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러시아에서 이슬람의 부활, 그리고 여성
무슬림의 선택*

**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이 제정 러시아의 모든 문화와 전통, 종교
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러시
아 황제와의 상호 지원 속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았던 러시아 정교에 대
한 적대감은 신생 국가에서 모든 종교를 부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모든 러시아 민족은 법적으로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적 설교는 금지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반종교 선
동이 권장되었다. 종교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교 전통은 파괴되
었고, 교회와 모스크 등은 문을 닫았다. 소비에트 초기에는 정교도들을 탄압하
기 위해 여타 종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정부도 시간이 지나
고 정권이 안정되면서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종교를 금지했고, 그 결
과 소비에트는 러시아 종교 역사의 고통스러운 비극의 기간이 되었다.
정교에 이어 러시아 종교의 영향력 면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이슬
람은 천 년 이상을 그 땅에서 거주해 온, 역사적으로 러시아 정교보다 우선
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러시아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
이 강제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그 후 수세기 동안 제정 러시
아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배하에 지내왔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이교도라
는 이유로, 소비에트 시기에는 호모 소비에트쿠스로 획일화된 개념 속에서
그들은 민족적, 종교적 개성을 박탈당한 채 러시아 안에 용해된 삶을 살아
왔다. 특히 소비에트 시기에 대해 러시아 무슬림 연구자들은 소비에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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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슬림의 종교적,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종결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했다”1)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러시
아 무슬림들은 세계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
었고, 그 결과 이들은 ‘잊혀진 무슬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특히 소비에트
가 붕괴되기 직전 대부분의 러시아 무슬림들은 비무슬림 지역에 흩어져 살며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비
에트 붕괴 직전, 그리고 그 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러시아 무슬림들은 자
신들의 뿌리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또한 무슬림으로서의 종
교와 인종적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소비에트 정책에 길들여져 있던 구세대 무슬림과 이슬람의 정통성
을 회복하려는 신세대 무슬림 사이에 갈등도 발생했지만, 대다수의 러시아
무슬림은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관용의 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즉 그들은 “전통의 고수와 변화에
대한 요구 사이에 균형을 유지”2)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슬림의 정체성 회복의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무슬림 혹은 비무슬림적 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자들의 한
결같은 논지는 러시아 내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의 빠른 성장이다. 그런데 이
러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여성 무슬림
의 지위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여성 무슬림의 선택은 과연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 무슬림들의 주된 관심사가 종교적 전
통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에트 이전 가부장 문화로
의 회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남녀평등의
삶을 경험했던 무슬림 여성들이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당연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에서 여성 무슬림들은 볼
셰비키 통치 기간 동안의 남녀평등 정책을 지지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반면, 다른 일단의 여성 무슬림들은 히잡
을 착용함으로써 무슬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에 더 무게를 두
고 있다. 같은 여성 무슬림 집단 내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
엇이며, 현대 러시아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여성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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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슬람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 일반의 역할론을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 당
연시 되는 가부장적인 종교문화를 러시아의 여성 무슬림들이 어떻게 수용하
고 적응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이슬람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종교라는 서구의 일반적인 비판에 대해
이슬람 학자들은 코란이나 하디스(마호메트의 가르침)를 인용하여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성
경보다 더 분명하게 남녀평등을 추구한다고 말한다.3) 신이 남성을 창조한 후
에 여성을 만들었다는 성경의 구절과는 달리 코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
의 영혼으로 함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신의 관점에서 그 둘은
도덕적으로 동등함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한다. 관습적으로도 이슬람에서는 여
성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 상속권, 사업을 운영할 권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 등을 남성과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코란에서 인용된 다음의
몇몇 구절들은 이슬람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오, 인간이여, 하나의 영혼에서 그대를 창조하고 그 영혼으로부터 그대의
배우자를 창조하였으며, 그 두 사람으로부터 무수한 남성과 여성을 전파시
켜 나간 신에게 의무를 지켜라.(코란 4:1)
그[신 ― 인용자]는 그대들을 하나의 영혼으로부터 창조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으로 함께 할 그의 배우자를 창조한 분이다⋯⋯.(코란 7:189)

3) Tyseer Aboulnasr는 이슬람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성경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탄에 의해 ‘함께’ 유혹받았으며, 그들은 ‘함께’ 죄를 지었고 후에
‘함께’ 회개하였다는 것이다. 즉 신은 아담과 이브를 함께 꾸짖었다는 것이 이슬
람의 해석이다.(T. Aboulnasr(인터넷 자료))

하늘과 지상의 창조자: 그는 당신들 안에서 당신들 한 쌍을 만들어 냈다.
(코란 42:11)4)

이러한 구절들에 근거하여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이 본래적으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사
회의 완벽한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여성
과 남성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여성과 남성의 구별없이 다만 경
건함이나 덕행, 지식, 선한 행동을 통해서만 신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옹호한다.
알라에게 항복한 남성과 여성, 믿음을 가진 남성과 믿음을 가진 여성, 순
종적인 남성과 순종적인 여성, 진실한 남성과 진실한 여성, 참을성이 강한
남성과 참을성이 강한 여성, 겸손한 남성과 겸손한 여성, 자선하는 남성과
여성, 단식하는 남성과 단식하는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지키는
남성과 여성, 신을 많이 기억하는 남성과 여성, 그들을 위해 신은 용서와
거대한 보상을 준비해 두셨다.(코란 33:35)5)

위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코란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과 순종, 진실
성과 참을성, 겸손함과 자비, 종교적 계율에 대한 충실함만으로 판단될 뿐이
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에 의해 차별받거나 보상의 정도에 있어 차
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6)
그러나 권리와 의무의 본래적인 평등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4) J. A. Badawi(인터넷 자료)에서 재인용.
5) M. J. Bahonar(1985), 35.
6)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분명한 근거를 이슬람 경전이나 율법, 무슬림의
관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증인으로서의 여성의 증언은 남성 증언
의 절반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너의 사람들 중에 증인을 데려가라. 증인이
남성 두 명이 아니라면,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을 데려가라. 한 명의 여성이 실
수를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의 여성이 그녀에게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코란
2:282)),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남자 형제들
과 여자 형제들이 있다면 남성은 여성의 두 배의 유산을 받도록 하라”(코란, 4:176;
B. Lewis(2009:111-113) 참조)

근본적인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은 여성들에게 직업을 찾는 일을 금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슬
람 사회가 여성으로부터 요구하는 일은 주로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여성의 최고 덕목은 훌륭한
어머니와 현명한 아내로서의 역할이며, 이것이야말로 고귀하고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내는 민족의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원론적인 논제를 설명하는 이슬람 학자들의 논리는 비무슬림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란의 이슬람 학자인 메스바
(Mesbah)는 남성과 여성은 본성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권리와 의무 사이에도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7) 그에 따르면 남성은 육체
적, 이성적으로 우월하므로 그러한 자질을 요구하는 사회적 활동에 몰두해야
하고, 반면 여성은 정서적인 존재이므로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임무
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 즉 이슬람은 “신이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재능을 적
절히 사용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이익을 위한 협력과 상호 원조를 달성하려는
목적”8)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변한다.
이슬람은 초기부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므로 근대화 이전까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던 유럽 기독교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있다.9) 그러나 여성의 교육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양육을 위
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한 명의 남성을 가르치는 것은 한 명을 가르
7) 메스바의 설명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이혼을 남성의 배타적인 권리로 간주하는 이
유가 여성은 태생적으로 감정적이고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이혼의 권리가 주어
진다면 그것을 오용할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이유에 상처받거나 감정 때문에 이
혼의 권리를 잘못 사용하여 가족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
합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동물인 남성이 이혼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
하다고 설명한다.(M. Mesbah 1985:17-25)
8) M. Mesbah 1985, 18.
9) 공식 이슬람에서는 지식을 추구하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모든 무슬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이다." 이슬람 학자들은 또한 예언자 모하메트의 전언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의 아내 하디자였고, 모하메트가 사망한 이후 그의 가르침의 대부
분은 두 번째 아내였던 아이샤에 의해 구술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식이 남성 못지않게 무슬림 공동체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Г. Якупова(인터넷 자료))

치는 것이지만, 한 명의 여성을 가르치는 것은 한 민족을 가르치는 것”10)이
라는 명제 속에서 이슬람의 여성 교육의 목적을 읽어낼 수 있다. 즉 교육받
지 못한 어머니는 무식한 아이들을 길러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무슬림
사회의 계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무슬림의 여성 교육이 여성들의 자기 계발이나 자아실현
보다는 이슬람 사회의 계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이슬람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물론 그러
한 차별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민족적 전통이나 근대화 과정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난다. 특히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수의 무슬림을 포
함하고 있는 러시아는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이나 남성과 여성 무슬림의 관계
가 다른 지역 무슬림들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
아 무슬림은 오랫동안 정교국가인 제정러시아의 지배 아래 세속화의 과정을
거쳐 왔고 그 이후 반(反)종교를 모토로 하는 소비에트 시기에는 이슬람을 잊
도록 강요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러시아 무슬림을 세계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잊혀진 무슬림’으로 부르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
슬림들과 함께 살아가며 관용의 정신을 확립한 러시아 무슬림만의 특징을 만
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또한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분명
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러시아에서의 이슬람의 부활이 여성
무슬림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들 스스로 이 부활의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소비에트 시기까지 러시아에는 중앙아시아 무슬림, 볼가 무슬림, 카프카즈
무슬림 등 크게 3개의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소비에트 붕괴
10) Г. Якупова(인터넷 자료)

이후 가장 큰 무슬림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아제르바이잔이 분리
독립을 함으로써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볼가 무슬림과 북카프카즈 무슬
림이 대표적인 무슬림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지역 무슬림들
은 기본적인 성향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북카프카즈 무슬림들은 러시
아 전통이 이슬람에 이질적이며 따라서 무슬림은 러시아 국가로부터 분리되
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속적인 테러와 공격으로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려 하고 있는 반면 볼가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과 단일 국
가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생산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며
러시아의 일부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11) 따라서 두 지역 무슬림에 대한 분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본 논문에서는 관용의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는 타타르 무슬림을 중심으
로 세속 국가에서의 종교의 부활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특히 여성 무슬
림들에게 종교적 전통의 회복이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무슬림으로서의 정체
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1990년 10월 25일 러시아에서 ‘신앙의 자유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свободе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й)’이 발효된 이후 러시아의 모든 무슬림 거주 지역에서는 이
슬람의 부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록에 따르면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 러시아 연방 내에서 무슬림 조직의 수는 870개에서 4천
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러시아 정교 교회 연합의 수에 육박하는
것이었다.12)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러시아 이슬람의 회복을 지지
하였으며, 러시아 무슬림들이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종
교나 문화의 부활 노력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무슬림에 대한 러시아의
관계는 이슬람에 대한 관계보다 훨씬 더 낫고 더 관용적”13)이었다고 평가되
11) 체첸에서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 특히 와하비 운동에 반대하는
투쟁이 타타르스탄 공화국 무슬림의 중요 관심사였다. 볼가 지역을 대표하는 타타
르스탄 무슬림들은 와하비 운동을 “군대화된 종교-정치 조직”(R. Mohammatshin
2001:275)으로 이해했으며, 특히 기득권 세력인 무슬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
을 잃지 않기 위해 와하비 운동과의 투쟁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12) 아제르바이잔에서는 84개에서 300개로, 카자흐스탄에서는 136개에서 150개로, 키
르기스탄에서는 58개에서 150개로, 타지키스탄에서는 75개에서 300개로, 투르크메
니스탄에서는 54개에서 115개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300개에서 천 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Ланда 1995:260)
13) А. Малашенко(1998a), 7.

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러시아 사회와 정부는 종교와 문화로서의 이슬람과
이슬람 신봉자들을 다르게 인식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볼가 유역 무슬림들 역시 타민족, 타종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톨레랑스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슬람 정치가들, 특히 볼가 유역 타타르 무슬림 정
치가들은 이슬람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 무슬림들은 세속적인 전통에 따라 양육되어
왔고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종교와 함께 하는 삶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라는 개념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이 지역 이슬람 대변자들은 그들의 주요 목표가 “이슬람국가의 창립이 아
니라 러시아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삶의 방식에 따르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의
창조”14)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타타르인들의 삶에 있어 이슬람은
또 한 번 과거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슬람이지 국가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어찌되었건 타타르인의 삶에 있어 이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소비에트의 붕괴와 더불어 타타르인들의 세계지각이나 일상적인 관습
체계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얻었다.15)
그러나 타타르인들에게서 이슬람의 부활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소
비에트 통치 기간 동안 타타르인들은 몇 세대에 걸쳐 축적되어 온 코란이나
하디스, 종교 의식, 샤리아(이슬람 율법), 무슬림 신학 등 자신들의 풍부한
종교적 전통을 잊고 지내왔으며, 그 결과 타타르인들의 삶에서 많은 이슬람
적 요소와 관습들은 종교적 속성으로뿐만 아니라 인종적 속성으로도 해석되
고 있다. 종교와 인종의 이러한 뒤얽힘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타타르에서
의 이슬람의 부활을 진정한 무슬림 사회를 건설하고 무슬림의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것을 타타르 민족 전
통의 부활로 이해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슬람의 최종 임무가 전 세계 이슬
람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타르 무슬
14) A. Malashenko(2001b), 314.
15) 크림 지역 무슬림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이슬람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부
활이라고 말한다. 다른 구소련 무슬림 지역들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거나 이슬람적 인식의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크림에서는 진정
한 부활(подлин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즉 이슬람 주민이나 이슬람 문화가 실질적으로
제로에서 재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Е. В. Бойцова(ред.) 2009:328)

림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들의 이슬람 조직은 “이슬람의 종교적 재생이 타
타르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이
슬람과 세속 국가 사이의 협력 관계, 종교법과 세속법의 공존”16)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타타르인들에게서 이슬람은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자기정체성
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민족의식 확립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하며 가족-일상의 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에게서는 또한 “지역주의(регионализм), 씨족체계(клановость), 혁명이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의 전통(традиция)”17)이 실질
적으로 이슬람이나 민족주의 못지않게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
하다고 말할 수 있다.
타타르 무슬림들이 톨레랑스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 데에는 구세대 무슬
림과 신세대 무슬림의 대립이라는 사회적 갈등의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등장했던 타타르 민족운동에서
많은 이슬람 성직자들이나 학자들은 이슬람의 부활과 이슬람 국가 건설에 대
단한 열정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로 그들은 타타르 젊은이들에
게 민족 정체성을 교육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타타르 인텔리겐치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정치적으로 더
욱 세속적인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반면 소비에트 붕괴 이후 활발해진 무슬
림 젊은이들의 해외 유학, 특히 이슬람 국가로의 유학은 순수한 이슬람 원리
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를 길러냈으며, 이들은 러시아로 돌아온 이후 구세대
무슬림의 세속화와 비 무슬림적 경향성을 비난하며 무슬림 국가로서의 정통
성 회복을 자신들의 주요 임무로 여겼다. 이러한 두 세대 사이의 갈등에서
구세대 무슬림들은 이슬람 원리로 무장한 젊은이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자신
들의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슬람을 타타르 민족 정체성
안의 단지 한 요소로 평가하려 하였다. 그들이 러시아 안에 남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정치적 독립보다는 문화적 자율성의 확보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함
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보장받으려 하던 타타르 지도자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과정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16) R. Mohammatshin(2001), 283.
17) Р. Г. Ланда(1995), 269.

자신들만의 고유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였다. 물론 종교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종교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소비에트 통치 기간 동안 전통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슬
람의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내용을 잊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회 계급을 위한 모든 수준의 적절한
종교 교육, 이슬람에 대한 문명화된 이해를 촉진하고 이슬람의 종교적 발전
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이다.18)

그러나 이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교육은 이슬람의 원론적인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슬람 교육을
받는 외부 채널은 이슬람 종교 집행부에 의해 비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
으며, 대신 타타르 지역 안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전통이나 지역 이슬람의 특
징에 따라 인재들을 양성하는 무슬림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
를 이루었다.19)
이처럼 소련 붕괴 이후 타타르의 무슬림 공동체는 민족적 자각과 종교 전
통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 무슬림들에게 타타르인이면
서 동시에 무슬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세대 무슬림들이 호모 소비에트쿠스로 소련시민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평등을 누렸다면, 신세대 무슬림들은 이슬람과 민족적 전통의 부활 아래 무
슬림으로서 새로운 자의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서 항상 변화와 관심의 중심에는 남성들이 자리잡고 있다. 소비에트가
18) 타타르스탄 공화국 이슬람 종교 집행부(ДУМ РТ)의 무프티(회교고문)들의 입장.
(Г. Исхаков 1991:24)
19) 1990년대 초반부터 타타르인들은 학업을 위해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
아 등 다른 이슬람 국가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터키 대학들의 신학
부에서 공부를 했다.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개인적인 접촉이나
개별적인 계약에 근거해 그곳으로 갔으며, 크림 무슬림 종교 집행부(Духо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усульман Крыма)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더욱이 아랍 대학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급진적 경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크림에서의 이슬람의 부활과 관련된 종교 집행부의 활동에 그들은 적지 않은 장애
로 여겨졌다.(Е. В. Бойцова(ред.) 2009:355-356)

이루어 놓은 민족 간의 평등, 남녀 간의 성적 평등 개념은 이슬람의 부활과
더불어 명목상의 개념으로만 남게 되었으며, 특히 대다수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소련시대 이전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무
슬림들은 인종적 전통, 혹은 종교적 전통에 의거해서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무슬림 여성으로서 전
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요된 전통의 회복에 대해 타타르 무슬림 여성들 스스
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당연히 다음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앞 장에서 이슬람의 일반적인 여성관과 그들이 강조하는 여성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타타르 여성들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근
간으로 하여 종교와 민족적 전통이 배제된 새로운 유형의 여성관을 교육받아
왔으며, 이는 당연히 전통적인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
로 새로운 가치관을 경험한 여성들이 과거 전통으로의 무조건적인 복귀에는
반대 내지 상당한 거부감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타타르
무슬림 여성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종교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타타
르 여성들이 소련시대 남녀평등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무게를 두려는 반
면 일부는 이슬람의 부활을 지지하며 새로운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
의 목소리가 무슬림 사회에서 분명한 의미영역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 무슬림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무엇보다
눈에 띠는 변화는 종교의 부활이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랜 기간 동안
의 반종교 역사를 경험한 무슬림 사회는 이슬람 전통과 민족적 전통을 되살
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슬림 여성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20) 2007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여성 무슬림들은 남성 무슬림 못지
20) 러시아 무슬림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

않게 전통적인 이슬람 가치와 관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이슬람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 라마단 금식을 엄격히 지키는 여성무슬림의 수가 남성 무슬림
을 능가하며(여성 32%, 남성 25%), 여성 무슬림들 중 25%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히잡을 쓰고, 28%는 가끔 쓴다고 대답했다.21)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
과와는 별개로 무슬림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사
라토프에서는 볼가 무슬림 종교 위원회(Духо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усульман
Поволжья)가 주축이 되어 “이슬람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여성무슬림 학회였다. 이 학
회에서 여성 무슬림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술 모임을 조직하였으며,
이슬람 정체성의 성장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인종,
종교적 상황 등 국가 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주요 주제로 다룸으로써 자신들
의 학술적, 정치적 잠재력을 드러내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체적으
로 이 학회는 하나의 전 러시아 운동을 조직하려는 무슬림 여성 연합의 시
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2)
이처럼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나가려 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사실에 근거하여 무슬림 학자들
은 “억압받는 무슬림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은 적어도 러시아 무슬림 사회에
서는 쓸모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어느 정도
의 타당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 여성 무슬림들은 소비에트 시기 동안 법적으
로 완전한 남녀평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다른 무슬림 국가의 여성들보다는
이 있으며 이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다. “과거 소련에서 출판된 여성에 관한 저작
들은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주변화 했으며, 현재 포스트 공산주
의 국가들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구성
하고 있다. ‘소비에트 여성’이라는 개념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문화적 인종적
차이나 그들이 소비에트 시기에 형성한 이질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
다”(J. M. Bystydzienski 1989:668-702)는 언급은 분명 의미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는 여성 무슬림 일반의 의식 변화에 더욱 주
목하고자 한다.
21) E. N. Gradirovsky(인터넷 자료)
22) А. Г. Бабич(인터넷 자료)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직적인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왔다. 소비에트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을 달
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논의들도 많지만, 적어도 무슬림 여성들의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 소비에트 교육 시스템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하
다. 단지 가사와 육아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여성 무슬림들의 자의식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
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소비에트
교육 시스템의 수혜를 받은 러시아 여성 무슬림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소비에트 시대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정부의 기본 정책은 반가부장
제였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선언한 초기 법령은 남성들
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혁명 이전 기득권 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여성들의 권리가 성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하다. 이는 무슬림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카자흐스탄 무슬림 여성을 연구하는 멘디쿨로바(Mendikulova)는 “무슬림들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 종교가 산업화와 집단화에 의해 공격받았으며, 전통적인
물질적, 정신적 구조는 파괴되었고 소위 ‘소비에트 문화’에 의해 대체되었다.
무엇보다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생산적이었던 것은 소비에트 모든 여성들에게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23)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중앙아시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다수 여성 무슬림들에게도 해당되
는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나 역할의
문제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에트 치하의 무슬림들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
육을 받으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른 방향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었
다. 이것은 무엇보다 여성 무슬림들의 자의식의 성장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23) G. Mendikulova(2008), 23.

에 대한 탐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던 여성의 권
리 박탈에 대해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탈종교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
게 되었으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남성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에트 시기 무슬림 여성의 해방이 이슈화가 되었던 이유는 소
비에트 정부가 이슬람과 무슬림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상당히 전략
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이
슬람 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내 모든 종교와 민족주의에 대항
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당시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근절하기 위해 여성해
방이라는 도구를 들고 나왔던”24) 것임을 상기할 때 이슬람 여성의 해방, 혹
은 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 권장 등은 소비에트 정부의 탈민족, 탈종교 정책
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종교나 민족 집단보다 무슬
림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의 성 평등이나 여성 해방 등의 개념, 동등한 교육의 기회 부여와 같은 요구
등이 더욱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은 분명하다. 구체적인 실례를 살펴보자
면 당시 중앙아시아 무슬림 거주지역에서는 소비에트 행정부가 무슬림의 우
월적인 지위를 제거하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
째, 그들은 남녀평등권과 신고제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혼의 경우도
소비에트 법률체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둘째, 무슬림 여성들을 자극해서 그들
스스로 파란자(스카프) 사용에 반대하는 후줌 운동을 벌이도록 하였다. 셋째,
이 지역의 소비에트화 과정을 강화하고 위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고위직 여성 간부들을 중앙아시아로 보내 여성을 교육시키고 그들
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25) 한 마디로 소비에트 정책은 무슬림 여성
들에게 남성들이 점유하고 있던 영역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자질들을 갖추도록 고무하는
것이었다.26)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남성 무슬림들의 저항 역
24) M. Sharipova(2008), 69.
2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Yvonne Corcoran-Nantes(2005:38) 참조.
26) 여기에는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종교의 근절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경제 건설을 위
해 여성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도 있었다. 혁명과 내전 직후 엄
청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소비에트 정부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인 노동력을
노동 현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고무해야 했다.(E. A. Constantine 2007:119)

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여성들 스스로 파란자를 벗어 공공장소에서 불태우
는 상황이 벌어진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남자들에 의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했던 것이다.
이처럼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한 국가 정책과 그에 대한 무슬
림 사회의 저항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태도나 의식을 이중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부적으로는 법적인 평등 선언에 의해 여성들도 남
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집안에서는 여전히 가부장
적인 이슬람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무슬림 여성
의 예속이나 이슬람의 가부장적 관습은 1917년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되었지
만, 일부다처제와 아동 혼인, 남편이 죽은 후 남편 친척의 아내가 되는 관습,
칼림(결혼 시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치르는 값)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이슬
람적 관례는 1930년대까지 무슬림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27) 이러한 이유로 많은 무슬림 연구자들은 소비에트 시대 무슬림 여
성들의 실질적인 지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외적
으로 그들의 지위는 상당 수준 상승하였으며, 노동 현장이나 정치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가정 내에서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의미
와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많은 남성 무슬림들은 공적
부문에서는 소비에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가정과 같은
사적 부문에서는 종교적, 인종적 전통을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무슬림 여성,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성 정치학을 연구하는 카시모바
(S. R. Kasymova)에 따르면 소비에트 체제가 선전한 ‘동방의 여성들에게 자
유를’이라는 모토는 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여성 해방은 남성이 상위에 있고 여성은 하위에 있다는 이슬람의
개념에 근거한 성 위계질서의 기본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
한다.28) 공적인 삶과 노동 시장에 노출된 이후 여성 무슬림들은 소비에트 시
민으로서 민족적, 성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 개념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으로 표현하자면 소비에트 권력의 70여 년 동안 무슬림 사회 내부에서 여성
27) G. Mendikulova(2008), 23.
28) S. R. Kasymova(2008), 35.

들의 진정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29)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 이슬람의 부활이라는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무슬림
가족 제도나 여성성을 보존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문화 지배에 저항하는 종
교적, 인종적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보았던 러시아 무슬림 사회의 인식은 소비
에트 붕괴 이후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재건의 분위기
와 더불어 구소련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공공의 영역
에서 여성들의 입지를 더욱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러시
아 여성 일반이 겪고 있는 이중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 사회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무슬림 여성들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민족적, 종교적
전통의 부활과 남성 중심 문화로의 복귀로 인해 더 많은 권리 박탈을 경험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나 직장과
관료직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무슬림 성직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적 결혼이나 가족 제도 등으
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여성 무슬림들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30)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지위는 볼셰비키
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외부적인 동등권의 획득에도 불구하
고 무슬림 사회 내부의 전통에 더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보니 여성들 스스
로도 과거로의 되돌아감에 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
만 본 장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소비에트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무슬림 여
성들의 내부적인 자의식은 남성 무슬림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회복하려
는 시도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20여 년 간의 무슬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무슬림에 대한 관심은 주류에서 빗겨나 있
었다. 북카프카즈를 중심으로 한 일부 무슬림들의 폭력성에 대한 관심의 집
중과 남성 지배적 종교 전통을 가진 무슬림 집단의 성격 때문에 여성무슬림
29) 키슬랴코프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아버지 권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무슬림 가족 구조가 결코 심각한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부장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가 국가
적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 가부장 시스템에 관여할 의지가 없
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islyakov 1969:25; Kasymova 2008:35-36에서 재인용)
30) 소비에트 붕괴 이후 여성 무슬림들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M. E. Hegland
(2008:55-64) 참조.

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러시아
내 여성 무슬림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추적보다는 일반화된 담론 수
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무슬림
일상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무슬림, 특히 여성 무슬
림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31)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슬림 집단의 과거로의 회귀에 대해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이 전적으로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는 않지만, 남성중심화 되어가는 무슬림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다음의 한 무슬림 여성의 인터뷰는 그러한 점에서
단순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질문: 남편은 주로 무엇을 하나요?
답: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스크에 갔다가 모스크에서 돌아와서 그냥
잠만 자요.32)

모스크에 다니고 잠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슬림 남편에
대한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 속에는 남성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
려니와 그들이 집착하는 종교에 대한 불만까지도 암시되어 있다.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여성들은 남성들 못지않게 충분한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누렸으
며, 적극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은 교
육 기회의 동등성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는 남성에 종속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받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그려지는 여성들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에트 시대 이
상적인 여성은 트랙터를 몰거나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었고, 당시의 여성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힘”, “소비에트 민중의 자부심”등으로 묘사되었지만, 새
31) 이러한 연구의 한 예로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eds. Jeff
Sahadeo & Russell Zanca(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가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직접 무슬림 공동체 내부로 들어가 일정기간 그들
과 함께 지내며 현장 연구를 한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무슬림 인텔리겐치야
들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농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무슬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연구하는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의 오원교 교수는 이를 “생활무슬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32) M. E. Hegland(2008), 56.

로운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과거처럼 집안일을 하며 친척들에 둘러싸여 있는
젊은 신부가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33)
이러한 여성 지위의 후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무슬림 여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이후 우즈벡 여성들의 지
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콘스탄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즈벡 여성들이
혁명 이전의 무슬림 전통사회로 회귀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즈벡 여성의 실질적인 다수는 볼셰비키
혁명이 여성들에게 이슬람 통치기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가져다주었
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4) 콘스탄틴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며 여
성에 대한 소비에트 평등 정책과 이념은 우즈벡 여성들에게 새로운 성 역할
의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1991년 독립 이후 우즈벡 정부가 여성과 관련한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포기해 버림으로써 여성들은 더 큰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우즈벡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내 모든 무슬림 여성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성들 스스로는 여성이자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
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은 아주 단순한 듯 보이지만 또한
그들의 자의식을 성장케 해 준 주요 원동력이 된 교육 기회의 확보이다. 무
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다고 느
끼면서도 무슬림 종교 전통의 영향 하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비
단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딸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
향점은 다르지만 코란에서도 소비에트 정책에서도 여성 교육의 중요성은 여
러 번 강조되었으며, 무슬림 여성들 스스로도 그들의 자의식이나 정체성의
확립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이 교육이니만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으려
한다. 공산주의 통치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받는 문맹률 퇴치 정책은 소비
에트 시민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100%에 육박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교육
을 통해 여성들은 남성들과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 받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붕괴 이후 경제적 몰락과 무슬림 공동체의
과거로의 회귀 경향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의
33)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여성 무슬림에 대해서는 E. A. Constantine(2007:120) 참조.
34) E. A. Constantine(2007), 123.

기회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무슬림 지
역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정치적인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또한
여성의 결혼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여성의 읽고 쓰는 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소비에트 시절 무상으로 이
루어지던 교육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 교육비 지불 정책으로 바뀌면서 많은
무슬림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딸을 위해 많은 교육비를 지불하려고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우즈벡 대학들의 성비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등(여 46% ― 남 54%)했지만, 2001년 아시아 개발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남학생들이며, 여학생 등록 수
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5)
딸들보다는 아들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받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딸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결코 쉽지가 않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슬림 사회의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여성 문제는 부차적
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종교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즉 주류 이슬람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비
록 종교 교육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며, 또한 여성이
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성들의 동등한 기회 보장에 대한 요구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
실 사이에서 실제로 무슬림 여성들의 지위는 소비에트 시대보다 후퇴한 것이
사실이며,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비에
트 시대를 경험한 어머니 무슬림들은 딸들에게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인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
게도 젊은 무슬림 여성들 중에서는 어머니들의 기대와는 달리 스스로 이슬람
의 교리를 수용하고 종교적 전통에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띠는 현상이 젊은 여성들의 히잡(베일) 착용이다. 정부
35) 구체적인 자료는 E. A. Constantine(2007:121) 참조.

나 학교의 세속적인 정책이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착용을 고수한다. 이슬람 여성의 히잡
착용은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극명한 여성차별의 예로 이해
되고 있는데36), 세속적인 정부 정책의 영향 하에 살고 있는 러시아 무슬림
여성들 스스로 히잡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기도 하
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종교전통에 대한
적극적인 복종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을 쓰는 것은 현재 이슬람 교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슬람화 이전 아라비아에서는 일정
신분의 결혼한 여성들만이 착용했다. 이슬람의 출현, 확장과 더불어 베일을
착용하는 관습은 아라비아에 빠르게 전파되어 나갔으며, 이후 도시 여성들에
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목민이나, 농민, 도시 낮은
계급의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37) 러시아의 경우도 혁
명 이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무슬림들 공동체를 보면 도시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베일을 쓰고 다녔고 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았던 반면, 유목이나
농사일에 관여했던 지방 무슬림 여성들은 베일을 쓰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38) 공개된 들판에서 노동을 하는 지방 무슬림 여성들의 경우
도시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종교적 관습의 지배를 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역사적, 관습적으로 베일은 일정 신분 이상의 여
성, 혹은 특정 지역 여성들의 신분증명서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받은
여성 무슬림이나 신분이 높은 여성 무슬림의 경우 베일을 쓰고 바깥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분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즉 여성들의 베일은 여성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 무슬림 여성들까지 점차 베일
을 착용했던 것은 적어도 초기에는 종교의 강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신분 상
승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36) 서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베일을 이슬람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것을 무슬
림 공동체나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종속적인 역할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한다.(El-Solh & Mabro 1994:8)
37)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에 관한 간략사에 대해서는 Lewis(2009:120) 참조.
38) Constantine(2007), 118.

이러한 베일의 역사를 보면 현대 무슬림 여성들이 왜 스스로 히잡을 선택
하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다. 무슬림 여성들의 전통 복귀 경향을 해
석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히잡 착용이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나 이슬람 전통의
고수가 아니라 전통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주장한다.39)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
잔 여성의 히잡 착용을 연구하고 있는 구례예바(Gureeva)는 이것이 옛 전통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대성이라는 문맥 안에 대안 패러다임을 제시하
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즉 젊은 여성들은 서구모델을 따르지 않으면서
도 이슬람적이면서 현대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히잡
을 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전통적 공간이나 경계
를 재평가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데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히잡을 “서구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된 여성 자치권과 평등
을 지지하는 수단”40)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모스크바의 젊은 타타르 여성
무슬림들의 삶을 분석하고 있는 사비로프(Sabirov)는 많은 여성들이 문헌자료
나 수업 과정을 통해 이슬람을 배우고 있으며, 그 후 자신들의 어머니나 할
머니의 삶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자신들의 현대적 경험
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지 정의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부모들의 기대를 따르고 민족적 전통에 대한 충성
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적절함과 현대성을 확실하게 하며
이슬람 전통에 따라 행동한다.
히잡을 착용하건, 이슬람 전통을 고수하건, 러시아의 젊은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의 현대적 적용은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슬람적 정체성의 복구가 무
슬림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바로 히잡 착
용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여성들이 무슬
림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다양한 연구자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P. Goble(인터넷 자료) 참조.
40) L. Ahmed(1992), 226.

러시아의 무슬림 사회는 세계 무슬림 공동체와는 확실히 다른 역사적 진
행 과정을 겪어 왔다.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세속정부의 통치를 받
아 왔고,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며 세속적인 삶의 방
식과 종교적인 사고 체계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정통 무슬림의 입장
에서 그들은 잊혀진 무슬림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러시아 무슬림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역사를 톨레랑스적 삶의 구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성 무슬
림들이 남성 무슬림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여타 무슬림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소비에트 시대 성의 해방과 현대성을 경험
한 러시아의 여성 무슬림들은 남성 무슬림들과는 달리 근대 이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가치를 찾아 이슬
람으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무슬림들은 어머니 세대가 소비에트
의 법적 평등 개념을 고수하려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여성 무슬림들을
더욱 자의식적이고 정치적으로 만들었으며, 이슬람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
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현대적 프로젝트의 새로
운 대안, 즉 서구화 없는 현대화”41)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질적으
로 더 나은 종교 교육을 받으려는 여성무슬림들의 희망과 관련하여 무슬림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러한 여성들의 희망이 종교적인 차원의 교육을 받
은 새로운 여성무슬림의 출현을 자극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성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종교 교육의 수용은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위한 열쇠이기
도 하다. 터키 사회학자인 바케트 투르크멘(Baket Turkmen)은 “역설적이게도
여성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행동의 자유를
얻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슬람은 현대화를 의미한다”42)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젊은 여성 무슬림들이 전통을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적용될 것이다.
41)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다문화 담론을 통한 여성 권리의 실제화이며,
이슬람적 내용을 담은 현대적 제도들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사회나 시민
사회가 성취한 많은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수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 Goble(인터넷 자료))
42) P Goble(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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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val of Islam in Modern Russia and the Growth
of Muslim Women's Self-Consciousness
Park, Hye-Ky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f the growth of women's
self-consciousness in modern Russian Muslim society.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Soviet leaders took a hostile attitude toward Russian traditions,
cultures and religions.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most of religious
traditions were destroyed, and churches and mosques were closed. In this
situation Russian Muslims have deprived their ethnic and religious identities,
and instead, they had to accept their position as Soviet people. Paradoxically
Muslim women gained a legal gender equality in the Soviet regime, and they
were not discriminated just because they were women.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regime, this situation has changed very quickly.
Above all, after a long period of anti religious policy, most of Russian
religious communities made their main aim to revive the religious traditions.
The Russian Muslim community also tried to recover the religious and ethnic
traditions, and Muslim scholars and leaders forced women to follow strictly
Islamic teachings and norms. While the older generation of Muslim women
wanted to resist to this tendency of return to the past, some of younger
Muslim women willingly follow the Muslim's traditions. But it should not be
understood that they just wanted to go back to their past. Unlike most of
Muslim men, they are turning to Islam to build a new identity as Muslim
women rather than to restore the religious identity from a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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