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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토착민족인 카자흐인이 

거주국의 전체 인구에 절반을 넘지 못한 채 독립을 맞이하였다. 1989년 소련

의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카자흐인이 전체 인구의 39.7%를 차지한 반면에 동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각각 37.4%와 5.4%를 차지하여 

총 42.8%로 카자흐인보다 많았다.1)

카자흐인은 1997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

는 해당 민족의 출산율 증가보다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거주국

을 떠나 모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처럼 카자흐인이 자국에서 차지하는 인구수의 열세로 

인해 주변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 달리 민족주의를 추진하기 보

다는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민족융합 정책 혹은 민족 통합 정책을 채택해야 

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독립 초기에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표

방하였다.2) 대표적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은 민족적 성향이 강

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언어법 등에서 나타났다.3) 이처럼 독립 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B00152).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1) 성동기 외(2009), 36.
2) 윤형숙 외(2000), 13-14; 장원창(1999), 160. 
3) 성동기 외(2009), 41-43. 1993년 1월 28일에 선포된 자국 헌법의 전문에 명시된 카

자흐인의 민족자결체(self-determination of the Kazakh nation)'라는 어휘는 카자흐
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1989년에 채택된 언어법(Law of 



후 카자흐인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되면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이주가 급증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 러시아인의 저항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92년 9월에 러시아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정당인 Lad(화합)가 창

당되면서 러시아인의 저항은 정치적으로 발전하였다. Lad는 카자흐 민족주의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인식한 러시아인이 모국으로 이주하고 거주국 북부의 러시

아인 인구가 1/4로 급감하면서 “카자흐스탄 슬라브민족운동”(Республикан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Славянское Движение)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핵심은 카자흐

스탄 북부가 모국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러시아인이 모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를 움직여 카자흐스탄 정부에 압력을 행사

하도록 요구하였다.4)

카자흐스탄 정부는 위와 같은 러시아인의 저항과 소수민족들의 이주가 확

산되면서 민족정책을 변화시켜야만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통합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자흐인이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

구하고 밀어붙였던 민족주의가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한데 있었다. 따라서 카자흐인과 소수민족들의 소통을 위해 정책적 전환

이 필요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위해서 1995년 수정헌법에서 러시아

어를 카자흐어와 공용어로 격상시켰다.5) 그리고 카자흐인과 소수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각 민족의 문화를 상호간에 접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자흐스탄민족회의”(Assembly of Nations 
of Kazakhstan, ANK)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제외하고 거주국에서 영향력을 

Language)과 1993년 헌법에서 카자흐어가 공식어로 규정되면서 민족주의는 현실
화되었다.

4) Sébastien Peyrouse(2007), 494-495. 2000년 10월 러시아운동 대표들은 당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카자흐스탄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을 때, 예정에 없는 미팅을 가지
고 첫째, 카자흐스탄내 러시아문화자치구 건설, 둘째, 카자흐스탄 북동부의 러시아 
통합, 셋째, 러시아로의 대거 이주정책 등 3가지를 그에게 제시하였다. 푸틴은 앞
의 두 가지는 즉각적으로 거절하였으나 세 번째는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
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5) 카자흐스탄 헌법 7장 2항에는 러시아어가 카자흐어와 공식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органах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наравне с казахским официальн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русский язык”(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200547, 검색일: 2013.03.02).



가지는 소수민족은 우즈베크인이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내 우즈

베크인은 475,354명이며, 그 중에서 89%가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카자흐스탄주(Southern-Kazakhstan oblast')에 거주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으로 러시아인의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었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인은 유사한 시기에 키르기스스탄과 타

지키스탄의 우즈베크인이 거주국의 민족들과 충돌한 것과 달리 거주국에서 현

재까지 별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6) 특히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이 거주

국의 북부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처럼, 우즈베크인 역시 남카자흐스탄주

를 자신의 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인과 같은 저항을 선택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평화롭게 거주국에서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다른 국가의 우즈베크 디

아스포라와 달리 거주국에서 카자흐인과 우호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가 거주국의 변화된 민족정책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에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남카자흐스

탄주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분석하여 이들이 해당 지역

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둘째, 카자흐스탄 정부

의 변화된 민족정책을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셋째, 남카

자흐스탄주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거주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양

한 원인을 제시할 것이다.

2. 본론

2.1 남카자흐스탄주에 나타나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의 역사7)

6) 주지하는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89년에 우즈베크인이 키르기스인과 무력
충돌을 일으켰으며, 2010년에는 키르기스인의 우즈베크인을 테러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타지키스탄에서는 1997년과 1998년에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암살하려
는 배후에 거주국 내 우즈베크인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있었다고 밝혀지는 등 양 
민족 사이에 갈등이 현존하고 있다.

7) http://www.kz.all.biz/regions/?fuseaction=adm_oda.showSection&rgn_id=14&sc_id=2(검
색일: 2013.03.02).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는 소련의 마지막 인구조사에

서 332,01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지금의 남카자흐스탄주에 해당하는 침켄트

주(Chimkent oblast')에 285,042명이 거주하였다.8) 그리고 1999년도 카자흐스

탄 정부의 인구조사에서 이들은 370,663명이었으며, 남카자흐스탄주에 

332,202명이 거주하였다.9) 전체적으로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인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0) 앞에

서 언급했듯이, 2009년에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의 인구는 거주국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475,354명이었으며, 그 중에 89%인 425,110명이 남카자흐

스탄주(Southern-Kazakhstan oblast')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주의 전체 

인구에 17.5%가 된다.

<표 1> 1989년, 1999년, 2010년 카자흐스탄 인구조사에 나타난 우즈베크인 인구

연도 주 인구수 카자흐 러시아 우즈베크

1989* Kazakh SSR 16,464,464 6,535,616 6,227,549 332,017
침켄트주 1,818,323 1,012,265 278,473 285,042

1999* 카자흐스탄 14,953,126 7,985,039 4,479,620 370,663
남카자흐스탄주 1,978,393 1,340,889 162,098 332,202

2010** 카자흐스탄 16,036,075 9,801,501 3,848,246 475,354
남카자흐스탄주 2,429,137 1,706,334 144,889 425,110

출처: * http://www.demoscope.ru/weekly/2005/0197/analit05.php(검색일. 2013.03.02).
  ** http://www.stat.kz/news/Pages/pr_04_02_10.aspx(검색일: 2013.03.02).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자신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조

상대대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11) 이러한 경향은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주(Osh oblast')와 타

8) 1989년도 당시에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였던 우즈베크인은 거주국의 전체
인구에 2%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85%가 침켄트주에 거주하였는데 이는 주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하는 것이었다.

9) 1999년도 당시에 카자흐스탄에 거주하였던 우즈베크인은 거주국의 전체인구에 2.4%
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89.6%가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였는데 이는 주 전
체 인구의 16.7%에 달하는 것이었다.

10) 남카자흐스탄주의 옆에 존재하는 잠불주에도 우즈베크인이 1989년, 1999년, 2010
년 각각 21,512명, 22,501명, 24,98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키스탄 북부 소그드주(Sogd oblast')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

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12)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에 거

주하는 우즈베크인은 키르기스인과 무력충돌을 경험하였으며,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거주국 정부에 무력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카자흐

스탄의 우즈베크인은 앞의 국가들과 달리 카자흐인과 거주국 정부와 별 다른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
지금의 남카자흐스탄주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될 만큼 사람이 살아가

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남카자흐스탄주가 거주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대부터 이 지역

은 시르 다리야(Syr Dariya)가 흘러가는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실크로드 상인

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는데, 사이람

(Sayram)과 같은 온천휴양지는 지금도 유명하다. 이곳을 떠난 대상들은 타슈

켄트를 통해 사마르칸트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실

크로드 도시들의 명성에 가려서 이곳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중세에 들어서 이곳은 아랍의 침략을 받았으며 이후 이슬람이 번창하기 시

작했다. 특히 이슬람 수피즘의 대가인 아흐메드 야사위(Ahmed Yassawi, 
1093-1166)가 지금의 투르키스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곳은 중앙아시

아 수피즘의 메카가 되었다. 그러나 칭기즈칸이 중앙아시아를 침략하는 과정

에서 침켄트를 비롯한 이 지역의 도시들이 파괴되었다. 이곳이 특정 국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름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14세기에 등장한 아미르 티무르

가 세운 티무르제국시대부터였다. 그는 이 지역을 금호르드(Golden Horde)로 

원정을 가지는데 후방으로 활용하였으며 동시에 아흐메드 야사위 영묘를 새

롭게 건설하도록 명령하는 등 이곳을 다시 발전시켰다.
티무르제국이 우즈베크칸국(Uzbek Khanate)에 의해 무너지고 15세기 초에 

카자흐인이 중앙아시아에 등장하면서 이 지역은 카자흐칸국(Kazakh Khanate)
의 대주즈(The Great Juz)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17-18세기에는 카

11) Natsuko Oka(2011), 2.
12) Mateo Fumagalli(2007), 567-590.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2011년도

에 거주국 전체인구의 14.4%를, 타지키스탄에서는 2000년도에 16.5%를 차지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stat.kg/stat.files/tematika/демограф/К
ыргызстан%20в%20цифрах/демо6.pdf(검색일: 2013.03.02), http://demoscope.ru/weekly/ 
ssp/sng_nac_89.php?reg=12(검색일: 2013.03.02).



자흐칸국들을 괴롭히던 준가르(Dzhungar)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이곳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쇠퇴하였다. 러시아제국

의 중앙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은 우즈베크칸국 계열인 코칸드

칸국(Kokand Khanate)과 부하라 에미레이트(Bukhara Emirate)의 지배를 받았

다. 1864년 러시아제국은 침켄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소비에트혁명 이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키스탄 자치 사

회주의 공화국(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TASSR, 
1918-1924)으로 편입되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지금의 남카자흐스

탄주는 TASSR에 포함되었다.

<그림 1> 투르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지도

출처: http://dic.academic.ru/pictures/sie/turkest_assr.jpg(검색일: 2013.03.02).

그러나 1924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국경이 조정되면

서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남카자흐스탄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Uzbek SSR)에서 제외되었다.13) 이 사건은 남카자흐스탄주

의 민족적 주인이 우즈베크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소비에트정부는 

중앙아시아에 국경을 획정하면서 전략적으로 특정 민족이 집단화되는 것을 

13) http://www.shymkent.gov.kz/ru/index.php/nashgorod(검색일: 2013.03.02).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은 우즈베크인이 

다수 거주하는 남카자흐스탄주 일대를 당시에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Kyrgyz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KASSR, 1924-1936)에 

넘겨주고 대신에 카자흐민족으로 분류되는 카라칼팍(Karakalpak)을 받았다.14) 

<그림 2> 1924년에 획정된 중앙아시아 국경

출처: http://dic.academic.ru/pictures/sie/nats-gos_razmezhev.jpg(검색일: 2013.03.02).

결과적으로 남카자흐스탄주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분석해 볼 

때, 남카자흐스탄주를 우즈베크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15)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특성과 국경지

14)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은 타지크사회주의공화국과 국경을 만들면서 타지크인이 
다수 거주하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넘겨받고 우즈베크인이 거주하는 레닌아바
드(지금의 타지키스탄 북부인 소그드주)를 양보하였다. 이러한 국경선은 민족의 
집단화를 막기 위한 소비에트정부의 철저한 계산속에서 진행되었다.

15) 1897년 제정러시아가 조사한 언어 사용자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인이 78.8%, 
우즈베크인이 7.3%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구 구성에서 있어서 우즈베크인이 이 지
역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우즈베크인이 살았던 지역의 북쪽 변경으로 이해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대목
이다(http://demoscope.ru/weekly/ssp/emp_lan_97_uezd.php?reg=893, 검색일: 2013.03.02).



역에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다수 거주한다는 이유로 독립 이후 주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들로부터 통합 요구를 강하게 받았다.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의 오쉬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이슬람 카리모

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이곳을 모국의 영토로 통합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내정간섭이라는 명분으

로 키르기스스탄과 충돌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경

우에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타지크 내전이 발생하면서 가장 먼저 거주

국의 정부군을 지원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었다. 그러나 내전이 종식되는 

상황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러시아

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슬람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의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을 동원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움직였다. 우즈베키스

탄 정부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북부

의 레닌아바드주 파벌을 지지하면서 1997년에 두 차례 쿨럅주 파벌인 에모말

리 라흐몬을 암살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16) 그 외에도 1998년 레닌아바드 

파벌을 지원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 카

리모프가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을 선동하여 분리독립을 요구하

도록 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당사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과 그 지역파

벌을 이용하여 정치적 저항을 시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남카자흐스탄주가 우즈베크인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카자

흐스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는 충분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같은 

사례를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카자흐스탄주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카자흐인과 무력충돌을 한 적도, 거주국을 향해 정치적 시위를 한 적도 없었

다. 그리고 모국을 향해 남카자흐스탄주를 통합시켜달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

았다.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이 먼저 카자흐스탄과 국경문제를 야기하면서 양국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갔으며, 거주국의 우즈베크인이 모국과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걸림돌을 제공하였다. 2000년 1월 25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

자흐스탄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남카자흐스탄주와 맞붙어 있는 

자국의 국경선을 기존의 거리보다 5km 더 앞으로 밀고 나가버렸다. 이후 양

국은 국경을 중심으로 군대를 배치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카자흐스탄은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에 존재하는 자국의 국경을 폐쇄하여 우

16) http://www.photius.com/countries/tajikistan/government/tajikistan_government_foreign_ 
relations.html(검색일: 2013.03.02).



즈베키스탄 차량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현재까지도 카

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검색을 까다롭게 하여 상호간에 자유로운 왕

래가 힘든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처럼 카자흐

스탄의 우즈베크인들도 거주국을 상대로 분리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거주국 정부의 변화된 민족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

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2 변화된 민족정책을 위해 구축된 카자흐스탄의 법적ㆍ제도적 장치

앞에서 언급했듯이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인이 자국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전문가 집단의 유출

러시아인을 비롯한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의 이주로 

인해 카자흐스탄 사회의 전문가 및 엘리트 집단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

였다. 굴나르 켄디르바예바(Gulnar Kendirbaeva)에 따르면, 1993년 당시에 카

자흐스탄 노동력의 75.8%가 비카자흐계 러시아어 구사자들이었다고 한다.17) 
특히 주요 전문가 집단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등이 다수를 점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심각한 고등인력 감소

로 연결되어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어 갔다. 
둘째, 러시아 정부 및 관료들의 관심 증대

이러한 러시아인의 이주에 대해 점차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관료들이 카자

흐스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 초대대통령 옐친은 러시아가 카자흐

스탄 영토에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내비쳤으며, 러시아의 노

벨문학상 작가인 솔제니친은 카자흐스탄의 북동부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카자흐스탄 내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정치적 저항을 지지하는 발

언을 하였다.18) 이처럼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내 거주하는 러시아인 디아스포

17) Gulnar Kendirbaeva(1997), 749.
18) 손영훈(2007), 128-129.



라 문제를 넘어서 이것을 영토문제로 확대해석하면서 해당국은 불안감을 느

끼기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 내 러시아인과 러시아 정부의 저항을 받으면서 점

차적으로 카자흐 민족주의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먼저 1995년 카

자흐스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1997년 러시아인 사회의 결집 지역이자 분리 독립의 요구가 강한 카자흐스탄

의 북부 지방에 존재하는 아스타나(Astana)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과

정과 결과를 보면 카자흐 민족주의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위와 같이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포기하

고 민족통합 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해나갔다. 그리고 국가발전과 사회 안

정에 초석이 되는 민족정책의 핵심은 토착민족인 카자흐인과 소수민족의 

소통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카자흐인과 소수민족들이 한 자리

에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각 민족의 문화를 상호간에 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민족회의(ANK)이다.19)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2년 제1차 민족포럼

(Ethnic Forum)에서 단 하나의 민족 중심이 아닌 다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민 체제(new public institution)를 고안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후속 

조치로 1995년 3월 1일 “카자흐스탄민족회의(ANK)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

을 공포하였다. 이후 1999년 8월 10일 ANK의 회장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이 추대되었다. 2002년에 발표된 ANK의 사업전략은 첫째, 카자흐

스탄 정부는 국내의 모든 민족에게 평등을 제공한다, 둘째, 카자흐스탄 정부

는 각각의 민족이 가지는 언어와 문화를 부활하고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제공

한다는데 있었다.
ANK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현 대통령이 회장이며 부회장은 2인으로 카

자흐인과 소수민족 각 1인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324명의 각 민족대표자

가 회의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는데 대부분 각 민족문화협회 대표나 사업가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ANK는 민관합동의 조직이며 주요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공동의 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ANK의 설립과 위에서 제시한 사업의 방향은 소수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따라서 소수민족을 배려하고 민족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공간인 ANK의 

19) 성동기 외(2009), 45-47.



설립과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소수민족의 민의를 반영

한 결과이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은 결국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구성된 카자흐

스탄이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달성하는 지름길이었다. 또한 소수민족은 정

부의 이러한 정책에 신변의 안전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며 반대

로 카자흐인은 소수민족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공개적으로 감시함으로

써 민족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ANK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ANK의 홈페이지(http://www.assembly.kz)에는 첫째, 
아이디어 공유 공간, 둘째, 재정 후원 공간, 셋째, 정보공유 공간, 넷째, 기술, 
정보, 언어교육의 공간, 다섯째, 행사의 공유 공간 등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 NGO, 그리고 각 민족의 주민 등이 동참하여야

만 가능하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수민족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ANK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알마

티(Almaty)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는 철저하게 광고판이 카자흐어와 러시아

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ANK의 우호적인 설립과 정책이 현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

되고 있지만 앞으로 카자흐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과연 ANK의 

역할이 지속될 것인지 의문이다. 아래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카자흐스탄 

전체인구에서 카자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

날수록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카자흐인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0년이 지나면 카자흐인이 자국의 전체인구에서 최대 70%이상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자흐인이 비록 자국의 전체인구에

서 7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러시아인보다는 3배 이상의 인구를 가지

게 될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초기에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주의

를 추진하였으나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저항에 부딪혀 민족통합방식

으로 민족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카자흐인이 해당국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수적인 열세에 있었다. 그러

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차적으로 카자흐인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러

시아인보다 절대적인 인구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



책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처럼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통합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수 우위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처럼 민

족주의 정책을 부활시킬 것인지 예상해 보아야 한다.

<표 2> 1999년 카자흐인과 러시아의 연령대 인구구성비율(%)

연령/민족 카자흐인 러시아인

0-9 66.1 19.5

10-19 58.4 26.6

20-29 58.1 26.7

30-39 56.8 26.7

40-49 45.2 37.1

50-59 36.7 40.5

60-69 30.2 46.5

70이상 29.8 48.9

출처: А. Н. Алексеенко(2001), 96.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 변화가 거주국의 우즈베크 디아스

포라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독립 초기에 카자흐 민족주의가 강하게 추진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거주국 정부와 카자흐인을 상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인이 거주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원인들

키르기스스탄의 오쉬주에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는 거주국

의 경제발전을 담당하는 농경지대에서 살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에 거주하

는 우즈베크인 역시 거주국의 북부인 비옥한 농경지대에서 살아오고 있다. 
남카자흐스탄주 역시 거주국의 최대 곡창지대이지만, 위의 지역과 달리 공업

이 발달한 지역이고 석탄, 철광석, 석회석, 화강암, 대리석, 석고, 석영, 인회

토, 우라늄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차이점을 가진다.20) 이러

20) 특히 침켄트는 정유공장과 맥주공장이 있는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시민들까지도 침켄트산 정유를 밀수하여 타슈켄트에서 팔기도 하였다.



한 관점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거주

국의 키르기스인과 타지크인과 무력충돌을 경험했는데, 왜 남카자흐스탄에서

는 평화롭게 공존하는지 그 이유를 거주국의 경제발전과 우즈베크 디아스포

라 개인의 경제력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풍부한 석유와 자원을 수출하여 2000년 이후부터 단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거주국의 경제발전은 결국 우즈베

크 디아스포라에게도 혜택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추코 오카(Natsuko Oka)
는 남카흐스탄주의 우즈베크 디아스포가 거주국의 경제발전이 모국인 우즈베

키스탄보다 앞서나가면서 이들이 모국으로 이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인이 거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있

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21) 실제로 남카자흐스탄주만 하더라도 2012년에만 

외국인투자가 전년대비 102.9% 증가하였다.22)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인 디아스포라가 거주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발생한 부를 공유하고 경제적으

로 안정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표 3> 카자흐스탄의 GDP 지표23)

           연도

구분(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
D
P

억 불 632.6 851.2 1,060.5 1,320 1,042 1,415 1,831

성장률 9.7% 10.7% 8.5% 3.2% -1.8% 7.3% 7.5%

1인당 GDP $3,700 $5,100 $6,800 $8,400 $6,663 $8,734 $11,063

출처: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반면에 키르기스스탄은 불안한 정치 정세와 낙후된 경제로 인해 거주국

의 부를 키르기스인이 독점하는 양상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면, 오쉬주의 

주도( )인 오쉬는 2009년에 전체 인구가 232,800명이었는데 그 중에 키르

기스인이 43%이고 우즈베크인이 48.3%를 차지하였다.24) 특히 두 민족 사이

21) Natsuko Oka(2011), 7.
22) 남카자흐스탄주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ru.ontustik.gov.kz/gw/soceconom_razvitie(검색일: 2013.03.02).
23) 현재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중앙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1989년에는 이 도시에 키르기스인이 29.1%였던 반

면에 우즈베크인은 40.9%나 되었다. 따라서 거주국의 경제성장이 낙후된 상

태에서 소수의 키르기스인이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우즈베크인

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타지키스탄의 북부인 소그드주는 거주국의 GDP에 2/3를 차지할 만큼 경제

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25) 이곳은 1924년에 소비에트정부가 국경을 조정하

면서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타지크 사회주의 공화국(Tajik SSR)으로 

넘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우즈베크인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타지크 내전으로 거주

국의 경제는 회생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거주국의 우즈베크

인은 타지크인이 잔재해 있는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

었으며, 그 대상은 거주국의 경제중심을 자신의 출생지인 쿨롭((Kulyob)으로 

옮기려는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에 맞추어졌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위의 두 국가와 달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

며, 소수민족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주국의 우즈베크 디아

스포라가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저항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위의 경제적인 관점 외에도 남카자흐스탄주 우즈베크 디아스포가 교육과 문

화적으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했다. 남카자흐스탄주는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민

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우즈베크인은 타슈켄

트와 120k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즈베크어 방송을 시청하는데 별도의 

설비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우즈베크인 학생들은 우즈베크어

로만 강의하는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모

든 학생들은 자신의 민족성과 언어에 따라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로 수업하는 

24)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EXTRUSSIANHOME/EXTRUSSIA 
NCOUNTRIES/ECAINRUSSIANEXT/KYRGUSINRUSSIANEXTN/0,,contentMDK:21
692064~menuPK:449233~pagePK:2865066~piPK:2865079~theSitePK:446848,00.html
(검색일: 2013.03.02).

2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ountrytemplate_ti.html  
  (검색일: 2013.03.02).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남카자흐스탄주에는 이러한 학교 외에도 우즈베크

어로 수업하는 학교가 존재하며 거주국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

서 남카흐스탄주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는 비록 타국에 거주하지만 교육과 

문화에서 있어서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 갈 수 있고 거주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우즈베

크 디아스포라와 달리 분리독립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남카자흐스탄주의 우즈베크인은 거주국이 달성한 높은 경제성

장과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키르

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와 달리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남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키르기스스탄의 오쉬주와 타지키스

탄의 소그드주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와 동일한 지리적 상황에 놓

여있다. 특히 이들은 역사적으로 자신이 이곳에서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조상대

대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은 키르기스인과 무력충돌을 

경험하였으며,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역시 거주국 정부에 무력으

로 저항하였지만 이곳의 우즈베크인은 카자흐인과 거주국 정부와 별 다른 마

찰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을 만큼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거주국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 역시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

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카자흐인과 부의 공유와 분배를 

둘러싸고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거주국의 경제성장이 모국의 상황보

다 훨씬 앞지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이들의 최우선 목

표가 되었다.
둘째, 거주국이 독립 초기에 추진하였던 민족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민족통

합 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면서 우즈베크 디아스포라는 자신



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모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도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민족정체

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평화롭게 카

자흐인과 공존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거주국의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부의 공

유와 분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사례처럼 거주국

의 한정된 부를 키르기스인과 타지크인이 독점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우

즈베크 디아스포라가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정책보다

는 거주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부의 배분이 소수민족과 카자흐인의 평화

적 공존을 가능케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카자

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은 간접적으로 거주국의 우즈베크 디아스포라가 평화

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주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카자흐인 중심으로 부가 독점된다면 

아무리 민족정책이 좋아도 소수민족들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록 경제발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인 인구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

는 특정 민족이 인구수의 힘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뛰어넘어 민족주의를 

부활시켜 부의 공유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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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es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he Uzbek Diaspora 
in Southern-Kazakhstan Oblast'

Sung, Dong-Ki

The last census of the Soviet Union showed that the Uzbek Diaspora's 
population was 332,017 in Kazakhstan. Especially 285,042 of them lived in 
Chimkent oblast'. According to 1999 year's census of the Kazakh government, 
the Uzbek Diaspora's population was 370,663 in Kazakhstan and 332,202 in 
Southern-Kazakhstan oblast'. Totally the number of the Uzbek Diaspora in 
this a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had the highest percentage. 
Historically and traditionally they have considered themselves as the owner of 
Southern-Kazakhstan oblast'. The Uzbek Diaspora who has lived in Sogd 
oblast' of Tajikistan and in Osh oblast' of Kyrgyzstan also has this mind. 
Meanwhile, the ethnic conflict with the Uzbek Diaspora which has occurred 
in Tajikistan and Kyrgyzstan, has never occurred in Kazakhstan.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eason why the conflict between the Uzbek Diaspora and the 
Kazakh has not happened in Kazakhstan. The content of the study to analyze 
this subject is based on the above common ground. Firstly, the history of the 
Uzbek Diaspora who has lived in Southern-Kazakhstan oblast' is analyzed. 
Secondly, the ethnic policy of Kazakhstan is analyzed. And at last, this study 
will conceptualize the reason why the conflict between the Uzbek diaspora 
and the Kazakh has not happened in Kazakhs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