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내전과 그 이후:
민족주의,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정 재 원*

- 개요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와 이슬람, 지역주의, 족벌(clan), 우즈벡 민족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체제전환 및 내전, 그리고 종전 이후 국민 국가
건설 등 최근까지의 타지크 정치사회적 변화의 핵심으로 타지크 민족주의
적 요소가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체제전환기와 내전에 이르는 기간
자유주의 정치세력에서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항 세
력의 공통적 분모는 타지크 민족주의였으며, 내전 이후 옛 공산정권과는 달
리, 라흐몬의 권위주의 정부가 민족주의의 의제들 중 상당부분을 수용하면
서 저항 세력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소
련 체제 붕괴 시기 반공산 민주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였던 자유주의와 민족
주의는 각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외피와 시장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이후
그 급진성을 상실하거나 국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 라흐몬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됨으로써 그 진보적 성격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
이하고 있다. 지역과 족벌, 종교 등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로 전환할 때만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할 때, 독특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던 타지크 이슬람 정치 세력의 부침과 새로운 정치 세
력의 등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슬람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 가
능성에 대한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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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사건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일
어났던 민주화 운동들은 물론 2000년대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에서의 소위
‘색깔 혁명’, 그리고 중동에서의 ‘아랍의 봄’ 등 소위 세계 주변부에서의 ‘민주
화 혁명’은 많은 이들에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계의 많은 지역
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퇴보로 귀결되곤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슬람 지역인 중동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극심한 혼란 속에서 여러 다양한 반독재 저항세력들 중에서도 온건
한 저항세력들은 항쟁 과정에서 소수파로 전락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범
죄적 요소와 결합하며 주도권을 장악하는 공통적인 경향들을 보여 주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비록 소련 지배 하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이슬람이 세속화되었고, 지금까지도 민족 간 갈등이나 수니
와 시아파와 같은 종파 간의 갈등은 크지 않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반군이 한 축을 이루는 내전을 겪었고, 이슬람 정당이 합법화된 국가
로서 이슬람적 요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탈레반과 알카에다, 그리고 최근에는 IS 등 이슬람근본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
스탄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중아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이슬람의 성격과 역할의
민주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비록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탄압도 점차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타지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정치세력의 극단주의화
가 저항 세력과 시민사회 스스로에 의해 저지되어 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본 논문은 체제전환 신생 국가이자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요인
이 정치변동이나 사회변혁과정 속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타지키스탄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타지키스탄에서 일어났던 탈소비에트 민주
화 과정에서 벌어진 내전, 그리고 종전 이후 성립된 협약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
고 있는 타지키스탄에서의 민주주의의 전망을 가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타지키스탄 내전을 ‘친공산 정부군 대 이슬람 근본주의 반군의

대결’과 같이 이념적 대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이념적 대결로 보이는 내전의 실질적 원인은 지역적 대립의 근거
인 족벌 정치(clan politics)에 있었다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 본 논문은 체제
전환 및 내전, 그리고 내전 이후 최근까지의 타지크 정치사회적 변화의 핵심
으로 타지크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체제전환기 자유
주의에서 이슬람주의까지 다양한 저항 세력의 공통적 분모는 타지크 민족주
의였으며, 내전 이후 옛 공산정권과는 달리, 라흐몬의 권위주의 정부가 민족
주의의 의제들 중 상당부분을 수용하면서 저항 세력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전 당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내전
이후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도 타지키
스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그 어느 요인보다도 소련 사회주의의 경험이 더욱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자명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 이외의
다른 미세한 측면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보강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항 이데올로기에서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변화
되고 있는 정치적 이슬람의 전 세계 보편적인 경향, 그리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권위주의 정권과의 대립 속에서도 독특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던 타지크 이슬
람 정치 세력의 존재가 이슬람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족주의가 의미를 상실한 현재 어떠한 대안적 정치 세력
이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2. 이슬람 지역 탈소비에트 국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민족주의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금까지 비서구 주변부 세계에서의 정치와 사회변화의 주요 관심사는 반
제국주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 운동 혹은 혁명 운동을
포함한 급진적인 사회 운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비서구 주변부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 역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나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비서구 주변부 지
역에서의 소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

심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종교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였다. 특히 종교사회학에서는 개별적인 종교들의 성격이나 원
리 자체가 아니라, 종교 일반의 근대적 양태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특히 서구의 종교, 즉 프로테스탄트나 카톨릭의 사례를 들어 종교는
세속화로 특징지어지는 근대화와 함께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조차 근본주의적 경향이 대두되고, 신종교 운동 등의 등장
으로 인해 종교의 역동성이 강조되면서 종교사회학의 오랜 설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바로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가 있다. 넓은 의미에
서 이슬람 역시 이러한 보편적 이론적 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와 종교 간의 문제 중 특히 민주주의 문제는 많은 설명을 요한다. 특히
종교 중에서도 이슬람이 압도적인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슬람 지역에서의 저항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 이
슬람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고,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논의가 압도적 다수가 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주
목을 받지 못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서구 주도의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
적이며 서구식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좌파들은 부패한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이슬람의 저항적 성격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러한
논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는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슬람주의
등과는 달리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
의는 소수의 서구주의적 지식인들 혹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이념으로만
남아 있었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도 국가가 앞장서서 위로부
터 도입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민주주의가 서구적인 것으로 인식
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피식민 사회의 과제는 서구에 대
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정체성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서구의 다른 식민지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종교 등의 문제로
격렬하고 직접적인 대립을 겪어 왔으며, 영토적으로 가장 인접한 식민지였던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회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폭동이나 테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즉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제도

를 도입했으나 사실상 일당 통치인 이들 국가에서 많은 정치세력들이 비제도
권적, 비합법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서구적/반서구
적, 세속주의적/이슬람주의적 정권을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정권과 정당 정치의
저발전 등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 지역에서 정치는 제도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의 정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이슬람 세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해석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즉 민주주의는 이슬람 지역의 비민주적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판 혹은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이슬람 사회 죽이기 정도로 파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슬람 세계에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민주주의는 서구로부
터 도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서구에 의해 강압
적인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는지,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심지어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종교학적인 논의는 배제한다. 또한 실질
적 민주주의가 아닌 제도적,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제한하더라도 민주주의
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의 제도화 과정이 이슬람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는 무엇인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지배 엘리트의 역할 중심의 연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슬람 지역의 경우 민주주의
의 핵심 축인 저항 세력들 중 이슬람 세력들의 정치세력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지의 여부가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슬람
급진 세력들의 탈급진화와 제도권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급진적 정치세력의 온건화를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
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 정치 내의 제도적 구속력과 선거 강제력으로 인
해 급진적인 정치세력이 자연스럽게 온건화되는 정치과정을 겪는다는 주장이
있다(Diamond, Linz and Lipset eds. 1995; Lijphart 1999; Linz and Stepan
1996; Sartori 1997). 민주주의의 점진적인 학습효과를 강조하는 이 주장에 따
르면, 급진적인 정치세력은 공적인 경쟁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선거와 의

회 체제의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인식의 변
화를 겪게 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수정하게 된다. 또한 합의
와 규범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다당제 경쟁제도로 편입하게 되면 급진
적 정치세력은 현실정치 속으로 편입되면서 유권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급진적 정치세력은 합법적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제도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조정해 나가게 만들
기 때문에 행위자는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온건화는 제도적 민주주의적 체제 속으로의 편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참여에 따라 온건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
로 197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급진적 좌파 정치세력들이 제도권으로의 편입 이후 다양
한 계급과 집단들과의 접촉을 통해 협상이나 타협의 기술을 체득해 나가면서
이들의 민주주의 학습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Bermeo 1992: 227-229).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실증적인 정치제도의 기능적 역
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은 정치제도 내 힘의 불균형적 배분관계를 둘러싼
갈등, 역동적 상호작용, 구조적 규정성을 분석의 중심에 두는 역사적 제도주
의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이슬람 정당이 군부에 의해 여러
차례 해산되면서도 이슬람 정당에게 연립 정부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
문에 결국 체제 내에서의 온건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급진적 정치세력이 온건화
되는 것은 체제 편입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행위자의 신중한
계산에 따른 전략적 행동의 결과이다(Bates 2004; Knight 1992; Levi 2005;
North 1990, Katznelson and Weingast 2005).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20세기 초
유럽에서 나타났던 좌파 세력의 온건화 현상은 이익과 손해를 철저하게 계산
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통선거권의 도입으로 인
해 급진적 좌파 정치 세력들은 노동자 계급 일부만이 아닌, 대중적 지지를 얻
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좌파 세력들은 선거를 통한 사회
체제변화를 확신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정치체제 속으로의 진입을 위한 탈급진
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 사회소유체제의 변혁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진한 사회주의적 정책들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좌파 정치 세력들은 국유화 등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포
기하거나 완화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

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낮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상당수의 비중
심부 비서구 국가들에서의 급진 정치 세력들의 온건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이러한 합리적 제도 선택 이론은 매우 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중동의 대부
분의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제도화하는 등 선거 권위
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구 소련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에 실증적 제도주의
에서 강조하는 민주적 학습의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
리적 선택 접근법에 따를 경우, 선거 권위주의 정권 하이긴 하지만 그러한 형
식적 민주주의 제도의 틀 속에서 제공되는 제한적인 기회는 급진적인 정치세
력들에게 전략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구조를 제공하게 된다. 왜냐하면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을 제한하는 정치적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
로 탈급진화 혹은 온건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Bueno de Mesquita et al. 2003;
Katznelson and Weingast 2005).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사례는 제한된 제도적 개방 하에서 급진 세력의 온
건화가 일어난 사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전제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양태
를 보인다. 구 소련 시기 반공산 민주화 운동들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
리고 이슬람주의 운동들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운동의 부
활과 활성화로 이어졌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제도적 개방은 큰 폭으로 일어
났는데, 바로 그러한 개방이 일어나려는 순간 내전으로 이어졌고, 내전의 결
과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개방이 강제되어져 내전으로 피로감을 느낀 급진 세
력은 급속하게 온건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온건화는 기존 지배 엘리트가 제도적 개방을 제한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이는 중요한 차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내전 직후 협상의
결과 제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나마 개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일정정도의
지지율을 자랑했던 급진 정치 세력의 급격한 탈급진화가 일어나 제도 정치에
참여했지만, 선거 정치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급속하게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의 두 가지 접근법은 정치 세력의 온건화의 시점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주지는 못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제도주의적
접근법보다 다양한 형태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설명하는 접근법들도 존재
한다. 특히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화를 통해 이슬람 정치 세력
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주목한다. 그러나 세계화를 정의하는 방법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세계화라는 과정 속에서 이슬람과 관련해

서는 논자에 따라 ‘이슬람의 온건화’와 ‘이슬람의 급진화’ 등 서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
이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에 관한 논쟁은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로 중동
지방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배경과는 사뭇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중앙
아시아, 그 중에서도 타지키스탄에서의 내전과 이슬람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접근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자본
주의 체제로의 체제전환 자체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중심부로부터의 압박으
로 상징되는 세계화라는 현상의 결과이기도 하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계망이 확대되어 온 정치적 이슬람의 확산이나 타지크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 현상 역시 세계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났
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서구 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직접
적인 영향으로 내전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아
직 그러한 주장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1)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구체적 국가들로부터 나타났다. 물론 이 역시 세계화 과정 속에서 점증되
고 있는 계급 간, 민족 간, 종교 간, 문화 간, 지역 간 충돌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무장한 세계화가 가져 오는 국지적 분쟁과 전쟁의 증가의 한 모습으
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화 속에서 한층 더 강화된 지정
학적 이해관계 충돌의 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국경
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 속에서 다양한 국가의 지배 집단들이 한정된 자원
과 재화를 확보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타지키스탄 내
전 과정 속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몇몇 국가들의 개입과 같은 몇 가지
대외적 요소들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로
1) 특히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경제적 압
박은 크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유화나 대외개방 등 시장주의적 경제
개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으며,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부재로 인해 신자
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국제금융기구 등의 관심도도 크게 떨어져 있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간섭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터의 압력 속에서 타지키스탄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을 낳았고,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가 체제전환 초기 타지키스탄의 주요 저항 세력이었던 자유주
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의 공통 분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독특한 타지크 민족주의는 체제전환 및 국민 국가 건설 과정
에서 공산당 지배 세력을 제외한 모든 족벌 및 정치 세력들에게 강력한 영향
을 미쳐 왔다는 사실이다.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의 온건화를 포함한 타지키스
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세속적 민족주의의 발전과의 연관성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한 타지크 민족주의가 내전 이후 민족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같은 급진적 대안들이 주류로 부상하
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위의 다
양한 이론적 접근법들 보다는 역사구조적인 접근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지 치하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지체된 대부분의 비서
구-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민족주의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 성격이 저항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이들 주
변부 국가의 지식인들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대중들
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급적 갈등을 넘는 민족
적 단결을 강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 시기 민족주의 운동은 계급 모순의
문제가 은폐되는 반면, 대중동원을 위해 민중지향적 특징을 갖게 된다(Nairn
1977).
이렇듯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의 신분적 위계질서 속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
는 하층민들을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계급적 갈등을 최소
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민족 국가 건설 이전 민족주의의 고양
단계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한 존재로서 민족에 통합되는 것으로 선전되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민족주의, 특히 식민지에서의 저항적 민족주의에서는 개
인의 평등성이 강화되는 자유주의적 혹은 민주주의적 원리와 융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과정을 통한 개인의 동원이 민주화를 촉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Kean 1995;
Tilly 1990).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구 중심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수
탈로 인한 불균등한 발전 상태와 비서구 주변부 국가들의 저발전된 상태로 인
해 민족주의가 폭력성을 띠기도 하며, 다양한 급진적 사상들과의 결합이 이루

어진다(Fanon 2008).
이러한 이론들을 타지키스탄의 사례에 적용시켜 본다면, 제국주의가 아
닌 사회주의 소련에 의한 억압이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소련 시기
에 강화된 억압과 발전 지체로 인해 체제전환기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주의에 반하는 사회주
의 체제 하에서 민족적인 것이 억압당해 왔고, 체제붕괴 과정 속에서 민
족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저항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위의
이론들은 타지키스탄의 사례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2)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는 민족 국가 수립 단계는 물론 그 이전에도 동
원의 수단을 넘어 통제의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에 대한 억압은 강화된
다. 개인이 민족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통합되면 곧바로 개인의 자율성은 민
족 집단을 위해 제한되며, 개인의 주체성은 종속적인 관계로 전화된다. 이
렇게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민족주의는 개인에 대
한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그러한 민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
하는 개인들에 대한 배제나 억압, 동화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Keating
2001).
이러한 관점에 따를 경우, 이슬람 정당을 허용하는 등 내전 이후 민주주
의적 발전을 보이던 타지키스탄에서 급격하게 라흐몬의 권위주의가 강화되
는 현상 역시 이러한 이론 틀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저항 세력들
의 이데올로기들 중 상당 부분을 흡수한 라흐몬 정권은 무엇보다도 민족주
의라는 틀 속에서 저항 세력들이 공통분모를 찾았을 뿐 아니라, 이슬람주의
의 극단화가 저지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좌파적 대안과 같은 저항 이데올로기의 부재 속에서 구 소련의 소수민족 공화국 단
위에서의 반소련 운동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민주화 과정의 주요 저
항 이데올로기로 기능한 바 있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억압적 체제 하에 놓여 있었던 구 소련 공화국들에
서 갑작스러운 체제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매우 급진적인
체제변혁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다.

3. 소련의 해체, 타지키스탄 민족주의의 부활과 내전, 그리고 그 이후
3.1. 소련의 해체와 타지키스탄 내전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역할에 대한 재고찰
초기와는 달리,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간의 이념이나 종교적 갈등이
타지키스탄 내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연구는 이제 많지 않다. 그러
나 여전히 친정부군을 단순하게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정파들
로 오해하게 만드는 공산당 혹은 신공산주의자(neo-communist)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 있고, 반대로 이슬람 저항 세력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슬람 근본주의 세
력으로 여기는 오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지역주의와 족벌 정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이러한 단순화를 피하고자 하는 분석들이 있지만, 이 역시 과
도하게 족벌 정치만을 중심으로 내전과 같은 타지크 사회의 갈등을 설명하려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족벌 정치와 얽혀 있는 민족주의 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내전의 성격에 대해서 재(再)고찰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 지식인 혹은 엘리트 주도에 의한 민족주의 운동은 사
회정치적, 경제적 전환기 동안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체제 붕괴 및 소련 해체 이후 신생 국가의 엘리트들이 주도했던 민족과 민족정
체성 부활 등의 의제는 민주화 문제 이전에 대두된 의제였다(Gill 2006). 타지키
스탄에서도 체제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지식인들은 결과론적으
로 보았을 때, 민주화 과정을 일정정도 저해하거나 왜곡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를 받아들였다.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다수
민족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들 지식인들 혹은 엘리트들은 독립 이후의
민족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소련의 운명이 다 해 가던 시기 소련 구성 공화국들에서는 민족정체성 회
복에서 주권국가로의 분리 독립에 이르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지식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타지키
스탄에서도 1989년 9월 15일 ‘라스토헤즈 운동(The Rastokhez Movement)’이
라는 민족주의 단체가 결성되었고, 1990년 8월 10일에는 반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당인 ‘타지키스탄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ajikistan)’이 창당되었다. 한편 1990년 6월 9일에는 러시아의 아스트라한에

서 ‘소비에트 연방 무슬림 회의(The Congress of Muslims of the Soviet
Union)’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에도
‘이슬람 부흥당(The Islamic Renaissance Party)’이 창당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91년 3월 4일에는 타지키스탄 내 가장 낙후된 지역이자 타지크어와는 상
당한 차이가 있는 고대 이란어에 가까운 언어를 쓰는 파미르 지역을 중심으
로 하는 ‘랄리 바다흐샨(Lali Badakhshan)’이 결성되었다.
비록 같은 개념적 용어라도 내용적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당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
를 옹호했으며, 특히 타지크인의 이슬람적 정체성의 부활 등을 주장했다. 이
렇듯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작되었던 개혁과 개방 정책은 머나먼 타지키스탄
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여타의 공화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들 사이
에서는 민족주의적 요구가 크게 고양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대
변하는 저항세력들과는 달리, 친 소련적인 마흐카모프(Qahhor Makhkamov)
공산당 정부는 대중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타지크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
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들은 저항 세력 내 다양한 이념
들이 있음을 간파하고,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 간의 대립 구도로 재편하려
는 시도를 했지만, 라스토헤즈와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적/자유민주주
의 진영과 이슬람 부흥당으로 대변되는 이슬람주의 진영은 서로 연대하여 강
력한 야당(United Tajikistan Opposition: UTO)을 결성, 공산 정부에 맞서 저
항, 결국 내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시위 과정에서 이들 저항세력들은 타지키스탄 공산당 정부의
퇴진과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 등의 요구는 물론, 타지크어의 국어 인정, 나아
가 우즈베키스탄으로 편입되어 버린 타지크인들의 역사적 영토인 사마르칸트
와 부하라 등의 환수 등 매우 민족주의적인 요구를 중심적으로 내걸고 싸웠다
는 사실이다. 실제로 볼셰비키에 의해 인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편입되었
던 타지크인들의 고도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문제는 내전 발발의 중요한 요인
이었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Roy 2000). 소련 말기에
이 두 지역을 둘러싼 문제는 타지크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는
데, 문제는 다른 공화국들과는 달리, 소련 시기 타지키스탄 공산당의 주축을
이루는 북부 레니나바드(후잔트) 지역의 족벌 세력들은 우즈베크화 혹은 러시
아화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탓에 반공산주의적 타지
크 지식인들이 한층 더 민족주의적 요구로 몰두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타지키스탄 공산당 지배 집단을 배출했던 레니나바드 지역은 소비에트 시
대를 거치며 가장 러시아화 혹은 우즈베크화가 진행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
다(Akiner 2001: 14; Collins 2006: 106).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 간의 명확한
민족적 구별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로서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공화국 자체는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민족 국
가였다. 특히 1920년대 말까지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속해
있었던 레니나바드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지크인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은 타지키스탄의 여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Akbazadeh 1996:
1116). 더욱이 그 자체로는 타지크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 했던 지역이
었던 레니나바드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타의 타지
크 지역과의 연계성보다는 우즈베키스탄 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등지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었다(Zviagelskaia 1997).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공산주의 시절의 지배 엘리트였던 이들은 타지크
민족주의의 고양이나 부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체제전환기
의 공산당들이 반체제 단체들과 함께 민족주의를 주도하던 여타의 중앙아시
아나 코카서스는 물론 러시아 연방 내의 소수민족 공화국들에서의 민족주의
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주요 원인들 중 하나였다(Marat 2008: 12-24).
가까운 중앙아시아 제 국가들만 하더라도 급진화된 민족주의는 각 국가 지배
엘리트들이 독립을 선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념이었던 데 반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타지키스탄 공산당은 민족주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Akbazadeh 1996).
따라서 소위 반(反)공산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인 타지크 저항 세력들은
타지크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능력이 부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산당 정부
와 그 주요 지배 엘리트들인 레니나바드 족벌 세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
다. 또한 이들은 민족 간 갈등이 일어나던 시기 타지키스탄 정부에게 절실하
게 도움을 호소했던 우즈베키스탄 내 타지크 민족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였다(Nourzhanov 2015: 110).
결론적으로 말해 민족주의적 요구들이 지배 엘리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
음으로써 발생한 갈등 또한 타지크 내전이 발발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민족주의적 수사를 사용하지 못한 무기력한 타지크 지
배 엘리트들은 체제전환 과정 속에서 통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고한 민족

정체성 고양 정책을 사용하지 못 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하게 된 측면도 존재하
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체제전환 초기에 동원되었
던 반공주의와 결합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체제전환의 극심한 경제적 혼란
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불만과 저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오히려 지식인들의 과도한 인종적 민족주의 혹
은 지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내전이 발발한 측면도 존재한
다(Foroughi 2002). 특히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투르크화되지 않은
‘순수한’ 타지크 민족이라는 신화는 이 지역이 소련 시대 내내 투르크화(혹은
우즈베크화)된 레니나바드 족벌 세력에 의해 철저히 배제된 지역이라는 주장
과 맞물리면서 타지크인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거의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슬람 부흥당을 제외한
주요 3당 모두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 복
원을 위해 현재의 키릴 문자로부터 과거 사용했던 아랍 문자로 문자를 바꿀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Nourzhanov 2015: 111).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내전 당사자인 타지키스탄 정부와 UTO 양자 모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이었
는데, 이 과정 역시 타지크 민족주의가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내전 이전과는 달리, 양측 모두 탈 소비에트 타지키스탄 국가 건설과 새
로운 국가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견보다는 유사성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양측 간 타협점이 찾아졌던 것이다.
한편 내전 이후 지배 세력으로 대두된 쿨랍 족벌 세력들은 비록 우즈베키
스탄과 레니나바드 족벌로부터의 지지를 받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취약한 권
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한’ 타지크 언어, 역사, 문화 등의 부활을
주장하는 등 타지크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타지크 정
부의 민족주의적 경향의 강화는 내전 이전의 주요 저항 세력들의 주장과 크
게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새 정부는 자신들의 뿌리를 사마르칸트와 부하
라에 기반을 둔 사만 왕조에 있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역시 두 지역의 수복
을 주장하는 저항 세력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했으나, 내전의 당사자들이었던 양 진영 간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Chatterjee 2002). 그리고 마침내 1997년 6월 27일에
타지키스탄 대통령인 에모말리 라흐모노프와 UTO의 지도자였던 사이드 압둘

로이 누리(Said Abdulloi Nuri) 간에 평화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5년 동안 지속
되어 왔던 내전이 종식되었다.
한편 타지키스탄 내전과 관련하여 타지크 내 여러 족벌 세력들이나 지
역 간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차이와 갈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 역시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타지키스탄
민주당과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그리고 라스토헤즈 등 모든 정당들이 특
정 지역에 기반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
스토헤즈의 대표인 토히르 압두자보르(Tohir Abdujabor)의 경우 당시 공산 정
부의 지배 족벌이었던 레니나바드 출신이었고, 타지키스탄 민주당은 물론 타
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또한 전국적으로 균등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정치
세력이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바다흐샨 지역에 이슬람 부흥당의 지
지 세력들이 분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이 지역은 수니파인 이슬람 부
흥당에 적대적인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부흥당은 여타
의 종교적 조직들이 아닌 민주당과 라스토헤즈, 랄리 바다흐샨 등 세속주의적
정치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았던 데에서도 보이듯, 이들의 주요 목적은 이슬
람 신정 국가 수립이 아니라, 공산당 세력에 반대하여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
는 데에 있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3) 무엇보다도 이는 모든 정치 세력들
이 타지키스탄인들의 압도적 다수가 신정 국가가 아니라 세속 국가를 지지하
고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Foroughi 2002:
42).
또한 내전 이후 UTO의 대통령 후보로 다블라트 후도나자로프(Davlat
Khudonazarov)가 선출되었는데, 만약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 국가를 건설
하고자 했다면, 이슬람 국가 건설에 반대하는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지
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단호하게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운동
은 결단코 이슬람 국가라는 이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타지키스탄은 세
속적이며 민주주의적 국가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3)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은 수사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슬람 조직들의 주
요 지도자들 중 하나인 악바르 투라존조다(Akbar Turajonzoda)는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타지키스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러한 시도에 대해 거부하기도 했다.

3.2. 타지키스탄 내전의 외적 요인: 지정학과 타지크 민족주의의 부활
그 동안 이행론자들(transitologists)은 국가성이나 민족 문제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크 내전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영향은 물론 그로
인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요소는 타지크 내전의 발발은 물론
그 종식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립과 내전 발발
전후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탈 소비에트 타지키스탄의 세속주의적-자유주의적 저
항 세력들과 이슬람주의적 저항 세력 모두 타지크 정체성의 부활이라는 민족
주의적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타지크 민족주의는 종종 페르시아적인 문
화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주장
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갔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친소 나지불라 정권의 붕괴
와 더불어 급부상한 타지크 반군의 지도자 마수드의 등장과 함께 타지크 민
족주의도 한층 고조되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정 불안, 특히 이슬람 근본
주의 세력의 대두에 대해서 뿐 아니라, 타지크 민족주의의 부활에 대해서도 커
다란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공통의 언어적, 문화적 뿌리를 갖는 이란과의
접촉 이후 타지크어의 아랍어 표기로의 복귀 등의 주장이 대두되면서 타지크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타지크 민족주의의 부활은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와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Dagiev 2014: 96).
1991년 야권 연합 후보였던 후도나자로프는 소련 시절 소비에트 인민 대표
자 회의 의원들 중 반체제 인사였던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이끄는 정파 소속
이기도 했다. 1992년 나비예프가 사임하고 4개 야당을 주축으로 그 구성이
선포된 국민화해 정부(Government of National Reconciliation)는 타지크민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페르시아계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아프가
니스탄과 이란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바로 이 지점이 러시아와 우즈
베키스탄을 크게 자극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주장을 자유주의 야
당과 이슬람주의 야당이 연대하여 공통의 민족주의적 주장을 내걸었다는 사
실은 이들 국가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이 분리되었던 1929년 이후 우즈베키스
탄 정부는 내전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타지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었다. 소련해체 이후에도 우즈베키스
탄 정권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인 개입을 자행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는 공공연하
게 타키지스탄에서의 민주주의적 혹은 이슬람주의적 운동은 중앙아시아적 현
실 속에서 맞지 않은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은 체제전환기 이 지역에서의 혼
란과 불안정성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Horsman 1999: 41-42). 특
히 이슬람 저항 세력들이 범이슬람주의가 아닌 타지크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인들 거주 지역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등의 영토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정부의 강력한 불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반정부적인 이
슬람 정치 정당과 운동 세력들의 활발한 비합법적 활동들로 인해 위협을 느
끼고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국내 이슬람 정치 세력들이 타지키
스탄 내전에서 공산 정부군에 맞서 싸우는 이슬람 저항 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자 우즈베키스탄 영토의 통합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
지 합쳐져 한층 더 강한 대응으로 맞섰다(Dagiev 2014: 98).
물론 우즈베키스탄이 개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인들
의 보호 문제였다. 내전 발발 이전 타지키스탄 인구의 약 24% 정도가 우즈벡인
들이었는데, 이들은 후잔트 외에도 히소르(Hissor), 쿠르곤테파(Qurghonteppa) 지
역 등에 집중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인에 대한 보호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의 보호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국경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타지크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히소르 지역
우즈벡인들에게 무기 제공은 물론 자국 내에서 전투 훈련까지 시킨 것으로 알
려져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내 타지크인들의 소요 및 분리 독립
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Gill 2006; Rubin 1994).
러시아 역시 자유주의 저항 세력과 이슬람 저항 세력이 사상적으로 분열하
지 않고 공히 민족주의적 요구를 내걸고 특히 소련에 의한 타지크 영토의 자
의적 분할 및 양도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약 2천 5백 만 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외의 공
화국들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타지키스탄 내전 중에 타지키스탄에서 거주하
던 러시아인들 중 약 70%가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 속에서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러시아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Brubaker 1996: 56).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체첸 내전을 치르고 있던 러시아로서는 연방 내 분
리주의 성향이 강한 이슬람 지역으로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하
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인 타지키스탄 등지에서의
사태 악화는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미 타지키스탄에 주둔
해 있던 러시아군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미래의 타지키스탄 정부 구성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구 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했다(Johnson
1998: 12-13). 따라서 소수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혁파가 주도한다는 신생
러시아 정부도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저항 세력들보다는 오랜 기간 러시아의
보호 하에서 지역 내에서의 기득권을 누려 왔던 공산당 세력들을 지지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내전 발생 이후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선언
했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이름으로 통치해 왔던 세력들에게 무기 공급과 인적
인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의 후견주의적 보호 하에서 1992년 레니나바드
와 쿨랍 두 지역 족벌들의 연대로 쿨랍 출신인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이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레니나바드 출신인 압두말릭
압둘로조노프(Abdumalik Abdulojonov)가 총리로 지명되었지만, 이러한 두 거대
족벌 세력 간 권력 분점에 의한 국정 장악도 내전을 종결시키지 못 했다. 결
국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지원 하의 두 족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
는 옛 공산당 후진 정권과 이에 대항하는 4개 저항 세력의 연합 조직인 UTO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은 이후 5년 동안 지속되고 말았던 것이다. 내전 발
발은 물론 평화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외부적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
(Ubaidulloev et al. 2002: 175).
내전 과정 속에서 수세에 몰린 무장 저항 세력의 주요 인사들 중 많은 이들
이 인근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러시아, 이란, 그리고 심지어 미국 등지로 피신하
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장 저항 세력들은 러시아군과 타지크 정부군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흐샨과 같은 산악 지대 혹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국경지
대로 잠입해 들어가 은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국민들 다수의 냉소가 커지는 가운데, 진영을 막론하고 내전이 그 누
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데에 동의하는 흐름이 주류를 차지하였고, 결국
내전 종식에 있어서 저항 세력들의 영향력 보다는 외부 세력들에 대한 의존성

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결국 내전 종식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주요 세력이
었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이란과 UN의 역할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런데 평화 협상 과정에서의 합의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이에 반대해 온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이란과 러시아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서 평화 협상을 지지하게 되었다. 즉 종파가 다른 이란은 같은 페르시아계라
는 민족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종파가 다른 타지키스탄의 수니파 급진 이슬
람 저항 세력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96년 이
후 강화된 수니파 급진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저지하
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층 더 절실했다(Akiner 2001: 48-50).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탈레반의 대두는 역내 이슬람계
공화국들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몸살을 앓던 러시아로서도 커다란 위협이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에서의 갈등 종식은 러시아로서도 절실했다. 이렇듯 타지크
내전으로 상징되는 국가 분열 사태의 초기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외
적 요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점차 기존의 지역 족벌 세력들과 서구 등 다
른 외부 영향력의 역할도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Heathershaw 2009: 27).

4.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 권위주의 정권의 강화와 이슬람 정당의
약화, 그리고 새로운 현상
4.1. 이슬람 부흥당의 온건화: 민족주의의 이슬람주의에 대한 승리
정치 과정으로의 포섭 혹은 참여를 통해 급진 정치 세력이 온건화되는 경우
는 일반적으로 보다 온건한 유권자층의 획득을 위한 전략의 유연적 변화도 있
지만, 저항을 위한 무장한 투사들보다는 정당 행정가나 관료들이 더 필요하게
됨으로써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토대의 변화도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Berman 2008). 터키와 북아프리카 세속주의 독재 국가 등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서의 급진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러한 운동들에
대한 공공적 제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급진 세력들의 온건화가 일어나기도
한다(Mecham 2004: 339).

스탈린의 권력 장악 이후 한층 더 이슬람 억압 정책을 펼쳐 왔던 소련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다소 완화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미국 등 서
방 자유진영과의 대립이 격화되었던 1960년대에는 중동 등지에서의 영향력 확
대를 위해 반 이슬람 정책을 한층 더 완화하게 되었다(Demirtepe 2004: 188189). 이에 따라 소련 내에서도 사마트칸트와 타쉬켄트 등을 중심으로 일부 모
스크들이 복원이 되거나 새로운 모스크들이 건설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타쉬켄트에는 이슬람 연구소와 무슬림 종무원 등이 건립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합법 써클을 포함한 다양한 이슬람 써클들이 생겨나는 등 이슬
람 운동이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들 중 하나는 바로 페르가나
지역이었다(Ruzaliev 2005: 15). 전통적인 하나피파는 물론 외부 와하비스트
(Wahabist)와의 연결망도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Olcott 2007).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이 지역에서의
이슬람 운동은 급진화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는 무
자헤딘 운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외부 이슬람 세계와의 연대가 크게 확대되었
다(Roy 2001: 55). 특히 1980년대 내내 수천 명의 우즈벡인들과 타지크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운동에 직접 참가하여 소련군과의 전투 경험을 쌓
기도 했다. 일부는 파키스탄으로까지 내려 가 급진 이슬람주의 교육을 받거나
급진 이슬람주의자들과의 교분을 쌓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이슬람 국가 건설
의 꿈을 갖고 중앙아시아로 돌아 왔다(Rashid 2002: 44-45). 이러한 영향 하에
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최초의 이슬람의 부
흥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되었다(Karagiannis 2006: 2).
1990년 9월 아스트라한에서 러시아 연방 내 북 카프카스 지역과 타타르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종교를 기반으로 하
는 정당인 이슬람 부흥당이 창당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중앙 조직이
있었던 이슬람 부흥당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지부를 두었는데, 두 지
부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 한 비합법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91년
겨울에 타지키스탄 지부는 샤리프 힘마트자데, 다울라트 오스만, 그리고 물라
누리 등의 주도 하에서 가름(Gharm)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 정당인 타
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을 창당하였다. 이들의 지역적 기반은 누리의 출신 지
역인 가름과 카라테긴 계곡 등이었지만, 단순히 이들 지역만을 기반으로 한 지
역 정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했던 정당이었다(Roy 2001: 57).
처음에는 타지키스탄 정부 당국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등록을 거부

하여 합법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민족 단위 공화국 등 지방 단위에서의
반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 운동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입지
를 강화하고자 했던 옐친 진영의 전략 하에서 1991년 10월에 마침내 이슬람
부흥당은 합법적인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12월까지 단 2개월 동
안 무려 2만 여 명의 당원을 확보한 정당으로 성장하였다(Hunter 2001: 74;
Collins 2007: 74). 이슬람 부흥당의 이념은 아랍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s)’의 이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의 건설이고, 이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소련 내 무슬림들이 코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
었다(Roy 2001: 56; Karagiannis 2006: 2).
그러나 이슬람 부흥당 주도 하 결성된 ‘타지키스탄 야당연합(UTO)’은 자신
의 강령에서 이슬람주의 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집권기는 물론 내전 과정, 그리고 내전 이후 그 어느 시기
에도 세속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야당들과의 격렬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표면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또한 공산당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동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슬람 부흥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나비예프 퇴진 후 1992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결성했던 UTO의 집권기 동안에 타지키스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속 국가임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기도
했고, 내전이 발발하자 급격하게 정치 정당에서 무장 조직으로 변신하는 모습
을 보였다(Collins 2007: 87).
이후 내전이 발발하고 수세에 몰리게 되자 많은 이슬람 부흥당 중심의 반군
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서 이들 반군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타지크계 반군 지도자 마수드 지도 하 혹은 파쉬툰족 중심의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로부터 훈련을 받기도 했다. 종파는 시아파로서 차이가 있지만 이란 역
시 이슬람 부흥당의 일부 지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내전이 지
속되면 될수록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등지로 피신한 타지크인
들은 급격하게 폭력화, 급진화되었다(Collins 2007: 85).
이렇듯 1992년 이전 이슬람 국가 수립을 목표로 창당된 이슬람 부흥당은 정
치적 이슬람을 자신의 이념으로 삼아 공산주의와 세속주의를 비판하고, 내전의
한 주요 당사자로서 무장 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워 왔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
게도 1997년 평화 조약 체결 이후 이슬람 부흥당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급격

하게 현대적 정치 정당, 특히 터키의 정의개발당과 유사한 포스트 이슬람 정
당(Post-Islamic Party)의 특징을 갖는 정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Karagiannis
2006: 12; Naumkin 2005: 250-256).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조약 서명 당시 이슬람 부흥당은 민주주의적 이슬
람 정당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였고, 그 이후 당은 한층 더 온건화되어 스스로
유럽에서의 기독민주정당과 유사한 정당으로의 변신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슬
람 부흥당의 온건화로 인해 타지키스탄에서의 정치적 이슬람의 변화가 시작되
어 마침내 이슬람 국가 수립이라는 구호는 먼 훗날의 목표로 선언되었고, 이러
한 변화가 반영되어 평화 조약 체결 시 더 이상 이슬람 국가 수립에 대해서
논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 권력의 획득은 반드시 헌법의 틀 속에서만 추구할
것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Yaacov 2003: 253).
이에 따라 이슬람 부흥당은 더 이상 반체제 정당이 아님을 선언하고, 주요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탈레반 식의 샤리아에 입각한 국가나 칼리프 국가는 물
론 이란식의 이슬람 공화국 모델도 거부하게 되었다(Collins 2007: 87-88). 이후
이슬람 부흥당은 당 강령 상으로도 타지키스탄을 이슬람 국가로 변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당은 타지크 사회의 이슬람적이고, 민족적이며, 인
간적 가치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슬람적 요소
의 발전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조화를 이
루어야 하며, 평화와 통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정치 강령에
서 밝히고 있다. 또한 민족적, 문화적 부흥을 위한 요소로서 이슬람을 강조하고
는 있지만, 이슬람적 요소의 확산을 위한 급격하고 과격한 방식으로의 사회 재
구조화는 반대했다(Karagiannis 2006: 12).
이미 내전 말기였던 1996년 당시 이슬람 부흥당의 지도자인 누리는 온건 노선
을 채택하게 되었고, 새로운 당 의장으로 선출되었던 무히딘 카브리(Muhidin
Kabri)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비폭력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슬람
주의를 옹호하기도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이슬람 해방당(Hizb ut-Tharir)와의 단절
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초국적인 이슬람주의를 외치는 이슬람 해방
당과는 달리, 타지키스탄 내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며, 그러한 활동은 타지키스
탄 헌법의 틀 내에서의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Kabiri 2004: 77).
또한 그는 이슬람 부흥당은 이제 타지키스탄은 세속 국가임을 인정하고,
인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자유로운 법치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과 이슬람

주의의 원칙은 서로 위배되지 않으며, 진정한 이슬람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발
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슬람 부흥당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전체 진보적 이슬람주의 운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abiri 2004:
78-79). 그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 하에서는 과거에 연대해 왔던 우즈베키스
탄 이슬람 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와 같은 조직과의 연대
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서 그는 이제 이들과 같은 방식의 이슬람 정치
에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정권들로부터의 탄
압만 강화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Bowyer 2008: 192).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정권이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일수록 급진적인 운
동의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권위
주의 정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부흥당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과 급진적 이슬람 세력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충’적 존재로서 민주적 과정들 속에서의 민주주의적 활동들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이슬람적 가치와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Bowyer 2008).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변화 속에서 정
부 내각에도 참여해 왔던 이슬람 부흥당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실
용주의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이념적으로도 여타의 세속적 정당들과의 차별성
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Karagiannis 2006: 17).
한편 이슬람 부흥당의 탈급진화 혹은 탈이슬람화로 인해 이념적 공백이 발
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이슬람 해방당이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
처럼 여타의 근본주의적 세력들이 종교적인 타지크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
을 급진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슬람 부흥
당의 폭력적 방식의 투쟁 거부와 정부와 선거 정치 참여 선언은 내부의 급진
파들로부터의 반발을 가져 왔고, 당으로부터의 이탈을 불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라흐몬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탄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부흥당
지도부는 전쟁을 포함한 폭력적 방식의 저항을 거부해 왔는데, 이로 인해 급
진파들은 탈당하여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 혹은 이슬람 해방당에 가입하기
도 했다. 또한 소위 온건파 내부에서도 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보수적인 이
슬람 세력들과 진보적인 이슬람 세력들 간의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요
지도자인 힘마트조다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배제된 이슬람 국가 건설을 호소
하기도 했고, 투란존조다는 이슬람 부흥당에서 탈퇴하여 라흐몬의 권위주의 정
권에 참여하기도 했다(Collins 2007: 88; Karagiannis 2006: 17).

그러나 카브리를 비롯한 주요 진보적 당 지도자들은 2005년 이후의 한층
강화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저항 방식에 대한 거부를 다시 한 번 확
인하였고, 서구 국가들이 후원하는 현대적 정치 정당 발전 프로그램에 당원
들을 파견하거나 당내 여성 당원들과 청년 당원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들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었다. 특히 비록 권위주의 정권
의 탄압이 강화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당과의 각종 공개
토론회 등 상대적으로 열려져 있는 민주주의적 공간을 활용하고 의회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카브리가 이끄는 이슬람 부흥당은 서구식 정치 정
당으로의 변신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것을 유
권자들에게 보여줘 왔다(Bowyer 2008: 189). 특히 매우 놀랍게도, 이슬람 부
흥당의 의장으로 여성인 오이니홀 보보나자로바(Oinihol Bobonazarova)가 선
출되었고, 심지어는 2013년 이슬람 부흥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데에서
도 이슬람 부흥당의 실험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4.2. 권위주의 정권의 민족주의적 의제 흡수: 민족주의의 진보성의
종말과 새로운 전망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 부흥당의 제도적 민주주의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그
리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이슬람의 공존의 실험은 점차로 더 권위주의화되고 있
는 라흐몬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오
히려 이슬람 부흥당과 같은 야당 세력들의 약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는 데
에 있다. 이는 이슬람 부흥당 못지않게 국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
권도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즉 내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타지키스탄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우즈벡 민족과 같은 확연한 비 타지크 민족은 물론 타지크 민족으로 규
정될 수는 있으나 매우 이질적인 지방 지역들의 부족이나 족벌, 타 종파 등
다양한 하부 단위의 통합이 절실했다. 이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다른 모든 타
지크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타지크성(Tajikness)’을 강조하기 시
작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무렵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타지크 민족의 고유
하고 우수한 독자적인 문화, 즉 문화적 예외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러
한 신화를 만들기 위해 타지크 민족과의 대립되는 ‘야만적’인 중앙아시아 투

르크 민족들, 특히 우즈벡 민족이라는 ‘타자(otherness)’를 만드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타지크 민족의 역사를 중앙아시아의 선주민인 인도-이란계
민족의 역사와 연결시킴과 동시에 이란계 민족이 세운 국가 중 중앙아시아로
영토를 확대했던 사만 왕조(Samanid Dynasty)의 역사가 타지크 민족의 황금
기였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사만 왕조를 붕괴시킨 것이 투르크 민
족이었으며, 그로 인해 타지크 민족이 고통에 빠지기 시작했고, 고유의 영토
까지 빼앗겼다는 식의 논리가 강조되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타지크 민족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크게 부각되어 소개되었다(Nourzhanov 2015).
흥미로운 점은 라흐몬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소위 타지크 예
외주의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세속주의에 대한 강조였다. 중등
교육 기관의 교과서에서도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문명의
담지자인 타지크 민족의 위대성이 곳곳에서 발현되었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타지크 민족이 형성되었던 사만 왕조 시기의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만, 이 당시 크게 발전했던 이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Nourzhanov 2015).
이러한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 추진은 물론 이슬람 부흥당의 온건화 정책으
로의 선회는 타지크 민족의 이슬람교에 대한 신심이 강하지 않았던 데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 전의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타지크 국민의 약 90%가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 약 13%만이 정기적으로 사원에 나가고 있었을 뿐이고, 단지 1%만이 일주
일에 주중 5번의 기도를 지키고 있었으며, 약 59%는 전혀 이러한 종교 의식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Wagner 1997). 물론 정기적으로 사원을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무려 52%로 증가했고, 하루에 5번 이상의 기도 의식을 지키
는 사람들 역시 62%로 증가하는 등 2010년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크인의 64%는 세속적 국가를 지지하
며, 단지 7% 정도만이 이슬람적인 종교 국가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Yaacov
and Wagner 2009; Manja 2010).
국제적인 지원과 감시 하에 1999~2000년도에 치러졌던 선거에서 타지키스
탄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내전 이후 심
화된 라흐몬 대통령의 쿨랍 족벌 중심적 정치가 오히려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
다. 쿨랍 족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정당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여당인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을 창당함으로써 내전 이전 지배 엘리트였던 동맹 족벌

세력이었던 후잔트 족벌 세력은 물론 여타의 모든 다른 족벌 세력들과 우즈벡
인들까지도 철저히 배제하는 권위주의적 족벌 중심적 정치가 한층 더 강화되
었다(Collins 2004: 256).
특히 1999년도와 2003년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1998년,
2000년, 2005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의회 선거, 그리고 1999년과 2006년도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선거(1994년도 선거까지 포함할 경우 3차례)가 시행
됨으로써 최소한 절차상으로는 타지키스탄에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가 정착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 과정들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등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었던 일련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의
과정이었다. 특히 2003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연임 규
정을 채택한 이후 라흐몬 대통령은 그 임기를 2020년도까지 보장받게 되었
다(Akbazadeh 2006: 565).
2006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라흐몬 현 대통령은 무려 79.3%의 지지
율로 재선되었는데, 그에 대항하여 출마한 주요 야당 인사들 중 보보요프의
경우 6.2%, 그 외 기타 후보자들은 다 합쳐 단지 14.5%만의 득표를 했는데,
이는 선거 결과의 조작을 포함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
다. 이후 불공정 선거와 선거 조작 등에 힘입어 라흐몬은 2006년에 다시 3선
에 성공하게 되었다(Oliva 2007: 202).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선거 개입이 아니더라도 라흐몬은 내전을 종식시키
고 국가를 안정시킨 인물로서 대중의 지지가 실제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부
인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타지크 유권자들은 그가 내전의 당사자들을 협상 테
이블로 이끌어 내어 평화를 되찾게 할 만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빈곤한 국가의 현실적 한계 속에서
도 나름대로의 경제 개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었다. 무엇보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지쳐 있었던 대중들은 안정적이고 중
앙집권적인 정부를 선호하고 있었다(Marat 2008: 20).
바로 이러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라흐몬은 평화 협정 내용에 대한 합
의를 깨고 야당 세력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라흐몬은 후잔트 지역 족벌 세력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야당 세
력이자 세속 독재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이슬람 부흥당을 전적으로 정치
과정으로부터 배제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물론 철저한 배격으로 인해 더
큰 반발이 일어나 정권이 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이슬

람 부흥당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는 오히려 정반대로 정부는 선거 결과의 적절한 조
작 등을 통해 이슬람 부흥당 소속 의원들 중 극소수를 의회로 끌어들임으로
써 상징적으로 이슬람 부흥당도 의회 내에서의 정치가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그를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로 여겨지게 만
드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인도적 구호나 개발 원조를 받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Fumagali 2007: 575). 물론 이러한 유
화적 조치의 이면에서 한층 더 쿨랍 족벌에 의존하는 매우 강력한 권위주의
적 조치들이 동시에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정당
화를 위한 공격은 가장 강력한 야당인 이슬람 부흥당에게 집중되어 왔다.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정당이 합법화되
어 공식적으로는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 가능한 민주적인 국가의 외형을 갖추게 된 바 있었다. 특히 평화 협상 결
과 UTO에게 30%의 지분이 할당됨으로써 그 주요 구성원인 이슬람 부흥당
소속 인사들이 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도와 2005년도에 있었
던 의회 선거에도 참여했기는 했지만, 저조한 득표율로 인해 단지 2석의 의
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결과로 인해 당의 위세는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후 이슬람 부흥당에 대한 탄압은 크게 강화되어 왔다. 특히 이슬람 부흥
당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흐몬 정권은 2010년도에
있었던 소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탈주 사건은 물론 라쉬트 지역 등지에서
의 이슬람 세력들에 의한 반정부 무장 투쟁 등의 배후로 이슬람 부흥당을 지
목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
3군데에 대한 폐쇄 조치나 언론인 구속, 온라인 접속 제한 등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도 한층 강화되고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차단한
다는 명목 하에서 2011년 청소년에 대한 이슬람 예배 참석 금지, 수염을 기
르거나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 조치는 물론 중동에서 유학하고 있던
해외 유학생 강제 귀국 조치 등의 권위주의적 억압 정치가 강화되어 왔다.
2012년 이후에는 ‘그룹 24’, ‘타지키스탄 재건을 위한 청년연합’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합 세력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중동
에서의 IS의 급부상 이후 실제로 약 200여 명에 달하는 타지크인들의 IS 참가
사실을 발표하고, 또한 참가를 시도했다는 50여 명의 이슬람주의자들의 체포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한층 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

화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부흥당이 5% 득
표에 실패함으로써 의회에 진출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
자 타지키스탄 정부는 9월에 있었던 일군의 무장 세력들의 두샨베의 경찰서
습격사건의 배후에 이슬람 부흥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마침내 9월 29일에 이슬
람 부흥당을 반정부 테러 단체로 규정, 정당 해체를 명령하였고, 해외로 망명
해 있던 이슬람 부흥당 대표인 카브리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반정부 연합 조직인 ‘그룹 24’ 또한 테러단체로 규정, 불법화한
가운데, 수 명이 체포되었고, 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우마랄리 쿠브바토브
(Umarali Kubvatov)가 터키에서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렇듯 2012년 이후 동부 지역에서의 군벌과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소요가
한층 더 강화되어 온 가운데, 2013년 대통령 선거에서 83.7%의 압도적 지지율
로 4번째 연임에 성공한 라흐몬은 권력 정당인 인민민주당을 앞세워 공산당,
사회당, 경제개혁당 등 사실상 의사 야당이거나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들의 후보들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슬람 부흥당과 새로운
강력한 야당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민주당 등이 연합한 ‘개혁 연대’와 같은 진
정한 야당 세력은 입후보조차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등 타지키스탄의 민주
주의는 다시 후퇴하고 있다(Heathershaw 2009: 90-91).
이슬람 부흥당의 약화와 더불어 내전 이후 타지키스탄에서는 점차로 자유주
의가 급진성을 상실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
정당인 타지키스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더 이상 권위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주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
하다. 또한 한층 강화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슬람 부흥당 역시 야당으로
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저항 세력의 중심이 다양한 비정당 조직들로 이동하는
등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 사회에서의
대안적 정당으로서 사회민주당이 2000년대 중반 등장, 야당의 중요한 한 축으
로 발전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Heathershaw 2009: 92).
이제 소련 체제 붕괴 시기 반공산 민주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였던 자유주의
와 민족주의는 각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외피와 시장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이
후 그 급진성을 상실하거나 국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라흐몬 정권
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됨으로써 일단 진보적 성격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대표적 야당으로 부상했던 이슬람 부흥당이 근본
주의 이슬람 세력으로 전화하지 않은 데에는 민족 국가 건설 과정에서 타지키

스탄 특유의 민족주의가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이슬람 정치세력의 근본주의적
급진화 등 정치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주변 중앙아시아 권
위주의 정권을 모사하는 라흐몬 정권의 민주화가 우선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족벌, 종교 등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로
전환할 때만이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키스탄 사민당과
NGO 등 새로운 정치세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후진적
이었던 타지키스탄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민족주의적 요구를
내건 반공산 저항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론상으로는 1917년 당시 서
구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고 계급 간 혹은 민족 간 불
평등이 없었어야 했던 소련 체제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후의 현실은
이론과 전혀 달랐을 뿐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체제는 그 어떤 체제보다도 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였으며, 특히 비러시아 민족들에게 있어서 소련 체
제는 한층 더 억압적인 것으로 느껴져 왔다.
결국 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체제 전환은 반공산주의/자유주의적인 것이
었을 뿐 아니라, 매우 민족주의적인 것이었다. 식민지-피식민지 관계와는 질
적으로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소련 체제는 사실상 ‘러시아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 온 러시아 외의 신생 독립 국가의 민족들에게 소련 체제의 해체는 ‘공
산주의 체제’의 파산 뿐 아니라 소련 치하에서 박탈당했던 주권 쟁취와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의 실현을 의미했다.
따라서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비러시아 공화국들에서는 현실 사회주의의 대
안은 곧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한편으로
는 고유한 민족 정체성의 파괴를 의미했고, 소련은 곧 러시아를 의미했기 때
문에 사회주의 소련에 반대하는 것이란 자유주의와 동시에 민족주의적 과제
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경우에는 소련의 주요 지배 민족이었던 러시아인들과는 다른 종교적 정체

성이 민족 정체성 부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의 발흥 과정 속
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소련 시기 타지키스탄은 우즈벡 민족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러시아화
가 진행된 부유한 산업 지역인 북부 레니나바드(현재의 후잔트) 지역 족벌들
에 의해서 공산당의 이름으로 통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소련 중앙에서
의 개혁의 혼란기 속에서 수많은 비공산계 야당 혹은 저항세력이 등장하면서
후잔트 족벌 중심의 타지키스탄 공산정권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이들은 적극
적으로 남부의 쿨랍 족벌을 지배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타지키스탄 민족 정체성 부활을 주장하는 소위
민주화 저항 세력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르노-바다흐샨과 같은 기
존의 지배 족벌이 아닌 지역들의 족벌 세력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족벌만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가령 야당의 주축 세력들인
라스토헤즈는 타지크 민족주의자들이, 타지크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이, 그리고 이슬람 부흥당은 남부의 빈곤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국적으
로 골고루 지지를 받았던 이슬람주의자들이 각각 주축을 이루었다.
족벌 혹은 지역 파벌들이 곧 특정 이념을 내세운 정치세력을 구성하는 것
은 아니었지만, 확연한 지역 간 정치, 경제적 차이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비공식적 족벌 정치라는 요인은 지역 간 정치
경제적 격차 속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이슬람주의와 같
은 이념들과 뒤섞였고, 여기에 더해 역내 우즈벡 민족 문제와 러시아, 우즈
베키스탄 등 외부적 요인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반공산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강력한 저항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구 소련 국가들 중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경우 이슬람이라는 종
교 역시 강력한 저항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는데, 타지키스탄의 경우 무장투
쟁으로까지 확대되어 내전까지 발생하는 등 저항 세력 내에서 자유주의를 바
탕으로 하는 세속주의 분파와의 갈등도 극단화고 결국 이슬람 저항 세력이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 싸우면서 국가가 붕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이유로 종전 이후 이슬람 정치 세력은 급격하게 온건화
되었고, 정당 정치의 틀이 잡혀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권위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흐몬 정권 하에서 탄
압과 조작으로 인해 내전 이전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였던 이슬람 부흥
당은 내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합법적 정당으로 자리 잡았으나,

지지율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선거 결과 상한선을 넘지 못
해 정당이 해산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
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저항 세력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과 같은 자유
주의적 정치 세력들은 급격하게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라흐몬 정권의 적
극적인 민족주의적 의제들의 흡수로 인해 민족주의적 정치 세력들 역시 급격
하게 세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민주당과 이슬람 부흥당을 결합시키고 이슬람
정치 세력의 극단주의화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타지크 민족주의는
이제 그 급진성과 진보성을 크게 상실하게 되면서 역할이 모호하게 되었다.
현재 완전히 동부 산악지대의 무장 세력들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
제 침체와 권위주의 강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결국
타지키스탄의 재민주화를 염원하는 분위기가 다시 확산될 경우 대안적 이데올
로기의 부재와 세속주의적 온건 야당 세력의 약화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이슬
람 근본주의와의 결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타지키스탄의 민주주의는 아직은 타지키스탄 내 이슬람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이슬람 부흥당은 물론, 서구식 이념을 바탕으로 창당된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
민사회에 바탕을 둔 다양한 비국가적/비종교적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민주주의
적 정치 세력들의 역할에 따라 크게 그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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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vil War in Tajikistan and Current Situation:
Nationalism, Islam and Democracy
Chung, Jaewon*
This article aims shed light on the Tajik nationalism among the other
factors, such as ideologies, Islam, religion, clan, and Uzbek minority problems
that has had strong influence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ajikistan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civil

war

and

nation-building so far. Throughout the period of transition and civil war,
liberal and Islamist opposition parties-resistances have shared Tajik nationalism
with each other. Since the end of the civil war, th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Islamic

weakened,

political

because,

unlike

party(Islamic
the

former

Renaissance

Party),

Communist

Party,

have

been

Rakhmon’s

authoritarian regime have accommodated and adopted Tajik nationalism.
However, liberalism and nationalism have lost their radical and progressive
natu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ystem and have become a part of the ruling ideologies by the
Rakhmon’s authoritarian regime. It is said that democratic system can be
improved and developed when it is based not on regionalism, clan, and
religion, but on the idea and policy. In this context, through the study on the
fate of the existing liberal and Islamic political parties and the appearance of
the new political actors, the article try to forecast the passibility of
development of the democracy in the Muslim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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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jik Nationalism

* Assistant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정 재 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러시아학 전공 조교수. 러시아 과학아
카데미 사회학연구소 사회학박사. 주요 연구 분야는 세계화 시대 유라시아
제국가들의 민족, 계급, 종교, 민주주의 등 정치와 사회경제적 제문제들이
다. 최근 연구로는 “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
의 정치세력의 발전과 분화”, “러시아 시민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경
제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러시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세계자본주
의체제와 국가 신자유주의의 영향”, “주변부 이슬람 사회의 진보적 민족주
의: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의의”, 현대 러시아의 해부(공
저),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공저) 등이 있다.

Chung, Jaewon
Assistant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Ph.D. in Sociology at the
Institute of Soci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RAS). He research
interests are in polit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in Russian and Eurasian
states.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Developments and Differentiation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the Transitional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Transformation of Russian Civil Society: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Neoliberal World Economy and the Authoritarian
State,”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Policy in Russia: the Influenc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d State Neoliberalism,” “Progressive Nationalism in
the Muslim Society in the Periphery: Historical Experience and Current
Meaning for Azerbaijan,” Analysis of Contemporary Russia (co-author), and
China’s Rise and Central Asia (co-author).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

2016. 3. 31
2016. 4. 15 ~ 2016. 5. 8
2016. 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