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정책: 
체첸ㆍ인구시인 디아스포라의 사례*

현 승 수

=개요=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민족의 언어적, 문화적 부흥이 선양되

는 동시에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문화 역시 국가에 의해 부흥, 선양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 간 화합과 조화를 강

조하면서 다민족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을 국가 정체성으로 내

세운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전(祭典)이 지속적으로 

기획ㆍ실행되고 있다. 단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오늘날 카자흐스

탄에서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요구에 관한 담론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설립이나 민족 갈등을 유발할 만한 일

체의 발언 및 행동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에 제

기할 수 있는 요구는 철저히 문화적인 분야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문화가 

정치를 대체하는 환경 속에서 소수민족들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본 논문

은 카자흐스탄 거주 소수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체첸인과 인구시인에 초점

을 맞추어 카자흐스탄 소수민족들에게 허용된 비정치적 담론의 영역, 특히 

문화적 영역을 고찰함으로써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민족 관리 전략을 검토

하고 소수민족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도 겸해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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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연방 해체 후 25년 여가 흐른 오늘날까지 옛 소련 국가들의 민족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15개 독립 공화국으로 분열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전대미문의 민족 갈등과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

상되던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소비에트 민족문제는 국제 정치학계의 최대 화

두 가운데 하나였다.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대다수는 카자흐스

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민족 분쟁의 ‘도가니’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다. 물론 타지키스탄의 사례가 보

여주듯, 민족 간, 지역 간 그리고 종파 간 반목이 내전으로 확대된 경우도 없

지는 않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머지 신생 독립국들은 민족 갈등으로 인

한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또 오늘날 이 지역 국가들의 민족문제

는 다른 이슈, 즉 자원이나 국제 안보 등의 당면한 문제에 그 자리를 내어 

준지 오래다. 오히려 민족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관심은 스탄 국가들의 능숙한 

민족문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현승수 2012a).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소수민족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카자흐스탄은 

면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이며 민족만도 130여개에 이르

는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독립 이후 소비에트의 흔적을 상당 부분 청산

한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소비에트의 유산은 바로 민족 구성이다. 
즉 소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130여개의 민족이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카자흐

스탄의 인구에 포함되어 있고 명목민족인 카자흐인 이외에도 다양한 소수민

족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

은 소비에트시기에 진행된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의 산물인바, 국가에 의한 

행정 경계선의 재획정,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일부 민족에 대한 강제 이주 

등의 정책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에

트 당국에게 있어서 카자흐스탄은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민족집단에게 어울

리는 처녀지”로 간주되었었다(Rashid 1994). 그 결과, 현재 카자흐스탄의 인구

에서 카자흐인의 비율은 63.1%에 불과하다. 대신 러시아인(23.7%), 우즈베크

인(2.9%), 우크라이나인(2.1%), 위구르인(1.4%), 타타르인(1.3%), 독일인(1.1%) 
그리고 기타 민족집단(4.5%)이 나머지를 차지한다.1) 



그동안 독립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는 종종 ‘국가의 카자흐화’라는 관점에

서 다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명목민족인 카자흐인이 공화국 안에서 인구학

적인 열세를 만회하면서 카자흐 민족 중심주의적 경향이 강화돼 왔으며 이를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완전히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카자흐계 민족들과 카자흐 국가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부정

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2) 또 카자흐인과 비카자흐인들 사이를 정치적

인 관계로만 해석하여, 지배하는 카자흐인과 지배받는 비카자흐인이라는 이중 

구도로 파악한다면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의 안정 원인을 단선적으로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3)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민족의 언어적, 문화적 

부흥이 선양되는 동시에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문화 역시 국가에 의해 부흥, 
선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 간 화

합과 조화를 강조하면서 다민족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을 국가 정

체성으로 내세운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전(祭典)이 지속

적으로 기획ㆍ실행되고 있다.4) 

1) 2009년 실시된 카자흐스탄의 공식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나라의 총 인구는 
16,009,600명이며 이 숫자는 그 이전 인구조사 당시의 인구수보다 6.9% 증가한 
수치다(http://www.eng.stat.gov.kz/news/Pages/n1_12_11_10.aspx, 검색일: 2014.02.01). 한
편 공식 카자흐스탄 국립 통계처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의 카자흐스탄 인구
수는 16,90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www.stat.kz, 검색일: 2013.02.01). 

2) 비카자흐계 민족들의 대규모 국외 이주, 새로운 정권 하에서 소수민족들의 적응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Akiner(2005), Dave(2007) 참조.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집단과 본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Diener(2004), Oka(2006)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소수민족들이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문화적 동원(cultural 
mobilization)에 적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소수민족집단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노리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략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Davenel 
2012 참조). 

3) 카자흐스탄 국가와 소수민족 간의 양호한 관계를 나자르바예프 정권 측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서방 학자들의 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
했다. 예를 들어 Dave(2007), Laruelle and Peyrouse(2004)을 참조할 것. 

4) 베싱거(Bessinger 2002)가 지적하듯, 언어와 문화적 권리 주장이 옛 소련 제( ) 민
족의 정치적 동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
자흐스탄 연구에서는 러시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들의 민족 재생 과정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나온 카자흐스탄 소수민족 관련 연구(고려인 
연구 제외)는 김상철(2007, 2010, 2012, 2013)이 대표적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소수민족들의 정

치적 요구에 관한 담론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설립이나 민족 갈등을 야기할 만한 일체의 발언과 행동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에 제기할 수 있는 요구는 철저히 문화적인 

분야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문화가 정치를 대체하는 환경 속에서 소수민족들

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카

자흐스탄 거주 소수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체첸인과 인구시인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체첸인과 인구시인은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분리되기 전까지 ‘바
이나흐(Vaynakh)’라는 단일 민족집단으로 존속했다. 현재 러시아연방 남부의 

북코카서스 지역에 거주하던 바이나흐 민족은 1944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

책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민족 전체가 

이주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으며 소연방 해체 이후 많은 수가 본국으로 이

주했으나 아직도 카자흐스탄 영내에는 35,000 명의 체첸인과 18,000 명의 인

구시인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이 특별히 바이나흐 민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민족의 본향인 

러시아연방 내 체치냐공화국이 소연방 해체 직후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주

창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전쟁을 치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체첸인들이 염원하던 민족국가의 독립은 성취되지 못했지만 일부 저항

세력이 러시아를 상대로 테러와 게릴라전을 감행하면서 아직까지 투쟁을 멈

추지 않고 있다. 2013년 5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내 체첸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

았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제와 테러리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체첸인과 인구시인 커뮤니티는 예의주시해

야 할 대상이며 민감한 존재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체첸ㆍ인구시인을 사례로 들어 

카자흐스탄 소수민족들에게 허용된 비정치적 담론의 영역, 특히 문화적 영역

을 고찰함으로써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민족 관리 전략을 검토하고 소수민족

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도 겸해서 들여다보고자 한다.5)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은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소수민족 정책을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3장은 

5) 소수민족의 문화적 영역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Ferguson(2004) 참조.



체첸ㆍ인구시 민족의 카자흐스탄 영내 이주와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개괄

하고 바이나흐 민족이 카자흐스탄 내 여타 소수민족과 차별되는 특징을 아울

러 고찰한다. 뒤이어 4장에서는 독립 카자흐스탄에서 바이나흐 민족의 주요 

활동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나자르바예프 정권이 소수민족 정책의 두 가지 

핵으로 간주하는 민족문화단체와 카자흐스탄민족회의가 바이나흐 민족의 생

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이들 민족이 카자흐스탄 정치에서 갖는 함의도 아울러 분석한다. 

II.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 관리

1. 독립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

1990년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하, 카자흐공화국으로 표기)이 소

연방으로부터의 주권을 선언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독립할 당시, 직면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민족문제였다. 이는 130개 민족이 뒤섞여 살던 소연방의 

태생적 숙명 같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소련의 어느 지역을 가던 130개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두 가지 요

인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 했다. 하나는 인구학적 비율로서 명목민족인 카

자흐인의 비율이 소련 시기 내내 자기 공화국 인구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

었다는 점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소비에트시기에 걸쳐 빈발했던 카자흐 

유목민의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광활한 카자흐 초원지대를 경작

하기 위해 이주했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등 슬라브계 민족들의 대규모 

(강제적, 비강제적) 입식(入植)에도 원인이 있었다. 또 하나는 카자흐공화국이 

1930~40년대 스탈린 시기에 자행된 민족 강제이주 정책의 종착지였다는 사실

이다. 1937년 극동 지역에 살던 고려인의 강제이주를 비롯해, 코카서스 지역

과 크림, 볼가 지역에서 수만 명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카자흐 초원 지대에 

내던져졌다.6) 

6) 역사학 연구에 따르면 1920년 카자흐공화국에는 38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에는 그 수가 114개까지 늘어나 있었으며 소연방 말기인 1986년에
는 120개에 달했다. 19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민족 수는 130개였다(Тугжанов и 



명목민족인 카자흐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학적 

불균형은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서서히 개선되어 왔는데,7) 그 

주된 계기는 공화국 거주 소수민족들의 본국 귀환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는 사실에 더해, 카자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오랄만(oralman), 즉 해

외 거주 카자흐인의 본국 귀환 정책이었다(김상철 2012). 
더욱이 독립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탱했던 소비

에트 이념과 정체성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또 역사

적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던 신생 카자흐스탄이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정치 엘리트들은 그 나라가 숙명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다

민족, 다종교적 사회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명목민족인 카자흐인의 발전을 함

께 모색하는 정책을 고안해 냈다. 다시 말해 민족 정체성이 희박한 명목민족

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카자흐화(Kazakhization)’와 다민족 카자흐스탄의 시

민 정체성을 만드는 ‘카자흐스탄화(Kazakhstanization)’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카자흐화 정책의 결과는 카자흐스탄 사회 곳곳에서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 인구의 절반을 갓 넘던 카자흐

인의 수가 늘어난 것을 필두로 하여,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카자흐인들

의 진출이 눈에 띠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했던 카자흐인들의 민족, 언

어 정체성이 국가의 지원 아래 재구축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1960년

대 소비에트 정권이 추진했던 ‘토착화(korenizatsiya)’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한

다. 당시 소연방 내 비러시아계 공화국에서 취약했던 현지 엘리트를 양성하

기 위해 소비에트 당국은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등 토착 민족 출신자들 가운

데 우수인력을 모스크바에서 교육시킨 후 다시 현지로 파견해 당과 국가의 

중책을 맡겼다. 일례로 카자흐공화국의 최고 권력자인 당 서기장에는 카자흐

인이 임명되었으며, 당 부서기장은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맡는 구조가 

형성됐다. 마찬가지로 독립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는 명

목민족인 카자흐 민족 출신자들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др. 2010: 51). 
7) 2009년 실시된 카자흐스탄의 공식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인의 비율은 이전 인

구조사 때인 1999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1999년에 전체 인구에서 카자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3.5%였으나 10년 사이에 63.1%로 늘어났다. 



로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이러한 카자흐인 우대 정책에 대해 비카자흐계 민족의 반발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공화국 인구에서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던 러시아인의 경우, 민족

주의 운동이 고양되던 1990년대 초기에 민족의 자치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귀환했고 나자르바

예프 정권의 러시아계 민족 엘리트에 대한 회유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결과, 
이들의 민족주의 정치 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손영훈 2007; 현승수 

2012a). 또 인구수가 많지 않은 대다수 비카자흐계 민족들은 명목민족이 명

목 공화국에서 향유해야 할 권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카자흐스탄화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

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자국의 다민족성을 다양성의 수용과 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카자흐스탄 민족(국민)의 창출에 주력

하고 있다. 이는 카자흐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공화국 영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국가의 시민 정체성을 심게 하는 정책인바, 완

전히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소수민족들이 충성을 표하고 강한 소속감을 느껴야 하는 대상, 즉 카자흐스

탄 국가가 어디까지나 카자흐 문화와 언어를 표방하는 카자흐 국가이기 때문

이다.8) 때문에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상기(上記)한 두 개의 정체성, 즉 카자흐 

민족 정체성과 카자흐스탄 시민 정체성이 갈등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책을 강구해 왔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동원(cultural 
mobilization)과 ‘카자흐스탄민족회의(APK,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의 설립이다. 

2. 소수민족의 문화적 동원

카자흐스탄에서 민족집단들의 문화 발전이 선양된 계기는 소연방 말기에 

불어 닥친 총체적인 사회의 자유화 바람이었다. 이는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

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경제 개혁)와 글라스노스트(사회 자유화) 정책의 

소산이었으며 연방 내 각 공화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민족 문화 부흥의 움

8) 카자흐스탄의 공식 국가 언어는 카자흐어이다. 



직임은 카자흐공화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카자흐공화국 공산당이 제정한 

두 개의 법률, 즉 1989년 발효된 ‘언어법’과 1990년 4월에 공표된 ‘자기 민족

국가 밖에 거주하거나 소연방 영내에 민족국가를 갖지 못한 소비에트 시민의 

자유로운 민족 발전에 관한 법률’은 카자흐스탄 영내에 거주던 130여개 민족

들의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도처에 크고 작은 ‘민족문화센터’가 설립되

어 소수민족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복원ㆍ발전시키는 장으로서 역할 했다. 
카자흐스탄이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이러

한 경향을 독려함으로써 다민족 국가에서 민감할 수도 있는 소수민족문제를 

관리하고자 했다. 물론 민족 문화의 부흥은 명목민족인 카자흐인에게도 예외

일 수 없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구학적으로 열세

에 있는 카자흐 민족에게 우선권을 주어 다른 민족집단보다 우위에 세우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민

족 국가 카자흐스탄이 카자흐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나

라임을 강조했으며 공화국 내 130개 민족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

고 있음을 누누이 역설해 왔다.9) 민족 간, 종교 간 관용은 카자흐스탄이 국

제적으로 심고자하는 자국의 핵심 이미지였다.
단지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민족집단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5년 헌법이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화국 영내에 거

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7조 3항)했음에

도 불구하고, 특정 민족집단의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족

의 동원은 문화적인 영역에 제한되었다. 소수민족들 가운데 비교적 인구수가 

많은 러시아인과 카자키(코사크)인 민족 조직들이 1990년대 중반에 민족 자

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현승수 2012a; Oka 2006) 민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조직을 금지하는 법률이 200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

날 민족의 정치화와 그에 따른 정치운동은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

었다. 언론에서 민족과 관련한 논의가 다루어지는 일도 거의 없다. 소수민족

이 국가나 정부와 교신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창구는 민족문화단체 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명목민족인 카자흐인의 

9)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5~1999년의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민
족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고등 교육 기관에서 10%의 의무적 입학 쿼터를 주는 제
도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이는 예외에 속하며 대체로 민족 간 평등이 잘 준수되도
록 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Davenel 2012: 18). 



우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민족 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을 대내외적으

로 표방하는 한편, 민족 간 갈등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문화의 날과 민족 간 우호의 주간을 법제화하여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도 그 조치들 

중 하나이다. 소연방 말기에 등장한 민족문화단체(센터)를 민족 정책에 적극 

활용한 것도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중요한 치적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만하다. 
민족문화단체의 설립과 운영은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이 법률은 

1989년과 1990년에 제정된 소연방 당시의 단체법과 거의 그 성격이 같다. 단

지 차이가 있다면 독립 카자흐스탄의 법률이 소연방의 그것에 비해 조금 더 

구속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 4월 26일에 제정된 단체법의 14조와 

16조는 민족문화단체가 지방 의회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카자흐스탄 단체법은 이들 조항을 삭제했다(Davenel 2012: 19).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소수민족의 문화 창달을 담당하는 민족문화단체가 

100여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족 별 단체의 정확한 

수나 공식 명칭 등에 관한 통일된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본 

논문의 필자가 확보한 자료는 2009년 사파로바가 제시한 민족문화단체의 민

족별 단체 수로서, 그에 따르면 69개의 민족문화센터(natsional’no-kul’turnyy 
tsentr)와 14개의 민족문화협회(natsional'no-kul'turnoe obshchestvo) 그리고 2개

의 민족단체(natsional'naya assotsiatsiya)와 5개의 민족간센터(internatsional'nyy 
tsentr)가 활동 중이다(Сапарова 2009). 그러나 센터나 협회, 단체 등의 명칭

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면서 민족별로 구분한 민족문화단체들의 수

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10)

10) 사파로바는 ‘민족문화단체’ 대신 ‘민족문화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민족문
화센터로 통칭되는 조직의 하부에 또 민족문화센터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
다. 본 논문의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카자흐스탄의 민족 문화 발전을 담당하는 조
직의 법적 공식 명칭은 민족문화단체(national cultural associations)이며 조직의 규
모나 설립자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민족문화센터, 민족문화협회, 민족단체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

호
민족

조직수

민족문화센터 민족문화협회 민족단체 민족간센터

1
아제르바이잔

인
2 - - 1

2 그리스인 2 - - -
3 둔간인 2 - - -
4 인구시인 4 - - -
5 유대인 3 - - -
6 독일인 7 9 - 1
7 카자흐인 6 1 - 1
8 고려인 3 2 -
9 중국인 1 - - -

10 쿠르드인 3 - - -
11 러시아인 4 - - 1
12 타타르인 8 - - -
13 터키인 3 - - -
14 우즈베크인 1 - - -
15 우크라이나인 4 - - -
16 체첸인 1 - - -
17 우랄카자크인 - 1 - 1

합 계 69 14 2 5

<표 1> 카자흐스탄의 민족문화단체 현황 (2009년 현재)11)

출처: Сапарова(2009), 91-92.

민족문화단체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고루 분포하며 최대 도시인 알마티의 

경우, 그리스인과 둔간인, 유대인, 독일인, 고려인, 타타르인, 위구르인, 우크

라이나인, 러시아인 그리고 체첸ㆍ인구시인과 중국인의 민족문화센터가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센터에는 민족 관련 자료실과 도서관, 
방송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민족문화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지방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공화국 

11) <표 1>의 ‘민족문화센터’ 항목의 총 합계는 69개이나 제시된 민족 별 조직수를 
모두 합해도 51개이며, 더욱이 고려인 항목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69개에서 51
개를 뺀 나머지 18개는 고려인을 포함한 기타 소수민족들의 민족문화센터일 것으
로 사료된다. 



법무부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 물론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는 법적으로 활동

이 금지된다. 또 국가보안위원회(KNB. 소련 KGB의 후신)가 정기적으로 단체

들의 활동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카자흐스탄의 세미

팔라틴스크에서 타타르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바 있는 다브넬(Davenel 2012: 
19)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타타르인 민족문화단체의 부의장과 만나 다음과 

같은 정보를 들었다고 전한다.

우리는 KNB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우리
가 하는 일을 조사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일일이 물어본다. 정부에 대
한 반대는 없는지까지⋯⋯. 민족단체의 의장들은 모두 훌륭한 정치 교육과 
문화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네 디
아스포라 공동체가 카자흐스탄 안에서 민족에 구애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우
리에게 정부에 대한 반대 같은 것은 없다. 

다브넬은 실제로 만난 타타르인 민족문화단체의 회원들이 정치 활동 참여

를 극력 자제하면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ㆍ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알마티 소재 타타르인 민족문화단체

는 2005년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후보를 지지하도록 타타르인 청년들을 설

득하는 작업을 활발히 전개했다(Davenel 2012: 19). 
각 민족의 민족문화단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카자흐스탄민족회의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화국 정부의 문화부와도 협력한다. 이와 더불어 소수민족 

언어 교육도 민족문화단체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사실 민족어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관용성은 주목할 만한데, 카자흐어가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 발전 차원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제도적으로 보호 및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2011~2012년 

공화국 내 초ㆍ중등학교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이들 언어 교육을 그 수강생 숫자에 따라 나열하면 둔간어(4,853명), 
터키어(4,291명), 위구르어(4076명), 폴란드어(728명), 쿠르드어(463명), 아제르

바이잔어(385명), 한국어(228명), 타타르어(109명) 등의 순이다.12) 

12) Айгуль Какимбековна Садвокасова, “Анализ межэтнической ситу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http://www.group-global.org/ru/lecture/view/4196(검색일: 2014.02.01).



3. 카자흐스탄민족회의의 설치와 역할

소수민족의 관리를 위해 나자르바예프 정권이 마련한 대표적 기구로서 카

자흐스탄민족회의(이하, APK로 표기)를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1995년 3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처음 설치됐으며 전통과 언어를 달리하는 민족들

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민족 간 화합과 갈등 방지를 협의하고 정부에 의

견을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지가 구현된 것

이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민족 국가의 상징적 기구로서 APK를 대

내외에 적극 선전하고 있다. 
APK는 국가기관과 민족문화단체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

며 2011년 현재 35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 기구의 종신 의장인 나자

르바예프 대통령은 두 명의 부의장을 직접 임명하고 기구의 임원들을 선출 

및 해고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소집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설 기구인 평의회(sovet)가 전체회의를 통괄한다. 또 카자흐스탄의 

각 주 및 수도 아스타나 그리고 대도시인 알마티에는 ‘소민족회의’가 설치되

어 있어 주지사(akim) 또는 시장이 의장을 맡는다(현승수 2012a: 124-125). 
인터넷 상에 게재된 APK의 홈페이지에는 동 기구의 최우선 목표를 “민족 

간 조화의 유지 및 민족 문화와 언어의 발전”이라고 명시한다.13) 2002년 4월

에 채택된 ‘2002~2011년 APK의 전략’ 제하의 문서는 APK의 목표가 이미 달

성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전략의 핵심은 “카자흐스탄 정체성의 함양” 즉 

“시민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Davenel 2012: 20).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기구의 명칭이 2007년에 ‘제민족(narodov, peoples)’ 
회의에서 ‘민족(naroda, people)’ 회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APK 부의장 

세르게이 디아첸코(Sergey Diachenko)는 일본의 카자흐스탄 연구자인 오카 나

츠코와의 인터뷰에서 명칭의 변경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 

시간들(1995년 APK가 설립된 이후)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진실로 카자흐스탄 

민족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대해 오카는 “‘민족(people)’을 단수형으로 바꿈

으로써 정부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다양한 민족집단을 하나의 시민적 카

자흐스탄 국민(nation)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13) APK의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assembly.kz. 그러나 2013년 2월 
17일 현재, 동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미상이다. 



고 분석했다(Oka 2009: 23). 
독립 후 20년의 기간은 나자르바예프 정권이 시민적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한 20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2010년에 발표한 ‘카
자흐스탄 국가 통합 독트린’ 제하의 10년 프로그램은 국가와 국민을 일치시키

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독트린 문서 안에는 국민 공통의 정

체성을 만든다는 목표와 함께 “통합이 없이는 국민(Nation)도 없으며, 국민이 

없이는 국가도 없다. 국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적시하고 

있다. 민족 간 화합이 완수되었다고 보았기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카자

흐스탄 시민 각자가 독특한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

써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Davenel 2012: 20). 물론 APK의 역할은 이

러한 국민 통합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미 지적했듯, 각 민족의 민족문화단체는 국가 APK 및 지방의 소민족회의

와 연계되어 활동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족문화단체는 ‘친선회관’이라는 건

물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 건물은 소민족회의의 사무실로도 사용된다. 민족문

화단체의 의장들은 대개 소민족회의의 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 중 일부는 국가 APK의 대의원이기도 하다. 이렇듯 APK가 민족문화단체

와 연계되어 있는 주된 목적은 민족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책을 APK가 자

문하고 이를 민족문화단체들로 하여금 홍보 및 선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2007년 7월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APK의 권

한이 확대되었다. 이 선거법으로 카자흐스탄 의회의 상ㆍ하 양원의 의원수가 

늘었는바, 마질리스(Mazhilis)로 불리는 하원의 의석 가운데 9개 의석은 APK
의 대의원에게 할당된다. 이들 대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처음 마질리스의 대의원에 임명된 APK 대의원은 위구르, 러시아, 우크라

이나, 독일, 벨라루스, 우즈베크, 발카르, 카자흐 그리고 고려인 출신자였다. 
이러한 조치가 공화국 내 소수민족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민족들로부터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 

의도야 어떻든 인구 상 수적으로 큰 민족집단의 대표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 대의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의 독단에 의해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대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들린

다. 선거나 정치 활동이 민족이나 종교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규정

이 무시된 처사라는 지적도 면하기 어렵다(Davenel 2012: 21). 
세나트(Senat), 즉 의회 상원의 경우도 과거 7명의 대의원을 대통령이 임명



하던 것을 2007년 법 개정 이후 15명으로 늘렸다. 현행 선거법 50조 2항은 

그 이유를 “상원에서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한

다. 하지만 당장 임명된 8명의 새로운 대의원 가운데 2명만이 비카자흐계 민

족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유가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Davenel 2012: 
21). 오카는 이들 조치가 결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권한 강

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민족에 기

초한 대의(ethnic representation)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면서 제도화된 것”이라

고 주장한다(Oka 2009: 23). 
2007년 총선거 당시, 카자흐스탄 의회의 상ㆍ하 양원은 대통령 정당인 누

르오탄(Nur Otan)이 전석을 석권했다. 이런 환경 하에서 모든 의원들이 대통

령의 1인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 당연하며 소수민족 출신의 대의원들이 자기 

지역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요컨대 현재의 카자흐스탄 정치 구조 상 소수민족의 대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기는 불가능하다.14)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의사표현과 종교

의 자유, 민족에 대해 발언할 권리 등을 보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정치적인 문화ㆍ언어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III. 카자흐스탄 영내 체첸ㆍ인구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발전

1. 바이나흐 민족

오늘날 러시아연방에 속한 북코카서스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다민족, 다언어 지역이며 인류학의 보고로 불릴 정도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체첸인과 인구시인은 북코카서스 지역에 기원전 3,000년

경부터 거주해 온 코카서스 토착 민족이며 이 두 개의 민족은 원래 ‘바이나

흐’라는 하나의 민족집단에 속해 있다가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분리된 역사

14) 하원에 진출해 있는 APK 대의원들은 ‘자나 카자흐스탄(Zhana Kazakhstan, 새로운 
카자흐스탄)’ 의회 그룹의 멤버들이다. 이 그룹은 민족 간, 종교 간 화합을 공고히 
하고 APK와 의회 및 국가 기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민
족문화단체들과의 관계도 긴밀하다.



를 갖고 있다.15) 체첸인은 러시아연방 내 체치냐공화국에, 인구시인은 인구

셰티야공화국에 주로 거주하지만 역사적으로 거듭된 이산(離散)의 경험으로 

인해 터키, 요르단 등 중동 이슬람 지역과 러시아 내 타 지역에도 적지 않은 

수의 체첸인과 인구시인이 흩어져 살고 있다. 
주로 산악 지대에서 생활을 영위하던 바이나흐인들은 1859년 제정 러시아에 

식민지로 병합되기 전까지 특정 국가에 예속되거나 독자적인 정치체(polity)를 
형성하지 않고 원시적 의미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사회 구조를 유지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씨족제에 기초하면서 관습의 지배를 받는, 계급제가 부재한 산

악민 특유의 공동체였다. 북코카서스 지역 연구자들은 ‘우즈덴(uzden)’ 즉 자유

인을 지상가치로 여기는 바이나흐 민족의 전통이, 타인이나 타 집단의 지배를 

유달리 싫어하고 그들 내부에서조차 지도자를 뽑으려 하지 않았던 바이나흐인들

의 역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체첸인 역사에 정통한 러시아 연구자 말

라셴코와 트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Малашенко и др. 2002: 14).

체첸인 사회의 체제 기반과 체첸인의 인식의 밑바탕에는 평등 의식과 개
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경향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체첸인들은 타 민족 특히 주변 민족들이 다양한 형태로 형
성하고 있던 확고한 정치적 위계제를 갖지 않았으며 또 그들에게는 위계제
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현재 체첸ㆍ인구시인들의 대다수는 이슬람을 신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이들 민족의 이슬람화와는 별개

로, 이미 전통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테이프(teip)’와 ‘아다트(adat)’에 관해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코카서스 연구자인 아르튜노프는 북코카서스

의 다른 지역 민족들과 비교할 때 체첸인과 인구시인들 사이에 ‘코카서스성

(kavkazskost')’이 더욱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표상으로서 바이

나흐인의 씨족 공동체인 테이프와 관습법인 아다트를 들고 있다(Саватеев 
2002: 284). 일반적으로 하나의 테이프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소속되어 있

으며 오늘날 러시아연방에 속한 체치냐공화국 영내에만도 170개 이상의 테

15) 바이나흐란 체첸ㆍ인구시어로 ‘우리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또 일설에 의하면 19
세기 중반, 제정러시아에 저항했던 동부지역의 바이나흐인을 체첸인으로, 또 저항
하지 않았던 서부지역 사람들을 인구시인으로 부르면서 하나의 민족이 두 개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이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씨족 공동체인 만큼 개인이 특정 테

이프에 소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출생에 따라 좌우된다. 각 테이프는 장로들

로 구성되는 ‘헬(khel)’, 즉 지도부를 갖고 있어서 테이프 내부의 분쟁을 해결

하고 테이프 구성원의 사법 처리 등의 업무까지 관장한다.
한편 바이나흐 민족의 전통 관습법인 아다트는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체

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보다 지역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

되어 있는 아다트는, 일반적인 도덕률 외에도 옷입는 법이나 손님 접대 요령, 
연장자와 손아랫사람에 대한 태도, 말을 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규

정한다. 특히 바이나흐 민족의 아다트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이 

‘피의 복수(kanly)’ 전통이다. 이슬람 율법이 제시하는 동가보복의 원칙, 다시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과 상통하기도 하는 피의 복수는, 20세기에 

들어 이를 근절시키려는 소비에트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첸ㆍ
인구시인들의 사회 전통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혹자는 체첸인들이 러시아

와 벌인 두 번에 걸친 전쟁과 이후의 테러를 통한 저항이 피의 복수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Саватеев 2002: 284).
체첸ㆍ인구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전통은 이슬람, 특히 타리카(tariqat)로 불리는 이슬람신비주의 교단이다. 이슬

람이 바이나흐의 땅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가지만 그것이 지역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된 계기는 19세기 제정 러시아

와 지역민들 사이에 전개됐던 코카서스 전쟁이었다. 당시 북코카서스 민족들

의 투쟁(지하드)을 조직하고 지휘했던 이들이 낙쉬반디야(Naqshbandiyya) 이

슬람신비주의 교단의 지도자들이었으며, 1859년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 
이후 소연방에 통합된 뒤 체첸ㆍ인구시인들의 정신문화를 지탱한 것은 카디

리야(Qadiriyya)로 불리는 신비주의 교단이었다. 수피즘(Sufism)으로도 불리는 

이슬람신비주의는 중동 아랍의 정통파 이슬람과는 달리, 샤리아(shariah) 즉 

종교 율법보다 성자숭배와 신인합일 등의 제식, 교단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중시되는 바, 종종 정통파 이슬람으로부터 이단으로 치부되기도 한다.16) 
한편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존속하던 체첸ㆍ인구시자치공화국은 1944년 

강제이주가 시행된 후 일단 사라졌다가 1957년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러던 

16) 체첸인과 인구시인의 이슬람신비주의 교단에 관한 연구는 정세진(2009) 참조.



것이 소연방의 해체 이후인 1992년 6월 체치냐공화국과 인구셰티야공화국으

로 분리되면서 인구시인들은 체첸인들과는 다른 역사 경로를 거치게 된다. 즉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체첸인들이 독립 투쟁을 전개한 것과는 달리 인

구시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러시아연방에 잔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1989년 소연방의 해체 직전에 시작된 체첸인들의 반러시아 독립 투쟁은 1994
년에 발발한 제1차 체첸 전쟁과 1999년의 제2차 체첸 전쟁의 결과 좌절되었

으나, 주지하다시피 체첸인들은 테러와 게릴라전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저

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알카이다(Al-Qaeda) 등 국제 이슬

람 과격파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 이슬람주의 테러 네트워크의 일부로 

변모하였다.17) 

2. 체첸ㆍ인구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859년 제정 러시아에 병합됐던 체첸ㆍ인구시인들은 1917년 러시아제국이 

몰락하자 북코카서스 지역 민족들을 통합하는 독립 ‘북코카서스산악민공화국

(Mountainous Republic of the Northern Caucasus)’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러나 이 지역의 사회주의화를 획책하던 스탈린의 공작이 성공함으로써 북코카

서스 최초의 독립국가는 3년 만인 1921년 붕괴되었으며, 체첸ㆍ인구시인들의 

땅을 비롯한 북코카서스 전 지역이 소비에트연방에 편입되게 된다. 수차례에 

걸친 행정구역의 개편을 거쳐 북코카서스에는 6개의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었으

며 체첸인과 인구시인을 통합한 체첸ㆍ인구시자치공화국도 그 중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소련 침공이 가시화되던 1940년대 초반, 일부 

체첸인들이 북코카서스 점령을 획책하던 독일군에 협력하여 자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었다(Cornell 2000: 198). 그러나 그 규모는 결

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1943년과 1944년의 2년 동안 소비에트 적군이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입대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만 명이 넘는 체첸ㆍ인구시

인들이 소련군의 일원으로 독일군에 맞서 싸웠다. 따라서 소련 정부가 체첸ㆍ
인구시인을 적에게 협력한 민족으로 간주하고 강제이주를 결정한 행위는 비

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17) 체첸 분쟁과 국제 이슬람주의 테러 네트워크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현승수(2004, 
2007) 참조. 



1944년 2월 23일부터 8일 간에 걸쳐 자행된 체첸ㆍ인구시인의 강제이주는 

오늘날까지 이들 두 민족의 집단기억 속에 반러시아적 정서를 강하게 뿌리내

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주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소련국가방위위

원회 위원인 베리야(Lavrentiy P. Beria)였으며, 그 최종 승인자는 스탈린이었

다. 1944년 2월 23일이 디데이(D-day)로 정해진 이유는 그 날이 소비에트적군 

기념일이기 때문이었다. 소련 당국은 행사와 작전 수행을 위해 노동인원이 필

요하다는 핑계로 주민들을 소집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12,000 대의 열차

에 싣고 중앙아시아로 옮겼다. 그 결과, 한 주 동안 387,229명의 체첸인과 

91,250명의 인구시인이 강제이주 당했으며 도중에서 이주민들이 총살당하거나 

소사당한 경우도 허다했다. 또 소연방 해체 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송 중

에 60%의 이주민들이 추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이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이주 후 5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Dunlop 1998: 61).
체첸인과 인구시인의 대다수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오늘날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오늘날의 키르기스

스탄)에 분산 수용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이나 시베리아로 이송된 이들도 있었다. 원래 체첸ㆍ인구시인들

이 거주하던 지역에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연방 소속 이민족들이 입

식되었으며, 체첸ㆍ인구시자치공화국도 지도상에서 모습을 감췄다.18) 
체첸ㆍ인구시인에 대한 소비에트 국가의 ‘징벌’이 해제된 것은 1956년이었

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행한 비밀연설이 그 발단이 되었다. 연설 속에서 흐루시초프

는 전임 서기장인 스탈린의 악행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를 비판했고, 강제이

주를 당한 대부분의 민족들에 대해 명예를 회복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1957년 1월 9일, 소멸됐던 체첸ㆍ인구시자치공화국이 복원되었으며 강제이주

민들이 이주지에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소연방 해체를 전후해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북코카서스의 민족 분쟁은 그 

대부분이 강제이주의 결과로 인해 빚어진 영토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인구시

인과 오세트인, 체르케스인과 카라차이인, 다게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체첸

18) 강제이주는 강제적 집단화 정책과 더불어 1940년대 소련 국내정책의 핵심적 요소
였다. 북코카서스에서는 194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자행된 카라차이인의 강제
이주를 필두로, 1944년 2월 체첸인과 인구시인, 3월에는 발카르인들이 강제이주로 
인해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아킨인(체첸인의 한 분파)과 라크인 사이의 분쟁은 모두 강제이주에 연원을 

갖고 있다.19) 특히 오늘날 다게스탄 공화국에 속하는 체첸아킨인의 거주 지

역은 전통적으로 체첸인의 영토였으며 1944년의 강제이주 전까지는 체첸ㆍ인

구시자치공화국에 속해 있었다. 체첸인들이 이주당한 후, 다게스탄의 소수민

족인 라크인들이 이 땅에 강제로 입식되었는바, 체첸아킨인들이 돌아온 이후

에도 이 지역은 체첸ㆍ인구시공화국에 반환되지 못하고 있어 두 민족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3. 소비에트기 카자흐스탄의 체첸ㆍ인구시인

오늘날 카자흐스탄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체첸인과 인구시인은 

특별히 카자흐인이나 기타 민족들에 동화 혹은 흡수되지 않고 자민족의 정체

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으로 손꼽힌다(Ермекбаев 2009: 324). 이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이미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었는바, 그래서 체첸ㆍ인구

시인이 카자흐인은 물론 다른 민족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비협조적이며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이 사실이다.20) 이들 두 민족의 경우, 족

외혼의 사례가 매우 드물며 러시아어나 카자흐어 구사력이 타 민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당시의 기록이 적지 않다(Ермекбаев 2009: 325).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고찰했듯 강

제이주를 통해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다. 즉, 고통을 수반하며 이국땅에 

내던져진 민족들이 흔히 보여주는 특유의 강인한 공동체 의식이 작용한 때문

이다. 또 하나는 그들의 종교, 다시 말해 이슬람의 영향이다. 체첸인과 인구시

인은 전통적으로 토착 이슬신비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으며 ‘타리카’로 

불리는 이슬람신비주의 교단은 이국에서 체첸ㆍ인구시인들이 자기 민족의 정

19) 인구시인과 오세트인 사이의 민족ㆍ영토 갈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현승수
(2012b: 347-350) 참조.

20) 러시아의 민족문제 권위자인 티시코프(Tishkov 1997: 193)는 강제이주 당한 체첸인
들과 관련해 일종의 ‘공식적인 신화’가 소련 사회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신화란 체첸인들의 유별난 고지( )에 대한 애착, 조상의 묘소에 대한 숭배, 
고지로 귀환하고자 하는 불굴의 열망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티시코프는 소비에트 
당국이 부정적인 체첸인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 및 재생산 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과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체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
었고 체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더욱 주변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다. 



체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체첸인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연관성이 운위(云謂)되는 현 상황을 생각할 

때, 체첸인들의 종교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분석이 있다. 러시아의 체첸

문제 권위인 말라셴코는, 체첸인들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성전(지하드)의 

이념이 강제이주를 계기로 모습을 감추었다고 주장한다. 한 순간에 디아스포

라로 전락해 버린 체첸인들이 이주 이후 종교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면서 지도층 레벨에서는 이

주지에서도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관습법(아다

트) 전통이 디아스포라 내에서 중시된 결과, 이때부터 체첸인 사회는 샤리아보

다 아다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한다(Малашенко 1998: 165).
이와는 반대로 체첸인 연구자인 아카예프는 이주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수

피 교단에 대한 소비에트 당국의 탄압이 계속되었으며 종교에 헌신적인 종교

인들은 종종 시베리아 등지로 유형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주

지에서도 이슬람 신비주의 교단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것이

다. 오늘날 공개되는 소비에트 시기의 문서를 통해 아카예프의 주장이 그르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들이 발굴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카자흐 공화국 내 

체첸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새로운 수피 지단(支團. 교단의 하부조직)이 조

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체첸인의 종교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50년대에 카자흐공화국 첼리노그라드(오늘날의 아크몰

린스크) 주에 거주하는 체첸인들 사이에 비스하지(Vis-khazhi) 지단이 조직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 지단은 아크몰린스크 주의 

체첸인 공동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 체치냐공화국 안에도 다수

의 신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Прозоров 1999: 23-24). 
이주 초기에 체첸ㆍ인구시인들은 주로 탈디쿠르간이나 남카자흐스탄 주에 

정착했고 이후 아티라우 주 등지로 거주지가 확대되어 나갔다. 대다수는 소비

에트 식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 소속되었지만, 전문성을 가진 일부는 석유 

산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두 민족의 고지인 체치냐와 인구

셰티야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현재까지 석유의 채굴 및 정제 등 석유 관련 산

업이 번성한 곳이며, 따라서 그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 이들도 

주로 석유 산업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었다. 특히 체첸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아티라우 주와 서카자흐스탄 주는 카자흐공화국 유수의 석유 매장 지대로서 

이곳에서 석유 산업에 투입된 체첸인들은 석유 관련 공장 및 시설 또는 ‘카자



흐스탄네프티카자흐공화국 석유회사)’나 소련석유산업부 등 현지 기관에서 근

무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석유 관련 노동 증산 영웅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상철 2010: 137-138). 
한편 카자흐공화국 중북부나 동부 지역에 정착한 체첸ㆍ인구시인들은 농업

이나 건축 그리고 공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

던 동카자흐스탄 주의 공업 지대에서는 이들 민족의 이주가 노동력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소비에트 시기 카자흐공화국 영내 체첸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김상철(2010: 137-144)은, 이주지에서 체첸ㆍ인구시인들의 정착 과정은 그들이 

이주 전에 영위하던 경제 활동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

적한다. 다시 말해서 석유 산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카자흐공화국에서도 석유 

산업에 투입되었고 농업 종사자는 농업에, 또 건설업 종사자는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이주 당한 여타 민족들과는 차별되는 체첸ㆍ
인구시인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 하나였으며, 1957년 고지로의 귀환이 허용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카자흐공화국에 남아 기술을 전수하고 공화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이 적지 않다. 

IV. 독립 카자흐스탄 영내 체첸ㆍ인구시인 디아스포라의 활동

1. 민족문화단체의 설립과 운영

카자흐스탄에서 최초의 체첸인, 인구시인 사회단체가 조직된 것은 1989년 

알마티에서의 일이다. 당시에는 아직 소연방이 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체

첸인과 인구시인은 함께 체첸ㆍ인구시자치공화국을 구성하고 있었고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들 두 개 민족은 ‘체첸ㆍ인구시민족문화단체’라는 하나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했다. 하지만 동 단체는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활동

을 중지했다가 1995년에 ‘체첸ㆍ인구시민족문화발전단체’라는 이름으로 카자

흐스탄 법무부에 재등록하게 된다. 단지 이 조직은 체첸인과 인구시인이 개별

적으로 대표부를 구성하고 두 민족 대표가 공동의장을 두는 형식을 취함으로

써, 공식적으로 분리된 체치냐공화국과 인구셰티야공화국의 지위를 반영했다. 
아스타나 시에 본부를 갖고 ‘바이나흐(Vaynakh)’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동 



단체명 설립 시기 단체장 비고

알마티 문화센터
‘다이모흐(Daymokh)’ 1995년 2월

아부카심 하잘리예프 
(Abu-Kasym Khazhaliev)

알마티 
소재 소ANK 

회원

아티라우 체첸ㆍ인구시문화센터 
‘바이나흐’ 1995년 2월

세이타민 아카예프
(Seytamin Akaev)

코스타나이 체첸ㆍ인구시문화센터
‘바이나흐’ 1995년 2월

엘브루스 티마예프
(El’brus Timaev)

ANK 회원
주 소재 소 

ANK 회원

카라간다 시 체첸ㆍ인구시문화센터
‘바이나흐’ 2010년 5월

우바이스 자나예프
(Uvays Dzhanaev)

주 소재 소 
ANK 회원

단체에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활동하는 체첸인과 인구시인의 민족문화단체가 

모두 가입돼 있으며 첫 공동의장은 안데르베크 얀다로프(Anderbek Yandarov)
와 술탄 오즈도예프(Sultan Ozdoev)로서 두 사람 모두 학자 출신이었다. 1997
년에는 아흐메트 무라도프(Akhmet Muradov)가 체첸인 측의 의장직을 승계했

으며 술탄 오즈도예프는 연임됐다. 현재 동 단체는 카자흐스탄민족회의의 회원

으로 참가하며, 단체에 가입해 있는 각 주의 체첸ㆍ인구시인 민족문화센터들 

역시 카자흐스탄민족회의에 참가한다(Ермекбаев 2009: 274-275). <표 2>는 카

자흐스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체첸ㆍ인구시인 민족문화센터들의 대강을 보

여준다. 단지 이 도표 안의 단체들은 규모가 큰 조직만 보여주고 있으며 주 

단위나 그보다 더 작은 지역 단위의 단체는 실태 파악이 힘들다. 

<표 2> 카자흐스탄 영내 체첸ㆍ인구시인 민족문화센터 

출처: http://vainah.kz/ ; http://www.vainahkrg.kz/(검색일: 2014.02.09).

‘바이나흐’의 활동이 여타 소수민족 단체보다 주목받는 것은 바로 체첸 분쟁 

때문이다. 동 분쟁을 피해 탈출한 체첸인 난민들이 카자흐스탄으로도 흘러들어 

왔으며 이 때 ‘바이나흐’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체첸 측 의장을 역임하

고 있는 무라도프의 기여한 바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1951년 카

자흐스탄에서 태어나 1957년 고국인 체치냐로 이주하여 그로즈니석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 ‘만기실라크네프티(Mangyshlakneft')’ 석

유회사에서 석유 시추 기사로 일했다. 소연방 해체가 가시화되던 1990년에 그



는 만기스타우 주에서 체첸ㆍ인구시민족문화센터 설립을 주도했고 이후 ‘바이

나흐’의 공동의장으로서 카자흐스탄민족회의 평의회 회원이며 세계체첸인대회

의 부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바이나흐’의 인구시인 대표부의 형성에는 카자흐스탄 내 인구시인 커

뮤니티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장로(長老) 위원회(Sovet stareyshin)’가 주도적

인 역할을 했으며 인구시인 대표부의 공동의장인 오즈도예프는 특별히 인구

시어와 인구시 민족문화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

환으로 1998년에 설립된 ‘인구시일요학교’는 초급, 중급, 고급 3개 반으로 구

성되며 일요일마다 카자흐스탄민족회의 산하 친선회관(Dom druzhby)에서 수

업을 진행한다. 
민족어 교육과 민족문화 전파를 위해 운영하는 일요학교는 체첸인 공동체

에서도 어렵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사례를 들자면 서카자흐스탄 주에서 활동

하는 지역 민족문화센터 ‘바이나흐’는 우랄스크 시의 중등학교 한 채를 빌려 

1990년대 초부터 체첸인 일요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교수법에 정통한 교사를 

초빙하지 못하는 바람에 학교는 곧 문을 닫게 됐다. 그러던 것이 1995년 초 

체첸 분쟁 발발과 함께 난을 피해 이주해 온 체첸인 난민들 가운데 체치냐

공화국 베데노 구의 엘리스탄지(Elistanzhi) 마을 출신의 타이수모바 주라 하

사노브나(Taysumova Zura Khasanovna)라는 이름의 여교사가 일요학교를 부

흥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Ермекбаев 2009: 278-279).21)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현재는 서카자흐스탄 주 뿐만 아니라 동카자흐스탄과 북카자흐

스탄 주 그리고 알마티에도 체첸인 일요학교가 활동하고 있다.22) 
체첸 분쟁이 종식되고 체치냐공화국의 상황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체치냐

공화국과 체첸인 디아스포라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졌는데 특별히 체치냐공화

국 대통령인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가 카자흐스탄 영내 체첸인 디아

스포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그의 할아버지가 카자흐스

탄으로 강제이주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카라간다 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일찍이 2007년 6월 카디로프 대통

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성사되었으며 2012년 4월에는 체치냐공화국 의회 의

장인 살만 자크리예프(Salman Zakriev)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특히 자크

21) 서카자흐스탄 주에는 약 2,000명의 체첸 및 인구시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http://www.rusnauka.com/14_ENXXI_2013/Istoria/2_137851.doc.htm(검색일: 2014.02.10).



리예프 의장은 카자흐스탄 내 체첸인 공동체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무엇보다 

체치냐공화국 수도 그로즈니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간 정기 항공 노선

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현지에서 많이 들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크

리예프는 카자흐스탄 체첸인들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국(체치냐공화국)
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스포츠 선수들도 체치냐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카디로프 대통령을 움직였고 한 달도 안되서 아스

타나와 그로즈니 간 정기 항공 노선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23) 
한편, 인구시인 공동체 역시 고국인 러시아연방 인구셰티야공화국과의 친선 

교류가 일찍부터 활발했다. 일례로 2006년에는 강제이주 애도의 날 행사에 참석

하기 위해 인구셰티야에서 고위급 사절단이 파견됐다. 여기에는 인구셰티야공화

국 수도 마가스 시의 시장 메르조예프(V. Merzhoev)와 인구셰티야공화국 대통령

의 보좌관을 비롯해 공화국 최고의 이슬람교 권위자인 부(副)무프티(mufti) 자지

코프(K. Dzyazikov), 국립문서보관국 국장 그리고 문화공연단 등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에 강제이주 당한 체첸인과 인구시인을 

기념하여 설치하는 기념비(sagia) 설립, 카자흐스탄의 여러 국가 및 사회 단체와

의 교류, 강제이주 관련 문서의 보관을 담당하는 재단의 방문, 인구시인 학생들

을 위한 인구시어 교과서의 지원 등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수도 아스타나

는 물론 파블로다르, 슈친스크, 콕셰타우 등 도시도 방문하고 돌아갔다.

2. 체첸ㆍ인구시인 디아스포라와 정치 

현재 체첸ㆍ인구시인 민족문화단체인 ‘바이나흐’는 카자흐스탄민족회의(ANK)
의 회원이며 이들 단체의 산하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 민족문화센터의 장들 대

다수도 ANK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이 체첸ㆍ인구시

인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설립도, 또 민족 갈등이나 자민족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

제제기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체첸ㆍ인구시인들의 

정치 활동은 ANK에서 갖는 대의성이 유일하다. 
ANK와 체첸인을 연결시켜 주는 사례로서 주목할 것은 러시아연방 내 체

23) http://checheninfo.ru/7075-r-kadyrov-podderzhit-chechencev-kazahstana.html(검색일: 
2014.02.11). 



치냐공화국에도 ANK를 모방하여 만든 ‘체첸민족회의’가 정부에 의해 설립되

었고 양국 민족회의 사이에 교류가 눈에 띠게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유사한 다민족 구성을 갖는 옛 소련 지역 국가들에게 카자흐스탄의 

민족 정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카자흐스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24)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에 실시된 카자흐스탄 의회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체첸인 출신자가 국회의원에 선출된 사건 역시 체첸ㆍ인구시인 

디아스포라의 기념할 만한 쾌거로 기억되고 있다. 이 선거에서는 법에 따

라 ANK가 총 9명의 대의원을 추천했으며 이 가운데 체첸인인 아흐마트 

무라도프가 포함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무라도프는 ‘바이나흐’의 공

동 의장을 역임하면서 체첸인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로서 바이

나흐인 공동체 안에서 큰 존경을 받아 왔다. 흥미로운 것은 동 사건이 체

치냐공화국에서도 체첸인의 활약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크게 다루어졌다

는 사실이다.25) 이러한 성과들이 계기가 되어 2012년 5월에는 ANK 부의

장인 예랄리 투그자노프(Eraly Tugzhanov)가 이끄는 ANK 대표단이 체치

냐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그로즈니와 구데르메스, 아르군 등 대도시를 

순방하는 한편 공화국 대통령이자 체첸민족회의 의장인 카디로프와 회담

하고 양국 민족회의 간 협력 협정에 서명하는 행사도 개최했다.26) 
앞 장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소비에트 시기부터 독립 카자흐스탄 시기인 오

늘에 이르기까지 체첸ㆍ인구시인들이 타 민족에 비해 배타적이며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카자흐스탄 사회에 존재한다. 이는 체첸ㆍ인구

시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인바, 이들 공동체가 본국 귀환자의 증가로 크

게 감소한 이후 주로 알마타 주, 아크몰린스크 주, 심켄트 주, 만기스탄우 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이기도 한

다.27) 위에서 인용한 예르메크바예프의 저서 카자흐스탄의 체첸인과 인구시

인에서도 본문 곳곳에 체첸인과 인구시인의 고립성과 배타성, 타민족에 동화

24) http://www.z001.kz/article/view?id=335(검색일: 2014.02.10).
25) http://checheninfo.ru/10367-rukovoditel-chechenskoy-diaspory-v-kazahstane-izbran- 

deputatom-parlamenta.html(검색일: 2014.02.11).
26) http://checheninfo.ru/12332-chechnyu-s-vizitom-edet-delegaciya-assamblei-naroda- 

kazahstana.html(검색일: 2014.02.11).
27) http://www.rusnauka.com/14_ENXXI_2013/Istoria/2_137851.doc.htm(검색일: 2014.02.10).



되지 않는 자주성에 대한 지적이 발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 

두 민족이 주변 민족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의 민족 간 화합 정책

에 적극 호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기술이 자주 보인다(Ермекбаев 
2009: 296, 336-337). 그 사례로서 예르메크바예프는 알마타 주 사르칸드 지구

에서 전통적으로 기념하는 ‘아울 문화의 날’ 행사를 들고 있다. 아울이란 역사

적으로 형성된 바이나흐인들의 마을이며 이 지역에서는 벌써 수십 년 동안 바

이나흐 민족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주축이 된 기념행사를 모든 소수민족들이 

축하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샤긴 관구의 체첸인민

족문화센터의 마고메드 히티나예프(Magomed Khitinaev)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Ермекбаев 2009: 337).

우리 농촌 관구에는 13개의 민족이 거주한다. 일부 민족의 경우, 예를 들
어 체첸인, 고려인, 독일인 등은 1930~40년대의 가혹한 역사의 운명으로 인
해 이 곳으로 주거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는 이 땅이 진정한 
자신의 고향이 되었다. 성실하게 일했으며 아이들을 양육했고 민족으로 나
뉘어 다투지 않았다. 다행히도 우리들 사이에는 그 어떤 반목이나 불화도 
없었다. 처녀들은 다른 민족 남성들에게 기꺼이 시집을 갔으며 우리는 합의
와 우호 속에서 하나의 다민족 가족(internatsional'naya sem'ya)으로 지내고 
있다. 모든 행사는 함께 치룬다. 우리는 악사칼 회의라는 것을 갖고 있고 여
기에서 모든 분쟁사를 해결한다. 옌베크시카자흐(Enbekshikazakh) 지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대단히 힘들었다. 청년 세대의 미래가 걱정이다. 따라
서 청년층의 교육이 큰 의미를 갖는다. 

 
예르메크바예프는 옌비크시카자흐 지구에 있는 무칸 톨레바예프라는 이름

의 마을에 카자흐인 여성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체첸인 여성이나 

카자흐인과 러시아인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는 체첸인 여성

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여성들이 아울 문화의 날 축제에서 카자흐어로 노

래를 불렀다고 소개한다. 또 이 행사에서는 카자흐 청년들이 바이나흐의 전통

춤인 레즈긴카(lezginka)를 피로했다고도 전하고 있다(Ермекбаев 2009: 337). 
하지만 카자흐스탄 독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첸인들과 주변 민족 간 갈

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07년 3월 알마아타 주 말

로보드노예 마을에서 발생한 체첸인과 카자흐인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며 총

격전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위

에서 인용한 히티나예프 의장의 발언 중에 언급된 옌베크시카자흐 지구 사건



이란 바로 이 사건을 지칭한다. 
이에 대해 예르메크바예프는 민족 간 갈등처럼 보이지만 외양만 그럴 뿐 사

건의 원인은 지역 차원의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현지 당국의 지역 정책이 주요

인이라는 것이다(Ермекбаев 2009: 197). 당시 카자흐스탄 언론들도 이 사건을 

민족 갈등이 아닌, 주민들 사이의 견해차가 비화된 물리적 충돌로 해석했으며 

또 이 사건이 더 큰 민족 갈등의 화근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민족 

간 화합에 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선전은 언론에도 영향을 주어 공화국 내 민

족들 사이의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28) 특히 

체첸 분쟁과 테러리즘의 주역으로서 체첸인들의 동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돼 있는 최근의 상황은 카자흐스탄 영내 체첸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카자흐 정

부의 경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당국이 체첸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담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은 자명하다. 
한편, 체첸 분쟁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 난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2004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영내 체첸인 난민의 수는 최소 3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불법 입국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게 유엔 측의 분석이다. 카자흐스탄

의 현행법은 난민의 지위를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을 의

탁하기 위해 정식 경로를 통하지 않고 밀입국하는 체첸인 난민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속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는 체첸 분쟁을 피해 체치냐공화국 영

외로 도피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체첸 

분쟁을 ‘전쟁’이 아닌 ‘대테러작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난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9) 러시아와의 관계를 외교의 최우선으로 설정하

는 나자르바예프 정부로서는 체첸 난민의 처리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체첸ㆍ인구시인들은 

28) 카자흐스탄 설문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마을에
서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에 해당하
는 63.9%의 응답자가 “조용하고 갈등 없는 관계”라고 답했다. 또 26.0%는 “우호적
이고 형제 같은 관계”라고 대답했다. “다양한 수준에서 민족 간 긴장 관계가 존재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 미만이었다(Садвокасова). 

29) http://www.neweurasia.net/ru/cross-regional-and-blogosphere/чеченцы-в-казахстане/
(검색일: 2014.1.11).



그 어떤 반정부적인 성향 혹은 타민족 배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초기에 유행처럼 번졌던 소수민족들의 독립 혹은 자치운

동이 체첸인과 인구시인들 사이에서 전개된 바도 없으며, 또 위에서 본 소수

의 사례를 제외하면 카자흐인이나 타민족들과의 물리적 갈등의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이는 카자흐스탄 내 체첸ㆍ인구시인들이 정치화되기에는 수적으로 

너무 적으며 더욱이 그 수는 소연방 해체를 전후해 본국으로의 귀환자가 증가

하면서 더욱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체첸 분

쟁 등 고국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카자흐스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디아스포

라의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농촌 마을에 거주

하는 체첸인들의 다수가 카자흐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는 사례에서도 보

듯, 이들 두 개 민족 디아스포라가 자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카자

흐스탄 국가 정체성을 수용하는, 이른바 ‘이중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Ермекбаев 2009: 280). 

V. 나가는 말

본문에서 언급한 카자흐스탄 국내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민족에 관계

없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이들의 약 90%가 스스로를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스로 카자흐스탄 국민임을 자부하게 하

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공동의 조국, 29.4%가 제

민족의 평등, 22.3%가 역사적 운명의 공유라고 답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

이 20%였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민족 간 분쟁이나 갈등과 관련된 사례는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들며, 이는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었던 체첸ㆍ인구시인 디아스포라

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

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명목 민족인 카자흐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들의 인구 구성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카

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2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비카자흐계 민족들 가운데 가

장 큰 인구수를 가진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등 슬라브계 인구가 대폭 



감소한 현상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건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정도였다. 
체첸ㆍ인구시인을 비롯한 여타 소수민족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민족정책 전략, 특히 소수민족들의 정치성을 억

제하고 이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전략이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된다. 정체성이 희박했던 카자흐 민족이 언어와 문화의 부흥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문화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복원되고 있으며, 정부는 소수민족들에게 다양한 제전과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선양하고 있

다. 또 여기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민족문화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다민족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 비전이 민족이 

아닌, 시민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기

회 있을 때마다 표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민족회의의 명칭이 민족들이라는 

‘복수형’에서 민족이라는 ‘단수형’으로 변경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카자흐 

민족의 국가가 아닌 카자흐스탄 국민의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이 현 카자흐스

탄 정권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민족 간 화합과 균형을 구현하는 기제로서 카

자흐스탄민족회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민족 사회일 수밖에 

없는 옛 소연방 지역 국가들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가 지적하듯, 상기한 요인들이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민족문제 

관리 전략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민족 간 조화를 지나치

게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 정

권의 민족 정책을 무리없이 수용하면서 민족 화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카

자흐스탄 내 소수민족들의 의지도 오늘날 다민족 사회 카자흐스탄의 모범적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관용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민족 갈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소수민족 구성원들의 의지는 제정 러시아 시기

로부터 소비에트 정권을 거쳐 독립 공화국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

탄 내 130개 민족이 경험해야 했던 역사와 전통의 소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용성의 전통 없이 정치적 제도만으로 민족문제를 억제

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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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thnic Minority Policies in Kazakhstan: 
Focusing on the Chechen and Ingush Diaspora 

 Hyun, Seungsoo*

In Kazakhstan,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minority policy of the 
Nazarbayev regime is largely successful. The process of linguistic and cultural 
revival of ethnic Kazakhs is under way everywhere. At the same time, ethnic 
minorities have also more opportunities to foster their own cultures and 
languages. While emphasizing unity and harmony among ethnic groups, the 
Kazakhstani state has announced a vision of itself, basically as the 
multi-ethnic Eurasian nation. However,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ethnic 
minorities and their political demands are legally prohibited. Actions or 
remarks that would be considered by the authorities to incite ethnic hatred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based on ethnicity are not allowed. 
Demands made in the name of ethnicity are strictly limited to only the field 
of culture. Why did ethnicity fail to emerge as an arena of conflict in 
Kazakhsta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paper focuses on Chechen and 
Ingush people in Kazakhstan, who were forced to emigrate to Central Asia 
under Stalin’s deportation policy in 1944. While many of them returned to 
their homeland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35,000 Chechens 
and 18,000 Ingushes still remain in Kazakhstan.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analyze a non-political sphere of Chechen and Ingush minorities, and 
attempts to reveal the political reality they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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