장얻 초기 

까지끼에 대한 기혹용 자보로지예 껴자끼에 대엔 기 ~ol 대쭈용용 차지하고 있다 

유언인양이 까자끼에 대얘 냥긴 기혹에 대한 자에한 내용용 Poe, 53 1 -St\7용 찬조 

하라 



깅저인으로서의 ·까자꺼. 181 

성영앨 수 있용 것인가? 그 해당용 13세기 옥영 기사단의 프로이샌 정꽉 이 

후 엘에강 동안 지역에서 시작되고 15세기에는 동쪽으효 오스끄야 러시아까 

지 확산되는 ‘농노화(Enserfment)"에 있었다 

용건적 질서가 "1융어지고 부역 노동이 소옐 '1 덩 동시기의 서유힘과는 당 

리， 옐에강 동안에셔 용가강에 이르는 앙대한 지역얘서는 서유엽에 서 일어냐 

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언어냐는데， 주지하듯이 이 띤화의 핵싱온 영주 

권의 강화와 농민툴의 이동의 자유용 제한하는 “토지 긴박‘이었다 30 러시아 

역시 이러한 현상얘서 예외가 아니었용옹 융혼이다 18세기애 완성되는 어시 

아 농민의 농노화는 이미 놓인을의 거주 이전의 자유앙 속박하려던 일련의 

규재가 도영되는 15세기에 시작되었는데，킹j 이 우협우터 냐요기 시작하는 농 

인올 토지에 긴박시키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규정과 법영듭이 이흘 예중한다 

예컨대 군역용 피하여 입의로 다은 아용로 이주한 놓인윤융 강제로 귀한시킬 

것， 핑요하다연 공권허과 울피력용 용원하여 그등융 압송해 용 것올 규갱하는 

"1실리 2세의 혀명이라든가 33 1 농민흩이 자신을의 아용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 

항 기간용 성 게오르기 용일 이후의 3주간으로 제약하는 규정이 안!l.되기도 

댔언 것'"은 영액히 농민틀의 거주 이전의 자유용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었다 

개영적으로 나오언 이러한 규정옹 1497년에 이르띤 엉진 (Sudebnik) 속의 하 

나의 법 조항으로서 반포되어 오스끄아 러시아의 모든 농민에재 강요되는 새 

도화의 과정용 걷기 시작한다"’ 

31) Blum(!fl)71 , 821: U!um(J OOJ), 600-007 

321 H리le. T7 - 79. i! l 시아의 용노파 파갱용 -토지 긴박”에서 시각외어 -인식객 에숙

으호익 이앵으호 륙정지용 수 잉다 1 6‘l 기 '1 시아의 놓인융용 토지에 긴 ’!외어 
잉잉지안， 영주에게 인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지는 않있다 이 우엉껴져 농노아는 거 

주 이전의 지유용 씨약하는 것이 주딩 욕적이었기 예푼이다 토끼 '1 농노가 항에 

"1록 사이얘서 ·종여 에 '1 "원 수 잉는 상영이 전개의기 시작언 것용 정우가 지주 
，1 쪽에게 인연의 욕켠옹 우여하는 혹히 에까예리나 여제 시애부터의 언이다 

331 Akl.v sOIsial'nn-ekonαnicheskoi islnnï seuero-uoscochnoi RlIsi (\!X)4J. \'01. 1 
No. 265. 

34) Ibid. V이 2. No. Di 

35) Jushkov & Cherepnin. eds. (!잊앙 1000. V.이 3 ( I ~J， 355: Hel1e, R3. J혀1 닝 

i폭군 이안’으호 ￥ 알려진 이앤 4씨는 놓인의 호구와 토지 운포동 웅착하는 R지 

대장용 작싱한다는 구실호 3주간외 이주 허용기간 죠차 에지하영다 이엔 4세의 

죠치는 씬해 토지 대장용 작성하는 지역에안 적용되는 잔갱적 조시였지얀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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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론 g 란드-리투아니아의 경우 농노화와 토지 긴악의 엉쩌화는 오스끄바 

러시아와는 전혀 상이한 사'1 직 정치적 애정얘서 시작되었다 짜르의 권한이 

강하고 정정 중앙집권적인 국가료 낼진해 나가던 모스끄바 러시아와는 닫리， 

이 지역에서 놓노화율 추진한 것온 쟁권용 회생해가여 자신융의 신판적 우위 

용 경제적 채도적으로 확고히 하려언 쩔란드의 토지귀족， ‘슐라흐타(Szlachra. 

리투아니아어로는 5Jékral’였기 예운이다:Jjl 훌란드 용토애서 리투아니아 지배 

하의 동슐라료인 거주 지역으로 농노재가 확산되는 과갱옹 13æ년 이른바 

‘왕가 연함”으로 시작왼 용란드-리투아니아의 연합， 륙 01 양 국가의 지애집단 

용 제도적으효 긴일히 경합시킴으로써 초국가적 ‘，1 쪽 시인 슐라호타의 충 

현에 초석융 놓용 1413년의 “호로을로 연합(union 이 Horodlo!러시아어호는 

Khorc잉10])’으로부터 본격화되었는데1 이후 리투아니아 지애집단-현 우끄라이 

나 지역의 푸태니아(Ruthenia)371 보야르 집단용 포앙하여-이 정차 용란드으l 

장 작잉 작엽이 오스끄야 러시아의 션 영역으로 와대앤예 얘라 정차 선 농엔에게 

적용되게 <1 었다 영욕상 강갱적이언 이주 긍지 규갱옹 이반 4셰익 혹용 후 공국 

의 설권용 장악얻 보리스 고우노프에 의얘 연장의었고‘ 1007년애는 약i츠 마실리 
슈이스꺼에 의혜 영구척인 냄으료 선포되었다(싸d .. 96-98, H~- læ) 이후 웅한시 

대융 아강하고 중아노프 앵죠가 을어선 이후에도 농민외 이주을 제약하는 슈이스 

꺼의 엉령용 취소히지 않았고 1649년 영신의 11 장에서 농민능의 거주 이선익 자 

유는 공식액으흐 그리고 최종적으료 악탕되었다(Polnoe sobranie zαkonov 

Rossiiskoi imperii JJOueleniem gosudar띠 imperacoro Nikolaia Hα;/ovidn 

Sobranie PeroDe n830l. Vol. 1. 62-69(이후부터는 ’PSZι로 약쟁한마’} 이후 농노 

예앙이 이혀지는 1 \1; 1년껴지 리사야 농인양용 업적으로 토지에 긴악인 흔찌까 <1 
었다 

36) Blum(J 957), 없4 용한드와 허시아의 '1이는 용강E가 예 '1 객이라기보다능 '1 시아 
의 경우가 예외걱이라고 하는 연이 정와하다 웅유언의 진역에서 농노쩌의 도잉짜 

영주권의 강화는‘ 욕히 §란드와 보예이아‘ 엉가랴에서 우드허지;이 욱앵권의 쇠 
외용 용타 귀옥 집단이 자신의 신운적 권리용 깅당씌으호 강화시키허언 노럭과 잔 

련원 현상이었다 이 싸이는 러시아의 앙대얻 영토와 한연이 있었는애 초기 허시 
아의 놓노찌는 영주권에 대언 놓인용의 인신적 예옥효다는 1농민잔의 거주 이전의 

자유용 세언하는 토지 긴악에 충갱올 우었다는 정에서 다온 동유인 국가한의 농노 

1의 '1이가 잉었언 것이다 위의 각주에시 언급했풋이 러시아의 농노씨가 인신적 

예속의 안져호 넙어가는 것용 1 8세기 이후의 일로서‘ 경과적으로 악'1 권역 '1 보 
장과 보효융 안는 러시아의 농노제는 다용 동유엉 국가보아R 씬전하고 정서얻 농 

민의 애용과 학취융 가농하게 였다 

37) ‘￥'.니아(fiuthenial’는 앤혜 동슐라프 우스(Rus’) 진세a 의이하는 라인어이지 1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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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종교‘ 재도활 수용앙에 따라 리후아니아'1 정치 경제 사회 찌재 역시 

긍속하찌 용한드lt되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겠 다시 일해 주에니아 지역에 농 

노재가 도입되기 시작힌 것온 그 지애집단의 정중하는 운화식， 샤'1 씩 경제 

적인 “용란드化 파정 a의 인부였다 용한s-리투아니아 오두륜 아우르는 지매 

계급으로 동장한 슐라호다는 왕권의 약화용 등타 신분세 의회인 새임(Sejm ) 

과 셰이미키(Sejmiki 지땅 의회)의 권한용 강화시키여 1492년까지는 왕국 내 

잉염과 앵갱에 대한 권한훌 사실상 장악했다 슐라호타의 대두와 왕권의 약화 

는 농노제의 재도화와 궤\t 같이 하는 현상으로， 이 경파 15세기우터는 동 시 

기의 오스끄아 공국과 마잔가지로 용한드 리투아니아에서도 농민의 인신식 

예속을 엉채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일련의 과갱이 잇따었는대 예흉 용어 1424 

년의 엉령 (Warecke Statute )과 l얘4년의 업영(NÎeszawa Statute)은 영주에게 

도앙 놓인용 치열항 권한융 부여하였고， 1496년의 앤령 (Piotrków Statute)은 

농인들이 영주률 "1꿀 권한용 악당었다 15 1 8년의 또 다른 칙령은 놓엔을에게 

영주재판권의 연경에 대한 왕실재판소 항소켠까지 에앗아갔던아‘ 이후 왕국 

내의 놓인용 영주권에 경채직으료냐 인신직으로나 완전히 예속왼 존재가 히 

었년 젓이다 :l''' 쩌르에게 중욕왼 용사계금으효 존재하던 러시아의 보야르야 

서구 역사억찌에서는 용한드-랴쭈야니아 연방'1 지에 하얘 있언 현얘 우끄라이나 

인과 엣 ~l.rr스인의 역샤객 선조용 지갱하기 위에 -￥'.니아인-이라는 표현용 사용 
하고 있다 그이나 진E애 시기 이용 "f대니야인-용이 스스로양 지갱하던 표현용 

‘쑤스끼(Russ‘i)" 또는 ”우연 (Rusyn)"으호서 ‘푸애니아-라는 g현은 '1-떼니아인 
져산b예 외에서는 사용딩 척이 엉이 쩌자의 스송 종 힌 운인 니함 '1스 랴자노프 

스키는 과거 링자와의 대안에서<2005년) ‘쭈에니아·라는 g현이 싹이에 이주한 인 

측주<1 객인 찌외 우II라이나 공옹에 혹히 강리시아인 앙양세의 재정선 후원융 인 

언 욱이 익사학셰에서 녕리 사용되어 '1상 g연으오 갱칙에었언 "1, 이 표현의 사 
용 속에눈 대러시아인과 구용되는 -~ ll라이나 엔 '1쭈스 정에성이 이이 ‘신E애 시 
기우터 혼얘 ~rV는， 따라셔 우끄라이나인과 대버시아인의 사이가 -대고찍부터 온 

검격 ( Primordì all‘인 것잉융 전찌하연서 우ll'1이나 운려주의와 욕인용 정당화하는 

고도'1 갱 시 적 항의가 내1>하l 있아는 갱융 지려얻 "1 잉다 J7세기 이후 이시아 
문헌에서 .，우테니아-에 상용히는 의미호 사용되었던 g현용 -앙부 푸스‘ 또는 까} 

서우 쑤스”인애 걷~~ 이 R현의 사용 역시 우끄러이나<1 욕자성융 인정하지 않상 
-대 이시아인 중싱주으1"라는 이에융ζ기% 진셰호 하고 있다 용이얘 내 X힌 이 ' 1 현 

정시적 항외에도 용구하고 앤의상 이 섣에서는 -쑤에니。1"'1상 g앤용 용강=--~l 

푸아니아 시하애 잉언 현애 우ll'1이나야 영라쭈스 지역융 지잉하는 에 u1 s:..‘ -‘f쭈 
야시아-라는 표현양 모스끄"1 이시아의 냥'1- 언정용 지칭하l' 표언으li 사용언q 

3f!l Halecki &. Polonsky. fll-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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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상의 선출직 땅 아래 일종의 ‘ "1 쪽 시민 공화국끼용 수립하게 되는 용한 

드의 슬랴흐타는 성격이 서로 판이힌 집안이었지만， 농민-영주 판계에 판린왼 

사회경찌적 연화로 한정얘서 온다연 。| 를의 지얘융 망언 놓인툴에게 언어난 

경과는 같았다 ... ’ 
에쇄된 국가 간 경계 속얘셔 놓노')얘 순용하는 것 외에는 영다흔 선액의 

여지가 없었던 동프로이샌이나 서부 용란드의 농민등과 당리 냥쪽과 서쪽의 

스댐 망연으로 ‘엽띤 국정끼올 가지고 있던 동부 용란드， 현재의 우끄라이나 

잊 러시아 지역의 놓인증은 이런 놓노화의 과정에 대처앙 수 있는 또 다흔 

대안이 존재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아 적어도 까자끼 역사'1 여영기에 한정하 

는 언"꺼자꺼”융 갱의하던 요소는 민촉이나 종교가 아니었용용 다시 상기항 

명요가 있다 어원에서 용 수 있듯이， ‘콰자크”는 일종의 “생안앙식’용 지칭하 

던 단어였기 때문이다 농노화에 직인한 농민들에게 냥은 선택은 바로 스댐으 

로 도양가 ‘화자크의 앙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15세기까지는 간 

엉적으로만 웅장하언 까자끄 집단애 대한 언급이 16세기 이후부터 갑자기 중 

가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영하다 이는 까자꺼의 수가 급중하영기 때문이며 

이는 영백히 농민용 긴팍하려는 .용건석 반동”이라는 사회경제적 연화와1 ‘공 

액 상태가 왼 스엠끼과 ‘열린 국경”이라는 욕수한 상항의 조앙이 만을어낸 검 

과였다 루블린 연함으로 ‘용란드-리투아니아 연방 국가(Kr6lestwo Polskie 

WieJkie Ksi~stwo Litewskîe: Polish-Lithuanian CommonweaJrh)n가 증현하는 

1569년 이후부터는 농노화의 앙악 외에도 종교적 요인이 추가되었는데， 용한 

드 리쭈아니아에서는 카원릭으료의 재총 앙력이，4 l! 또는 므래스뜨 공'1회가 

39l Bush. 125- 128 
401 용란드 라쭈야니아외 경우 농노화외 과정치 양상에는 특연께 이민자가 상당수상 
차져하던 셔부 §강E 지역파 동쭈 국정(우끄라이나l 지역 간에는 상양얻 지역객 

차이가 존찌찌기에 파연 §란드의 농노찌가 약한 왕권과 강힌 ’1~ 앤트리으| 흔예 

라는 단연한 요인으로 성영원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셔능 이꺼이 혼재해 앙아 
자새한 내용$- Kl'Iminski. 253-268용 강 .. 하'1 동유힌 놓노에 흥장의 경제쩍 요인 

얘 대얘서는 Mi11ward. 5 1 3-548융 앙조하라 

411 사실 용한E는 당대인융효우터 -총'"적 판용의 천국’이라는 표현용 능용 안당 마 

종'"에 띠에서는 판대한 정혜올 었언 "1 훗냥 ‘아쉬케냐지-호 원려지세 ‘H:: 성유 
엄 유예인 그용외 이주가 §란드에 진흥 '1 었언 것 ，.언 흩한~. 지에자한의 용"잭 

진용성과 찬련이 ‘l다 이려힌 상쟁이 연하기 시작한 것용 쌍교개쩌 이후ζ 이 시 

기의 용란드가 제수이트회 수도샤@용 중싱으호 카용인 세아이 추진하덩 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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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1596년 이후우터는 우니아뜨(Uniate) 교회의 인정이라는 운셰가잉} 더 

후대 러시아의 경우에는 니온 종교개혁 0656년)의 여파가 스잉 연경 지역으로 

의 또 다른 이주의 불결올 자극하였다 도망 농민용 주축으로， 총교 단안옹 

피해 용 푸대니아 층신 정교도와 러시아 출신 구교도 볼락힌 러시아의 보야 

르， 경재적으료 용락하고 모힘용 찾는 용란드의 융라호타 종신 ~I 족‘ 엉외용 

저지르고 도망가는 영엉자 동으로 이뤄진 도망자툴의 유입이 계속됨에 l아야 

15세기 후안부터 스영용 유랑하는 앙랑집단익 인적 구성은 정사 ‘슬라브1t’ 

외었언 것으로 보인다 이 유업의 결과가 바로 ‘화자크의 앙식·으로 살아가는 

슐라프인， ‘까자끄IK""αkl"의 종현이었언 것이다 

따따르찌가 아닌 슬라브제료 추정되는 ’까자끄’에 대한 가장 오래원 기록 

온 옥 갱착 한국융 영앙시킨 장용인인 끄링 한국의 칸 맹글리 기헤이와 리후 

아니야외 야켈로니아* 대공， 알핵산E르가 주고방옹 서신에서 찾융 수 있다 

1492년 앵글리 기에이는 리후아니아 대공에게 보내는 연지에서 드네쁘르 강 

연에서 끄링 따따르 상선당의 애용 공격， 약탄하고 사라진“끼예프와 찌르꺼 

시 {종신]의” 약당자에 대해 문의하고 항의했다"， 까자끼라는 언급이 풍장하 

는 것용 이 서한에 대한 알핵산드르의 당신에서이다 땅렉산드르 대공은 당장 

에서 ‘까자끼i에 대해 초사항 것을 영령했다고 용고었던 것이다μ! 여기서 추 

흔해 냉 수 있는 사실은 끄링 한국의 칸과 리투아니아 대공 양자 모두 이듭 

약당자융이 당시는 리투아니아의 영역에 속하던 끼애프와 셰르까시 중신의， 

즉 리푸아니아 공국의 루애니아인 신인잉융 선찌었다는 것으로1 이는 타타르 

" }ι종교개혁’의 충싱지가 외었기 예용이다 교양의 권 '1상 인갱하는 죠건으호 갱i>! 

션헤의 유지§ 혀악한 우니아뜨 i회외 수엽은 개신"' 에혁에 대앙하여 동유U에 

서 카용릭의 영양킬용 중대시키혀는 노허외 띤힌이었다 이 μ종교개여용 우끄.) 

이나 지역에서 격영한 안딴용 초래하었고 까자끼의 수씌 증가에 이용 기여하였다 

42) 우니아뜨 "회가 올엉힌 1596년의 프셰스뜨 공의회 혀후 용한=--리후아니아 영내 

에셔 우니아뜨에 가입하지 않옹 정:ii! J1 .ii!꾀의 존~ t- 1-영화 '1었다 이 조시는 

정과도 쭈대니아인외 극심한 안옐애 칙연하였고 욕<1 이 우영 지，.호지예 까지끼 
의 주도 하에 영어나기 시작한 연련의 씨§강드 용기외 주요 씬인이 되었다 션악 

1632년 율한E 갱우는 다시 정쿄도 교회외 엉엉성용 씨셔시키고 우 신앙의 공흔옹 

인갱하였다1 1'1이 hy(2(，:OO 1 ， 163- 164. 193- 195) 

43) Srosunki z Mendli-Gireiem, ClruJem 1'alar ow Perekopski, Iι~Y)-1515. Nα 24 
Hrushevsky( l a:엉 1936), Vol. 7, 61에서 재인용 

44) J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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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아닌 “슬라브계 콰사크”의 혼재환 시사한다 。1 추흔온 1499년 일쩍산드 

르가 이들 까자끼에게 드네쁘르강 연연에서의 어영권을 부여하는 특히장 

(Gramota)용 내렸언 기록으로 확인되는 u~ ,'15) 알렉산드르는 영액 <1 이들올 자 

신의 신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끼예프와 셰르까시 총신의 까자끼”에 대한 

언급옹 1502년 앵글리 기헤이가 모스끄바의 이반 3세에게 보낸 외교 서신에 

도 퉁장하는데‘ 이들이 따따르계가 아니아 슬라브제라는 사실은 바로 이 서선 

에서 확증된다 자신의 서신에서 앵글리 기에이는 이틀 까자끼용 ‘루스 까자 

끼 (Russ'kie Kazakif라 용었던 것이다 46) 1492년과 1502년의 사건은， 훗날 까 

자끼의 역사올 특정지울 까자끼와 따따르인 간 역사적 대공방의 시삭용 알려 

는 사건이었다 

16세기 후반에 이르연 까자끼가 슬라브인의 집단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 

해， ‘까자끄P란 단어가 과자크적 생활방식용 추구하는 슐라므계 약탕 징단옹 

주로 지칭하는 단어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은 운영해 보인다 이갚 보여주는 

증거는 1581년 리보니아 선쟁용 위해 흘란드 국왕이 드네쁘르 까자끼 중에서 

고용했던 한 까자끄 연대 (Polk) 내 “둥록 까지끼”의 영단에서 찾용 수 있다 

이 연대에 웅혹한 까자끼 중에서 이용으로 증신 지역올 식연 가능한 356인의 

성영 분석 경과는， 없%의 투테니아 출신 8.4%는 모스끄바 공국， 4.8%는 흘 

란드 또 다른 4.8%는 리투아니아 총선으로 추갱되었다 .:7) 16세기 후반에 이 

르연 까자꺼 집단 내에서 따따르적 요소는 거의 사라지고 동슬라브제의 충신 

이 절대 다수용 차지었던 것이다 남부 러시아 조원에 서 휘르크계 ‘와자크”가 

충현하게 된 것이 스입 제국의 쇠망의 산융이있다연 튀트크제 “콰자크 에서 

슐라프계 “까자끄n로의 이앵은 정주 운영 제국의 성장이 가져온 결과였다 

슬라브적 요소가 압도적이 원 후에도 “스댐의 유산‘은 까자끼의 삶에서 사 

라지지 않았다 초기 “콰자크”룡 구성했으리라고 추정되는 U}따르인의 절대 

45) Akcy. ocnociashc바 esia k istorii Z，이'"셔η 끼 fiossii sooronn.ve izgann.ve 
Arkheog，쩌"ichesk끼 kα11issiei (\없6- 1853l. V이 1 1l846 l. No. 170. 1어 

46) "Pamìatniki diplomaticheskikh snoshenii s Krrmskoi i Nagaiskoi ordami i ~ 

Turtsiei (1884)," Part 1. Sbomik Imperatoπkogo rl1sskogo iSl끼kheskog“ 

obshchestva (læ7~1916). V이 41. 476. 

47) Luber & Rostankowski. 368-3잇J， Plolh이2(01 )， 2'2에서 째인용 추대니아 ~신이 

않은 것응 용석의 대상이 원 까지끼가 E네쁘프 보이스1 증신이었던 닷으오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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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는 승랴프it되었지안， 이흔바 ‘노가이 짜자끄(Nagaibakj)'" 9~ 같은 일부 

집단온 20세기 초반까지도 스스로률 까자n로 간주하연서도 uf따르어로 Ij하 

고 따따르인의 후손잉올 :<f부하는 이중 '1 정재성을 지쳐나장언 젓이다써) 어 

떤 연에서 스영 '1 유산은 까자끼 7) 혼계하던 "f시악 순간까지도 ‘까자끄성’ 

의 온질로 남았다 20세기 초반까지도， 까자끼는 -유르뜨(Yurl 씬래는 천악율 

의미하는 옹골어로 꺼}자끼에게는 까자끄 공동제의 토시 공유지환 의미)"에서 

옥촉이나 정작올 하연서 토지용 -빠이 (Pa; 올가 l냐따르어에서 유래 까자11 

스따니싹[Stanitsal 공흉제가 군복우융 준비하는 성인 냥성 까자끄에게 분애하 

는 토지융 의미 )"로 운배댔고， 용필의 진몽에 따라 100인 단위로 연제외어 

‘소뜨닉 (Sornik 액인대장 - 허시야어야지안 액인단위로 부대릎 연쩌했언 용 

필찌국의 유산)"과 ”에써용(Esau[: ‘지휘깐올 의이하는 쓸가 따따프어 야싸용 

[IasauJ]에서 유래)‘의 지휘릎 받으며 선후판 별였다'" 정계인으로 출안한 까 

자끼는 역사석 생영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경계인석i 유산올 유지해 

냐갔던 것이다 

48) ‘나가이 u)끼 (Nagaibak.r'l"는 이용애서 잉수 입i 이 노가이 '.'냐프인외 후손으호 추 

갱 '1 는 껴지끄 깅당으호 오렌부프그 호이스꼬에 앤에헤어 있었다 냐가이 l‘}꺼 91 
기왼 자세는 여진히 설아실하지인 이용 스스로가 꺼잔 얻국이 요스끄바 공악에 

생씩sle 1 552닝 이시아 정괴호 강，.. 7~ -1'인 노，)이 U.III으인의 ~예로 지쳐@언 

것과 이동이 거주었던 지역이 까거 노가이 !qlq. .s외 영역이었다는 사싱애서 ‘나가 

아야끼·라는 명갱이 유에엉던 것으로 보인다 아성이 공식 적으호 요앤부르그 요이 

스꼬예 연입외어 꺼져n으| 신용적 용권용 상징하는 연 '1 에 ，~용 안기 시작힌 것ε 

)7~년의 언이지안 이미 그 션우터 다용 까자끼와 유사언 형얘 .. 군사적 역푸융 
하고 있었언 것으호 추갱원아 띤안 정식으9.. .끼자n 신문.01 잉 후우터는 여이 

예 슬라브깨 이띤쪽 '"힌 나가이 u)껴호 앤잉되었는에 그 중에는 서샤아 정..ü!.，Ç. 깨 

용한 꺼프가즈인이냐 러시아예 포호가 씬 오스안 에프R인윤과 잉지어 기욕에 의 

하앤 일부 .0)장인’능ç '!I:. 앙외 어 었었다 나가이바끼는 이시아 갱 i! 앙 벤l 까자 

II 신푼의 연l/-'$.셔 스스호8 꺼자껴i 간주하며 토지외 공옹셰적 이용 및 스l따니 

찌 융쉬쳐나와 강용 까자11끽 영양양삭(8'‘'t1용 암용 우상 공유앙지안 연상냉잉얘 
서는 여건히 따uJ- .!4.어 g 사용하언 옥욕한 그용이었다 -나가이야끼-상 여 인 <1 셰애 

호 야구의지 않용 주쩌호 냥아 었다 이안얘 대한 내용 용 Bektecvι bkh<1 kov~ 

앙조하라 

49) ~ Iukhi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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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 현상·과 ·사회 조직·의 경제얘서 - 까자끄 .보이스 

꼬.의 충현 

니콩 연대기와 소피아 연대기에 나타나는 ‘따따르 까자끼 n에 대한 기술용 

이들이 단순한 약당자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울질적 보상용 대가로 국가 

권력에 고용원 일총의 용영 집단과 같은 역할용 당당하였옹올 시사하고 있다 

유사한 사헤는 1473년 IX요스안 제국 동앵 셰경올 위해 사파비조 페르시아로 

파견되던 중 끼얘프와 끄링， 모스끄바훌 방운했던 에네치아인 샤절 앙프로지 

오 콘타리니(Arnbrogio Contarini)의 기륙에서도 나타나는데， 흔타리니는 리투 

아니아의 대공이 사절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한 ‘200인의 따따르 까자끄 기 

앵’과메 모스끄바의 대공에게 고용되어 “따따르인의 내습에서 연경올 지키기 

위해 고용되어 500인의 기병올 지휘하던 따따르인”에 대한 목격당을 냥겼던 

것이다 5" 그러나 이런 “따따르인 까자끄”의 복무 샤에는 당대의 기록에는 오 

로지 단연적으로안 퉁장하는Uf， 몇몇 개명적인 사헤에도 올구하고 이들 ”따따 

프 까자끼”는 종교적 인족적 차이 애문에 러시아인과 용란드인에게 ‘까자끄n 

라기 보다는 여전히 “콰자크”에 가까운 이질적인 존재였다 까자끼가 국가 권 

력이 국가 권력에 고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따따르적 “화자크”가 아닌 

슐라브계 “까자ll"가 연경 주인의 다수용 차지하연서부터 시작외는 연화었다 

50) Contarini , 112 (Page citations are to the En야sh reprint ed“ionl 

51) lbid , 159. 론타리니익 여앵기가 언급하고 있는 리쭈아니아 대공에게 고용원 200인 
의 따여르 기영옹 왼혜 곤타리니가 아니라 대공이 끄립 한국의 칸에 호내는 사정 

용 보호하기 위빼 l용원 영력이었다 공타리니는 안전을 위얘 이 사정단에 항유 
하였는데 그는 이툴 따따료인한이 리우아니아 사정의 존재에도 융구하고 용강융 

받아낼 육잭으로 자신용 유꾀하려고 시도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륙으로 보건대 

이율 ·따따트 까자꺼i는 아직 약당자의 습성용 어려지 옷했언 것이 훈영하다 당시 

끄링 한국과 우호판깨에 있언 제노아인 앵세융 하연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언 
온타리니는 이 당시까지는 오스안 셰학에 석대석이던 끄링 한국용 흥해 카스피얘 

용 건너 페르시아효 향했다 얘초 그의 귀씬 여정에 오스n야는 포항51 어 있지 않 

있는데1 그가 에르시아용 방운하던 중인 1 475년 끄렁 한국이 요스안 제국에 신속 

딩에 따라， 여앵 정호용 부득이하게 야꾸게 되연서 모스끄바 장악용 정유하여 얘 

네치아호 '1환하였다 혼타리니의 여앵기는 모스끄바 공묵과 현재의 우끄라이나 

지역에 대얘 셔유엽인률이 냥긴 가장 이응 시기의 지륙 충 하나호 양힌다 온타리 

니의 잉우에 대엔 지에언 내용용 Cizauskas. 33-45용 양초'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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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흔 슬라브예 까자끼의 중가는 양낭의 캘。l었다 일차적으료 까자끼의 중 

가는 곧 징세 대상인 농민의 수가 중어흔다는 것용 의이었융 괜안 아니아 앙 

국의 낸경에서 국가 권허의 장재등 빗어나 '1 ~독 힘 적이고 신센세석 질서에는 
안항적이여 장재적으로는 앙권과 영주권에도 직대씩인 수 있는 집단의 종현 

을 의 "1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흉한드의 지매자을이 더욕 주옥였던 

것은 까자끄가 가진 군사적 장재린이었다 스앵 지역으호 영토삽 정갱 확장해 

나가언 16세기 오스끄바 쩌르를에게， 그리고 .i(-{}린 연함으로 새로이 외득한 

냥부의 스영 지역용 유옥인의 내융 욕'1 끄립 따따르의 내융으로 망어해야 

할 필요가 있던 용안드의 군주와 구1 촉잘에게， 유옥낀의 생한방식과 유사한 

‘화자크의 생안앙식 i을 얘택하고 유옥인파 유사한 앙식으로 써우언 까자끼는 

이 우영 정자 인도와 규요가 중가하던 따따르인의 내융에 ’갖성 장재적 전력 

으로 비추어졌기 때운이다 

15세기 후반우터 끄링 따따르 한국이 러시아 찌국에 완션히 정북되는 18세 

기 초껴지， 따따르인의 내습온 혼란드-리투아니아 공국과 모스끄"1 러시아애 

싱대한 경제적 타격과 상당한 인역 유§용→ 초래했언 필칫거리였옹용 상기한 

핑요가 있다 어언 연에서 이 우명 따따르의 내융옹 러시아와 플란드 리 Jf-.아 

니야의 농민을에게 과거 13. 1 4세기의 이은아 ‘용딸의 앵애” 시기보다도 더 

지속썩이고 실섣적인 피해양 입혔다고도 생 수 있는데 1 이는 납부 러시아는 

율흔이고 용유영까지도 초토화시킨 초기 의 정복기용 제외하연 이른바 ‘용공 

으l 영에”는 샤라이의 칸이 요구하는 세금까 공원용 "1치고 정란의 갱치적 총 

주권용 인정하는 한 유옥인의 잉약을 인양 수 있는‘ 어떤 의이에셔는 상대적 

인 평화가 강채외는 -팍스-용알리카‘의 시기 였 기 얘운이다 사하이의 간에게 

신속흩 유시하며 세금올 바치고 용찰의 종주권에 안 71같 듣지 않는 한 모스 

끄바 러시아나 용강드， 리쭈아니아의 앙앙틀이 l냐따르의 공격옹 걱정한 맹요 

는 없었다 14새끼에도 업 악 한국의 씬정용 간헝적으로 지속되었지 안， 이 칭 

공옹 ‘약당· 자세용 옥적으로 힌 것이 아니아 옹공인툴의 종주켠올 계확인하 

기 위한 정시적 쩍직의 왼갱이었언 것이다 

15세기 후반부터 요다 구세식으로 압하자연 끄 ~J 한국이 오스안 제국에 신 

속되는 1475년훌 기정으로 온칙화하는 . ，아따르으| 잉공-은 이선 업악 한국의 

시대와는 전혀 다흔 성격의 것이었다 끄링의 칸온 힘착 한국의 지배자융시힘 

러시아와 용란드앙 정복하고 종주견응 수인 재짝인하며는 욕적으로 슐라브제 

성주극가판 긍격웠언 것이 아니었시 때운이다 이 우엉 활성화되는 따따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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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공의 주원 풍기는 경세적인 이익이었다 이 원정온 또한 스앵 채국이 용락 

하고 유육 계승 국가윤이 용현하연서 스덴의 권력 공액이 도래었던 14, 15세 

기 ‘따따르 까자끼’가 져앵하던 약안과도 두 가지 욕연에서 생격올 당리 했 

는대， 첫쩨 개연잭이고 우질서했덩 i따，~프 까자끼 i의 약탕과는 당리 15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는 끄링 따따르의 내융옹 분영한 경찌적 옥잭용 가진 국가 

적 차앤에서 조직원 ‘계외적인 국가적 비즈니스”였다 울예‘ 이 ‘비즈니스’의 

욕표는 단순한 채화의 양취가 아니라 터키어로는 ‘앙하는 재산i으로 불리우 

던 즉 ‘사람i을 납치하는 것에 주왼 욕적이 있었다S21 을흔 노예 얘애는 이 

521 중애에는 ‘”악 스인‘으로 더 장 양혀진 현대의 우μ라이나와 냥부 러시아 스잉 
지역에셔‘ 노예 샤냥과 '.애는 이 지역 용산으호 이깅트애 노예효 옐린 노예영둥 

이 수엄한 마§우크 앙조의 사에에서 용 수 잉듯이 스연의 유욕 사회애서는 오렌 

역사융 가진 전용객 판얘이었다 이 깐앵용 혹얘 지역에 진용한 이암리아인용죠치 

안아툴였는에 끄힘 반도얘 수잉잉 이양~아 제노아 식인지의 정찌씌 언영 역시 

연정 우분용 이 지역얘서 -수용"'1 는 노예 우역에 경세적으로 의혼혔던 것이다 이 

'1 얻 지역잭 선용에도 안구하끄 끄링 한국의 깅우는 ‘신엽적 약앓 국가·라는 쟁에 

서 육가한 안하다 악가적 차원에서 전 부대 '1 웅씬원 노예 사냥옹 n렁 한긍21 

{!，정긍리 기에이 자신아 직싱 조직하여 a정한 1 41뻐년외 강러시아 앤갱이 서용으 

호 융히는에( Fishe끼 1 9n1 ， 583; Kizilov , 2) 오스안 제국이라끄 하는 거대 시장이 
엌련 이후부터 ‘양하는 재상-융 샤냥하기 위힌 원정용 더용 용쩍아하여 앤종의 연 

쩌 앵사"-까지 영견하엽고‘ 그예야아 않용 수21 용안드인 우 •• 니아인， 허시아인융 

이 회생양이 '1었다 잔혀 간 이융의 슛자에 대에서는 P 란이 흔셰하지안， 이이한 
인구 유용이 러시아야 용안E 이우아니아에 상당안 '1 얘용 끼었언 것은 g영하다 

따따르의 입장에서 온다연 노예 사냥은 상당히 수익생이 좋옹 사엉이었는에 예천 

대 1500년의 씬정에서 싼아 진영으호 구성인 n링 따따ζ 부대는 주호 우혀 5앤영 
의 포로g 잠용 'H 귀인했던 것이다 (Khodnrkovsl< r. 19) 연에앵사지엄 외용이 되 
는 노예 샤냥의 경야호 용안!õ-리우아니아와 허시아는 상당인 이예용 잉었눈에 

1 6세기 션얀 끄헝 앤악에 장혀간 슬라브껴 주인의 수안도 15안 명에서 20안 영 사 

。1 호 추산외여 기쪽에 남아있지 않은 정우까지 추산하여 포앙하연 피해자외 수는 
그 이상이었용 것잉에 싼영하아 요스끄아 '1 샤아의 영양력이 갱차 증대하언 17세 

기에 쓸어셔도 오스인 세국이라는 후견인융 운 끄링 띠띠S익 노에 사냥용 중안되 

지 않았으니 lfì07-1fi17년 사이에안 해도 1 0안 영 '1얀 포호호 깐씬 것"-"- 캉산 

외고 있다 따따르인의 잉공용 17세기 중앙에 영정얘 안하영언 아 1654년과 1657 
년 사이에 u링 따따트는 38차에나 종정하였고， 1κ55년 한얘에얀 우려 5안 2션 영 
이 노예 사냥의 희생석이 되었다( Kizilov. 2) 이 시기 낭부 이시야 지역 주민장이 
여언 고난'1 앙상온 적도 아프 '1 카의 혹인안이 견덩 이얘에 이예서는 쌀 양려져 
있지 않았지안 납부 이시아가 중앙 찍도 아프리카에 옷지않용 찌애의 노예 수용 

지영다는 사성에는 의문익 어지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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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익의 유복 사회에 오랫동안 뿌혀내띤 관앵이었기 얘푼에， 유옥민의 약당에 

우수직인 포로의 외득 자체는 특기안 안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1 5세기 후 

딴 이후의 끄링 !나따르는 국가 사핀에서 노얘 얘애에 창여하는 ‘선엉적 약당 

국가’였다는 정얘서 그 이전 유욕인과는 전혀 성격융 안리 했던 것이다 이와 

강이 끄링 따따르 안국이 ‘선엉젝 약탕 국가”로 선안되게 되는 것에는 끄링 

따따르가 1 475년 오스안 재국의 용신 국가가 되었던 사설과 직접적으로 판련 

이 있는데， 이 신승에 의해 끄링 한국온 갱씨씌 자주성 g 상설하였지안 다흔 

한연으로는 오스안 채국이아는 노예 얀얘같 위한 거대하고 안정적인 얘후 시 

장용 얻었기 때문이다 끄링 반도의 여러 도시즐 욕>1 풍부 해안의 까파 같 

온 도시는 16세기 이후 오스안 ~1르크인을로부터 ‘작용 이스탄불(Küçük 

is t <lnbul ) "이싹는 명갱웅 영융 l간흠 언창하는 대도시가 외었년야， 이 번영용 

가져온 수익왼용 용란드←리투아니아와 이시아에 서 잠아 온 슬라브계 주민융 

수충하는 노예 우역이었다 53) 

끄링 따따르의 내융은 까자끄 집단의 형성파 연화‘ 성장에 지대한 영향훌 

끼쳤다 따따르의 침공이 재개되는 시기가 ’까자n"란 표현의 의미와 샤용에 

근온적인 변화가 인어난 시가와 잉치한다는 것온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에서 

상펴보았듯이 대약 15얘기 암까지 “까자끄”한 단어는 일종의 생활 앙식， ‘과 

자크의 생옐‘상식’에 따라 샅아가는 이융융 지칭하는 일안 영사에 가까운 의 

미였다 따라서 ‘까자끄갯n올 하는 사람이라연 그가 1이따르인이든 러시아인이 

든1 푸테니아인이든 누구든 민쪽예 상깐없이 ‘까지끄”호 부융 수 있었언 것이 

다 그러나 끄럼 l아따르의 거듭씬 잉공 S 맞이한 -연경 s 지억애서 ‘까자끄‘란 

안어의 의이에는 근온적인 앤화가 인어나시 시작했다 ·까자끄-는 대하 이때 

부터 망강자 약당자양 의미하는 ‘과자크.로서의 연반 영사가 아니라 어떤 욕 

정한 사회 집단용 의미하는 -고유 영사”로 신흰 '1 기 시착g던 것이다 역사적 

으로 이 과정은 동승 <1프 전찌의 역사얘서도 큰 역샤적 파장과 반향용 냥긴 

연화였는데， 고유 영샤호서의 까자끼의 등장은 허시아어로 단순히 ‘연정 지 

역”용 의미하던 “우끄야이나‘란 Ji현이 이새는 까자끼가 거주하는 욕정 지역 

윤 의이하는 표현으로 u1에게 되는 어띤 면에서는 ‘우끄라이나 역사”의 용앙 

정이기도 했기 에문이다i).l) ‘과자크i가 ”까자끄‘가 되고 “일반 영사” 까자끄 

53) Ibid. 

~Il 이런 익악얘서 주욕엉 얀엔 젓이 우 ll i!t이나에서 .잉이 잉어진 프강스에서 17세기 

풍안 에에.it 슈 '!te!에가 *간힌 얘이다 -까자끼가 사는 ，*ε→ 우크라이나라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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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 영사” 까자끄로 uf씨여 -띤경-이 i우끄라이나’로 uf써재 되는 이러 

한 앤화는 어잉게 일어낭으며 에 잉어냐게 되었던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15세기 안 1 6새기 초반 용한드-리우아니아， 모스끄바 러 

시아야 스엠 사이에 자리한 띤경 지역에서는 까자끼하는 이읍용 차칭하고 또 

한 ，~따르인틀에게도 그렇게 용리던 동슐라므계의 무장집안동 즉 앵글리 기 

래이외 표현융 잉연 ‘푸스 까지끼 1가 우후중순으로 생겨냐고 있었다 이등이 

영인 앙땅한 약탕 앙동 즉 ’까지끄짓’은 주로 따따르인올융 대상으로 했던 

바， 이를의 약당이 오스끄바 러시아 빛 용란드 리후야니아 갱우에 상당한 골 

칫거리가 되었언 것용 율혼이다 륙히 냥부 연정의 칙싱한 피해얘도 용구하고 

그리고 까자끄 겁단의 장재적 군사적 가지에도 올구하고 오스끄바 러시아에 

대항하는 견제 세력으로서 끄힘 l이따르힐 활용하려고 했언 흉한드 리투아니 

아는 연경외 방어윤 스따로스l아에게 일입한 채 끄링 따따르용 자극하지 않도 

혹 오히려 까자끼의 “까자끄셋-싼 억제하혀고 시도했다 이을의 존재용 언급 

한 최초의 기록온 압션 언급였던 맹갈리 기래이가 리푸아니아 대공에게 보냈 

언 연지인에， 그가 언급했언 ‘쭈스 까자끼”의 황용 지역용 오늘날 홍란드-리 

쭈아니아와 끄링 따따르 간 접경 지역으로 대약 현대 우끄라이나 공화국으l 

영토얘 빼당한다 ‘루스 까자끼 "'1 약당로 끄립 따따르가 입는 "1뼈가 중대하 

자 이에 따를 끄럼 따따르 측의 항의도 중가하기 시작했다 l앓7년 앙서 언급 

한 냉긍리 기레이의 후계자， 샤리브 기애이 (Sarib Gif.윈)는 다용과 강온 항의 

i! 리푸아니아 대공에게 션안했다 

- 까자꺼눈 우리 웅우스W/us) 너어 E 에"-브 강연에서 우리 l따l아!!] 

주인에게 l약얀 앵위로l 에악융 껴시고 있소 냐는 당신에게 여러 쳐예 이용 

|까지꺼외 11옹!용 중안시껴안하요 요갱얻 "1 았소이다 .에 

그러나 까자끼의 힐용온 홍-강드-리투아니아와 끄림 따따르 사이의 ‘우끄라 

이나(연경 1"에 한정되지 않았다 16세기 초반에는 드디어 모스끄바 러시아와 

노가이 및 끄핍 따따르 사이으1 "우끄라이나(연경)앉l 지대에서도 푸스 까자끼 

으~ *"(!1 는에 이 안의 의이상 ’프혼이어 이다(Pieπ'C Chevalìer(J 6681, 17 (Page 
cÎlalÎons are 10 the English edi t;on ).~ 이 의의 영어 언역온용 1672년에 나았는 '1 

이 씨옹 쩌에서 언급엔 보육강 91 애아 어씬어 우끄라이나외 영어 영 -우크라인 

fUkrainc)"o1 사용되고 보ùsl e j<;기 사에 풍 하냐호 융엔다 

551 Evamitski i. 、 이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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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현하고 안양<1 안동하였다는 기륙이 동장하기 시작한다 1538년 이안 4 

세의 이용으호 노가이 따따르의 이르자(Mirza)에게 양송원 서한에 따르연‘ 

·스”에는 껴잔 까시꺼 아죠프 까자꺼 11힘 까자꺼 앙용 까자껴가 한 

개시고 있융냐아 깨다가 우리l흠 모스U야 허시아외-영자]의 연경 

IUkraina)’에서 나아 그융아 섞여 스잉융 양보하는 져용이 잉는얘‘ 당신률이 

이쓸싼 영외지ζ 잔주하는 것셔잉 우리도 이1>용 염 ξl자'f 강도예로 생각앙 

니다 I우리 충l 어인 사링도 그양에게 강오갯융 하라고 시키지 않았융니다 
이융용 강도갯용 하고 'f신롤의 영으효 앙아용니다 (강초는 영자t571 

이틀 ‘냉회자와 강도.fl"는 누구었언가? 1546년 모스끄바 러시아가 축조한 

대 따따르 앙어선 주연 '1 군정판( Voeuoda) ， 5.료에꾸흐프 公(Kniaz' Mikhailo 

Troekurov )용 이반 4세에깨 다용과 같용 보고용 용혔다 

.전하( (;OSlIOOr) 외E 스잉 지역(p，이，)에는 껴자끼가 우수히 많융니다 연 

정 지역 l 전하의 신띤l 모두가 스인 지역으로 이;l습니다!~5tl 1 

이러한 까사끼의 약함 양동이 7f셔온 안향용 컸는대 사실 이안 4애의 씬지 

는 노가이 l아따트 '1 영역에서 ‘강도짓-을 었언 이반 4셰의 신인틀얘 대혜 쳐 

연용 요구하는 노가이 따따르 미E자의 항의 서한얘 대한 당장이었다 노가이 

미르자는 1549년에도 또 다시 ‘[노가이] 따따르인용 상해하연서 강도짓용 

한 돈 강 용신의 까자꺼”에 대얻 춘엉한 항외용 모스끄바 러시아에재 전달했 

는데 이 기륙온 -돈 까자끼”응 언급한 최초의 역사적 71혹으로 풍힌다 .. ’ 이 
르자에게 보내는 안장에서 이반 4세는 온 강 유역에 거주하는 자신의 신인즙 

이 영인 짓에 대한 자신의 찍임융 다용과 갈이 부인하였다 ‘돈 강에 사는 저 

지률[까자끼]용 오래 전에 우리나라로부터 도양친 자즙입니다"." 이로부터 

56) 여기서 -우끄바이나‘라상 요현옹 번경용 '1 칭하는 영안 영사호 사용51 었다 

571 "Prodolzhenie gramot 、 elikogo Kniazia Ivana Vasil'evicha k Nagaiskim mU r2am 
ikh k ‘ elikomu Knillziu Ivanu \'3sil ’evichu s 16 oktiabria 1536 g여， (J꺼l3l’ 

io Novikov. 00. (]7æ-lI~)l) ‘이 H. 74-75. 1538년 이안 4에는 이미 짜프었지안 

그의 연영이 융과 5세였다는 써% 고려하연 이 연지암 이안 4세 온인이 성융 가능 

싱온 꺼 <1 없다 

었1 Sviatikov, 13: SukhorukovCIffi7-1HTII ‘ 01. 1 (1 867), 4 

591 Ibid.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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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흔힐 수 있는 사실온 16세기 선안 이를 까자끼의 ‘까지끄갯”용 n링 한국 

잊 오스안 채국과， 훌란드 리쭈야니아 잊 모스끄아 러시아의 사이에 엘어나언 

용쟁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과 용란드-리투아니아의 ”우끄라이 나” 분안아 아 

니라 납부 러시아의 “우끄라이나n 역시 까자끼가 우글거리는 륙수하고 위엉 

한 ‘생태계”로 연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외쿄적 분갱올 야 

기하는 이을 약탕 집단의 앵태와 용직임용 홍채하기 위뼈. 장기핵으로 따따르 

의 내습얘 대항하는 수단으호써 다를 한연으료는 놓노화용 피얘 도앙하는 놓 

인의 도피치가 되어가언 。l ’‘우끄라이나”용 국가의 한 부용으호 확고혀 연입 

하기 위해‘ 16세기 초안우터 용란드 리후아니아와 러시아 갱부는 연경 지방의 

‘까자끄 질들이기’ 작업에 악수었다 

1505년 흘란드-리투아니아 냥록 연경에 자리하여 따따르의 내슐에 시당리 

언 성융훌 중의 하나이언， 오브'1-치 (ûvruch )의 궁정판($tarosta Generalny) 

다처깨비치(Yevstafy Dasn ‘evich )는 스스로훌 ‘오따안(Qtaman 러시아어로는 

아따안IAramanJ 용란드어로는 에트안[Hetman))"이라고 자쟁하연셔 ，6]) ‘따따 

르인동과 맞서기 위한’ 우장집단흩 결성하었는데‘ 이 쭈대의 주축율 이웠던 

이률이 바로 “꼬자꺼 (Kozaki: Kazaki의 우끄라이나삭 표현)’었다@ 일견 오 

프푸치의 ‘꼬자끼”는 위에 언급한 ‘쿠스 까자끼i와 크찌 다용 바가 없는 조직 

으로 보인다 다쉬께비치의 i꼬자끼”는 끄링 따따르 궁대에 대한 방어보다는 

60) Ibid: I3mnevski i. V이 1. 39 

511 껴자끄외 지도자용 외미하는 -아따안"'1 어씬애 대혜서는 외견이 용용하나‘ 현재 

까지는 이시아어 "'1싸안 (Ac，αnanl" 또는 우끄라이나어 ·요따얀(Otaman) 또는 깨 

뜨안(GecmanJ- 0 1 용한E어 -에트안( /Jetman)’으호우터 ’‘강E어 에트안용 육연어 

료 t우두어리 CHeadman )-.;. 의이하는 ·하우프트안써0ψrmann)"에서 유예 '1었다는 

외견이 지에격이다 추마니아어에서도 유시한 의이로 Hacman이라는 g현이 에코 

어에서도 Hejtman아야는 g힘이 혼재하는 것옹 이러한 후용외 끔거가 되었으나 
(Gubarev & Skrvlov: Dal’) 아용 꺼쩌도 종얘한다 예용 융어 에g나E스끼와 1ε 
우에스끼는 -아따안”이라눈 g연이 '1 르크제 또는 이란계의 어씬용 가겼으리라고 

추정 '1 여 ”우두어려’라는 의 '1 1I 가진 ”바따안IV，αaman)’에서 유해 '1었다고 보고 

있다IHlUshevskr. Vol. 7, 104 각주 14; Vemadsky, 258), "바따안i이강 표현은 전 

E때 시기 현찌 우끄라이냐 지역파 냥우 허시아 지역에서 녕리 사용외었는이1. 1f 
강E 양악의 지얘 혀에 잉언 강리시아 지역에서는 16에기 초반껴지도 이 g연이 

용인 정동에Wrdal 우두어리8 지쟁하는 영칭으호 사용되었다([bid) 

621 Rige1'man. 14 한앤 다여찌 '1 씨는 1 51 5년 "후아니야 갱우에 의예 정식으호 -에흐 

만- 직애에 잉영 '1었다(Sukhorukov(J 867I， Vol.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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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르인 캐러안과 아옹에 대한 공격과 약탕에 더 영싱인 조직이었기 때문이 

다 여하튼 다쉬꼬비치는 끄링 따따르 연껑에 대한 대당한 기습 공격으로 영 

성올 떨쳤고 그의 우용당용 흐루셰프스끼의 ‘우끄라이나 루스의 역사”양 비 

롯한 우끄라이나 역사 학계에서 우끄라이냐의 인쪽 영용으효 상세하재 요사 

되고 있다 과연 그의 ‘꼬자끼 i가 진실로 민족주의적인 용기에서 따따르읍 습 

격었던 것인지 아니연 단지 ‘까자끄짓η용 하기 위한 것인지는 여전혀 용용영 

하지안 그러냐 오브루치의 ‘꼬지끼”에재는 이전 기흑에서 동장하는 ‘쭈스 까 

자끼’와는 지극히 중대언 차이가 있었다 이등은 ‘자방적으로- 그리고 ‘자연 

알생적으로끼 형성왼 집단이 아니었기 때운이다 오브우치의 “꼬자끼끼한 모집 

하고 이흩옹 ‘부대’로 조직한 것용 다용 아닌， 리후아니아 대공에 의해 이 지 

역의 군사엔정올 위임받고 리후아니아 대공의 영령융 징앵하언 이 성융 지역 

군정판， 다쉬께이지 자신이었다 

지역 까지끄 부대의 초직애 다름 아년 스따로스따 온인이 개입했던 15(l)년 

의 기혹은 공권력에 의얘 슐라프깨 까자끼가 고용되기 시작한 첫 샤예풍 중 

의 하나였던바 이는 이 우협 흉란드-리후아니아의 대까자끄 갱책에서 큰 연 

화가 일어나고 있었응올 시사힌다 이 시기 이전까지 까자끼의 동장에 대한 

용강드-리우아니야와 모스끄야 러시아외 대용용 외에서 살펴보았듯이 놓노화 

와 종교직 탄압에 직언한 농민을이 띤경 지역으로 도망하여 까자끼가 외는 

것올 악기 위한 엉직 제도적 제약올 한총 강화하는 것이었다 역으로 토지 긴 

박파 악취가 강화필수록 변경으효 도앙가 까자꺼가 외려는 놓인틀의 욕구 역 

시 더육 강화도1있으리라는 것 역시 당연했는데， 이언 연에서 온다연 15세기 

이후 동유염의 용건적 안용과 놓노찌와 까자끄 집단의 성장용 힐견 배치되어 

보이는 그러냐 상호 찌릎 강이 하는 현상이었다고 힐 수 있다 다시 앙얘‘ 농 

노제의 앙박이 강화될수록 -과자크적 생싼양식 i용 추구하는 놓인들의 수는 

증가하였고 까자끼의 증가는 역으로 농민촬의 이용율 제약하려는 국가외 노 

역융 더욱 강화시겼기 때운이다 그러냐 다흔 한연으호 용한드 리투아니아와 

러시아외 지애자한용 연격에 “이미 존재양 고 있는“ 까자끄 집단의 존재산 우 

시한 수 없었다 이러한 측연에서 대안용 기존에 존재하는 까자끼용 김등이는 

것， 륙 -국가의 용제‘ 속에 앤입시키는 것이었다 

장기석으로 이러한 정책 상 전환은 공 까자꺼의 수적 중가용 억제하는 동 

시얘 기존에 존재하는 까지끼용 조직하고 둥록하여 i국정의 방어-에 이용한 

다는 정액으로 이어지는에， 경과적으로 이 정팩용 꺼자꺼의 역사에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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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앤화륭 야기하게 왼다 그 이유는 이 갱액의 경과로 인해， 국가 

얘 의해 권한율 위잉받용 지역 유력자(용란드-리투아니아)나 아니연 국가(러 

시아)에 의해 칙 접 고용되어 변경올 시키고， 그 대가로 식량이나 단약 질은 

융자， 경우에 따라서는 현융로 지급되는 일총의 용급， 또는 새로 개혀되는 지 

역에서의 어로권， 사냥권 경작견， 주류안애권 동의 륙권용 받았던， ‘동욕 까 

자끄 집단’이 용현하재 되었기 예운이다 그렇다연 ‘둥혹 까자끄 집단’의 총 

현용 왜 중요한 의미용 가셨던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흐루생스꺼외 설명이 

적절한 해당올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에 따르연， 동혹 까자끼의 용현 이전 

까지 까자끼는 연경 도처에 ‘사실상(De Facco) 존재었지안잉} 그률의 존얘 

는 엉적으료나 찌도적으로나 정의하기 힘든 얘 '1한 우갱영의 일총의 ‘사회 

현상”에 가까었다 그러나 국가가 지갱한 영부에 동록되고 ‘보이스꼬(부대)"로 

연제되여 운사적 용사의 대가로 특권과 급료룡 알는 동휴 까자끼의 종현과 

더용어 까자끼의 온질에는 은온적인 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권력에 포 

섭핑에 의해 이찌 까자끼는 다시 흐쭈영스끼의 표현융 엘자연， ‘엉으로 인정 

되는(De ]ure)" 재도적 설애로 인갱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 이러한 ”등혹 

까자끄 집단”용 훗날 또 다용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 진화의 끌이 우영 

인지 가늠하기는 어영지 않다 까자꺼는 19세기 알 러시아 제갱의 공꽉으로서 

‘찌갱의 헌앵‘이라는 연명율 얻게 되는에， ‘둥록 까자끄 집단‘의 충현옹 훗날 

찌정 시기 ‘신g’으로 이앵하게 되는 까자끄 역사의 첫 단계였던 것이다 

모스끄바 러시아의 경우 동록 까자끼의 효시로 당히는 집단은 이용아 ‘도 

시 까지끼(Goπ)(/ovye Kazak.j)"라는 영갱으로 용리언 집단이었다.，’ 15세기 

일부터 냥쪽파 동쪽으로 급속히 영토융 확장하던 오스끄야 러시아는 1521 년 

돈강의 지휴인 호빼르(Khoper )강과 용가강의 지류인 에드에지쩌(Medveditsal 

강 사이에 자리한 냥쪽 엔경 지역에 끄링 따따르의 갱공으로 국경 용 앙어하 

기 위한 일련의 요새융 건영하기 시작하었는데 이 요새선융 채우는에 우선적 

으로 고용되었언 이즐이 바로 까자끼였언 것이다 00' "도시 꺼자끼”라는 영칭 

63) Hrushevsk\". V이 7. 101 

어) Ibid. 

G51 Sukhorukov( 1867). V어 1. 6: Slariko\'. 7-8. 

fì6) lbid,: ~P<lmiatnik i diplommicheskikh snoshenii drevnei Rossii s derzhavami 
inOSlrantl~'mi (1895)," in Sbomik lmperatorskogo rtlsskogo iSloricheskogo 

‘7bshcheSll'O ‘'01. 95. 68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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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등이 대개 앙후용 강추고 옥잭으로 요새화원 대따따르 전선의 최전망 

‘아올(Gorod)~에 거주하언서 유옥인의 내습에 대비하는 일종의 초영 역할올 

하던 것에서 유래왼 표현이었다 6" 그러나 사실 우리안호 옳경용 예 i도시 까 

자끼”라는 표현에는 다소 요얘의 여시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 용이 거주하 

언 곳은 도시라기보다는 대개 국경올 따라 거정용 중심으로 따따프 땅어션의 

부분응 구성하는 작온 Df융 큐모의 주둔지었기 예운이다 ·까지끼의 마용‘용 

의미하는 러시아어로 훗날 돈 보이스꼬잠 "1 훗한 여러 까자끄 보이스꼬의 최 

소 행갱단위용 지칭하는 표현이 왼 i스따니싹(5[1αJitsa)"는 바로 이 요새선에 

서 거주하던 까자끼의 ‘주둔지끼 즉 i스딴(5，따1: Camp)"에서 유얘왼 표현이었 

다 중앙집권죄인 전채 얘재 하얘서 일사분란하깨 요셰화원 땅어채찌환 건설 

하던 오스끄바 러시아와는 달리 양권이 약하고 지방강권적인 귀족 공화갱이 

냉전하던 흉한드 리투아니아에서는 지역의 군정사령판이자 지역의 지주였던 

스따로스H}fi에게 굿경 ‘앙위의 견한용 우1 임하였언Uf ， 외에서 언급한 오프루지 

‘꼬자끼 i의 사헤쳐렁， 직어도 16에기 후반 스에얀 야토리 (S‘efan Ba‘。，γ)의 개 

혁 이신까지，"" 이 지역에서 까자끼공 조직하고 고용하여 부대률 구성하고 필 

요시 따따르와의 전쟁에 옹씬하는 역항옹 앙은 것옹 이로 해당 연경 시역의 

유역 지주 귀혹이지 군정판이었던 ‘스따로스따’였다 이영게 고용 요징왼 까 

자끼는 급료윤 받기 위에 지정원 영우에 등록하고 정부 또는 유력자가 건설 

한 ”영영’에 거주하였는대， 이릎이 거주하던 영영융 지갱하던 우끄파이나어 

‘l'센(Kuren’)"온 훗달 자뽀로지예 까자끼와 그등의 후얘， 혹해 까자끄 보이 

스꼬용 구성하재 와는 기초껴 앵정 단위용 지징하는 요현으로 사용헤게 핀 

다f1)， 

이러한 노녁에도 싼구하고 까자끼률 “국가 제도" 속으로 홉수한다는 계획 

은 난판에 용작했다 간단히 앙해 그 이유는 이 "1 앞에서 언급했언 것처럼 러 

시아와 흉란드-랴투아니에서 진앵 '1 언 용건적 반풍의 결과‘ .까자끄짓-을 하 

는 인구가 나당이 증가하었고 쩌한원 재갱으로 이듭 요두살 고용하는 것은 

냉액히 용가능었기 I얘우이아 밴격 지대로의 주민 유잉용 줄이는 근본적인 해 

67) Slilriko\'. 8-9 

뻐} 시냉 영주 차앤이 아니라 국가 차앤예서 용S즉 까져껴읍 용한!:=--리우아니아외 정킥 

군새 피으딩→ 연임시키재 되는 아호이의 '.여 '1 이에 애한 져'"호지에 "}시꺼 ~l 애 

용에 대 해 서 는 Storozhcnko용 앙죠하라 

(19) p,‘ij)lw. 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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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액은 농민융 변경으로 내오는 근본 요인이던 농노제룹 폐지하는 것이었겠 

지만， 당대 슐라흐따 지애 하 훌란드나 쩌르 지배 하의 러시아와 같은 전근대 

적 신분 샤회에서 이러한 해결책온 구조적으로 영액혀 실현 용가능하며 당대 

인들로서는 생각하기조차 힘든 대안이었다 당대 러시아인이나 루테니아인 놓 

인에게 i까자끄’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속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그리고 아마 

도 가장 인기 있는 출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용건적 속악으로부터 

벗어나 까자끄로서의 자유률 누리는 동시에 도양 놓노로서의 처벌올 받기는 

커녕 정부나 유력자에 고용외어 또 다른 소득올 융링 수 있다는 션망이 오히 

려 더 않은 오험가와 농민올 연경으로 유인하였던 것온 당연한 결과였올 것 

이다 이른바 ‘등록 까자끄 집단i의 충현은 두 가지 측연에서 까자끼의 존재 

에 즉각적인 연화룡 가져았던 것으로 보인다 첫 언째 ”까자끄짓하기 n의 의이 

에는 약탈과 강도짓 외에 “용병 옥무”라는 또 다른 뜻이 추가되었다 두 언째， 

‘까자끄짓하기끼는 정정 일종의 “직엽”과 같은 것으로 받아틀여지기 시작했다 

많은 주민틀은 이제 놓변기에는 놓엽이나 옥축， 어업에 종사하다가 농한기에 

는 “까자끄짓”올 하기 위해 “우끄라이나η로 떠났던 것이다 

이 결과는 영국 역사가 흥워스의 표현용 빌자연 수많온 “계정적 까자끼 

(Seasonal Cossacks)"의 출현이었는데，70l 16세기 초반 연경 지역에서 폭발적 

으호 증가하던 까자끼의 상당수는 야마도 재정적 까자끼였던 것으로 추흔해 

도 우리는 아닐 것이다 이등이 주로 모이언 곳온 영옥상 윷란드 리투아니아 

와 모스끄바 러시아의 영역에 속하연서도 스따로스따， 또는 보예보다의 행정 

력이 미치지 않았언， 즉 모스끄바 러시아의 대따따트 영어선 밖에 자리했던 

두 강의 인근 지역이었다 이곳에 모여든 까자끼는 ‘동록 까자끼”로 고용월 

기회통 기다리거나 아니연 따따르인용 상대로 선흉적인 의이의 “까자끄셋”에 

올두하였던 젓으로 추정원다 여러 기록으로 비추어 보건대 용란드-려푸아니 

아의 경우 이툴 까자끼가 대거 집옐하였던 곳은 드네쁘르 강 유역이었다 모 

스끄바 러시아의 ‘우끄라이냐”의 경우는 영찬왼 기혹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 

여 냥아 있는 기흑초자도 단연적이기 때운에 더더욱 추적하기가 쉰지 않지안， 

단연식인 기륙용 토대로 후대의 정항으로 추흔해 보자연 대세로 퉁록 까자끼 

가 고용되어 복우하던 호예르 에드에지쩌 방어선과 아조프해 사이에 위치한 

변경 지역 즉 톤 강 중하류 지역이 이들 까자끼의 집결지였언 것으로 보인 

70) Longwort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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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둥록 까자꺼와 !I둥록 까자끼의 본질용 갇았으여 사실 양자 간 경계는 저 

융부터 영확하지 않았다 양자의 차이는 국가나 스따로스따에 서비스용 재공 

하연서 고용되느냐 야니냐에 있었응 싼이었기 때문이다 )1 '동록 까자끼가 국 

가냐 영주의 서비스에 고용되연 그는 혹시 직엽적 선사인 ‘동륙 까자끼’가 

되논 것이었으며 고용판계얘셔 물리연 그는 다시 예선의 생엉， ‘까시끄짓i하 

기로 동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동흑 꺼자꺼로서의 경험 즉 ‘혜트안”의 지휘릎 

받아 부대(보이스꼬)용 구성하여 전장에 나가는 경험은 동원이 해세왼 )1 풍록 

까자끼 사이에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까자끼흩 국가 세쩌 속으로 연입시켜 흉 

세하허는 용한드-리투아니아와 모스끄바 러시아의 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인， ‘까자끼의 자생잭 초직화’용 초얘하였다 ‘혜트안”은 원래 흩란드으l 

국왕이 임영하는 전시 군대 지휘판의 직위용 지칭하는 영칭으로‘ 결코 스스로 

자칭하거냐 션출할 수 없는 직위였다 ‘보이스꼬”는 앤래 고용되고 동앤왼 둥 

록 까자꺼호 구성되어 빼트안의 작전 지휘를 망으연셔 싸우던 단위 부대흉 

의이했다 동륙 까자끼가 예트안의 지위 야혜 보이스꼬용 구성하던 판맹은 )1 
동록 까자끼에 의해 오..，되어 이융 스스로가 “작션 (Campaign) 아따안 

IPokhαtny; Ataman)"융 ‘선홍i하고 갱에인올 위한 자신등안익 -보이스꼬?풍 

구성하게 되었기 때운이다 보다 갱확히 말하자연， 이툴온 자신즙의 약탕 집 

단에 등록 까자끼의 위계와 조직 앙식용 젝용하게 원 것이다 이러한 갱에인 

의 옥적용 주로 약탕에 있었던 안큼 작선 아따안용 영액히 일시척인 직위였 

고 -보이스꼬i 역시 씬혜 약당이나 습격용 워얘 일시적으로 구성되언 우대 

단위였언 것으로 보인다 그러냐 까자꺼의 수가 않아지고 이들의 ’작전”의 규 

오 역시 키짐에 따라 아따안융 선용하는 오잉과 야따안의 직위 1 그리고 부대 

의 규모는 정차 제도적인 모습올 "1 기 시작했언 것으로 추혼왼다 

16세기 초반 까자끼의 수가 중가하고 까자꺼가 고용외는 연경 욕우에 고용 

씨는 사혜가 늘어납얘 따라 이들 까지끄 집단온 점차 공풍의 집단적 아이덴 

티티용 가진 대규모의 선사 공용채로 발전하기 시작댔다 드네쁘르강 유역의 

까자끼용 용찌하려던 플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노허용 저읍에는 -드네쁘르 

껴자껴i로 나중에는 그 중싱지의 지영올 따 ‘자뽀로지예 까자꺼i효 알혀지재 

의는 까자끄 집단의 형성용 고무하였다 야조프뼈에서 돈강으로 이어지는 연 

경에 거주하언 쿠스 까자끼융 자신톨외 대따따르 l강어제세 내에 연임시키려 

언 오스끄바 러시아의 시도는 역사상 -돈 까자끼6로 알혀지게 되는 전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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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셰의 형성에 영향올 미쳤던 것으료 추정원다 신분으로 연입되기 。1 전 까자 

꺼익 역샤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욕입원 ‘자유 까자꺼 시대”라는 이용으로 알 

려지게 되지만， 이 자유의 핵싱이 되는 까자끄 공동제의 안진용 까자끼용 포 

섭하허언 국가 권력， 또는 연경 지역의 영주 권역과의 판련 속에서 이뤄졌다 

고 한 수 있으여 이는 자뽀로지예 까자끼에 있어서 어더혹 영액하다 

자뽀로지얘 까자꺼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시삭되었는지는 까자끄 자찌의 

기원안큼이나 여전히 역샤의 미스태리로 낭아 있다 까지끼 자신이 기록옹 냥 

기지 않고 이들의 활동올 판활자 또는 피해자가 냥긴 기륙으로 악인혜야 하 

는 사료상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지안 또 다른 이유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의 자뽀로지예 까자꺼의 둥장 속애는 서옴부터 ‘사회 조직”인 동시에 ‘사회 

현상”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연으로 드 

네쁘르강 일대는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푸스 까자끼”란 이용으로 기흑에 동 

장하여 따따르 칸이 언급한 ‘끼예프와 셰르까시 출신"21 약탕 집단이 훨개치 

던 우대었다 다흔 한연으로 이률은 16세기 초안 국가의 지앤 없이 정중하는 

따따르의 침공에 잊서야 했던 -띤경”의 스따로스따툴에 의해 고용되연서 ‘보 

이스꼬”표 구성하고 따따르얘 대빼 약당용 겸하는 대따따르 션사로서도 딴동 

었다 드네'"르강 연연에서 타타르인 쩌러안을 상대로 운자그대호 ‘까자끄 

짓”용 하언 이등 우정앵의 방랑 집단에 섣서동 부여하고 이융로부터 최초의 

온칙칙인 대규모 “부대“ 용 ”보이스，，"와 유사한 실제용 안동어낸 이는 까자 

끼 자신이 아니라 ”드미뜨리 비쉬네에쓰끼 (Dmitri Vishnevetskii)"라는 이륨으 

로 앙려진 이 지역의 스따로스따었다 정치적으로는 용한드化한 그러나 여전 

혀 정교1< 신용하는 옛 루스계의 구l족으로 우끄라이나 역사 옥에는 다쉬에비 

치와 함께 따따르의 내습얘 대앙하는 대표적인 ‘까자n 진샤을” 중 한 영으 

로 알려진 이 인용온 1556년 드네쁘르강에 위지하여 폭포와 급유에 울러써여 

천에의 망어조건용 갖추었던 한 성올 자신의 꺼자끄 부대외 주둔지료 선택하 

고 요새8 건셜하였다 711 얘초에 이 요새는 대따따프 앙어선 <1 엔안으로 건성 

되었고 따라서 동흑 까자끼호 구성왼 ’보이스꼬”가 주둔하었언 곳이었다 그 

러나 비쉬네에쓰끼의 사후 이 요새는 천뼈의 자연조건 때운에 드네쁘르강 인 

은용 매꾀하는 JF둥혹 까자끼상 끌어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옹 폭포와 같 

71) Habsburgs and Zaporo21u.an 0αsα'k，s: che diaf)' CI Erich LassO/a uon Steblall 
l굿~1. edited ar얘 with an introd. by Lubomyr R. Wynar and translated by Oresl 
Subtelny (1977), gj (Page citations are (0 the English editi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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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 길이 거샌 급퓨(Porog)를 넘어가야(Za) 도안항 수 있는 잉지 초건 때문 

에 이 성채용 당대인을은 “급유흩 녕어 자리한 요새 "01는 뜻용 가진 “자뽀토 

지예 써 ~1 (Zaporozh’e Sech)"라는 말로 용었다 π， 자뽀로지예 써지는 끝 드네 

쁘르 꺼자끄 집단의 중싱지가 되었고， ‘자뽀로지예”라는 명칭온 저응얘는 드 

네쁘르강 연앤애 었던 JI 등록 까자끼， 나중에는 ‘우끄라이냐’애 거주하는 전 

셰 까자끼를 지갱하는 표현이 되게 원다 

돈 까자끼의 초기 역사， 욕히 이툴의 기원에 대한 운제는 자뽀로지예 까자 

끼보다도 더용 역사의 안개 속에 싸여 있다 그 이유는 앙에서 언긍한 노가이 

따따르 마르지가 보낸 항의서한에 ‘돈 까자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1549 

년 이션까지는 ‘돈 까자꺼”라는 표현 자찌가 선혀 옐견되지 않기 예문이다 131 

용흔 기록의 부재가 까자끼의 부재홈 의미하던 것옹 아니었다 아조프해에서 

온강에 이르는 모스끄바 러시아의 ‘우끄라이나”에서 까자끼의 앙통은 여진히 

계속되었융 관안 아니라 더욱 안성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훌에 

대한 기흑 역시 정정 증가하기 시작했다 1549년용 여러 가지 측연에서 주복 

할 안한 해인떼 이는 돈 까지끼에 대한 언급이 치용으로 등장하는 얘일분안 

이 아니라 이롤의 앙동이 갑자기 안안해지기 때운이다 1549년의 한 기록에 

의하연， 

"1549년 까씬 l따여으1인동용 영셰인 n링 I따따 .H. J에세 구씬용 갱었 

다 I이용이 J11링에 보낸 사져는 까자꺼에 외혜 '1 살당었다 이올 I꺼자꺼l 
는 역므 껴지꺼 ( 7 ∞'rskie kazaki)'였다(강조는 핑자)."W 

이듣 ”쩌르 까자끼”는 누구였으며 어디에서 았던 것일까? 이 표현이 오스 

끄바 러시아에 고용되었던 이흔바 ”도시 까자끼”흉 지칭했던 것은 융흔인 "1 

72) 드에!!~강에 잉는 여러 싱 중에서 비꺼에애쓰끼가 서용얘 성셰용 세훈 곳이 어디 
인지도 여전히 μ갱되지 않온 상태이다 에 '1 는 보안용 이유혹 여러 차쩌 이용 <1 

었으여 자뽀호지예 까자꺼와의 μ따띠으-오스인 웅앵용 위얘 1 :ïl4년 유임인으호는 

최조호 아이도 외부인으로서도 역사상 씨초로 셰시융 냉문한 앙스부으그 애궁외 

외교관 라소타(Erich Lassota)는 세씨의 본부가 자리힌 싱액 도좌하기애 ~- 려 8개 
외 긍츄용 건너야 었다고 기욕하고 잉아 l /bid. 8)-82) 

η1 SvÎatikov. 15. 

741 ’Pravlenie T S<lria lvana Vasil'evicha(J 791) ’ in Novikov, ed, (1 7&'1 - )깨1). V이 

1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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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잔 따따르의 칸이 보낸 사신은 오스끄"f 러시아의 대따따르 앙어선융 흥과 

하던 중 ‘도시 까자끼η에 의얘 DJ살되었언 것이다 같용 시기 흘란드 리투아 

니아의 스따로스따들이 고용했언 까자꺼가 드네쁘르강 연연흘 떠즙언 방랑 

집단에서 왔다는 것융 고려하띤 이를 ‘도시 까자끼”가 지리적으료 가까훈 돈 

강 지역의 까자끼， 즉 훗날 ‘돈 까자끼”로 양혀지게 되는 집단에서 고용되었 

다고 추갱얘도 우리는 아년 것이다 이 추갱융 뒷알칭하는 결갱격인 근거는 

강용 혜 이안 4새가 아스뜨라한 한국과 분생 중이던 노가이 따따르왜 이르자 

(원운에서는 Kniaz'로 표기핑)， 유수프(Iusuf)에게 자신의 대사흉 흉해 션당한 

친서에셔 얼견원다 친서얘서 이안 4세는 다용과 같이 었다 

• 용훈얘 의하연 요즘 n링의 칸이 당산에찌 비우호적이라고 용었 

소 끄링외 칸용 [당신과 판갱 중인1 아스E라한익 킹에게 총기와 냉릭용 
왼조하고 있소 냐는 당신야의 우호의 핏으로 뿌띠갚(Putivl ’) 까자끼와 ’동 

까지꺼<Donskie Kaækil ’ 부대응 보내어 n링용 공격하허 하오(강조는 영 
자)."ηl 

이툴 까자끼는 끄링 앨안이 아니라 이반 4세가 까산 현국올 공격하는 데에 

도 창가했다 1552년 이툴 -짜자꺼와 스뜨챙씌 . ."-야르의 아들툴”로 이획진 부 

대는 까잔 한국의 성융아르스끄(Aπk)용 동격 (Shtunn)하여 앙락시키는 것i 

에 중요한 일익용 당당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까자끼외 약탕 온능용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약항자”와 “용앵”으로서 <J 까자끼의 두 가지 속성옹 노가 

이 따따르와외 외교 판찌에서 이들의 고용주인 이반 4세용 난처언 입장으로 

융야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 꺼}자끼는 엉연히 이반 4세용 위해 고용되어 복 

무하고 있었지안‘ 위에서 이미 언긍했옷이 1549년 노가이 따따르인에 대한 동 

까자끼의 약양 앵위와 이에 대한 노가이 이르자에 대한 항의에 대해 이반 4 

에는 자신과 이동 까자꺼와.J 판예용 부인에야 하는 상망에 저했언 것이다 

돈 까자끼에 대한 기혹용 1574년에 또 다시 동장혔다 이번의 역할 역시 약 

탕자료서의 그것이었는데， 이번 ‘까자끄셋*온 그 규오와 당대함에 있어서 이 

션의 약탕이나 융격과는 차씬융 단리힐 얀캄 컸다 까자끼가 공격했언 곳은 

75) Sukhorukov(JfI.67)‘ Vo1. 1. 10 

76) "Pravlenìe Tsaria Iv~na Va잉l' evicha( 1791) ‘ in Nikolai Novikov‘ 00. (17없- 179]) ， 

VoL 17, 16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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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릉 곳도 아닌 오스안 재국의 요새 아조프였던 것이다 이 피해에 대한 항의 

는 오스안 제국의 용신이던 끄링의 칸융 흥해 신달"1 었는<11. 찌르 이안 4세는 

1549년 노가이 마르자에게 보냈던 띤지얘서처렁 또 다시 자신의 쩍잉융 부인 

하였다 

‘앙신은l끄링의 잉l 연지에서 ε 까지끼가 아죠프l왼운애는 터키어인 

A，，*으호 요'iJ용 '!'걱에서 피에암 잉었다고 었소 그힌얘 온 까자끼는 내 

허악업 1간고 동 1 강 유역l에 꺼주하는 것이 아니오 그II용 우리나약얘서 도 

앙친 자장이오 온 까자끼가 지지프는 갯융은 1따라서 l 모두 내가 앙지 옷 
하오 .", 

상기한 여러 기록으로 보건대 이반 4세가 ‘돈 까자끼가 벌이는 짓툴”에 대 

해 융었융 7f놓성은 적다고 하겠다 그러냐 그가 이용 까자끼에 대해 영아안 

큼의 용쩌력올 가겼을지는 미지수다 이틀온 ‘모스끄아 러시아에서 도망친 자 

툴로서” 영옥상 운영히 이반 4애의 신민이었지안， 그흩이 거주하고 주로 앙동 

하던 지역은 이안 4에의 지배려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 연 

경에서 1574년에 이르연 。)툴 돈 까자끼는 요스안 제국올 상대로 ‘원정 

(p，때lCdl"융 얼일 만픔 성장에 있었언 것이다 주지하듯이 1637년에 이르연 

이을 온 까자끼는 수 천밍의 영녁올 동앤하여 아조프 요새룡 실재로 항락시 

킬 안큼 외협젝인 우려용 갖춘 “보이스꼬”로 퉁장하게 왼다 

16세기 후안 돈 강 유역의 까자꺼가 드이1쁘르 강 연연의 :4뽀호지예 까자 

끼와 감이 -샤회 현상”에서 ·사회 조직‘으로 이엔하는 경계 지성에 서 있었던 

것옹 분영하다 이 연화가 어엉게 얼어나게 되었는지잔 구찌적으료 생히는 것 

온 사li21 부족으로 여선히 어렵지만 제한씬 사료만으로도 찍어도 이 연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추흔빼 내는 것은 어링지 않다 자뽀로지얘 까 

지꺼의 사헤치업 돈 껴지끼의 조직화와 ‘보이스꼬-로의 성장옹 이용훌 찌제 

내로 연업시키고 홍제하여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요스끄uf 러시아의 시 

도가 확대뇌고 온격화하인셔 따라 앤어난 현상이었다 

77) Sukhorukov (1867), \:0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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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을 대신하여.까자끄 신분·으로의 킬과 ·까자끄 

국가·로의 깅 

써용에는 우정형의 방랑집단으로 용현였던 꺼자끼는 16세기 말에 이르연 

돈과 드네쁘르라는 두 강융 충성으호 일종의 자유 선사 꽁동셰올 영성하고 

와고한 실셰용 가진 “사회 조직”으로 풍장하기 시작했다 이 연화의 경파는 

흉캉드 리투아니야의 ‘우끄라이나”와 오스끄바 러시아의 ‘우끄라이냐”라는 양 

대 ‘연경’의 출현。l었다 까자꺼는 ‘경얘인’으로 출양하었고， 이툴이 활동하던 

지역 역시 연경의 ‘정쩌 지역”이었던 것이다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 

‘경계인i을온 16세기 알파 17에기 초 또 다를 선택의 ‘경쩨i에 서 있었다 여 

기서 이등 까자끼가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느냐의 문제는 향후 까자끄 집단 자 

신외 역사엘안이 아니라 오스끄바 러시아와 용란드-리후아니아의 역사에서도 

장기적으호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이용 지니재 왼아 

강력한 중앙징권적 군주가 존재하는 러시아의 철대 왕갱온 까자끄 집단융 

기존 사회 질서 측으로 연입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 성용의 결과는 역사 

가흩에게 장 알려져 있다 돈 까자끼는 셰갱 러시아의 신용제에 연입되어 전 

세정에 청저하게 예속원 채 제국의 유라시아석 앵창에 동앤되는 까자끄 ‘신 

품‘이 되었던 것이다 이안 용로뜨니꼬프， 스견까 라진， 예밍리안 뿌가죠프 웅 

이 이끈 채정올 우1혼든 영련의 꺼자끄 안한에서 용 수 있듯이， 꺼자끼용 째쩌 

속으효 예측시키는 과갱용 상당한 긴장과 대링의 연측이었다 그러냐 이 대곁 

에서 허시아 전셰갱용 컬국 숭리용 거두었으니， 주지하옷이 18세기 알 이후의 

까자끼는 제정의 충실한 공욕으로서 1 9 1 7년 제정 러시아의 융라까지 제정에 

철저하게 복속원 군사 카스트의 역사용 걷게 힐 용명이었던 것이다 

안연 폴란드-리우아니아는 여러 사혜의 거듭원 시도에도 용구하고 까자끼 

톨 기존 사회 질서 속에 연입시키는대 성공하지 옷했다 이 실예는 러시아와 

프료이센 오스트리아라는 에 강대굿 샤이에서 생존 정생에 칙연하게 힐 흘란 

드외 미해에 치영적인 걸과융 야기하게 원다 첫째， 용제되지 않는 까자끼의 

약당 활동옹 17새기에 이르연 끄링 따따르 한국분안이 아니라 끄링 따따르외 

후견인인 오스안 재국의 본토 아냐용리아까지 포팔하는 샤실상의 전연션 양 

상으효까지 앙선하였다 181 1 7세기 내내 꺼지꺼의 침공 혹"1 자뽀로지예 까자 

781 자뽀호지예 까지끼의 양￥온 오스안 에국에 악대한 미얘용 엽었지만 이 사싱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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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의 해적 앙동으로 악대한 피해흘 엉언 오스안 셰국용 1672년 아칭내 경단 

을 내였다 이 해 오스안 제국은 까자끼의 근거지용 일소하려는 욕적으로 대 

군융 용원하여 훌란드 리투아니아의 냥우 연경융 칭공하여 포툴리아융 정령 

하였던 것이다 791 포툴리아의 손실은 1667년 안드루소보(Andruso'i이 초약으 

로 오스끄야 러시아에게 스왈렌스끄와 드이1쁘르 동안의 영토용 앙양현 직-f 

에 영어났기에 흉한드인률에게는 더더육 의아픈 손실이었다 주지하듯이 이셰 

까지 용란드 리투아니야의 영관원 정책온 오스끄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얘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오스안 제국과의 우호관계흩 유지하는 것이었다삐 그러 

냐 오스안 셰국에 의해 국토의 일부가 정령당한 후 용란드 리후아니아의 기 

존 쟁찍온 대전환옹 맞이하였다 자신외 국토룡 되찾기 위해 용한드-리투아니 

아는 이재까지 자신의 경쟁 상대이자 장재적 적국이언 오스트리아 및 오스끄 

바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R오스안 진선에 함류해야 하는 상황에 내용리게 

되었기 예푼이다 흉한드의 R오스안 전선 함류는 1683년 오스안 세국의 칩공 

에 의에 수도 빈(Wien)이 포위되어 위기에 직연한 오스트리아가 승리용 거두 

는 데 질정적인 기여갑 하었으니 번 포위전에 서 오스트리아흩 구한 것온 용 

란드 국앙 얀 소비에스키(jan Sobieskil가 이끈 홀란드 기영대였다씨) 소비에 

스키는 교앙얘 의해 이슬땅의 침공애서 유렁올 구한 기욕교 운영의 영웅으로 

찬양되었고， 경과적으효 오스안 째국옹 포올리아융 다시 용란드 라후아니아로 

안환하였다 소비에스키의 성공은 단기적으로는 큰 군사적 위엽이었용지 모르 

나， 장기석으호는 용란드용 파멸로 이옆게 되는， 다소 과장하여 안하자연 영 

종의 자살 앵위흐서 싼영되게 왼다 소비얘스카와 그의 용란드 기영대가 파멀 

의 위기로부터 구해 낸 이 냐라가 양과 1세기 후에는 훌란드의 분항과 소멸 

을 주도하게 힐 것이었기 때운이다 

역사잭으호 얼 얄혀져 았지 않다 까자껴 '1 내같이 오스안 셰국에 끼인 '1 얘에 얘 

에서는 Osta l):huk. ZHE융 앙조하라 오스연휴n외 논운용 이제까지 에예로 이용 
되지 %았언 오스안 찌국외 운서고 자R융 토대호 지"호지예 에객융의 내습이 끼 

낀 피빼8 싱중적으호 규영하고 꺼자끼외 약탕이 오스안 찌국의 외g 군사 션학 

연야에 끼진 영향용 운석한 처초의 연구호 까지끄 역사 욕히 자뽀g지예 까자끼 

의 역사에 판싱옹 가진 샤얀응 누구나 읽어야 한 핑수적인 질이다 

791 오스안 애국의 g양리아 용시에 대예서는 Ko 여zε'i czyk. 00.12(04)융 앙죠하라 

11)1 용인~.-오스만 잔깨얘 애에서는 Ko 얘"이czrkαJOO)융 안조하라 

에} 항악 위기에서 인용 구빼낸 소비에스키와 용한E군 <1 11약에 대얘서는 Oavìι 

Vol. 1. 363-367파 Stoye. I66-173용 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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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흔 용란드-리투아니아의 쇠망은 오스안 제국의 포률리아 칭공과 빈 포우1 

션 이션에 이미 시작원 과갱이었다 까자끼는 이 과갱에 보다 직정적으로 연 

판되어 있으며 어언 연에서는 주역(1'앉)이었다고 앙할 수 있다 용한드-리후 

아니아의 ‘연정”에서 까자끼와 국가 권썩 간의 대경용 국가 권역으로부터 완 

전히 독럽원 ‘까자끄 국가’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까자끄 국가의 수링용 올 

한드-리푸아니아로부터 악얘얻 지원과 인구， 경깨적 장재력용 가진 ‘연경”의 

영토룡 빼앗아갔다 마땅한 이륨이 존재하지 않던 이 “껴자끄 국가’용 용한드 

-리투아니아인툴옹 “변경에서 (0 krai, 또는 tJ krai)에서 수링흰 나라”라는 익 

이로 연의상 ·연경의 나라’라는 이흠으로 을렀는데， 오늘날의 우리애재도 이 

이용은 러시아와 용란드 사이에 자리한 한 톡험 국가의 이용으로 더육 장 앙 

혀져 있다 ‘까자끼’로부터 기원하여 ‘까자끼”의 주 안홍 무대였으며 까자끼 

가 ‘연경”에 수립했던 이 나라의 이홈옹 바로 “우112f이나(ukai ne)"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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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Cossacks as Eurasian Borderers: 

Reflectioos 00 the Early His tory of the Cossackdom 

Koo, Ja- Jeong 

This paper deals with the birth and emergence of Russian Cossackdom 

focusing upon its formative peri여 ranging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a period of a remarkable change featuring the evolution of 

the Cossackdom from a social phenomenon into a fuU- fledged social 

organization. As the etym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 Kaz.야” 

and the Turkish "Qazak" cJearly suggests, thc first Coss“lcks appeared in 

a "frontier zone" in Southem Russia and Ukraine bordering sendentaη and 

normadic civilizations, when it began to be populated by the Russian and 

Ruthenian fugitives who were escaping from the yoke of serfdom. In the 

early 16th century, Moscovite, Lithuanian and Pol ish rulers (after ]!X)9l 

began attempting to incorporate these Cossacks into the existing social 

fabric of their kingdoms; their attempt and the Cossacks' reactions 

galvanized the formation of the first and earlìest two Cossack voiska in 

the southem border of Russia and the Polish - Lithuania t1 Commonwealth 

Don and Zaporoz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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