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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이슬람금융 현황과 특성

안 정 국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HK ]

목 차

서론. Ⅰ

바레인 이슬람금융 현황. Ⅱ

국제 이슬람금융기구의 중심지 바레인. Ⅲ

결론. Ⅳ

서론. Ⅰ

이 글은 걸프연안에 위치한 소국이지만 이슬람금융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바레인의 이슬람금융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레인의 정식 명칭은 바레. 

인왕국 으로 중동지역의 걸프만 중남부 해상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Kingdom of Bahrain)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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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면적은 인구는 만 명 년 현재 이며 그 중 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다 수도는 마. 760 , 125 (2012 ) , 24 . ㎢

나마 이다 종족구성은 아랍인이 이란인 기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인이 정도(Manama) . 73%, 8%, · 19% 

이다 언어는 아랍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총인구의 이상이 무슬림으로 이슬람이 국교이며 순니파. , 96 , ％ 

가 시아파가 정도를 차지한다 기후는 열대사막성 기후이며 주요 자원은 석유 및 천연가스30 , 70 . , ％ ％ 

이지만 중동지역 산유제국에 비하여 원유매장량이 빈약하다 그러나 걸프만 중앙에 있는 지정학적 이, . 

점을 이용하여 중개무역지로서의 구실을 맡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년, , 1975

부터 외국은행을 유치하여 약 여 개의 은행이 상주하고 있다 노동력 자본 기술의 부족 및 시장의 협70 . · ·

소로 인하여 중소규모의 공업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단편적인 부문별 계획도 추진 중이다 년 현재 , . 2011

국민총생산은 약 억 달러 인당 는 약 만 달러이다264 , 1 GDP 2 7300 .1)

이슬람금융은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전통금융과 다른 경로로 발전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별로 .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지역 또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년대 이전(1) 1960

년대에 수에즈 운하의 건설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바클레이즈 은행이 카이로지 1890

점을 개설하였다 이 지점은 무슬림 세계에 최초로 등장한 전통은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은행인 바. . 

클레이즈 은행의 지점이 개설되자마자 이슬람 학자들은 은행의 이자가 코란 에서 금지하고 있는 (Quran)

리바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Riba) . , 

의 이슬람금융으로 발전하였다.

년대(2) 1960

이집트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의 원리에 기반을 둔 금융이 대두되었다 년 이집트에서 손익배. 1963

분 모델을 기반으로 미트 가므르 저축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는 (Mit Ghamr) . 

년 순례기금인 타붕 하지 가 설립되었고 년에는 이슬람의 순례를 위한 상호부1962 (Tabung Haji) , 1969

조조직인 말레이시아순례기금 이 설립되었다 이 들 금융기(Pilgrimage Management and Fund Board) . 

관들은 주로 농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리스 및 손익 공유 방식의 . 

이슬람금융이 시작되었다.

년대(3) 1970

아랍 민족주의의 대두와 오일 머니의 증가로 본격적으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설립된 시기이다 .

년 세계 최초의 이슬람 은행으로 알려진  두바이 이슬람은행 가 설립되었1975 (Dubai Islamic Bank)

다 두바이 이슬람은행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 .

이와 함께 이슬람 개발은행 이집트 파이잘 이슬람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Faisal Islamic 

요르단 이슬람은행 바레인 이슬람은행Bank of Egypt), (Jordan Islamic Bank_, (Bahrain Islamic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 등이 설립되었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Bank), (Kuwait Finance House) . ‘

나라에 하나의 이슬람 전업은행 이라는 형태로 이슬람전업은행이 설립되었다’ . 

년에는 최초의 이슬람보험인 타카풀 이슬람보험 회사인 수단 이슬람 보험1979 (Takaful, ) (Islamic 

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이슬람금융의 주요한 투자 형태로 무라바하Insurance Company of Sudan) . 

금융상품이 개발되었다(Murabahah) .

1) 동일한 도표 상 우리나라의 인당 는 달러로 나타나 있다 한국 위 바 CIA World Factbook, 1 GDP 31,700 .( 40 , 

레인 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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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4) 1980

년대는 이슬람금융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많은 이슬람 은행과 연구기관이 각국1980 , 

에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 와 방글레데시의 . (Bank Islam Malaysia Berhad)

방글라데시 이슬람은행 같은 중동지역 이외의 나라에서도 이슬람전업은행이 (Islam Bank Bangladesh)

등장하였다.

파키스탄 이란 수단은 모든 금융시스템을 이슬람금융으로 전환한다고 표명하였다 년에는 이슬, , . 1981

람 개발은행에 의해 이슬람 연구 및 연수기관 이 설립되(The Islamic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었다 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은행법 을 제정하였다. 1983 (Islamic Banking Act) .

이 시기에는 이슬람금융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자라 리스 이스티스나 살람(Ijarah, ), (Istisna’a),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하였다(Salam) .

년대(5) 1990

가 설립되 AAOIFI(The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고 최초의 표준이 발표되었다 다우존스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해 이슬람 주가지수가 개발되는 등 다. 

양한 이슬람 금융상품이 출현하였다.

이슬람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었으며 이슬람 국가 뿐만 아니라 구미의 금융기관들도 이슬람금융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년에는 시티그룹이 년에는 가 이슬람금융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1996 , 1998 HSBC .

이 시기에 이슬람 투자신탁 이슬람 부동산 펀드 등 새로운 금융기업이 등장하였다, .

년 이후(6) 2000

이슬람금융이 국제화 및 다양화한 시기이다 전통적인 채권을 대신하여 수쿠크라는 이슬람채권이 출. 

현하였다 그리고 이슬람금융 관련 기구인 .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IFM(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 CIBAFI(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CIFI(Arbitration and Reconciliation Center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등이 설립되었다IIRA(International Islamic Rating Agency), LMC(Liquidity Management Center) .

영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이슬람금융 서비스에 대해 세금의 중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 70 

여개국에 개 이상의 이슬람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이슬람금융 산업이 성장하였다 김종300 (

원 아래의 표는 이와 같은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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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 발전 과정< >

구분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이후2000

상품 예금 대출, 

예금 대출 프로젝트 파, , 

이낸싱 신디케이트론, , 

타카풀

예금 대출 프로젝, , 

트 파인낸싱 신디, 

케이트론 타카풀, , 

리스 주식거래, 

예금 대출 프로젝, , 

트 파인낸싱 신디, 

케이트론 타카풀, , 

리스 주식거래 각, , 

종 투자펀드

지역 중동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 

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 , 

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 , 

남아시아 유럽, 

이슬

람

은행 

설립

사례

The Islamic 

D e v e l o p m e n t 

Bank(1975, Saudi 

Arabia) 

The Faisal Islamic 

Bank (1976, Egypt) 

The Faisal Islamic 

Bank of Sudan(1977) 

The Jordan Islamic 

Bank (1978) 

The Jordan Financial 

and Investment 

Bank(1978) 

The Islamic 

Investment Company 

Ltd(1978, UAE) 

Kuwait Finance 

House (1979)

The Abu Dhabi Islaic 

Bank(1980) The Qatar 

Islamic Bank(1981) 

Islamic Counters in 

Pakistan Banks

(1981) 

The Mauritania Islamic 

Bank

(1985) 

The Tanzibar Islamic 

Bank

(1985) 

The Iraq Islamic 

Bank(1985) 

The Turkey Islamic 

Bank

(1986)

ICD(1999)

Bank Muamalat 

Malaysia(1999)

The Islamic 

Bank of 

Britain(2004)

B a n k 

Albilad(2004)

Emirates Islamic 

Bank(2004)

B o u b y a n 

Bank(2004)

Islamic Bank of 

Asia(2007)

자료출처: Angelo M Venardos, “Islamic Banking and Finance in South-East Asia”,Asia-Pacific Business 

일부참조Series Vol.3. 2005. .

한편 이슬람금융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이슬람금융 단일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과 전통금융, , 

과 이슬람금융을 모두 허용하는 이원적 금융시스템 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 (Dual Financial System)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리바 이자 가 금지되는 이슬람금융만이 허용되는 이슬람금융 단일시스템(Riba, ) (Single Financial 

을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이란 수단을 들 수 있다 파키스탄은 년 이슬람금융 단일시스System) , . 1979

템을도입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전통금융 시스템이 부활한 상태이다, .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을 모두 허용하는 이원적 금융시스템(Dual 

을 채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금융기관으로 이슬람전업은행 타카풀 이슬Financial System) . , (

람보험 전통은행의 이슬람 창구가 있다 이와 함께 이슬람은행법 과 타카), . (Islamic Banking Act 1983)

풀법 과 같은 법률 이슬람 금융시장 이슬람 자본시장 등 전통금융시스템과 비교하(Takaful Act 1984) , , 

여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슬람금융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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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이슬람금융 현황. Ⅱ

이슬람금융제도와 관련하여 바레인은 이슬람은행제도와 전통은행제도의 이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바레인에서 인정된 이슬람은행의 형태는 이슬람상업은행 이슬람투자은행 이슬람역외은행 전통은행의 , , , 

이슬람창구 등 가지이다 바레인 최초의 이슬람 은행인 바레인 이슬람은행 은 4 . (Bahrain Islamic Bank)

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이슬람은행 설립이 증가하여 년 말 현재 바레인에는 개의 이슬람전1979 . 2009 26

업은행이 있으며 개의 이슬람보험사 타카풀 가 있다, 19 ( ) .2) 그 중 대표적인 은행들은 다음과 같다 .

바레인 이슬람은행(1) (Bahrain Islamic Bank)

바레인 이슬람은행은 년에 설립된 바레인 최초의 이슬람전업은행이다 바레인 증권거래소에 상1979 . 

장되어 있으며 바레인 국내에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년 말의 총자산은 약 억 만 바레, 12 . 2008 8 7000

인 디나르 이다 이 가운데 무라바하와 관련된 자산이 약 억 만 바레인 디나르 로 (BD) . 4 2000 (BD) 48.5%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부동산 부문에 힘을 쓰고 있어 기간 년의 주택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 20

으며 바레인 파이낸셜 항구 등의 인프라 설비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쿠크 , (Bahrain Financial Habor) 

발행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알바라카 금융그룹(2) (Albaraka Banking Group)

알바라카 금융그룹은 각국 아프리카 파키스탄 에서 영업을 하는 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을 GCC , , 10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로 년 바레인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출자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달2002 . 

라 알바라카 재벌의 오너인 샤키 살레 압둘라 카멜(Dallah Al-Baraka) (Shaikh Saleh Abdullah Kamel)

이 바레인의 달라 알바라카 지주회사 가 이었다 동 그51%, (Dallah Al Baraka Holding Company) 49% . 

룹은 년 바레인과 두바이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2006 .

알바라카 금융그룹 산하의 주요 은행< >

2) 바레인 중앙은행 ( www.cbb.gov.bh)

은행명 설립년도 소재지 및 주요 내용

Jordan Islamic Bank 년1978 요르단 최초의 이슬람전업은행

Albaraka Turk Participation 

Bank
년1984 터키의 이슬람전업은행

The Egyptian Saudi Finance 

Bank
년1980 이집트의 이슬람전업은행 개 중 하나2

Banque Albaraka D’Algerie 년1991 알제리 유일의 이슬람전업은행

Albaraka Islamic Bank B.S.C 년1984
바레인에 역외투자은행으로 설립되어 년 상업1998

은행인가 취득

Al Amin Bank 년1987

바레인에 투자펀드로 설립되어 년 이슬람투자2001

은행 인가 취득 년 . 2007 Albaraka Islamic Bank 

와 합병B.S.C

Albaraka Bank Sudan 년1984 수단의 개 은행 중 자산규모 위26 11

Bank Et-Tamweel Al-Tunisi 

Al-Saudi
년1983

튀니지에 역외은행으로 설립되어 년 이후 일부 1985

역내은행업무를 개시한 동국 유일의 이슬람전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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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Albaraka.com☞ 

샤밀은행(3) (Shamil Bank)

샤밀은행은 년 바레인에 설립된 이슬람전업은행이다 년 바레인의 투자은행인 이스마은행1982 . 2006

이 이 은행의 주식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Ithmaar Bank) 60% . 

샤밀은행은 년 중국국제투자신탁회사 과 억 달러 규모 중국 부동산 전용 이슬람펀드를 2006 (CITIC) 1

조성한 바 있다 펀드는 샤밀은행의 자회사인 샤밀에셋매니지먼트와 중국국제투자신탁회사 그룹이 공동.

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펀드의 정식 명칭은 샤밀차이나 부동산 모다라바. (Shamil China Realty 

이며 각 안건에 대해 투자 기간 년 연 의 수익률 을 목표로 투자가 이Modaraba) 4 , 18% (Expected IRR)

루어졌다 지금까지 건의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한 . 6 4 . 

프로젝트는 텐진 슈앙 빌리지 재개발 프로젝트 충칭 (Tianjin Shuang Village Redevelopment Project), 

뉴 블루 베이시티 쩌지앙 빈지앙 건설(Chongqing New Blue Bay City), (Zhejiang Binjiang 

난징 펄 스프링 골프빌 등 투자지역과 내용이 다양하Construction), (Nanjing Pearl Spring Golf Vill) 

다.

국가별 이슬람금융 자산 현황 현재< (2010 )>

Albaraka Bank 년1989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유일의 이슬람전업은행, 

Albaraka Bank Lebanon 년1992
레바논 최초의 이슬람전업은행 개 이슬람전업은행 . 4

중 하나 

Albaraka Islamic Bank 년1991 파키스탄의 이슬람전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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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이슬람금융 자산은 년도 억달러에서 년도 억 달러로 약 배 가까이 증가2000 19 2009 263 14

하였으며 근래에 백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금융시장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년도 에, 4 , 2000 1.8%

서 년도 월에는 까지 증가하였다2009 9 11.1% .

국가별 이슬람 투자펀드 현황 년 월 말 현재< (2008 4 )>

단위 백만 달러                                                     : (USD)

국가명 펀드수(%) 펀드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133(26.38) 20,360(60.04)

말레이시아 126(25.00) 4,141(12.21)

쿠웨이트 76(15.08) 3,437(10.14)

UAE 39(7.74) 2,002(5.90)

인도네시아 25(4.96) 253(0.75)

싱가포르 21(4.17) 559(1.65)

바레인 14(2.78) 368(1.09)

파키스탄 13(2.58) 240(0.71)

기타 57(11.31) 2,547(7.51)

합계 504(100) 33,907(100)

자료 유레카헤지 김종원 에서 재인용: ( 2012 )

바레인의 은행< >

은행명 
전체 은행산업 중 

비중 
비고 

Bank of Bahrain and Kuwait 19.0 

National Bank of Bahrain 11.5 

Ahli United Bank 10.0 

Shamil Bank of Bahrain 4.6 이슬람은행 

Kuwait Finance House 4.4 이슬람은행 

Bahrain Islamic Bank 4.0 이슬람은행 

Future Bank 3.0 

Al Salam Bank 2.4 이슬람은행 

Albaraka Islamic Bank 2.4 이슬람은행 

Khaleeji Commercial Bank 1.6 이슬람은행 

Bahrain Saudi Bank 1.4 

바레인 중앙은행 은 이슬람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다(Central Bank of Bahrain) . 

바레인의 이슬람은행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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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바레인 통화청 은 년 이슬람은행에 대한 중요 정보 및 규제 , (BMA) 2000

방안 을 제정하였다(Prudential Information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Islamic banks, PIRI) .

를 통하여 바레인 통화청은 이슬람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기 자본 자산의 PIRI , 

질 투자예금 관리 수익성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 .3) 구체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다 .

자기자본 비율 규제 이슬람은행도 전통은행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 ① 

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이슬람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수준을 . AAOIFI

로 설정하고 있다12% .

자본의 질 자기자본의 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바레인 중앙은행에 보고의무를 부여하: 10%② 

고 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바레인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15% .

유동성 이슬람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영의 불균형을 점검하여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다 바레인 중: . ③ 

앙은행에 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현금기준 개월 이상 년 미만에 대해서는 만기기준의 조달과 운영 6 , 6 5

불일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금융의 인재 육성 면에서는 이슬람금융연구센터 가 , (Center for Islamic Finance Studies)

설립되어 이슬람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이슬람 투자은행 현황 년< (2007 )>

국제 이슬람금융기구의 중심지 바레인. Ⅲ

이슬람금융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금융의 확대와 함께 이슬람금융에 관한 샤리아 . 

해석 금융 감독 및 리스크 관리와 같은 금융 인프라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의 국제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슬. . 

3) 바레인 통화청 Islamic Banking and Finance in the Bahrain King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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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금융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제정하는 등 이슬람금융의 발전과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슬람금융 국제

기구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레인이다 대표적인 개의 관련 기구 중 개가 현재 바레인. 8 5

에 자리하고 있다 여러 이슬람금융 전문가들은 자체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바레인의 이슬람금융 산. 

업의 활력이 점차 저하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국제이슬람금융시장(1) (International Islam Financial Market: IIFM)

년 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단 이슬람개발은행 바레인의 협정에 의해 바레인에 2001 11 , , , , (IDB),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제공과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촉진을 담당한다 또한 이슬람 . . 

금융상품 지침의 제정과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국제이슬람금융시장은 국제자본시. 

장협회 와 제휴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류 및 시장 관행의 표준화를 진전시키(ICMA)

고 있다 한편 년 월에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와 샤리아에 적합한 파생상품 개발 관련 . , 2006 9 (ISDA)

계약을 추진하는 등 이슬람금융 파생상품 거래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슬람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2)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

년 바레인에 설립되었으며 이슬람금융에 관한 회계 감사 감독 기준의 제정 등을 담당한다1991 , , , . 

는 지금까지 회계표준 개 샤리아표준 개 등을 제정하였다 가 제정한 표준들은 이AAOIFI 26 , 35 . AAOIFI

슬람 금융기관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각 이슬람금융기관들의 회계 감사 기준으로는 물론 , 

상품 개발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제 이슬람 평가 기관 (3) (International Islamic Rating Agency: IIRA)

년에 바레인에 설립되었으며 이슬람 금융기관 및 이슬람 금융 상품에 대한 등급을 평가한다 해2002 . 

당 기관 및 금융 상품의 샤리아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이들의 의무사항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

적인 평가를 행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자 명으로 구성된 샤리에 위. IIRA 19

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년 샤리아 품질 등급 부여 방법을 결정한 이래 현재는 샤리아 품질 등급.  2006 , 

국가 등급 신용 등급 기업 관리 등급 등 종류의 평가 등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 , 4 . IIRA

의 샤리아 평가 등급은 이슬람채권 등 이슬람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평의회 (4) (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es:  GCIBFI)

년 바레인에 설립되었으며 적합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이슬람금융업을 지원하는 역할2001

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발간하고 세계 도처 금융 중심지에서 . ,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에게 이슬람금융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통하. 

여 고객에게는 투명한 은행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연수 및 기술적 원

조 회의와 세미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저해할 수 있는 사, . 

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는 정책 입안자들의 이슬람금융을 향한 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GCIBFI 

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 및 정책 입안자 정치가 연구가 은행가들에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 , , 

를 발행하고 이슬람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정보교환 그리고 개최된 회의에 관한 견해를 나눌 수 , 

있는 장을 제공하고 기술적 원조를 하고 있다 에는 여개 이슬람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있으. GCIBFI 300

며 의 홈페이지 에서 이들 각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GCIBFI (www.cibafi.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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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관리센터(5) (Liquidity Management Center: LMC)

년 바레인에 설립되었다 은행 간 자금시장의 발전 샤리아 적합 단기투자 기회 제공 이슬람금2002 . , , 

융 유통시장의 시장조성자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샤리아 원칙에 따르는 장기 및 단기이슬람금융 상품. 

을 통해 이슬람 금융기관의 유동성 불일치를 해소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바레인 이외의 국가에 설치된 이슬람금융 국제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1)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

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었다 이슬람금융 거래에 필요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이슬람금융 2002 . 

육성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금융당국 국제기관 이슬람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 , , , 

참여하고 있으며 년 월말 현재 정회원 개사 준회원 개사 옵저버 회원은 개사에 달하2009 11 26 , 22 , 145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우리투자증권이 옵저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슬람금. . 

융서비스위원회는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은행 증권 보험 각 분야의 작업 분과를 설치하여 이슬IMF , , 

람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작성하고 있다 년 월말 현재까지 다음의 표와 같은 개. 2010 3 12

의 이슬람금융 표준을 제정하였고 타카풀 지불능력에 대한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 .

국제이슬람조정센터(2) (International Islamic Center for Reconciliation and Commercial 

Arbitration: IICRCA)

년 두바이에 설립되었다 이슬람 금융기관 간 이슬람 금융기관과 제 자 간의 금융 및 상업상의 2004 . , 3

분쟁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담당한다.

이슬람 연구 및 연수기관 (3) (Islamic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RTI)

이슬람금융 연구 및 연수 관련 전문기관을 필요로 했던 이슬람개발은행 에 의해 운영되는 (IDB) IRTI

는 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젯다에 문을 연 이래 회원국의 이슬람금융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활1983

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샤리아에 근거한 경제활동과 금융 은행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결론. Ⅳ

바레인은  원유고갈에 대비하여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개발정책을 시행 중이며 특히 

금융 서비스 산업의 역할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바레인은 중동 이슬람금융의 중심지로 성. 

장해왔으며 년대 이래 이슬람금융 확대를 통한 중동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1970 . 

두바이 카타르 등 신흥 금융 강국들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자유화하고 금융센터, , 

를 설립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년 이슬람은행인 설립을 시작으로 년말 개 이슬람은행이 있다1979 Bahrain Islamic Bank , 2009 30 . 

년 바레인 통화청은 이슬람은행을 위한 중요 정보 및 규제 구조 제정하여 이슬람은행 규제 제도를 2000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업무 내역을 검사하고 은행의 성과를 저해할만한 사항, 

들을 제거 및 개선하였다 한편 바레인은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독기구 와 국제이슬람금융시. , (AAOIFI)

장 등 국제 이슬람금융 기구들의 근거지로 기능하고 있다(II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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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거래 형태◎

무라바하(1) (Murabahah)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의 일종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 자동차 등 실물 자산을 금융기관이 , 

사전에 구입한 뒤 구매원가에 금융기관의 마진을 붙여 이를 수요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수요자에게 금융, 

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무라바하는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판매. , 

자로부터 사들여서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재판매하는 금융계약의 형태이다. 

무라바하는 주로 단기적인 운전자금의 용도로 쓰이며 구매물건 자체가 담보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이익회수가 신속하여 이슬람은행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방식이다.

무다라바(2) (Mudharabah)

전통금융의 투자신탁과 유사한 구조로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참여

하고 경영을 제공하는 기업가는 이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약정한 이익 배분율에 따라 , ,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는 자본만을 제공하고 사업가는 경영 즉 노동만을 제공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 

않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만이 부담한다 통상 투자자들은 다수의 사업장에 . 

분산 투자하게 되고 경영 참가권은 없는 구조가 된다.

무다라바는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뮤츄얼 펀드는 자본을 제공하는 펀드 투자자. 

와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이스티스나 (3) (Istisna)

이스티스나는 생산자 금융의 일종으로 수요자가 요청하는 미래에 생산 예정인 물품에 대해 금융기관

이 생산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물품 완성 후 금융기관은 이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 

이다 대금지불 방식은 완불 할부 공정도에 따른 지불 등이 모두 가능하여 프로젝트 수행의 건설 단계. , , , 

에 적합한 금융방식이다.

물론 미래에 생산될 예정인 물품이 샤리아 에 적격해야 한다 물품 대금 및 적정 이윤은 무라(Shariah) . 

바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할부로 은행 측이 수취하게 된다 은행은 물품 생산시 직원을 파견하여 .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최근 중동 국가에서는 건설 단계에서 이스티스나로 계약하고 운영단계에서 이자라로 계약하는 복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자라(4) (Ijarah)

이자라는 리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계류 설비 건물 등 비교적 큰 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 ,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하여 이에 대한 사용권만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금융기관은 리스 기간 동안 수, 

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형태이다.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무라바하와 구별된다 리스 기간 종료 시에는 약. 

정에 따라 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수요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리스금융의 형태로 물품의 소유권은 은행. 

이 보유하는 대신 수요자는 리스료를 지불하며 물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리스료는 렌탈료 감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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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비 자산가치 증가 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된다 주로 중장기의 리스 상품으로 자본재나 부동산의 + ” . 

임차에 사용되며 금리형태는 변동 또는 고정으로 유연하다, .

무샤라카 (5) (Musyarakah)

무샤라카는 출자 금융의 형태로 투자자와 사업가가 공동출자를 하고 공동경영을 하며 사전계약에 따, 

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다 보통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지만 이익은 사전계약에 따라 약속. , 

한 비율로 분배하기 때문에 실제 운용자 와 재무적 투자자 로 구분(General Partner) (Limited Partner)

되는 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PEF(Private Equity Fund) .

차등이익 방식 때문에 무샤라카는 구조조정 및 장기 인프라 개발 자금 동원 등에 적합한 금융방식이 

라 할 수 있다 무샤라카는 투자자와 사업가가 자본을 함께 출자하며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 , 

가진다는 점에서 무다라바와 차이가 있다 즉 합작회사 와 흡사하며 투자자들은 경영참. (Joint Venture)

여권을 갖게 되며 사업 수익으로부터 배당 수익을 받는 것이다.

이슬람금융의 보험상품(6) (Takaful)

전통적인 보험은 이슬람법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불확실성 도박 이자와 같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 

그래서 무슬림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년 피크 아카데미. 1985 gm (Fiqh 

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금지되지만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의 준수 그리고 관대한 기부Academy)

에 근거한 이슬람보험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슬람 생명보험과 이슬람 손해보. 

험이 개발되었다.

이슬람 생명보험 가족 타카풀( )① 

저축성 보험의 성격으로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 수취나 확정보험금 계약은 불가능 하다

이슬람 손해보험 일반 타카풀( ) ② 

소액의 보험료로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투기행위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운용 수익을 나눠 가

지는 개념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보험상품 또한 은행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모집 및 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샤리아 위원회(Shariah) 

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7) (Sukuk) 

수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무다라바 무라, 

바하 등의 이슬람금융계약을 기초로 유통 가능한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다 수쿠크. 

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 

청구권만을 가지는 전통적 채권과 차이가 있다.

이슬람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인 회계 및 감독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에서는 발행 가능한 AAOIFI

수쿠크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수쿠크는 다시 크게 가지로 14 . 3

구분할 수 있다. 

실물자산에 대한 매각에서 발생할 이윤을 유동화시키는 경우 무라바하 수쿠크 살람 수쿠크 와 실물( , )

자산에 대한 리스를 통해 발생할 임대수익이나 리스료를 유동화시켜 발행하는 경우 이자라 수쿠크 및 ( ) 

파트너쉽을 통해서 발생할 이윤을 유동화시켜 발행하는 경우 무다라바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 등 크( , ) 

게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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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바하 수쿠크 ① 

무라바하 계약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실물자산을 금융기관이 구입하여 구매 원가에 이윤을 붙여 수

요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무라바하 수쿠크는 이러한 무라바하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실물자산 , 

매매이익을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으로 주로 주택융자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 

무라바하 수쿠크는 실물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증서로서 증서의 소유자는 무라바

하로 조달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이자라 수쿠크② 

이자라 계약은 운용리스와 유사한 이슬람금융계약의 형태로 이자라 수쿠크는 금융기관이 구입한 기

계류 설비 건물 등을 수요자에게 사용권을 이전하고 사용권에 대한 리스료를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 , 

하는 기법이다. 

이자라 수쿠크는 수쿠크 발행 구조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 중 하나로 리스 요율은 고정금리 채권

의 현금흐름과 동일한 현금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에서 고정금리 채권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

한다.

무샤라카 수쿠크③ 

무샤라카 수쿠크는 자본과 경영을 함께 제공하는 무샤라카 계약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프로, 

젝트 결과 건설되는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등을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장

에서 시장가격에 따른 매매가 가능하다.

기타 수쿠크의 형태나 내용은 샤리아 위원회에 따라 다르며 나라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Shariah)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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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모델 연구 

안신 배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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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 이슬람연구를 위한 시론 적 고찰

            

우덕찬  1)

차 례

서론. Ⅰ

기원 후 년 예언자 무함마드 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정복과 포교활동610 (Muhammad)

을 통해 전파되어 오늘날 전 세계 억 인구 중 억 이상의 무슬림들이 신봉하고 있는 명70 20

실상부한 세계 제 의 종교가 되었다 세기경2 (http://www.muslimpopulation.com/World/). 8

부터 투르크민족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한 이슬람은 이슬람 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에 산재하고 있는 투르크민족의 제 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특히 년 오1 , 1516

스만제국의 맘루크정복으로 오스만제국의 술탄이 전 세계 이슬람권을 아우르는 할리파로 등

극하여 년 할리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 까지 약 세기 이상 이슬람의 역사는 , 1924 , 4

실질적으로 투르크민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슬람연구는 투르크지역 이슬람이 독자적 연구영역임에도 , 

불구하고 아랍지역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수 , 

있다 국내 이슬람 학 연구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한국중동학회논총 과 한국이슬람학. 『 』 『

회논총 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투르크 이슬람과 관련된 연구는 단 두 편의 논문』

이 존재하고 있고2)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중동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중동연구 와 명지, 『 』

대학교 부설 중동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중동문제연구 그리고 한국종교학회논총 에 『 』 『 』

발표된  몇 편의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3) 물론 해당분야의 연구 인력의 숫자가 . 

1)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2) 우덕찬 중앙아시아에서 종교지도자의 기능과 역할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집 우 (2003). “ ”. , 13-2 , 65-82. 『 』

덕찬 터키 알레비종파 형성의 역사적 배경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집(2006). “ ”. , 16-2 , 17-35.『 』

3) 그 대표적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대성 오스만제국전반기 수피집단과 울레마와의 관계 중동연 . (1992). “ ”. 『

구 , 』 제 권10 김대성 이슬람의 종파 발전사 우스만제국 중동연구 우덕찬 129-155. (1998). “ / ”. 95-136. 『 』

터키 알레비종파 에 나타난 샤머니즘 모티프 중동문제연구 제 권 호 우덕찬(2009). “ ”.  8 1 , 55-79. (2010). 『 』

터키 알레비종파 에 나타난 싱크레티즘 중동문제연구 제 권 호 우덕찬 터키의 알레“ ”.  9 2 , 53-78.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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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는 국내 이슬람 학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하, 

루빨리 시정되어야하며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투르크 이슬람연구에 천착해야 한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학제현 과 후학들에게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역사 속에 투( )同學諸賢

영된 투르크이슬람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과. 

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문제는 외견상 널리 알려진 사실처럼 .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어 투르크민족의 이슬람을 크게 . 

정통이슬람과 비 정통이슬람으로 대별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투르크민족사에 투영된 이

슬람의 제 유형인 민중이슬람 마드라사 이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이슬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Ⅱ

           

년 니하완드 전투에서 사산조페르시아의 대군을 격파한 아랍세력은 이후 642 (Nihawand) 

년에 걸쳐 이란의 전역을 평정하고 아무다리야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10 (Amu darya) . 

러나 아랍세력은 자체의 정치적 불안정과 돌궐제국 이래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공생관계, 

를 유지해 오던 소그드인들과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강력한 저항전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

문에 세기 전반까지 아무다리야 이북의 트랜스속시아나, 8 (Transoxiana)4) 지역을 정복할 수 

가 없었다 우덕찬 이 지역이 완전히 아랍세력의 영토( 1971, 109-124, 2006, 21). 羽田明 

로 귀속된 것은 우마이야조 의 명장 이븐 쿠타이바(Umawiya: 661-750) (ibn Qutayba: 

의 정복활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투르크족의 이슬람 화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706-715) . 

다 년 아바시야조 가 성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750 (Abbasiya:750-1258) . 

아바시야조의 건국의 주체세력이 개종한 비 아랍계 마왈리 그룹이었기 때문에 개(Mawali) , 

종자에 대한 인두세 폐지 등 획기적 조치가 수반되었다 그 결과 투르크족의 이슬람 (Jizya) . 

화는 트랜스속시아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초의 이슬람왕조인 샤만조(the Samanids: 

의 영향 하에 본격화 되었고 마침내 년 카라한조의 사토크 보그라 칸874-999) , 960 (Satoq 

이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초의 투르크 이슬람왕조가 탄생하게 되었다Boghra Khan)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문제는 비단 투르크민족사와 이슬람 사 측, 

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논자가 보기. 

에 오늘날까지 동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현존

하는 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사료에 근거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문제는 외견상 잘 알려진 . 

사실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자료. , 

비정체성 문제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 권 호 신양섭 이슬람의 벡타쉬 종단연”. 28 3 , 187-208. (1996). “『 』

구 중교연구 제 권”. 12 , 303-345. 『 』

4) 이 지역은 과거 소그디아나 또는 마라간다 라고도 불리었던 지역이다 오늘날 협의의  (Sogdiana) (Maraganda) . 

개념의 중앙아시아의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고대에는 주로 이란계 소그드인들

이 거주하였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세기 이 지역에는 강국 미국. , 6-7 ( : Samarkand), ( : 康國 米國

사국 조국 하국 안국 등 이른Maymurgh), ( : Kesh), ( : Kabudhan), ( : Khushaniya), ( : Buhara) 史國 曹國 何國 安國

바 소무구성국 이 번영하고 있었다 이 지역이 이슬람 화 된 이후에는 마워라앗나흐르( ) . 昭武九姓國

아랍어로 아무다리야강 밖의 지역이라는 뜻 라고 불리게 되었다(Mawaraadna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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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해  이슬람의 중앙아시아 투르크민족으로 전파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이 투르크민족으로의 전파가 . , 

시작된 세기 중앙아시아지역을 여행한 이븐 파드란 을 비롯한 아랍여행가들10 (Ibn Fadlan)

이 남긴 여행기와 세기의 아랍과 페르시아 지리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남긴 기록과 중10-13

국 측 기록에 근거해 보면 당시 유목생활을 하던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는 미비했고 표면, 

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슬람이 (Ocak 2001, 29). , 

당시 투르크민족으로 어떤 제반환경 속에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제반환경의 정치적 사회, , ·

경제적 그리고 종교 문화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과정을 정확·

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 , 

그것이 완전한 생활의 체계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정신세계와 생활에 남아있

던 과거의 믿음과 관습을 쉽게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 

당시 유목생활을 하던 투르크계 민족들은 그들의 전통신앙인 천신숭배 자연숭배 샤머니즘 , , 

이외에도 그들이 이동과정에서 접한 마니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신앙에 노출되, , 

어있었다 우덕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상의 종교들이 신비(Ocak 2001, 30 2006, 22). 

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오늘날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중국. , 

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산재한 투르크민족의 민중이슬람이 신비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슬람은 세기경부터 중앙아시아지역에 산재해 있던 투르크민족으로  , 8

한편으로는 우마이야조와 아바시야조의 아랍세력의 지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소그드상, 

인들과 이란계 수피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해 전파되었다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과정은 .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하레즘 호라산 트랜스속시아나 그리고 페(Harezm), (Khorasan), 

르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호라산 출신 수피지도자들이 결정적 역(Fergana) . 

할을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터키학자 쾌프류류의 연구를 통해 논증되었다(Koprulu 

카라한조의 이슬람 화 과정을 밝히고 있는 사토크 보그라 칸의 전설1966, 10-15). 5)도 신

비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도 수피지도자의 노력으로 무슬림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투르크민족과 이슬람. Ⅲ

정통이슬람1. (Orthodox Islam)

정통이슬람 다시 말하면 순니 이슬람은 약 세기 경 위구르시대이래 하레즘 트랜스속시, 8 , 

아나 페르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하던 투르크민족 사이에서 신봉되기 시작했는, 

데 부하라 사마르칸트 메르브 그리고 발흐 등 과거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도시들이 , , 

정착생활을 하던 투르크민족들에 의해 순니 이슬람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고 동 지역을 

중심으로 카라한조 가즈나조 그리고 대 셀추크조 등의 (840-1212), (997-1187) (960-1157) 

5) 사토크 보그라 칸의 전설에 대해서는 다음연구를 참고하시오 (Haneda 197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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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계 이슬람 국가들이 건설되었다 이처럼 카라한조에서 시작해서 오스만제국기까지 거. 

의 대부분의 투르크이슬람제국들이 공식적으로 순니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사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로 이상의 투르크계 이슬람국가들에  순니 . 

이슬람이 공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국가를 트랜스속시아나 지역을 중심으로 성림시

켰다는 데에 있다 만일 이 지역이 시아 이슬람이 지배적이었다면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 , 

과정은 시아 이슬람으로 변모되었을 것이다 둘째 순니 이슬람은 약 년 이상 발전을 거. , 300

듭하여 이미 제도화된 법체계와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생 투르크계 이슬람국가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카라한조 가즈나조 특 대. , , 

셀추크조의 통치자들은 당시 트랜스속시아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슬람 학자들을 보

호했으며 이들의 정책자문을 받기도 했다 셋째 신생 투르크계 (Bausani, A  , 283-290).  , 

이슬람국가들은 주변의 순니계 이슬람국가들 특히 아바시야조의 할리파로부터 정통성을 인, 

정받아야만 했다 논자의 관견으로는 세 번째의 이유가 이상의 투르크계 국가들이 순니계 . 

이슬람국가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 사후 세기 사이에 사법권이 행정권에서 , 2

완전히 독립함과 동시에 전문적 법률가가 활동을 하게 되었고 세경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10

법학자가 배출되어 뛰어난 법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슬람의 정통 대 법학파. , 4

인 하나피 학파 말릭 학파 한발리 학파 그리고 샤피이 학파가 (Hanafi) , (Malik) , (Hanbali) (Shafi)

성립되어 결국 각 학파가 광대한 이슬람권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게 되었다 우덕찬 외 (

그러면 이상의 정통 대 법학파 중 하나피학파가 투르크민족들의 법을 지배하2000, 309). 4

는 지배학파로 자리매김을 했을까 논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피학파는 여? . 

타 법학파에 비교해볼 때 법 해석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가장 융통, 

성이 많고 관용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 학파는 법 조항을 영구불변, . 

의 진리라기보다는 시대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고 법규제정과 사법적 적용에서도 상

식적이고 개인적 견해에 해당하는 라이 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하(ray) . , 

나피학파가 멀리는 중국의 동 투르키스탄 중앙아시아 발칸지역에 이르는 투르크세계의 지, , 

배학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 셀추크조는 강력한  순니화 정책을 추구해 나갔는데 이로 인해 오늘날의 이란지역에, 

서 부와이흐조 몽골 일한국 의 일시적 지배시간을 (Buwaih :945-1055), (Il Han:1314-1393)

제외하고는 적어도 세기 사파비조가 등장하기 이 전까지 시아세력의 확장을 제어할 수 16

있었다 대 셀추크조의 순니화 정책은 이를 계승한 아나톨리아 셀추크조로 계승되어 순니 . 

이슬람이 아나톨리아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6) 년 오스만제국의 성립으로 정점에  1299

이르게 되었다 오스만제국은 년 이집트의 맘룩조 를 . 1517 (Mamluk Dynasty: 1250-1517)

패망시킨 후 오스만제국의  술탄이 이슬람권을 통치하는 할리파가 됨으로써 순니 이슬람은 ,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스만제국 기에는 수많은 마드라사. 

가 설립되었는데(Madrasa) 7) 순니 신학이론이 보급되었고 종교인을 양성하고 인재들을 발, 

6) 특히 아나톨리아 셀추크조 역시 여타 순니계 아랍국가들에 비해 보다 관용적인 종교정책을 전개했다 그 일 , . 

례로 안달루치아 지역에서 기독교교도들이 아랍계 무슬림과 유태인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보고 본국에 돌아온 

무흐이딘 아라비 사망 년 는 자국에서의 기독교교도들에 대한 관용적 정책을 목격하(Muhyiddin Arabi: 1242)

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당시의 통치자 이즈젣딘 클르츠아르슬란 에게 보( zzeddin Kılıcarslan)

냈다(Togan 1981, 213).

7) 오스만제국 최초의 마드라사는 제 대 술탄이었던 오르한 이 년 이즈닉 에 설치 2 (Orhan: 1324-1362) 1332 ( znik)

한 마드라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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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교육하였다 당대 이슬람 학문의 본거지였던 카이로 다마스커스 알레포 바그다드 사, . , , , , 

마르칸트 그리고 부하라등지에서 수학한 울레마 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마드라사에서 (Ulema)

이슬람의 제 학문을 비롯해 논리학 수학 의학 천문학까지도 교수했다 김대성 , , , ( 1998, 

순니 이슬람을 근간으로 성립된 오스만제국도 관용적 종교정책을 견지해 나갔113-115). 

다 물론 세기 비정통 이슬람교단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16 8) 그것은 신학이나 교리 상에, 

서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아나톨리아 지역을 시아 화 할 목적으로 이란의 , 

사파비조가 행한 종교적 선전9)에 대항에서 순니 공동체 를 보호할 목적으로 (Ehl-i Sunnet)

행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비 정통이슬람2. (Heterodox Islam)

정착생활을 하던 투르크민족에게는 정통이슬람 즉 순니 이슬람이 주를 이루었지만 유목, 

생활을 하던 투르크민족에게는 이와는 다른 형태의 비 정통 이슬람이 신봉되었다 비 정통 . 

이슬람은 유목생활을 하던 투르크 민족에게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마치 당대의 이슬람 세계

에 존재했던 비 정통 이슬람종파처럼 오랜 시기에 걸친 신학적 논쟁 끝에 성립된 것도 아, 

니다 이로 인해 후자는 전자와 같은 어떤 체계적으로 발전된 신학이 존재하지 않고 투르. , 

크민족이 이슬람 화 이전에 신봉했던 천신사상 자연숭배 조상숭배 샤머니즘과 같은 전통, , , 

신앙과  그들이 이동과정에서 접한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 , 10) 등의 영향 하에 

서 고등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들여 그들의 사회문화 구조에 적응시킨 제 교리 혼합주의

성격의 이슬람을 지칭한다(Syncretism) . 

신비주의 성격을 띠는 비 정통 이슬람을  투르크계 유목민들에게  전파시키는 데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들은 호라산지역 출신인 아흐메디 예세비 로 대표(Ahmed-i Yesevi)

되는 수피지도자들로서 아마도 이들의 역할은 투르크민족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

건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기원 후 세기경부터 시작된 비 정통이슬람의 역사는 중. 10

동 아나톨리아 더 나아가서 발칸지역의 투르크계 민족으로 확대되어 여러 신비주의 종단들, 

이 태동하게 되었고 오늘날 터키의 제 종파로 자리 잡고 있는 알레비 종파의 형성으로 그 , 2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비 정통이슬람은 . 16

세기 유목생활을 하던 투르크멘(Turkmen)11) 유목민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이 12

맘 시아파의 할리파 알리 숭배 이맘 숭배 카르빌라 숭배와 같은 시아의 모티프들과는 , 12 , 

전혀 관계가 없었고 과거 그들의 부족 적 신앙과 전통이 혼합된 신비주의 성격의 민중 이슬

람이었다는 사실이다.

8) 당시 오스만제국은 술탄칙령을 발포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해 즌득 불신도 뮬히드 이단자 라 (zındık: ), (mulhid: ), 

프즈 이단자 라 지칭하며 탄압을 했다(rafız: ) .

9)사파비조의 종교적 선전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샤 이스마일 개인의 카리스마도 큰 역할을 했(Shah Ismail) 

지만 사파비 종단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처럼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덕찬 ( 2006, 

29). 

10) 이슬람 화 이전시기 투르크 민족의 기독교와의 접촉 혹은 그들로의 전파에 대해서는 동 서양 사료의 제한으 , 

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위구르의 서천 후 그들에게 경교가 전해졌음을 입증하는 경교관련 종교문. 

헌이 존재한다(Kwanten 1979, 57).

11) 투르크멘은 트랜스속시아나지역의 무슬림들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투르크계 부족들과 구별하기  

위해 유목생활을 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투르크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세기 이후. 10

부터는 투르크계 오우즈 족을 지치하게 되었고 특히 세기 이후부터는 사서 상에 오우즈를 대신하는 (O uz) 13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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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 정통이슬람은 앞에서 지적한 제 교리혼합주의적 특징과 신비주의적 특징을 갖

는 것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 이란의 구원사상인 메시아

사상의 영향으로 구세주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비 정통이슬람을 신봉하던 . ,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세기부터 아나톨리아 지역과 발칸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항에 주도13

했던 일련의 반란들은  비 정통이슬람이 갖는 메시아적 혁명사상" "(messianisme 

에서 비롯되었는데 세기의 아나톨리아지역의  바바이 반란revolutionnaire) , 13 (Babai 

revolt)12) 세기 발칸지역의 셰이 베르렏딘 반란 과 세기 아나, 15 ( eyh Bedreddin revolt) 16

톨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반란들이13) 대표적 실례들이다 .

비 정통이슬람은 한편으로는 세기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신비주의종단과 더불어 발전해 11

나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기 말 투르크멘들의 이동과 더불어 아나톨리아지역에 유,  11

입되어 두 가지 형태로 변모되었다 첫 번째는 세기 초엽에 이르러 야세비 하. 13 ,  (Yasevi), 

이다리 깔란다리 그리고 와파이 와 같은 수피 계 종단으로 모습(Haydari), (Qalandari) (Wafai)

을 드러내게 되었고14) 이상의 수피 계 종단들은 세기 초에 이르러는 벡타쉬 종, 16 (Bekta ) 

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란의 사파비 왕조의 종교적 선. 15

전으로 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이맘 시아파의 할리파 알리 숭배 이맘 숭배 카르빌16 12 , 12 , 

라 숭배와 같은 시아의 중심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교리적 융합이 이루어져 외견상 유사 시"

아파 형태로 변모되었고 오늘날 터키에서 제 의 종파를 형성하고 있는 "(pseudo-Shiite) ,  2

알레비종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적 융합은 순니 적 속성뿐만 아니라 결. 

코 시아 적 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융합이 순니 이슬람이나 시아 이슬람과 구별. 

되는 첫 번째의 중요한 차이점은 신성 에 관한 독자적 입장이다 멜리코(uluhiyet: divinity) .  

프 가 논증했듯이 알레비종파에 있어  신이 인간의 몸에서 형상화되었다는 성육신(Melikoff) , 

사상은 고대 투르크민족의 천신의 개념을 할리파 알리와 동일시함으로써 형(incarnation) 

성된 새로운 신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알레비종파에 있어 할리(Melikoff 1998, 22-24). 

파 알리는 역사상의 할리파 알리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로써 신의 위치에 있는 존재

이며 이맘 숭배 역시 이러한 신관위에 숨겨진 부수적인 숭배사상이다 두 번째의 차이점12 . 

은 할리파 후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빌라 숭배이다 바로 이것은 알레비종파 역사에 . 

있어 집합의식 의 상징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기원의 고통숭배(collective consciousness)

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세인의 죽음은 상징적인 매개체에 불과하다(pain cult) (Ocak 2001, 

이로 인해 세기는 투르크민족사에 있어서 비 정통이슬람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48-49). , 16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이후 비 정통 이슬람은 당시의 이름으로 . , 

크즐바쉬 통상적으로 알레비 라고 명명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Kızılba ), (Alevi) . 

비정통 이슬람의 의식에는 정통 이슬람에서 존재하는 어떤 엄격한 종교적 계율에 따른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샤먼들이나 이슬람 이. 

후 수피지도자들이 행했던 의식처럼 남녀가 합동으로 의식에 참여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 , 

12) 바바이 반란은 당시 중부 남동부 아나톨리아지역 내에서 유목생활이나 반 유목생활을 영위하던 투르크멘들 , 

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대규모의 민중반란이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 반란에서 정통 이슬람과는 거리 먼 . , 

구세주 사상 즉 마흐디사상이 이념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Ocak 2004:261-262)

13) 중요반란은 년 테케 의 샤 쿨루 반란 과 년 중부아나톨리아의 누르 알리 할리페 1511 (Teke) ‘ ( ah Kulu) ’ 1512 ‘

반란 이다(Nur Ali Halife) ’ .

14) 당시 도시에 정착한 투르크멘들은 도시의 높은 문화수준 속에서 교육을 받아 각 수피종단의 교리를 취사선 

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농경이나 유목생활을 하던 시골의 투르크멘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 

무분별하게 여러 종단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우덕찬 ( 20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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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합동으로 예배나 종교의식에 참여한 다는 것은 정통 이슬람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되

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남녀가 참여하는 합동의식은 알레비종파의 젬 의식. “ ”(Ayin-i 

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의식은 주로 저녁 시 무렵에  거행되는데 남녀의 구별을 두Cem) . 7 , 

지 않는 남녀 모두 참여하는 의식이다 의식은 데데. (dede)15)가 주관하는데 과거 샤먼이나 , 

수피지도자들의 기능과 역할은 그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현세와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중. 

개자 역할을 한다 의식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사방을 향해 큰절을 올린 후 입에 물을 머. , 

금어 식장 주변에 뿜어냄으로써 부정을 씻는 의식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식은 샤머니즘의 . 

굿에서도 목격되는 의식이다 우덕찬 ( 2009, 75-76).

투르크민족사에 투영된 이슬람의 유형IV. 

민중이슬람1. (Popular Islam)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일신 알라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이슬람 교리 상에서 볼 때 민, , 

중이슬람이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없다 정통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 , 

쿠란에 계시된 성법 샤리아에 따라야 하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관행에 따라 행동, 

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느 계층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된 획일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 ,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슬람의 정통교리에 반하는 토착화된 혹은 . 

대중화된 관습과 교설이 이슬람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하던 , 

선행종교 및 토착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토착관행들은 민중들의 생활에 지대한 ,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투르크민족의 이슬람도 예외가 아니다 투르크민족의 민중이슬, . 

람16)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통이슬람과 비 정통이슬람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성립, 

되었는데 그 대표적 특징은 성자숭배 로서 이슬람수피주의의 영향(evliya kultu: saint cult)

으로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투르크민족사에서 이슬람신비주의는 (Ocak 2001, 52).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발전했는데 세기 경  아흐메디 예세비를 시작으로 야세비 하이, 10 , 

다리 깔란다리 종단과 같은 비 정통이슬람종단을 통해 발전해 오다가 특히 세기에 이르, 13

러서는 쿠브라위야 낙시반디야 카디리야 종단과 같은 정통이슬람 종단을 통해 발전을 거, , 

듭했다 이상의 종단들은 세기 몽골의 침공 과 더불어 오늘날 터키공화국이 위치하는 아. 13

나톨리아반도로 유입되었다(Ocak 2001, 56-57).

세기부터 수피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단을 중심으로 수피주의를 대중사이의 사회운동13

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수피종단으로 토착신앙의 요소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 

수피주의의 대중화 및 제 교리의 통합 즉 싱크레티즘 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syncretism)

불어 수피종단에는 성자숭배라는 새로운 관행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욕과 검소 .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던 수피즘이 사회운동으로 발전되고 종단으로 조직화되면, 

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된 수피종단의 셰이크 들은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sheikh)

15) 데데 는 종교지도자임과 동시에 알레비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젬 의식과 다른 공동체의  (dede) . (cem)

의식을 주관하며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다.

16) 서구학자들은 민중이슬람을 일상이슬람 또는 비공식이슬람 이라고도  (Everyday Islam) (Non-official Islam)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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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오르게 되었다 셰이크들은 세속적 권력자들처럼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수피종단들은 . 

자신들의 계통적 원류를  예언자 무함마드와 결부시키려했으며 자신들의 셰이크를 미화시, 

켜 성인화시킴으로써 종단의 위치를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각 종단의 셰이크들. 

은 현세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성인으로 간주되었고 성인으로부터 축복과 성덕을 부여받으, 

려는 대중적 소망이 성자숭배의 관행을 낳게 되었다 신양섭 ( 1999, 379-380).

성자숭배는 오늘날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동 투르키스탄지역에 거주하는 , 

투르크민족 민중이슬람의 기저층 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성자들의 무덤인 성묘는 ( ) . 基底層

현지 무슬림들의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17) 즉 다시 말하면 성묘를 방문해 죽은 성자. , 

들이 가지고 있던 성덕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기원이 성취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오늘날 수백 개의 성묘가 존재하고 있는 이스탄불의 경우 코윤 데데 성묘같, (Koyun Dede) 

이 개구쟁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이가 온순해진다는 성묘가 있는가 하면 바바 자파르, 

성묘는 특히 임산부에 효험이 있다고 전한다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Baba Jafar) . 

성묘를 방문해 갓난아이에게 입힐 옷이나 기저귀들을 일정기간 놓아둠으로써 자파르 성인의 

성덕이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순례 객이 성묘를 방문하면 일정한 의식. 

이 치러진다 통상은 쿠란을 읊으며 성묘 안에 들어 간 후 성자의 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 

소원을 빈다 성묘가 잠겨있는 경우는 문 앞이나 성자의 관이 보이는 창살 문 앞에서 동일. 

한 의식을 치른다 특정 지역에서는 쇠창살에 헝겊을 묶어놓기도 하는데 일종의 매듭신앙. , 

으로써 자신의 소원이 꼭 성취되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양섭 ( 1999, 404).

 

마드라사 이슬람2. (Madrasa Islam)

세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건국된 파티마조 가 이스마일파의 교리를 전파시 10 (909-1171)

킬 목적으로 년 카이로에 건립한 알 아즈하르 사원 이 이슬람권에서 972 - (Al-Azhar Mosque)

마드라사 이슬람의 효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8) 투르크민족의 경우 이미 카라한 , 

조 시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드라사들이 존재했다 당시 사마르칸트 부하라 메르브같은 . , , 

트랜속시아나 지역의 오아시스 도시들은 정통 이슬람의 신학과 법이 연구 및 교수되는 중심

지 역할을 수행해 많은 이슬람 학자들을 배출했다 예를 들어 하디쓰를 편찬한 부하라 출. , 

신의 이스마일 알 부하리 년 사망 가 대표적 인물이다 하지만 실질적 (Ismail al Buhari: 869 ) . 

측면에서 투르크 민족에 있어 마드라사 이슬람의 전통은 대 셀추크제국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 대 셀추크제국은 이스마일파를 비롯한 시아계 교파들의 교리확산을 제어하고 정통 순니 . 

이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세기 바그다드를 비롯한 중요 도시들에 마드라사를 설립했다11 . 

당시 마드라사에서는 이슬람법학 신학 주석학 뿐만 아니라 의학 수학 천문학 등도 교수, , , , 

되었다 그 결과 대 셀추크제국기부터 마드라사는 강력한 국가의 보호와 통제 하에서 그 . , 

17) 특히 중앙아시아지역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에 있어 성묘참배 가 가지는 의의는 지대하다 현 (tomb visitation) . 

지어로 성묘를 마자르 라 부르는데 대표적 성묘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마일 샤마니 묘‘ ’(mazar) , . ( smail Samani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낙쉬반디 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이맘 이스마Mausoleum: ), (Naqshbandi Mausoleum: ), 

일 알 부카리 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셰이크 알디야르 묘- ( mam  smail al-Bukhari Mausoleum: ), 

크르그즈스탄 오쉬 그리고 호자 유숲 하마다니 묘 투(Sheikh Aldiyar Mausoleum: ) (Hoja Yusuf Hamadani: 

르크메니스탄 마리 등이다) .

18) 알 아즈하르 사원이 완성된 것은 년이었지만 마드라사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년 후인 년으로 통 - 972 16 988

치자 아지즈 가 이슬람 법학자들에게 시아파의 일종인 이스마일파의 교리와 법을 가르치게 지시한 후부(Aziz)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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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해나갔고 이러한 전통은 오스만제국기로 계승되었다(Ocak 2001, 54-55).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스만제국 최초의 마드라사는 제 대 술탄 오르한, 2 (Orhan: 

이 년 이즈닉 에 설치한 마드라사이다 이 마드라사의 최초의 교수는 1324-1362) 1332 ( znik) . 

메흐메트 카이세리 사망 였다 그는 카이세리에서 이슬람 신학의 기(Mehmet Kayseri: 1351 ) . 

초를 배운 뒤 카이로에 가서 쿠란해석학 무함마드 언행록 이슬람 법규와 설교법등을 연구, , , 

했고 다시 콘야로 돌아와 수피들의 수행 원리들을 배웠다 이로 인해  그는 울레마이자 셰, . 

이크였기 때문에 세기에 걸쳐 오스만제국 내에서 신학이론을 중시하는 울레마와 경험적 14 ,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수피집단은 양립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드라사 . 

교육의 최 전성기는 정복군주 메흐메트 세 가 재위에 오르면서 시2 (Mehmet II:1451-1481)

작되었다 그가 즉위했던 년까지 마드라사에서 실증적인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 1451

못했는데 그의 즉위로 기존의 학문 뿐 만 아니라 보다 실증적인 학문들도 교수되었으며  그

가 건립한 샤흐니 세만 마드라사는 오스만제국 최고의 이슬람 신학 교육기( ahn-ı Seman) 

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자신이 서구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 서적.  

을 구입하여 자신의 서재에 간직하였고 서구철학자들을 불러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 

세기 초부터 마드라사 교육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17 . 

과정에서 수학과 논리학은 삭제되고 이슬람법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교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논리성이 배제된 채 유사한 신학체계를 전수하는 훈련장으로 변하고 말았, 

다 또한 일부 울라마들은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뇌물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 

마드라사 교수직에 임용시켰다 세기 후반에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마드라사 교. 18

육에 대한 개혁 시도가 전개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마드라사는 년 , 1923

월 일 터키 공화국 선포된 후 년 월 일 교육 통일법에 의해  폐쇄되고 말았다10 29 , 1924 3 3

김대성 ( 1998, 115-116).

국가 이슬람3. (Official Islam)

년 최초의 투르크이슬람국가인 카라한조가 성립되면서 투르크 민족에 있어 이슬람이 960

국가통치체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당대에 편찬된 투르크 문학의 정수

라 할 수 있는 유수프 하스 하집 의 쿠타드구 빌릭(Yusuf Has Hacib) (Kutadgu Bilig)19)에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투르크 민족사에서 있어 실질적 측면에서 국가 이슬람이 공고히 자. 

리매김을 한 것은 대 셀추크제국기이다 대 셀추크는 세기 초 트랜스속시아나 지역에서 . 11 ,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 호라산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 사건은 이슬람 세계에서 문화적 그, . 

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전환점이 된 중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대 셀추크는 세기 , . 11

중엽부터 문화적 측면에서당시까지 이슬람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투르크적 요소 를 중“ ”

동지역에 유입시켰고 정치적 측면에서 아바시야 할리파조를 시아파 부아이흐조의 지배에서 , 

구원함과 동시에 중동지역 순니 이슬람의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Turan 1989, 

특히  대 셀추크조가  오늘날의 급진이슬람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스마일 87-96). 

파를 비롯한 시아 계 급진파의 확산을 제어하고 순니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보호했다는 사실

은 이슬람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투르크민족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매우 중

19) 이 책은 년 카라한조의 벨라사군 출신인 유수프 하스 하집이 저술한 책으로 군주가 취해야 할 자세를  1069

설교한 교훈서로서 서사시 양식으로 되어있다 저자는 고대 인도와 투르크민족의 정치철학과 이슬람정치 철학. 

을 근간으로 본서를 저술하였다 본서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시오. (Inalcık 1966, 2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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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 셀추크조의 국가이슬람의 전통은 오스만제국에 . 

그대로 계승되었다.

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술탄 메흐메트 세는 이슬람을 통치이념의 최상위에 둠1453 2

과 동시에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을 단행하여 오스만 부족국가를 제국으로 성장시키는 토

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외견상 이슬람의 최고의 직위라 할 수 있는 쉐이훌 이슬람. 

(Sheyhul-Islam)20)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상에서 존재하는 알라의 그림자 인 술탄“ ”

으로서 국가와 정치 더 나아가 이슬람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스만제국에. , 

서 이슬람은 국가지배와 통치에 있어 신정적 권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스만제. 

국의 국가이슬람은 년 이란에서 이맘 시아를 표방하는 사파비조의 건국으로  정면1502 12 

도전을 받게 되었다 사파비조는 건국과 더불어 오스만제국으로의 종교적 선전을 통한 침투. 

를 시작했다 년 야부즈 술탄 셀림 은 이란의 사파. 1514 (Yavuz Sultan Selim: 1512-1520)

비조와의 찰드란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파비조의 종교적 선전을 어느 정도 제어할 (Caldıran) 

수 있었지만 사파비조의 종교적 선전으로 인해 아나톨리아지역에서 순니와 알레비라는 양, 

대 종파가 공존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21) 이로 인해 이후 오스만제국은 마치 과거 대 . , 

셀추크조가 이스마일 파를 비롯한 시아계 급진파에 대항해 했던 순니 이슬람의 보호자의 역

할을 했던 것처럼 이단종파 에 대항해 순니 이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 ”(Ehl-i Rafz)

게 되었다 년은 오스만제국의 국가이슬람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1516 . 

이집트를 정복한 야부즈 술탄 셀림은 년 월 당시 허수아비 할리파 무타와키1516 8

로부터 할리파 직을 이양 받음으로써 오스만제국은 명실상부한 이슬람세계의 보(Mutawaki)

호자임과 동시에 종주권자로 격상되었다 그 결과 오스만제국은 국가이슬람을 축으로 하는 . 

완전한 정교일체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어 기독교권의 서구에 대항하여 이슬람권의 대표자가 

되었고 적어도 이러한 역할은 세기 초까지 수행되었다19 .

년의 프랑스대혁명이 가져 온 민족주의 열풍으로 유럽 기독교권 식민지를 상실해 1789

나간 오스만제국은 이슬람의 정치적 상징인 할리파직을 서구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기 말 유럽 기독교 세력에 의한 오스만 영토 잠식이 최고조. 19

에 이르자 술탄 압둘 하미드 세 가 국운쇄신을 목적으로 이슬, 2 (Abdulhamid II:1876-1909)

람권의 단합을 위해 범 이슬람운동 을 주창했다 하지만 논자가 보기에 범 (Pan-Islamism) . , 

이슬람운동은 할리파직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서구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 할리파를 중

심으로 무슬림들의 단합과 각성을 천명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할리파주의, (the Caliphate)

라고 부른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오스만제국은 년 메쉬루티예트 라 부르는 헌법의 공포와 더불어 새로운 1876 (Me rutiyet)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서구의 실증주의 영향으로 과거 터부시되었던 이슬람에 대. 

한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세속주의에 근거한 공화주의와 민족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독립전쟁 이후 년 월 일 터키공화국의 성립으(Lewis 2002 160-174).  1923 10 29

로 이슬람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케말리즘 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Kemalism) . 

로 인해 이슬람은 신앙과 경배의 영역에 국한되어 국가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고, 1924

년 공식적으로 할리파제가 폐지됨으로써 국가이슬람은 종식을 고하고 말았다.

20) 쉐이훌 이슬람은 이슬람의 지도자 혹은 대율법사를 의미한다 .

21) 당시 샤 이스마일은 종교적 선전을 위해 자신의 수제자나 대리인들에게 쓰게 한 이맘을 상징하는 겹의  12 12

붉은 터반으로 인해 그 자신이나 수제자들이 크즐바쉬 즉 붉은 머리 라고 불러지게 되었고 나중에 (Kızılba ) ‘ ’

오스만제국 내의 모든 알레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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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V. 

 

투르크민족의 이슬람 화는 한편으로는 우마이야조와 아바시야조의 아랍세력의 지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소그드상인들과 이란계 수피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해 전파되어 , 960

년 최초의 투르크이슬람국가인 카라한조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투. 

르크민족의 이슬람 화 문제는 외견상 잘 알려진 사실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

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거시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 

서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투르크민족의 이슬람은 크게 정통이슬람과 비 정통이슬람으. 

로 대별된다 정통이슬람은 순니 이슬람을 지칭하는데 카라한조를 시작으로 가즈나조 대셀. , , 

추크조 아나톨리아 셀추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만제국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이슬람투, 

르크국가들이 정통이슬람을 받아들였다 비 정통이슬람은 유목생활을 하던 투르크민족에게 . 

전파된 이슬람을 지칭한다 비 정통이슬람은 한편으로는 세기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신비주. 11

의종단과 더불어 발전해 나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기 말 투르크멘들의 이동과 더불, 11

어 아나톨리아지역에 유입되었으며 세기 이후부터는 알레비라고 명명되기 시작하여 오늘16

에 이르고 있다. 

한편 투르크민족사에 투영된 이슬람의 제 유형은 민중이슬람 마드라사이슬람 그리고 국, 

가이슬람이다 투르크민족의 민중이슬람은 정통이슬람과 비 정통이슬람이라는 두 기둥을 중. 

심으로 성립되었는데 그 대표적 특징은 성자숭배로서 이슬람수피주의의 영향으로 신비주의

적 색채를 띠고 있다 투르크 민족에 있어 마드라사 이슬람의 전통은 대 셀추크제국기로 .  

거슬러 올라간다 대 셀추크제국기부터 마드라사는 강력한 국가의 보호와 통제 하에서 그 . 

기능을 수행해나갔고 이러한 전통은 오스만제국기로 계승되어 극성기를 맞이했다 투르크 . 

민족사에서 있어 실질적 측면에서 국가 이슬람이 공고히 자리매김을 한 것은 대 셀추크제국

기이다 대 셀추크조의 국가이슬람의 전통은 오스만제국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특히 오스만.  

제국은 년 맘루크를 정복하여 술탄이 할리파 직을 이양 받음으로써 오스만제국은 명실1516

상부한 이슬람세계의 보호자임과 동시에 종주권자로 격상되었다 그 결과 오스만제국은 국. 

가이슬람을 축으로 하는 완전한 정교일체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어 기독교권의 서구에 대항

하여 이슬람권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역사 속에 투영된 투르크이슬람을 거시적인 ,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본 졸고가 계기가 되어 투르크지역 이슬람연구가 활성. 

화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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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와 중동평화

차 례

서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각국의 반응. 

제재에 대한 이란의 대응. 

중동평화와 이란. 

한국의 대응책V. 

결론. 

서론. 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동안 클린턴과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정책에 맞서 이

란은 강온 양면전략과 지연전술로 일관하며 핵개발을 계속 진전시키면서 년간이나 버텨왔다 이20 . 

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에 유화정책으로 나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당근을 포기하고 채찍을 든 것이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 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다양한 ‘ ’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년 월 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더 강력한 대이란 추가 경제. 2012 11 ‘

제재 법안 에 년 월 일  서명하고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재 동참을 위해 외교력’ 2011 12 31

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 속에서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에는 찬성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

해서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누체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과 다부토글루 터키 . 

외무장관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상호협력 교류를 위한 쌍무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고 양국 국, , , 

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 이란과 베네수엘라 지도자 

들이 양국 간 강력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는 가운데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차베스 베네, 

수엘라 대통령은 석유와 천연가스 섬유 무역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개 , , 11

협정에 서명했다.2)

이렇듯 이란 제재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친미 국가 대 반미 국가로 분열되어 개별 국가의 국익

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따른 대이란 제재조치의 파급효과는 중동평. 

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동질서 재편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국제정치 역학상 미국, . -

이란 관계는 결국 미국 중국 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대(G1)- (G2) . 

리국인 미국과 이란의 대리국인 중국이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년 월 일 유엔 안보리 . 2011 1 20

한국외대 이란어과* 

1) Iran Press TV 2010-9-26.

2) dbtpwls@newsis.com,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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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인 미 중 양국의 정상 오바마와 후진타오는 대 이란 제재의 전면적 이행이 필요하다- ( ) 對

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  . 

의 노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동안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자 미 의회는 다시금 년 , 2011

월 일 국방수권법안 커크 메넨데스 법안12 15 ‘ ( - )’3) 즉 대이란 추가 경제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월  , , 12

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며 한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에게도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31 . 

대응하여 이란은 협상카드라는 유화 자세를 보이면서도 년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2012

련에 돌입하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에 맞서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이 이렇게 강경자. 

세를 보이다가 서방의 추가제재가 이란을 더욱 압박해 오자 년 월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2012 4 14

회 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과 이란 정부 간 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재개되었다5 (P5+1) .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각국의 반응. Ⅱ

독일에 본거지를 둔 베르텔스만 재단 은 이란 제재에 관한 설문조사(Bertelsmann Foundation)

를 실시한 결과 레바논내 기독교인 중 순니 무슬림 중 가 이란 제재에 찬성한 반면 레바, 62%, 61%

논 내 시아 무슬림들은 이란 제재에 대해 가 반대했다 다른 한편 순니 무슬림이 대다수인 파98% . 

키스탄은 가 이란 제재에 반대를 하였다 이집트와 터키에서는 약 가 이란 제재에 찬성을 62% . 30%

하는 편이다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과 국민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반감을 가지 고 있다 이란과 밀접하게 관l . 

련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남부 시아파 아랍에미리트의 , , , 

시아파 등은 분명히 이란 제재에 반기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밖의 순니 무슬림도 이란 제재

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은 한국이 발표한 대이란 제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압력 . 

하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 국제평화를 위한 책임을 외면한 채 제재조치 , 

이행을 거부해왔다.4)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미 행정부가 중국에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

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힐러리 클린턴 . . 

미 국무장관은 월 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9 20

키기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을 라 자칭하면서. G2

도 국제평화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 

중국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핵에 이어 미국 중국간 . -

전략적 이해의 또 다른 충돌지점인 이란 핵문제를 놓고 중국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동참할 뜻이 없

음을 또다시 밝혔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년 월 일 중국은 한결같이 . ( ) 2010 10 19 "馬朝旭

이란 핵문제를 대화와 담판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관 당사자들은 외교적 노력을 더욱 기울

여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중국을 방문" . " 9

했을 때 우리는 ,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해야 함과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고 말해 미국의 추가 제재에는 여전히 동참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5)

3)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 의원과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제재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4) 헤럴드경제  2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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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고 년 이후 이란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04

있다 사활적인 에너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중국의 번째 원유공급국으로 중국 국내 . 3

석유 소비의 를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국가이다 또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에14% . 

서 최대 수혜국이 되고 있다 일부 한국 건설업체들이 이란 플랜트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중국이 . , 

사업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이란 북한 제재 담당 조정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유엔 안보리의 이란 . .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당수 중국 기업과 은행들의 명단을 중국 측에 제시했다 문제의 중국 . 

기업과 은행들이 미사일 개발과 같은 금지된 군사기술 및 원심분리기의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고품질의 탄소 섬유를 이란에 넘겼다는 것이다.6)

이들 중국 기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도 군사기술을 넘겼을 가능

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에 의하면 이란과 불법 거래를 . .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중 상당수가 북한과도 거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민간 연. 

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중국을 통해 핵 기술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첨단기술 제품들을 중국을 통해 들여오고 있. 

다는 것이다 북한은 위장 기업과 중국 기업들을 통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로. 

부터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사들이고 있다고 올브라이트는 말했다 이 경우 최종 구매자가 북한. 

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서방 기업의 중국 지사와 중국 기업 간의 거래, 

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하면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은 국제사, 

회의 이란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휘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란 지도부가 경제적 고, 

립을 자초했다는 국내 비판 여론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제재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 

레비 차관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 동참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 , "

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한 전략이 외교적 옵션을 제고시키는 지렛대로서 효과적으로 기

능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레비 차관은 우리는 이란 당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영향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특히 금융 시스템과 경제 성장에 미칠 우려가 크다 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압력이 커. " . "

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재 효과를 과소평가한 아흐마디네자드 대, 

통령과 지도층 인사들을 향한 국내적 비판도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은 이란의 테" . "

러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주도해온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

다 며 하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기업들이 혁명수비대 및 관련 부분과의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기 시" "

작하면서 이란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 같다 고 말했다" .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7) 또한 미국과 프랑스의 국방장관 역시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의 영향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8)

이러한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미 정부는 년에 이어 년에도 대이란 금융 무2010 2011-12 ·

역 운송 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를 계속 가하고 있다 년 월 일 미 · · · . 2011 1 14

5) 베이징 성기명 특파원  =CBS 2010-10-19.

6) WP 2010.10.19.

7) 연합뉴스  2010-9-21.

8) www.radiofarda.com. 2010-9-28.

- 85 -



행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및 무기수출 활동과 관련해 국영 이란해운 과 관계가 있는 홍콩에 (IRISL)

등록된 해운회사 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려놓았다 미국 정부는 이 과거 소유했거나 현20 . IRISL

재 소유주로 돼 있는 홍콩에 등록된 해운회사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20 .9) 미국 정부는  IRISL

을 이란의 대량 살상무기의 운송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원은 년 월 일 본회의를 열어 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대 , 2011 12 15 6620 86

으로 의결했다 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내용이 포함13 . 14

돼 있다 미 의회의 대이란 제재법안의 골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미. 

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장사하려. , 

면 이란과는 손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10)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진 월 일  12 31

시점부터 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6 .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년 월 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내법이 국제법 ( ) 2012 1 4 "洪磊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 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어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 . "

한 방법이 아니다 며 대화와 담판이 정확한 해법 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국은 이란과 정상적" " " . "

이고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무역 및 에너지 거래가 없기 ,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11) 

미국 정부는 년 월 일 유럽연합 개국과 일본 등 개국은 이란산 원유 구매를 2012 3 20 (EU) 10 11

크게 줄였기 때문에 미 금융제재로부터 면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많은 양의 원유를 이란에서 수입. 

하는 한국의 경우 상당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 이란산 원유 . 30

수입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시장에 충분한 원유가 있다며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12) 이란 제재 법안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 석유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은 미국 내 자산동결과 환거래 금지 등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축출된다 이 법. 

안은 오는 월 일 발효된다6 28 .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본격 작동할 경우 이란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  . 

안의 누적된 제재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몇십 에 달하고 달러에 만리알에서 만리알로 이% , 1 1 2

란의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적 피해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란의 산유량은 년  . 2012

월에 하루 만 배럴로 지난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3 340 2002 .13) 그러나 서방이 이란을 경 

제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

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재에 대한 이란의 대응. Ⅲ

이렇게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 

적 통로는 열려 있으며 그 문을 통해 들어올지 여부는 이란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 . 

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란 정부는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의도임을 전 세계에 분명하“

고 신뢰할 만한 약속으로 확신시켜 줘야 한다 며 선 핵문제 해결 후 외교적 대화 입장을 분명히 ” “ ” 

9) 매일경제  2011-1-16.

10) 연합뉴스  2011-12-16.

11) 매일경제  2012-1-5.

12) 로이터  2012-3-31

13) 이투데이  20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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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4)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따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는 카우보이와 “ . 

덜떨어진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다 며 자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비난”

했다.15) 또한 그는 아만푸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제재는 결국 이란 경제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 ,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란은 제재로부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이란 경제제, . , 

재는 이란의 경제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6) 

또한 그는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세계가 이스라엘의 핵폭탄 “

보유에 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것이 협상의 성격을 .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의 어떤 가능성도 일축하면서 텔아” . 

비브 정권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란은 시오니스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 “

대국이다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리도 그런 문제를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고 . , ”

강조했다.17)

이밖에도 경제제재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제재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란에게 득이 된, 

다는 반응이다 모타키 장관은 체코 공화국 외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이란에 처음 제재가 부과되었을 . 

당시 이란은 석유와 가솔린 산업에 필요한 장비 약 가량만을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나, 10% , 

지금은 필요한 양의 를 자체적으로 설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결국 실70%

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18) 또한 국회의원 나카비 호세이니 는 세계의 열강 특히 서구세 , (Hosseini)

력에 의한 제재가 지난 년간 오히려 이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타키 외무장관을 위30 . 

시한 이란 정부 관료들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감

소하는 가운데 이란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19)

일찍이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인 하메네이도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무용지물이 될 것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란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극복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 , 

제사회의 제재조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하메네이는 적대 국가들의 이란에 대. , 

한 경제제재가 이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즉 이란 국민들은 경. , 

제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탓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돌리게 될 ,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하메네이는 이러한 방법은 적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20) 또한 하메네이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이란의 국력이  

점점 증진되고 있는 징표로 보았다 그는 이란의 경제제재를 이란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 

것을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어 말했다 하메네이는 년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수행할 당시 국력. 1989 , 

이 약한 이란으로서는 이라크와 전쟁을 계속할 무기를 구걸하기 위해 전 세계를 순회했었어야만 했

다고 말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미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해달라고 . , 

여러 나라들을 돌며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하메네이의 관점은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온건파 정치 지도자 및 반정

부 세력들이 제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경제제재를 심각하게 .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정부와 반정부 인사들 간의 단합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 

14) 조선일보  2010-9-24.

15) 조선일보  2010-9-25.

16) Jerusalem Post 2010-9-20.

17) http//www.mfa.gov.ir, 2010-9-24. 

18) ISNA 2010-9-26.

19) Iran Press TV 2010-9-26.

20) peikeiran 20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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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산자니와 반정부 지도자들은 이번 경제제재를 계기로 하메네이 최고 종교지도자가 아흐마디네

자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줄 것을 기대했었다 또한 콤시의 그랜드 아야톨라 시라지. (Grand 

는 정부가 발표한 낮은 인플레는 진실이 아니며 서민들이 체Ayatollah Naser Makarem Shirazi) “

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높은 실업과 인플레로 특히 고학력 출신 이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 

다 고 설교 시간에 주장했다” .21)

이란 개혁파 지도자 메흐디 카루비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현 불법적인 정권을 강화시키고 그들“

에게 지렛대 즉 제재와의 대결이라는 명분하에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구실로서 이용할 경제적 , 

지렛대를 주었다 고 주장했다” .22)

또한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재로 인해 이란의 여러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샤흐리아리 의원은 국가안보외교, . (Mehdi Shahriari) 

정책위원회에서 제재로 인해 산업 전반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 , 

화 되고 있다 정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의 경험 부족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란은 서. . 

방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미래는 불투명하다 라고 말했다” .23)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백번 이상 아니 수 백 번이 넘더라도 그것은 절“ , 

대 이란에 영향을 못 미친다 라고 떠벌리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미국 의 텔레비전과의 인” . NBC

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미국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 정“ ... 

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와 수위를 높이는 경우에도 심지어 유럽에서 조차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 , 

우리 자신의 요구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고 말했다 이란 국회경제위원회 위” . 

원장 파디포르 는 서방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할 대책을 수립하여 곧 국회의장(Arsalan Pathipour)

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24)

이란중앙은행장 바흐마니 는 유럽은행으로부터 이란은행 자산을 모두 인출(Mahmoud Bahmani)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5) 이란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나 유로대신에 원화로 한국과 거래를 하려고  

협의 중이고 중국과도 석유 무역에 중국 통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히미 부통령은 이, . (Rahimi) 

란은 석유 판매를 위하여 어떤 다른 원화든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6)

년 월 일로 발효된 대이란 추가 경제제재 법안에 대항해 미국의 이란제재법안에 대해 이2012 1 1

란이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유가 폭등 위협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띠면서 ( )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일 하루 동안 가량 급등했다 이날 오후 런던선물시장. 3 4% . 

의 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주 말 배럴당 달러에서 달러 오른 달러를 2 107 4 111.34

기록했으며 뉴욕상업거래소 에서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는 지난주 말보다 달, (NYMEX) (WTI) 4.13

러 오른 달러를 기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봉쇄 카드를 내밀며 월 일 걸프 해역의 102.96 . 1 4

섬나라 바레인에 해군 제 함대 사령부를 주둔 중인 미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바히디 이란 국방장관5 . 

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란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는 걸프 지역 " " . "( )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군대가 존재하면 분란만 조장할 것 이라면서 다른 지역 국가의 군대 주" "

둔은 불필요하고 해로울 뿐 이라고 지적했다" .27) 

아무튼 경제제재나 외교적 고립은 이란에게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지난 년간 이란 이. 30

21) Peyvand Iran News(Mehr News Agency), 2010-9-10.

22) Raido Zamaneh 2010-8-12.

23) www.radiofarda.com. 2010-9-28.

24) Iran Press TV 2010-9-20.

25) Radio Zamaneh, 2010-8-27.

26) www.radiofarda.com. 2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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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정권은 이러한 제재와 봉쇄라는 환경에 익숙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란 지도자들에게 혼. 

동되고 긴장감을 주는 것은 미국의 우호적인 접근과 열린 상호관계이다 여전히 이란 최고지도자 . 

하메네이는 미국을 옹호하는 내국인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28) 하메네이는  

반미감정이 팽배한 환경에서 국가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하메네이에. 

게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제재를 받고 고립된 상황이 더 나은 것 같다 년 시작된 이란 핵협상. 2003

은 당사국들 간 마찰로 최근 개월간 중단됐다가 서방의 추가제재가 이란을 더욱 압박한 가운데 13

년 월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과 이란 정부 간 협상이 터2012 4 14 5 (P5+1)

키 이스탄불에서 재개되었다.29) 이 협상에서 잘릴리 이란 대표는 이해국들이 대화와 협상의 의지 "

를 보였다 면서도 이란 국민에 대한 위협과 압박의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 " .30)

중동평화와 이란IV. 

유엔과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국제경제제재 조치의 파장은 이란 경제와 석유산업에만 국한되는 현

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중동평화의 구축을 위한 중동지역 정치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가 있다 이란이 저항하는 이유도 바. , . 

로 이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터키와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란 제재조치의 해결에 하나의 나침판 역. 

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란의 제재조치에 대한 터키의 대응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친미국가로 알려진 . 

터키는 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서 가장 부상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국과 2003 . 

마찬가지로 에 속한 터키는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세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G20 IMF 

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분기에 터키 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를 성장하여 중국과 . 2 10.3%

더불어 국가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친미국가이기는 하지만 최근 이슬람주의G20 . 

자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특히 지정학적 및 경제적 기반의 관점에서 볼 때 터키는 이란과 보다 밀, , 

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터키 이란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비아랍의 경제권. - -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변영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은 이들 국과 맥을 같이 , 3

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 군, 

사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이란관계는 미 중 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 - - (G1-G2)

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배후인 미국과 이란의 배후인 중국이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 

며 터키의 행보는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 , . 

동참하는 수위를 보더라도 이 점은 보다 명백해진다 여기서 간과하지 못할 변수가 러시아이다 세. . 

계 위의 곡물수출국으로 이미 세계경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있는 러시아 또한 중국의 부상을 3

그대로 용인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파장을 헤아려볼 수 있는 중요. 

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년 월 일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 보고서는 특히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2012 1 5 , , 

을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의 . “

28) Mohammad Ayatollahi Tabaar, How Iran sees the sanctions, Foreign Policy, Setp.22,2010.

29) 중앙일보  1012-4-16.

30) 머니투데이  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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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지역국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 국방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고 이란과 북한 등의 핵확” . , 

산 위협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 "

어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고 이길 ,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31) 

중동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 동북아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각각 각 동맹국의 성격을 띠- - , - - 3

고 미국의 세계 패권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항하여 국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정치경제 전쟁 형국

이라 할 수 있다 이란 중국 양국은 푸틴의 체첸 이슬람 전사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지지하고 이란. - , 

러시아 양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 및 티베트를 포함한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운동 금- ‘

지법 을 지지하고 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라는 국익을 위해서 같은 무슬림 형제 소수민족들의 ’ .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 처해

있다 북한도 이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제 의 이란 인 것이다 저마다 국익을 다투는 이러한 다. ‘ 2 ’ . 

차원의 복잡한 국제정치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로선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 

한국의 대응책V. 

미 국무부는 앞서 년 월 한국 정부에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핵 미사일 등 확산 관련  2007 8 ㆍ

금융거래 조사 등 모든 이란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고도의 정밀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 

한국 정부는 멜라트 은행 및 다른 이란 은행인 세파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후 쪽 분량의 보, 46

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공했으나 미국 측 검토 결과 여기에서는 핵 미사일 등 확산 관련 거래 혐( ) ㆍ

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같은 해 월 한국 정부는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 12

속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으며 다른 한국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멜라, 

트 은행과 거래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년 전문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멜라트 은행 서울2008

지점 조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해당 지점이 이란의 핵 미사일 등 확산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 ‘( ) ㆍ

하는 핵심 거점 이라는 미국 측 시각을 한국 측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전문은 밝혔다 또 멜라트 은’ . 

행 서울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면 동아시아에서 무기 확보 등 이란의 활동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지점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란 핵 미사일 개발 관련 거, ㆍ

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멜라트 은행 . 

서울지점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미 국무부는 년여 후인 지난 년 월 일자 전문을 통, 1 2009 5 12

해 한국 정부에 해당 지점의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이 같은 미 국무부 전문 내용에 대해 관련 내용을 파악 “

중이나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어 당장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 전” . 

문에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이란 관련 기업과 거래하려 했다고 언급된 한국 기업은 DIO 

무기 등과 관련해서 이란과 거래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멜라트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 측도 전“

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통보해왔다 며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 .

위키리크스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년 월 2011 1 18

일 멜라트 은행의 북한 송금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한다 보도 내용이 정“ . 

31) 문화일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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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나 멜라트 은행 서울지” . 

점이 북한 송금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 미 관계가 파열음을 낼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년 월 일 아흐마드 마수미파르 신임 주한대사가 동2011 1 21  (Ahmad Masoumifar) 

석한 자리에서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 (Ramin Mehmanparast) 

인터뷰에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북한에 대이란 무기 수출 대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부인

하며 이란과 관련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멜라트 은행은 한국 “ .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다 잘못이 하나도 없다 물론 우리는 북한과도 관계가 있다· . . . 

그러나 한 나라와의 관계를 위해 다른 나라와 관계를 해칠 일은 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 

그런 주장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32)

또한 그는 이란 북한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해서 이란과 북한간의 관계는 군사적 관계가 아니- “　

다 솔직히 말해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란의 젊은 과학자들. . 

이 독자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서방의 한 나라 미. (

국 지칭 는 우리가 핵 기술을 수입한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해왔지만 우리끼리 개발을 잘 해왔)

다 고 말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화일약품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로 억 만원 규모의 트랙터161 2700 , 

덤프트럭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년 월 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엔 경제제재와 연계된 2011 1 18 . “

정부당국과 은행에 의한 강화된 조치 해외송금 규정에 의한 이란 송금의 어려움 등으로 계약 상대, 

방 의 해지 요청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Sepehr Diesel Kaveh Automotive) ” .33) 파일약품 측은 이 “

란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로 정부 당국과 은행이 해외송금 규정을 강화해 이란에서의 송금이 어려

워졌다 공급계약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어 계약 상대. 

방이 해지를 요청해왔다 고 밝혔다 이란 제재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를 ” . 

통해서 아시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년 월 일의 대이란 추가제재 조치가 발표되고 한국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 2011 12 15 , 

않는다면 이란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이 미국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한국은 ,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 16

련된 단체 개와 개인 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는 이란산 99 6 .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우리 정. 

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개 단체 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외환거래 때마다 한201 , 30 . 

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게 된다.34)

우리는 대이란 경제제재에 대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 정부가 핵개발을 멈출 것인가 제재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란에 ? ? 

대한 제재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아무튼 한국 정부로서는 국익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 

대이란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 대한 민관 합동 외교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년대 . 1960

초부터 본격 시작된 한국의 대이란 외교가 반세기만에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우리 정부로. 

선 경제제재라는 채찍을 가한 상태에서 실망감을 가지게 될 이란을 달래야 한다, . 그렇다면 현 상황

에서 우리는 이란에게 어떤 당근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교류의 확대를 위해

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우리나라 이란 진출 삼성 엘지 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대학에서 이란 연구원과 산업, , 

32) 중앙일보  2011-1-22.

33) 이데일리  2011-1-18.

34) 세계파이낸스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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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유학생을 유치하는 정도가 적절할 듯하다 현재 이란은 그동안의 국제적 제재로 인해 높은 , . 

실업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국 기업을 통해 대규모의 산업연수교육 및 직업훈련을 시키, 

고 이란 남부 사막지대에 리비아와 같은 대수로 건설 및 농업기술 전수가 바람직하다 또한 서울에 , .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란문화원 건립 축구와 같은 스포츠 교류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 

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란에서 한국 관련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경우 그 .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참에 이란에 관광산업을 키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 이란인이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를 좀 완화한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란 관광. , 

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홍보라던가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란에게

도 상당한 득이 되지 않을까 한국인들에게 이란에 대해 물어보면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 

역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위험한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중동에서 이란의 . 

국내 치안이 가장 안전하다 이러한 이미지만 바꿀 수 있도록 하여도 이집트나 두바이 등 다른 중. 

동지역 국가로 여행가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천년의 페르시아제국의 문명을 보기 위해 이란에도 5

들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양국. 

의 관계가 나아지고 윈 윈할 것은 자명하다- . 

결론. Ⅵ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현재까지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 " 20% 30kg 

생산했다 고 밝혔다고 국영 프레스 가 년 월 일 전했다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 연" TV 2010 10 20 . 

료로 사용되지만 농도 변환작업을 통해 농도를 높일 경우 핵무기 제조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 

문가들은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천 이면 핵무기 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90% (HEU) 1 kg 1 .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고 있다 제재를 강행. 

할 경우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제재를 무산시키고 서방 동맹국들의 전열 

와해를 노리는 전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연료봉 제조 사실을 공개하면서 .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은 핵무기와 무관한 평화적 용도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서방 측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활동을 사찰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년 월과 월 재협상에서 이란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2012 4 5 IAEA 

구할 것이다 이란 핵문제 해결에 중심에 서 있는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 

것은 확실하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서구세력의 요구대로 그들의 핵개발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투. , 

명하게 공개하고 미국은 핵문제에 대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폐지할 , 

때 핵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파급효과는 중동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동질서 재편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고 그 파장은 경제적 파장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파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미, , . 

이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 이나 새로운 제 의 걸프전- , ‘ ’ ‘ 2 ’

도 하나의 변수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을 위. 

시한 의 대응상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과정 이스라엘 터키 이란간의 협력형BRICS , , - -

태와 더 나아가 알 카에다와 관련되는 중동지역 질서 전반과 관련되는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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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응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중동평화를 위한 새로운 중동정치 질서에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한 현실에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

은 현실적인 방안이 못된다 그렇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도 대안이 될 수 없다. . 

이란과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치를 그 대가가 너무 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란 핵개발. 

을 중지시키기 위한 최후의 대안은 국가들 특히 미 중 과 강대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G20 , - G1 G2 

필요하다.

추가 경제제재로 이란이 타격을 받겠지만 반대로 취약한 이란의 신정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키 

는 내부 결속이 이뤄져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서방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적대감이 이란. 

의 핵무기 개발 지지로 이어져 서방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란 이슬람 신정 정권이 외부의 제재와 위협으로 무너지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구세력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의 시각대로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현 테헤란 정권이 . 

이슬람 독재정권이라면 이란 국민의 힘으로 이란의 민주화를 쟁취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 정책도 재고되어야 중동평화의 길. 

도 열릴 것이다. 

주제어 이란 핵개발 대이란 제재 중동정치 질서 외교 전략 민간 교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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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최근 많은 외교관과 학자들 사이에서 공공외교 란(public diplomacy) 1)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1) 민간외교 라고도 하며 정보를 주고 영향력을 미치도록 디자인 된 대화를 하기 위 (people's diplomacy) ‘

해 설립된 외국의 대중들과의 의사소통(the communication with foreign publics to establish a 

dialogue designed to inform and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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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전으로 반미주의 및 반서구 감정이 극에 달했는데 이를 약. 9.11 , , , 

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외교는 세기 후반. 20

과 세기에 세계화 민주화 혁명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세계사적 조류 즉 신자유주의 세계21 , , IT , 

화 등 비정부 민간조직의 가파른 확대로 인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증대 의 등, NGO , New media

장과 확산 대중 파워의 증대 등 다양한 현상의 출현에 따라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 

한 때 수 차례에 걸쳐서 중동인들에 의한 한국인 테러가 자행되면서 우리의 대 중동 외교에서

도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공공외교에서는 보다는 를 중요시 . hard power soft power

한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임과 동시에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나 . hard 

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대 중동외교에서 중동 무슬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외교전략을 power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는 압축 성장경험 최근 드라마와 을 중. , K-Pop

심으로 확산된 한류 년 중동에 민주화 열풍이 불어닥쳤는 바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선도, 2011 , 

적 경험 중동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의 주도, SNS , SNS

국으로서의 위치 등 우리도 쌍방향 및 전방위 외교 자산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 

라와 중동 국가들 사이에 군사 교류 파견 등 평화유지활동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 PKO , , , 

교류 관광 교류 미디어 교류 지식 교류 종교 간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확대일로에 , , , , 

있고 일부 분야에서 거버넌스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외, . 

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2) 원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됨으로써 3) 공적개발 

원조 를 통한 기여외교 필요성이 증대되었다(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본 글에서는 공공외교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대중동 현황과 전망 및 향후 전략에 대해 ODA 

논하려고 한다. 

국제관계 변화와 공공외교로서의 . ODA Ⅱ

공공외교란1. ?

공공외교란 용어는 전 미국 외교관이었던 굴리온 이 년에 처음 사용한 (Edmund Gullion) 1965

용어이다 그는 당시 대학의 플레처 법 외교 학교. Tufts - (Fletcher School of Law and 

2) 절대빈곤국이었던 한국은 년부터 년까지 약 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1945 1995 120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http://www.odakorea.go.kr/index.jsp 2012/5/15). (http://www.koica. 

go.kr/2012/5/16). 

표 우리나라의 수원현황 연도별   < > ODA ( )

    

표 우리나라의 수원현황 주요 공여 주체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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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장으로서 머로우 공공외교 센터Diplomacy) (Edward R. Murrow Center of Public 

를 설립했던 인물이다 머로우센터의 소책자는 공공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Diplomacy) . 

다. 

공공외교는 공공의 태도가 외교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그것은 전통적“ ... . 

인 외교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관계의 차원을 포함한다 즉 정부에 의한 타국에서의 여론 형성. , 

    

3) 표 한국의 개발협력 연혁 < > (http://www.koica.go.kr/ 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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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와 타국 간에 사적 그룹과 이해의 상호 작용 외교업무에 대한 리포팅과 그것이 정책에 , 

미치는 영향 외교관이나 특파원과 같은 통신 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간의 통, (communication)

신 간문화적 통신 과정 등을 포함한다 공공외교는 본래 선전활동, (intercultural) .”  (propaganda)

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굴- 리온이 고백한 것과 같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공- . 

공외교는 년 월 런던 타임즈 에서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1856 1 (London Times) (Franklin Pierce) 

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미 국무성이 발간한 국제관계 용어사전에는 공공외교는 타국의 여론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

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 을 의미한다 공공외(government-sponsored programs) ; 

교의 주요 도구 는 출판 동영상 문화적 교류 라디오와 다(instruments) , (motion pictures), , TV

년 이상 동안 미국 공공외교를 담당했던 ((U.S. Department of State, 1987: 85). 40

는 공공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1953-1999) . 

공공외교는 미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의 대중들 을 이“ (foreign publics)

해시키고 정보를 알리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리고 미국의 시민 및 제도들과 외국의 시민 및 , , , 

제도들 간에 대화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인 외교와 공공외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공외교에서는 주요 행위자 대상 수단 외국 대중과의 매개체 관계유형 공급과 수요 측면, , , , , 

에서 어느 쪽을 배려하는가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이 전통적인 외교와 차이를 보인다. 

표 전통외교와 공공외교< 1> 

전통외교 세기 공공외교20 세기 공공외교21

주 행위자 정부 정부
정부 다양한 비정부행, 

위자

대상 외국 정부( ) 외국의 대중과 정부 외국의 대중과 정부

수단 자산 자원( , ) hard power soft power soft power

매개체(medium) 정부 대화나 협상 캠페인 선전PR, ,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

한 다양한 매개체

관계유형 수평적 정부 수준( )
수직적 일(top-down), 

방적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칭적 교환

공급 대 수요 접근 공급 측면의 접근 공급 측면의 접근 수요 측면의 접근

자료 김태환 세기 신공공외교의 특징과 의미 한국국제정치학회 년도 국내학술회의: , “21 ”, 2011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역사2. ODA 

개발원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개발원조위원회가 년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1969

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 으로 이루어지(concessional)

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정립되었다 공적개발원조를 기타 공적자금의 흐름과 분리시키고 증여. 

율 을 양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다(Grant Element) (http://www.koica.go.kr/ 

2012/5/16) 공공외교의 하나로서의 는 정부에 의해 빈곤국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및 . ODA ‘ , , 

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 국가들에 직접적으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이다 양허적 성격의 공적 금융이다’ . . 

라고 할수 있는 조건으로는 중앙 지방 정부라고 하는 공적 기관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 ODA - (

기관 에 의해 빈곤국을 포함하여 개도국 국제기구 개발 에 공여될 것 빈곤국과 개도국의 ) ( ) , , 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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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개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 것 차관일 경우 양허성- ,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 이(concessional) (grant element) 4) 최소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개 25% , 

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를 대상으로 할 것 등이다(http://www.koica.go.kr/ 2012/5/16). 

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도덕적 차원의 지원과 공여국의 국익과 관련 시키는 지원으로 나ODA , 

눌 수 있으나 최근에 국제 공공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5) 국제정치사 차원에서 를 시기구분 ODA

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시기 차세계대전 년 의 이다 전쟁 중인 년에 연합국에 참여한 국가, (2 ~1971 ) ODA . 1943

들은 한시적 조치로서 연합국구제복구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를 설치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에게 식량 의복 등의 물자와 인력 및 기술Administration) , 

을 지원했다 정상화 이 시기에는 진영 간 경쟁 과정에서 미국의 마샬 플랜( 2011: 193). 

및 포인트 포 계획 과 소련의 몰로토프 플랜(Marshall Plan) (Point Four Program) (Molotov 

영연방 소속 선진국들 영국 캐나다 호주 이 제안한 콜롬보계획 을Plan), ( , , ) (Colombo Plan) 6) 세웠 

다 년대 초에는 차원의 신생독립국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국익 차원 또는 진영의 이익 . 1960 UN 

차원에서 개발원조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년 경제협력개발기구. 1960 (OECD, Organization for 

설립과 그 산하에 개발원조위원회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AC, 

가 설립되었고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7) 년 총회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 1961 UN 

령의 주창으로 제 차 개발 년 선언을 통해 를 개도1 ‘UN 10 (UN Development Decade)’ GNP 1%

국에 원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년 무역개발협의회 년 개발계획. 1964 UN (UNCTAD), 1965 UN

가 설립되었다(UNDP) . 

이 시기의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는 안보 특히 핵무기 보유를 통한 안보의 확보였으며 경제발, , 

전을 추구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안보의 하부 행위로 간주되었다 공적개발원. 

조는 윤리적 인도주의적 차원이었다기 보다는 국제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데탕트 및 신냉전 시기 의 이다 년대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케인, (1971~1989) ODA . 1970

즈주의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고 년대 중남미국가들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외채 폭증 현상, 1980

이 발생한 반면 개방경제를 지향했던 동아시아 마리 용의 부상의 결과로 년대 중반 이후 , 4 1980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사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년이 지난 년(neoliberalism) .  20 2000

대에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반 신자유주의 운동이 발생하였고 년 미국의 모기지사건으로 , 2008

촉발된 금융위기 년 월 스트리트의 반 신자유주의 시위가 발생했다, 2011 . 

년은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 차 개발 년 이 끝나는 시기로서 목표를 달성1971 ‘ 1 UN 10 ’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년 월 일 발생한 제 차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 1973 10 6 4

4) 증여율 차관액 차관원리금 현재가치 할인률 차관액 (%) = { - ( 10%)/ } × 100

5) 빈곤 저발전은 불법이주 테러리즘 환경파괴 자원고갈 전염병 확산 등 비전통 안보 영역에 심각한 문 , , , , , 

제로 대두했다 이러한 안보위협들은 어느 단일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며 기존의 하드 파워 강. , 

대국이 를 통해 이러한 위협들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는 국제 공ODA . ODA

공재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상화 ( 2011: 190). 

6) 개년 원조계획 과 그 이후 수 차에 걸친 연장을 통해 아시아 피원조국의 생활수준 향상을  6 (1951-1957)

위해 지원함 유호근 ( 2010: 267). 

7) 산하의 위원회로서 년에 설립되었고 년 현재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개 회원국 개  OECD 1961 , 2012 24 (23

양자 공여국 및 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년 번째 회원국가로 가입했다 원조 의 정EC) , 2010 24 . /ODA

의 원조활동의 분류 보고에 관한 국제표준 수립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목표수립 및 공여국의 , / , 

공약이행 촉진의 역할을 맡고 있다(http://www.odakorea.go.kr 2012/5/16) 

- 99 -



세계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고 선후진국 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남북문제가 새로운 문, , 

제로 드러났다 년대에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했으나 일본은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 1970

신흥 선진국으로 급부상하였고 그에 따라 도 전체 액수로는 위를 기록했다 년 제, ODA 1,2 . 1974 6

차 특별총회는 선후진국 간 교역조건 개선 개발원조 확대 다국적 기업 규제 자원주권 회복 UN , , ,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안을 채택(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했으나 보다는 나 을 국제정책조정 기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상화 , UN OECD G7 ( 2011: 195). 

년대에는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대내적으로는 개혁 대외적으로는 개방1980 (Perestroika), 

정책을 추진했고 서구 경제의 침체로 선진국의 원조피로현상이 나타났으며 미 소 (Glasnost) , , -

양극체제에서 유럽 및 일본의 경제적 부상으로 최소한 경제 측면에서는 다극체제로 변동했던 시

기이다 년 개도국 연 평균 성장률 인당 성장 선진국의 대비 . 1980 7%, 1 GDP 4.5% , GNI 0.7%

를 로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 차 개발 년 계획이 세워졌다 다자주ODA ‘ 3 UN 10 ’ . 

의와 상호의존의 시기로서 일종의 현상이 발생했으며 도 를 통해 제공하는 새로NGO , ODA NGO

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탈냉전시기 년 이후 의 이다 탈냉전기에는 민족주의 지역주의, (1990 ) ODA . (nationalism), 

세계화 가 동시에 진행된 시기이고 안보차원에서도 환경안보 인간(regionalism), (globalization) , , 

안보 포괄적 안보 에 대한 논쟁이 확산된 시기이다 특히 탈냉전기에, (comprehensive security) . 

는 생태의 건강성 과 개발을 통한 성장 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중요한 국제적 의‘ ’ ‘ ’

제로 등장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또는 년 환경과 개발을 . ‘ (SD,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

위한 리우선언 에서 란 용어가 ’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되면서 남북문제에서도 새로운 의제가 등장했다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 ESSD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환경 기술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년 월 고위급 회담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선언 이 있었고 같은 해에 부시1989 12 DAC ‘ ’ , -

고르바초프의 냉전 종식 선언 년 은 세계사회개발 정상회담 개최, 1995 UN ‘ ’ ,8) 년 에서  1996 DAC

수립한 세기 개발협력전략 년 월 새천년 정상회담에서 새천년 개발목표‘21 ,’ 2000 9 UN ‘ (MDG, 

선언 등 세계적 차원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공공외교와 Millennium Development Goal)’ ODA

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년대 초부터 비구속성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990 ODA .9) 이  

외에도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공여UN, OECD ODA 

국의 경제적 상황과 외교 전략에 따라 제공액과 방식이 유동적이었다 년의 경우 전 ODA . 2008 , 

세계 총액은 였으며 이는 전 세계 대비 약 로서  ODA 1198$ , GNI(Gross National Income) 2.8%

년까지 목표치  대비 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다2015 MDG GNI 0.7% .10) 따라서 세기형  21 ODA 

레짐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8) 인간개발을 통한 발전 이라는 개발 전략을 제시함 ‘ ’ . 

9) 는 년에 헬싱키 패키지라 불리는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을 통해 개도국 원 OECD 1992 ‘ ’

조나 지원이 시장 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상업적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속성 원조 공여를 금지, 

하고 양허성 가 이상인 사업이나 최빈국 원조의 경우 구속성 원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ODA 80% . 

이러한 비구속성 원칙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으로 발전했2005

다 정상화 ( 2011: 197)

10) 한국은 대비 년 목표치는 임 GNI 0.07%, 2012 0.15% (KOIC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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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도 주요 공여국의 국민순소득 대비 비율< 2> 2005 OECD (GNI) ODA > 

국 가 총액 단위 백만 ODA ( USD) 대비 GNI ODA %

미국 27,622 0.22

일본 13,147 0.28

영국 10,767 0.47

독일 10,082 0.36

프랑스 10,026 0.47

이탈리아 5,091 0.29

캐나다 3,756 0.34

네덜란드 5,115 0.82

호주 1,680 0.25

스웨덴 3,362 0.94

노르웨이 2,786 0.94

덴마크 2,109 0.81

핀란드 902 0.46

표 년 회원국 순 규모< 3> 2009 DAC ODA 

자료: OECD, "DAC Members'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9",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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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도 회원국의 대비 비율< 4> 2009 DAC GNI ODA (%) 

자료: OECD, "DAC Members'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9", 2011-08-06 

위 도표로 보아 년의 경우 절대 액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순위였으2009 , ODA , , , , 

며 대비 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덴마크 네덜란드 순이었다, GNI ODA , , , , . 

한 나라의 포함 전반적인 대외원조 패턴은 인도주의적 필요성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ODA , , 

잠재성 문화적 유사성 이념 고려 지역적 요인 과거 식민지 경험 국제기구에서의 친소관계 원, , , , , , 

조 수혜국의 소득 수준과 대외 개방도 및 정치체제의 성격 등이 있다 역사를 분석해 보면. ODA , 

미 영 프 독 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를 중요시 했으나 스칸디나비아 , , , , , 

국가들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들은 인도주의적 국제주의 및 높은 도덕성에 기반한 제공이라ODA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특징은 첫째 특정 국가에 대한 장기 지원 둘째 높. ODA , , , 

은 무상원조 비율 셋째 구속성원조 비중의 최소화 넷째 높은 다자주의 국제기구를 , , (tied aid) , , 

통한 원조 비중 다섯째 원조 사용에 대한 수혜국 자율권 최대한 보장 등이다 반면에 레, , . ODA 

짐의 강력한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한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신흥원조국들은 에, , , 

너지 자원 확보 무역기회 확대 등의 목표와 노골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김준석 , ( 2011: 111)

표 에 대한 시각< 5> ODA

구 분 현실주의 이상주의

의 목적ODA 국가안보 경제적 실익, 
선진국 개도국 간 격차 해소- , 

인도주의적 실천

의 실천 방법ODA 지원국의 독자적 결정 강조 후진국 수요 반영

효과 평가 단기 혹은 중기 장기

제공방식 양자 원조
국제기구 활용 다자원조( ), 

양자원조

지리적 배분 지원국의 국가정책상 필요 공평배분 최빈국 지원,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 , 북유럽 국3

자료 유호근 의 국제정치 한국세계지역학회 국제학술회의 공공외교 한국의 : (2010.10). “ODA ,” . ODA, : 『

세기 국가전략21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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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제관계 지배질서와 공적개발원조 레짐의 변화< 6> 

주요 특징
양극체제

(1944-71)

다자주의체제

(1971-89)

세계화체제

(1990-99)

상호의존체제

현재(2000- )

국제 구조 위계적 제한적 다자주의 단극적 다자주의 다자주의

지배 사조
개발경제

계획경제

신중상주의

상호의존론

구조주의 계열 

이론

신자유주의

신 자 유 주 의

(~2008)

지속가능개발 및 

비전통안보개념

개발 금융 차관(ODA)
ODA

민간금융

압도적 민간금융 

ODA

압도적 민간금융 

ODA

국제ODA 

레짐
외교정책 수단

외교정책 수단

인도주의적 목적

인도주의적 목표 

구체화

목표달성 방법론 

강조

자료 정상화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공적개발원조 정체성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 (2011.10). “ (ODA) ,” 

국내학술회의 한국의 다자외교와 공공외교, ,  p.200.『 』

한편 공적개발원조 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 , 

력 투입 사회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 11)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의 범주 안 ODA

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크게 세 가지 핵심어로 정리할 수 있다. ODA

(http://www.odakorea.go.kr/index.jsp. 2012/5/15)

한국의 대 중동 정책 사례. ODA Ⅲ

한국은 년대부터 를 시작했으나 년 대외협력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적극적으로 1960 ODA , 1987

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년에 한국국제협력단 설립ODA . 1991 (KOICA) , 년 대외원조개선 종2005 ‘

합대책 년 중기전략 년 중기 확대계획 수립 및 발표’, 2007 ‘ODA (2008-2010)’, 2008 ‘ ODA ’ , 

년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2010 OECD (DAC) , 년 차 원조고위급회담 개최 등 2011 4

년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기여외교를 통한 국격 향상을 시도해 왔다2000 . 

11) 는 년마다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하며 수원국은 인당 국민총소득 에 따라 최빈국  DAC 3 , 1 (GNI) (GNI < 

및 지정 인적자원지수 경제적 취약성 지수 고려 기타 저소득국 년 저$905 UN , ) / (2007 GNI < $935) / 

중소득국 고중소득국 등 가지로 분류된다(GNI $936-$3,705) / (GNI $3,706-$11,455) 4

(http://www.odakorea.go.kr 2012/5/15). 

공여국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 

수원국 협력국/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 에 포함된 개발도상국OECD (DAC)* *

에

공여 방법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 나 양(Grant)

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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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2011 ODA . 

년 회원국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2011 DAC ODA 2011 (ODA) 

규모는 억 만 달러 약 조 억 만원 였으며 이는 년 대비 증가한 13 2000 ( 1 4921 2800 ) , 2010 5.8% 

수치다 한국의 규모는 개 회원국 중 위 년 위 며 경제규모 대비 . ODA 23 DAC 17 (2010 18 )

수준인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를 기록 아직 회원국 평균 수준ODA ODA/GNI 0.12% , DAC 

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원 규모 상위 개국은 미국 억 만 달러 독일(0.31%) . ODA 5 (307 5000 ), 

억 만 달러 영국 억 만 달러 프랑스 억 만 달러 일본 억 달(145 3000 ), (137 4000 ), (129 9000 ), (106

러 이었으며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을 포함 이태리 스위스) , (5.8%) , (33.0%), (13.2%),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호주 등 개국이 를 규모를 늘렸(10.7%), (10.5%), (5.9%), (5.7%) 7 ODA

다. 

년  회원국 전체 규모는 명목상 전년 대비 약 억 달러 증가한 억 2011 DAC ODA 50 1335

달러를 기록했지만 실질 규모 환율 및 물가변동 반영 수치 로는 년 이후 처음으ODA ( ) 1997

로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그리스 스페인 일본 등 개 회원국의 2.7% , , , 16 DAC 

재정상황 악화로 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ODA . 

년 한국 중 양자원조 억 만 달러 는 년 억 달러 대비 2011 ODA (9 7000 ) 2010 (9 ) 7.7%(7000

만 달러 증가했으며 다자원조 억 만 달러 도 년 억 만 달러 대비 ) (3 5000 ) 2010 (2 7000 ) 

만 달러 증가했다 양자원조 중 무상 유상 원조비율은 대 를 기록 전28.5%(7800 ) . · 57.5 42.5 , 

년 대 대비 무상원조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상원조 비중은 증가했다 다자(63.6 36.4) 6.2% , . 

원조 비율 증가는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가 전년 대비 만 달러 증가한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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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에 대한 기여금이 만 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데일리 UN 780 (

2012/04/05)“

표 총액 및 대비 비율 추이< 7> ODA GNI  (2000-20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KIDS)

ODA Watch(http://www.odawatch.net/8295 재인용 2012/5/21) 

위 그림 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 ODA .12) 하고 있 

다 년 한국의 규모는 백만 달러로 년에 비해 액수로 네 배 정도 늘어났고. 2009 ODA 816 2000 , 

개 회원국 중 위였다 예산안 대비 년의 경우 조 억 원 년에는 조 OECD 23 19 . 2010 1 3,384 , 2011 1

억 원으로 원조 총액이 증가하였고 년의 경우에도 대비 비율은 까6,323 , 2011 GNI ODA 0.14%

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년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 에 따라 당시 회원국들의 . 2005 ‘ ’ DAC GNI 

대비 평균비율 를 고려하여 년까지 대비 비율 달성을 목표로 ODA 0.25% 2015 GNI ODA 0.25% 

매년 증가시키고 있으나 경제 상황 공공외교의 목표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 , 

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하는 비율은 이나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만이 이 수치를 달성하. UN 0.7%

고 있으며 우리는 년의 경우 새천년개발목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1 , UN 1/5 . 

한편 지원 유형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구성비는 수준 년 이후 양자원조 가운데 7:3 (2007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구성비는 무상원조의 비율이 를 상회 년 하기도 했지만70% (2007 ) ,13) 

회원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DAC .14)  

무상원조의 지원 유형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지원이 개발식량원조, , 

인도적 지원 지원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고, NGOs , 

12) 년의 경우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 에 대한 신규 출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조액이 급증 2005 , , IDB

함.

13) 년에는 약 가 무상원조였음  2009 63% .

14) 년 회원국들의 전체 유상원조 비중은 총지원의 수준 2009 DAC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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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무상원조 유형벌 지원현황< 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KIDS)

ODA Watch(http://www.odawatch.net/8295 재인용 2012/5/21) 

한편 지역별 배분 현황은 다음 그림 과 같이 동아시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중동은 ODA < > ,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양자 원조의 지역별 배분 전체< 2>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KIDS)

ODA Watch(http://www.odawatch.net/8295 재인용 2012/5/21) 

한국은 년까지 중동에 건의 를 제공했으며 그 이후에도 몇 건의 실적이 있으나 2008 54 ODA ,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15)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단계에 있다 . 

표 대 중동 제공 건수 년< 8> ODA (~2008 )

제공 분야 개분야ODA (7 ) 건수 건(54 )

교육 15

보건의료 14

정보통신 4

행정제도 6

환경 여성- 4

산업에너지 6

농어촌개발 5

15) 년의 경우 한국의 지원 지역은 총 개국 중 아태 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  2011 , ODA 27 12, 7, 4, 2,  
중동 개 국가였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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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의 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사업 추진 사례< 9> ODA 

수원국
지원대상 

연도

지원 

종류 무상( , 

차관)

지원 액수 천 (

USD)
사업명 분야

모로코 년2004-2005(2 ) 500
모로코 자동차 정비 직업

훈련원 개선사업
교육

요르단 년2004-2005(2 ) 1,000
요르단 정치개발부 교통, 

부 전산화 사업

정보통신(IT

)

이집트

2004-2005 1,800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동

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교육

2008-2011

년(4 )
무상

대 이집트 무상원조 국가

지 원 전 략 ( C o u n t r y 

Assistance Strategy for 

E g y p t 

2008/2009-2010/2011)

이라크

2011-2013 5,500 도훅시범학교 건립사업 교육

2011-2013 8,000
남부 개주 직업훈련 지원4

사업
교육

2009-2012 6,000
술래마니아 시범학교 건립

사업
교육

2010-2012 3,000
아르빌 카스니잔 초등학교 

건립사업
교육

2009-2010 1,200 어학실습실 지원사업 교육

2011-2013 3,000 도훅 식수공급 개선사업 보건의료

2011-2013 3,000
바스라 아동진료팀 구축사

업
보건의료

2009-2011 3,500
아르빌 상수도 침사지 설

치사업
보건의료

아프가니스

탄

2008-2011 20,200 파르완 직업훈련원 지원 교육

2008-2011 30,300 파르완지역 의료지원 보건의료

2010-2014 5,000 재통합기금사업 행정제도

일부 사례만 정리한 것이며 지원 종류 유무상 는 대부분 무상일 것으로 보이나 확인된 것만 적 * , ( ) 
시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례는 한국국제협력단 김상욱신승배신인철 년도 * (KOICA). . 2011. 2011『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위 표에서 대 이집트 무상원조 국가지원전략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는 “ (CAS)” . 

년 우리의 무상원조 사업의 중점 협력국 중의 하나가 되었고2000 ,16) 년에 실시된 중동  05-06

16) 는 년 월 현재 개 주요 협력대상국 중에서 개 국가에 대한 를 가지고 있고 KOICA 2010 12 56 19 CAS , 

이집트는 이 국가들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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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협력사업의 추진 및 년 월에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2006 3 “

이행 과정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Korea's Initiative for African Development)" . 2007

년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수립한 공적개발원조 중기전략 의 시행을 계기로 7 ” (2008-2010)

가 수립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중기전략을 마련한 직후 는 중기전CAS . ODA KOICA ODA 

략에 기초한 대외무상원조중기전략 을 수립했다“ (2008-2010)” .  

년부터 년까지를 겨냥하는 대 이집트 무상원조 국가지원전략2008/2009 2010/2011 “ (Country 

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하고 가 Assistance Strategy for Egypt 2008/2009-2010/2011)” KOICA

공동으로 참여했다 는 이집트의 개발전략과 우리의 무상원조 추진전략 이집트와의 정책대. CAS , 

화를 통해 도출된 우선 지원분야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는 이집트의 개발환경 및 과제. CAS

의 분석과 검토 이집트에 대한 원조동향 우리의 원조사업 실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집트에 , , 

대한 원조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표 대 이집트 국가지원전략 요약< 10> 

구분 내용

상위 원조 전략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공적배발원조 중기전략(2008-20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원조 목표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개발 지원

중점 지원 목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성장①

제도개선 능력 향상/②

환경자원보존 개선③  
기초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등 확대( , ) ④

중점 지원 분야

인적자원 개발 자동차분야 직업훈련 등-①

정보통신 전자정부 등- IT, ②

환경 환경 정책 및 기술 등- ③

행정제도 행정능력 발전을 위한 국내 초청 연수 등- ④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이경구 외 인 국별 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 이집트: (KOICA). 6 . 2010. : . 『 』

표 한국의 분야별 대 중동 현황 년 월 일 기준< 11> ODA (2008 9 5 )

http://www.koica.go.kr 중동 국가만 재편집(2012/5/21 )

교육분야1.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이집트 카이로 등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

스템 개선사업

Productivity &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2 모로코 라밧
중등교사 활용교육역IT 

량 강화사업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3 레바논 테브닌 브리텔, 학교 건립사업
Council of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4 파키스탄 카라치
파키스탄 카라치시 의류

생산기술훈련원 건립지

TCO: Textile Commissioner’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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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2. 

원사업

5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기자지역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센터 지원

사업

PVTD : Produ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6 이집트 룩소르

이집트 룩소르 중등기술

학교 시설개선 및 역량

강화사업

Ministry of Education

7 수단 카르툼
한수단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사업
Ministry of Health

8 이라크 안바르
이라크 안바르 직업훈련

원 역량강화사업

Supreme Council of Vocational 

Training and Apprenticeship

9 리비아 트리폴리
리비아 트리폴리시 건설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General People's Committee for 

manpower, training and 

employment

10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한 이라크 직업-

훈련원 건립사업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MOLSA

11 이란 테헤란
이란 자동차정비 직업훈

련원 지원사업

Technical & Vocational Training 

Organization/TVTO

12 에티오피아 아르시
에티오피아 지역 초Arsi

등학교 건립사업
Ministry of Education

13 요르단 자르카
요르단 자르카 직업훈련

원 증축 및 지원사업
Vocational Training Corporation

14 팔레스타인 제닌
팔레스타인 제닌 기술고

등학교 지원사업
Ministry of Education

15 아프간 카불시 Afshare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

후관리

Mim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이집트 카이로 등 자동차공과직업훈련시
스템개선사업

Productivity&VocationalTrainin
g       
Department        

2 모로코 라밧 중등교사 활용교육역IT
량강화사업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3 레바논 테브닌 브리텔, 학교 건립사업
Counc i lo fDeve lopmentand      
       
Reconstruction     

4 파키스탄 카라치
파키스탄 카라치시 의
류생산기술훈련원  건
립지원사업

TCO  : Textile 
Commissioner’s Organization   
     

5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기자지역 자동
차정비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PVTD  : Produ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6 이집트 룩소르
이집트 룩소르 중등기
술학교 시설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Ministry of Education          

7 수단 카르툼 한수단  직업훈련원 역 Ministry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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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3.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수단 하르툼
아자리 국립대학 및  IT 

어학센터 건립사업

Al  Zaeim Al Azhari 
University

2 이라크 아르빌 
훈련센터 건립 사IT  

업

(KurdistanRegionalGovernment

) 

3 이집트 카이로
문화재청  유물정보시

스템 구축사업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SCA)

4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직업훈련센터 건립IT  

사업
An-Najah  National University

행정제도 분야4.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모로코 탕제르 국가토지등록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지원

National  Agency of Land 
Registration, Cadaster and 

Cartography

2 알제리 알제 알제리 선박안전관리 
체제구축 지원

Ministry  of Transports 
(MDT)

3 알제리 알제 국가산업정책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Ministry  of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4 알제리 알제 산업정책개발 자문 Ministry  of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5 이집트 카이로
공무원행정역량강화 행(
정관리혁신 전문가 )  

파견

Leadership  Management 
Development Center (LMDC)

6 팔레스타인 라말라 팔레스타인  
경제정책연구소 건립 Ministry  of Planning

량강화사업

8 이라크 안바르 이라크  안바르 직업훈
련원 역량강화사업

Supreme  Council of 
Vocational Training and 
Apprenticeship     

9 리비아 트리폴리 리비아  트리폴리시 건
설직업훈련원 지원사업

General  People's Committee 
for manpower, training and 
employment    

10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한 이라크 직훈-
원 건립사업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MOLSA     

11 이란 테헤란 이란 자동차정비 직업
훈련원 지원사업

Technical  & Vocational 
Training Organization/TVTO 

12 요르단 자르카
요르단 자르카 직업훈
련원 증축 및  지원사
업

Vocational  Training 
Corporation        

13 팔레스타인 제닌 팔레스타인 제닌 기술
고등학교 지원사업

Ministry  of Education         
 

14 아프가니스
탄

카불시 
Afshare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관리

Mim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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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여성 분야5. ·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요르단 암만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JordanMinistryofWaterandIrrig
ation(JMWI) 

2 튀니지 중서북부
코르크  참나무숲 
쇠퇴원인 분석 및 
지속가능개발사업

National  institute of 
Research in rural Engineering 

water and forest

3 튀니지 튀니지전역 대기오염  모니터링 
능력강화

ANPE/Agency  National 
Protection Environment

4 이집트 카이로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Egyptian  Environment Affair 
Agency

산업에너지 분야6.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아프가니스
탄 이스탈리프

아프가니스탄  
이스탈리프 소수력 

발전소 건립 사후관리 
사업

Minisnd Watertry  of Energy 
a

2 이라크 베칼     
이라크 베칼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Ministry  of Electricity, KRG, 
Erbil

3 이라크 바그다드 중앙표준품질관리원  
역량강화사업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Iraq

4 이라크 아르빌
아르빌  

품질관리연구소 
현대화사업

Ministry  of Industry, KRG

5 이라크 아르빌 교통관리  현대화 
지원사업

Traffic  Office, General 
Directorate of Interior, KRG

6 이집트 북부카이로
이집트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북부카이로( )

North  Cairo Eletricity 
Distribution Company

농어촌개발 분야7. 

연번 국가명 사업대상지명 사업명 수원기관명

1 모로코 티플렛 시민의 집 
시범운영사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Family and 

Solidarity

2 알제리 스키다주
새우양식장 건설 및 

양식기술이전  
지원사업

Minisrty  of fishery and 
Water Resources

3 알제리 티아렛 농작물생산성 개선사업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4 튀니지 비제르트 패류양식 기술이전사업 Ministry  of Agriculture and 
Hydraulic Resources

5 모로코 -
조업기술 분야 전문가 파 

견

HishMarineFisheriesInstitute,M
inistryofAgriculture,RuralDevel

opment
andFish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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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 중동 정책 분석과 함의. ODA Ⅳ

한국은 를 공여받는 국가에서 를 공여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ODA ODA . 

역사의 일천함과 정책결정자들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ODA . 

첫째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선진화계획이 실제로는 , DONOR CENTRISM . 

한국화 계획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형 로 포장되어 한국형컨텐츠를 파는데에만 열중한다. ODA . 

가 순수한 인도주의적 도덕적 원조를 지향할 것인가 북유럽 국가들의 유형 아니면 중장기ODA , ( ), 

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할 것인가 미 서유럽국가들 일본 는 정책적 선택이겠지만 가( , , ) , 

장 고려해야 할 것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그 수준에 맞는 제공을 지향해야 할 것이ODA

다. 

둘째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문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원, Ownership . 

은 하되 정책결정은 현지 정부 및 주민이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ODA 

다 도 파트너쉽 즉 수원국의 오너쉽 현지 주민의 참여 참여적 발전 를 강조. OECD DAC , ODA , ( )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의 개발목표와 전략 책임 역할 분담원칙과 협력방식을 추구해야 , , , 

한다 부족공동체가 강한 지역에서 촌장 부족장 과 지역민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 ( )

고 있으므로 그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에 , , 

대한 전문가 양성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단기간에 가. , 

시적 효과를 거두려 할 것이고 이는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뚜렷한 정책목표 설정 현실성 , . , 

있는 실천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특정 지역 . ODA

사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맞춤식 정책을 수립ODA , ODA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제공 시 중동지역전문. , ODA , ODA 

가와 현지 정부 및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나 아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추세는 를 통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전문 개발 양성 노략도 필ODA NGOs , NGOs 

요하다 한국에 중동 관련 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동에 를 제공하는 것은 최근의 . NGOs ODA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넷째, 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 EDCF

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 

계를 마련할 것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 EDCF 

것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중동의 경우 제공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년 중동 , , ODA . 2011

민주화의 촉발 요인 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문제였다는 것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수, , 

입의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해 오고 있고 최고의 건설 수출 시장이라는 점 한국인에 80% , , 

대한 테러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동 이슬람 지역에 대한 제공은 더욱 , ODA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공을 확대해 왔고 시행착오를 겪ODA , 

으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공외교로서의 정책의 미래는 밝다고 할 ODA 

수 있다. 

- 112 -



결론. Ⅴ

생  략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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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춘계학술대회2012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생명과학대학 국제관

2012. 5. 26

이집트의 기독교 콥트교, 

이 규 철 부산외국어대학교( )

머리말1. 

현재 이집트인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전체 인구의 할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그 대부분1

이 이집트화한 기독교인인 콥트정교회 교인이며 그 중의 일부만이 현대에 서양화하여 이집트에 전파, 

된 기독교를 신앙한다 이 기독교는 기원 초기 성 마르코 마가 가 선교하였다고 한다. ( ) .

콥트교의 개관2. 

이집트식 기독교인 콥트교의 신자들은 무슬림 겨레와 같은 민족문화를 공유하지만 엄밀히는 그들

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인종과의 통혼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아랍 정복 이. 

전에도 수세기 동안 일어난 누비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로마인과의 혼혈을 고려하면 흔히 무슬림보, , , 

다 고대 이집트인의 더 순수한 직계후손이라고 한다 콥트인은 일부가 높은 광대뼈와 편도 닮은 눈과 . 

같은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외에 그들의 신앙 표시 목에 걸거나 손목에 문신으로 하는 십자가 나 이( )

름 마리아 안투니우스 기르기스 게오르기우스 람세( , , ( ), 

스 으로 밖에는 남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

콥트기독교는 동방정교회나 로마교회와는 그 교리

와 의식에서 다르다 콥트정교회와 그 교황 와디. ( 안 -

나뜨룬 수도원의 수도승 중에서 선출됨 은 최근에야 )

교회통합을 하기에는 일치하지 않다고 인정한 바티칸

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또 콥트교 성경은 라틴어. 

역보다 한 세기 앞선 기원 년쯤에 처음으로 그리300

스어에서 번역되었다 콥트교 예배는 현재 아랍어로 . 

치러지지만 예배식의 일정 부분은 고대이집트어에서 유래된 고대콥트어로 찬양되는데 이 찬양은 동, , 

방정교회 그레고리우스 찬양대의 예시가 되었다 그러나 콥트교의 영향은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수도원 마리아 숭배 논증거리가 있지만 십자가 상징이 이집트에서 유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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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이집트에 일찍이 전래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성 . 

마르코 마가 아랍어로는 마르꾸스 가 기원 년에 알렉산( , ‘ ’) 45

드리아의 제화업자인 한 유대인을 처음으로 개종시켰다고 한

다 이 종교는 세기에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에서 기독교인이 . 3

많았던 삼각주의 이집트인에게 전파되었으며 그 뒤 나일강, 

을 따라 남부로 퍼져 나갔다 신자에 대한 박해는 데키우스 . 

황제 때 시작되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249-251) (284-305) 

에 절정에 달했는데 콥트인들은 이 때 만 천 명이 순교, 14 4

했다고 한다 콥트교는 그의 재위초년인 년을 기원년으. 284

로 삼고 있다 이 순교자 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사막으로 피. 

신했는데 이들 중 테베의 바울 안투니우스 같은 사막의 교, , ‘

부 들은 수많’

은 은둔자에

게 영감을 주

었고 이들의 원시 공동체는 최초의 수도원이 되었다, .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각도에서 이집트인들에게 쉽게 

다가갔다 먼저 부활 사상은 일반민중에게 영원한 생명. 

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정교한 장례의식을 치를 ,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었다 또 새로운 종교의 . 

상징성은 고대 신화 및 우상과 맞아떨어졌다 흐눔이 . 

도공의 녹로에서 했듯이 하나님은 진흙에서 사람을 창

조했고 아누비스처럼 회개자의 심장의 무게를 달았다, . 

고해성사는 결백의 선언을 두 형제의 다툼과 사탄과의 , 

싸움은 오시리스 세트 호루스의 신화를 반영했다 학, , . 

자들은 성모숭배의 유래를 호루스를 키운 위대한 어머

니 이시스의 숭배에서 찾는다 초기 콥트교의 십자가와 . 

파라오의 안흐 생명 영혼 의 십자가가 닮은 것으로써 ‘ ’( , )

일부는 기독교의 주상징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보다는 이집트에 더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를 온 제국에 공인하였지만 비잔티움의 멜키(313-330), 

파 기독교도는 계속 콥트교도들을 억압했다 정치적 긴장은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의 격렬한 신학 논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니케아 공의회 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콥트교도들, (325) .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도 분리되지도 않았다는 칼케돈 공의회 의 타협안을 거부(451)

하고 그의 신성이 최고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이단으로 몰린 단성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것, . 

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태도의 와전 때문이다.

콥트기독교와 초기 민족주의와의 관련은 이집트의 외래 지배자들에게는 단순했다 콥트 란 . ‘ (C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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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이집트인 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 ’

에서 콥트어 를 거친 아랍어 Aigyptios Kyptaios

단어 또는 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Qibti( Qubti) , 

다시 고대 이집트의 최초의 수도인 멤피스의 이

름 중의 하나인 프타흐의 영혼Hi-ka-pta (‘ ka( ) 
의 집 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아랍 ’) . 

정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독교인으(640-641) 

로 있었으며 초기 이슬람 왕조에서는 공평하게 , 

취급받았다 콥트교도들이 혹독한 징세와 실패로 . 

끝난 반란 응징적인 대학살 십자군이 저지른 모, , 

욕으로 인해 대규모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마, 

침내 카이로에서는 더 이른 시기에 전국적으로, 

는 세기쯤에 무슬림이 다수파가 되었다 콥트13 . 

인들은 그 뒤로도 각종 면에서 이집트인의 삶에 

참여했지만 세기에 콥트 개혁주의자들이 이슬, 19

람 및 세속적 민족주의자들과 이집트의 협회 조 

사에 협력할 때까지 그들의 사회는 점점 움츠러들어 그 

수도원과 성직자들은 침체되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콥트 사회는 현 교황 셰누다 세3

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부흥하였다 수도원은 고등교육. 

을 받은 신세대 수도승으로 활성화되었으며 공동체 활, 

동과 교회 출석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

다 확실히 이 콥트교도의 결속은 또한 교회를 습격하거. 

나 중부 이집트에서 콥트교 학생들이 긴장을 키우는 등 

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 무슬림만이 완고한 급진주의자

들을 옹호한다는 사실은 이집트의 만 콥트교도와 다600

른 교파 그리스 정교회 마론파 마르메니아파 천주교( , , , , 

성공회 침례교 의 만 기독교인에게 위안처가 되고 , ) 20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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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트교의 성지와 유적지3.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의 성지와 유적지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카이로와 근교  1) 

카이로에는 구카이로 중 콥트 카이로 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콥트교의 유적이 몰려 있다‘ ’ .

콥트박물관 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에는 각종 콥트인에 관련되는 만 천점의 유물이 전시되: 1908 1 4

어 있다.

성 세르기우스 아랍 이름 아부 사르가 교회 세기 건립( : ) : 5 .

걸린 아랍 이름 무알라까 걸려 있는 교회 물의 문 위에 건립되어 이 이름이 붙었다‘ ’( : , ‘ ’) : .

성 바르바라 교회 세기 건립: 11 .

성 게오르기우스 수녀원

성 메르쿠리우스 수녀원과 교회

성 셰누다 수녀원

성 메나스 아랍 이름 아부 미나 수도원( : ) 

북부 이집트  2) 

성 메나스 아랍 이름 아부 미나 묘당( : ) 

와디 안 나뜨룬 수도원 여기에는 성 마카리우스 아랍 - : (

이름 아부 마까르 시리아인들 아랍 이름 앗 수르얀 성 : ), ( : - ), 

비샤이 로마인들 아랍 이름 알 바라무스 수도원이 있다, ( : - ) .

켈리아

홍해안  3) 

성 안투니우스 수도원 기독교의 수도원제도를 창시했다: 

고 하는 성 안투니우스 안토니우스 의 수도원( , 251-356) .

성 바울 수도원

파이윰과 바니 수웨프  4) 

아잡 수도원

가브리엘 천사 아랍 이름 알 말락 수도원( : - ) 

성 안투니우스 수도원

알 마이문 수도원-

중부 및 상이집트  5) 

성 토마스 수도원

성 셰누다 수도원 백수도원 흰 벽돌로 지음( ): .

성 비샤이 수도원 적수도원 붉은 벽돌로 지음( ): .

성 팔로멘 수도원

룩소르 수도원

성 게오르기우스 수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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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파촘 수도원

성 시므온 수도원

하르가 오아시스 바가와트 공동묘지  6) 

콥트어4. 

고대 이집트어의 계통을 따른 언어로서 기독교 

콥트교회 교도들이 세기경까지 일상어로 사용하16

던 언어 콥트 라는 말은 이집트의 어원인 그리스. (‘ ’

어의 를 아랍인들이 로 잘못 부른데서 Aigyptos qubt

유래하며 이집트 고유의 기독교도와 그 언어를 일, 

컫는 말로 쓰인다 세기경부터 기독교도에 의해 .) 3

널리 쓰였으나 아랍어에 밀려 세기에는 거의 사어가 되었다 그러나 콥트교회의 성서 찬미가 등은 17 . , 

지금도 콥트어로 된 것이 쓰인다 콥트어는 초기 기독교 관계의 문헌이나 또는 상형문자로 쓰인 고대 . 

이집트어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콥트어는 이집트아랍어에 영향을 끼쳐서 일부는 . 

콥트어에서 유래된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보기로 이집트아랍어에서는 주다 를 아랍어로는 . ‘ ’ idd ( 
라고 한다a  ) .   

고대이집트어에서는 자음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음 사이에 모음을 끼워 발음하( e 

며 목구멍소리 앞에서는 모음을 붙인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인의 출애굽은 람세스 세의 아들인 , a . 2

메르넵타흐 왕의 시대 기원전 기원전 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이름은 메렌프타흐라고도 ( 1236~ 1217) , 

한다 이것은 그 이름의 자음 표기가 이기 때문이다. mrnpt .) 

콥트 음악5. 

콥트 음악이란 콥트교의 수도원 콥트교회 등, 

에서 각종 미사전례에 쓰이는 음악을 말하며 콥, 

트어로 된 찬가가 중심을 이룬다 다른 동방교회. 

에 비하여 콥트교회의 전례는 그 자체가 음악의 

흐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음악이 풍부하며 합, 

창장과 몇 사람의 합창대에 의하여 단선율성가

가 응답형식을 곁들여 몇 가지 특수한 음조와 형

태하에서 불린다 반주악기로는 소형의 심벌즈. , 

시스트룸 낙스 등의 금속제 체명악기가 있으며 , 

- 119 -



가창자 자신이 연주한다 콥트 음악은 동방적인 색채가 풍부하고 이집트 본래의 민속음악과 초기 기. 

독교 음악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카이로 콥트학원에서는 현재 콥트 음악의 집대성이 추진되고 있. 

다.

콥트 미술6. 

이집트의 기독교도인 콥트인의 미술 세기를 절정으로 세기경까지 각지에 산재한 수도원을 . 5~6 12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헬레니즘 비잔티움 시리아 이란 등의 제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 , , 

는 초기 기독교 미술의 동방의 한 분파로 보인다 건축은 수도원과 그것에 부속되는 바실리카 유적이 . 

주된 것으로 현존하는 것은 많이 황폐되었으나 삭까라 바위트 소하그 안티노에 등에 남아 있다 대, , , , , . 

부분은 개구부가 작고 벽이 두꺼운 석조건축이며 내부는 부조와 투조에 의한 장식조각과 벽화로 장, , 

식되어 있다.

공예는 콥트인이 특색을 가장 발휘한 분야로 금속기 도기 상아 조각 등이 뛰어나다 특히 염직은 , , , . 

거의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철직 자수 외, 

에도 각종 염색기법이 활용되었다 디자인은 인물. , 

조수 과일 꽃 당초무늬 등 다양하나 기독교적인 , , , 

주제와 그 외의 것으로 대별된다 이 특이한 미술을 .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미술관으로는 카이로의 콥트

미술관이 있으며 콥트직물을 주체로 조각 회화 공, , , 

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콥트력7. 

콥트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박해를 가한 로마

제국의 디오클레티아누스제의 재위초년인 년을 기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달력은 년 달로 284 . 1 12

이루어지는데 그 이름은 고대이집트의 신화의 신 이름이나 이집트의 고유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이들, . 

은 다음과 같다.

월 중 월 중 월 중 월 초 월 초 월 초 또는 Tut(9 -10 ), Baba(10 -11 ), Hatur(11 -12 ), Kiyak( Kiyahk)(12

월 초 월 초 월 초 월 초 월 초 월 초 월 일 월 일-1 ), Tuba(1 -2 ), Amshir(2 -3 ), Baramhat(3 10 -4 8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초 월 초 월 초 월 Baramuda(4 9 -5 8 ), Bashans(5 9 -6 7 ), Bauna(6 -7 ), Abib(7 -8

초 월 초 월 초 월 초부터 일간), Misra(8 -9 ), an-Nasy(9 5, 6 )

콥트교도들은 종교의 절기를 콥트력에 맞추고 있는데 월 일을 성탄절로 축하한다 또한 모든 이, 1 7 . 

집트인들은 고대 파라오 콥트의 봄맞이 축제인 산들바람의 향기 맡음 을 콥트 부- Shamm an-Nas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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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절 다음 월요일에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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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언어

재스민 혁명과정에서의 -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 연설을 중심으로-

조선대

사 희 만1)

차  례

서 론. Ⅰ

차 연설. 1Ⅱ

시위 상황    2.1 

연설의 구성과 개요   2.2 

차 연설. 2Ⅲ

시위 상황    3.1 

연설의 구성과 개요   3.2 

차 연설. 3Ⅳ

시위 상황   4.1 

연설의 구성과 개요   4.2 

언어적 수사적 분석. Ⅴ  
결 론. Ⅵ

서론. Ⅰ

벤 알리는 년 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년 동안 장기 독재정권을 구축해온 하비브   1987 11 30

부르기바 초대 대통령을 축출하고 제 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집권 초기에는 (Habib Bourguiba) 2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는 등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의 . 5

대통령 연임을 통해 장기 집권을 유지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불

만이 고조되었었다 튀니지의 한 대 청년의 죽음이 발단이 된 재스민 혁명 은 벤 알리 대통형. 20 ‘ ’

의 장기 집권 하에서 만성적인 실업과 고물가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그간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

한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일어났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 ,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튀니지 국민의 요구에 떠밀린 벤 알리 대통령

1) 조선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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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우디로 망명함으로써 년간의 철권 통치가 종식되었다23 .  

이와 같은 튀니지 시민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벤 알리는 권좌에서 축출되기 까지 세 차례에 걸  

쳐 대 국민연설을 행하였다 즉 초기에는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시작된 시위가 점차 대규모 반. , 

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자 벤 알리 대통령은 년 월 일 분에 걸친 2010 12 28 7

대 국민 연설을 행하였다 이어 주일 후인 년 월 일 두 번 째 대 국민 연설을 하였고. 2 2012 1 10 , 

이로부터 사흘 후 망명 직전인 월 일 마지막 연설을 행하였다1 13 2).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 연설은 설득과 선동의 기능을 가진 언어수행으로서 화자인 연설자   

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의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선택하고 변형한 것이 된다 따라서 . 

본 논문에서는  혁명 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 독재자 벤 알리가 행한 세 차례의 연설을 ‘ ’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언어적 변화와 그의 수사적 태도 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벤 알리의 연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설이 행해지는 상황과 연설 내용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각 연설에 앞서 전개된 시위 상황을 간략히 기술한 후에 연설 내용의 개

요를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연설에 대한 언어적 수사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차 연설. 1Ⅱ

시위 상황2.1 

 년 월 일 튀니지의 중부지방에 위치한 시디 부지드 에서 대학을 졸 2010 12 17 (Sidi Bouzid)

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채소를 팔며 전전하던 세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26

는 무허가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하던 경찰에 채소들을 빼앗기(Muhammad Bouazizi)

고 구타당한 후 이에 대한 항의로 분신하였다 같은 날 수십 명의 상점 주인들과 젊은이들. 

이 주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주  청사 앞에 모였다 이후 시디 부지드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 

시위가 시작되고 경찰이 강경 진압을 시작하자 밤늦게까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

이 되었다 일 경에는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상황은 인근의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다. 20 . 22

일 시디 부지드에서 세의 실직 청년인 후신 네지 가 전봇대에 올라가 가24 (Houcine Neji) “

난을 끝내라 실업을 끝내라 고 외치며 추락함으로써 첫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멘젤 , ” . 

부자이안 에서 공공건물에 방화가 시작되고 국가 보위대 기지를 포위하(Menzel Bouzaiane)

였다 일에는 같은 도시에서 살 소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는데 국가 공권력. 24 18

에 의한 최초의 희생자였다 마침내 일과 일에는 처음으로 수도 투니스에서도 실업자 . 25 26

대학졸업생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어 수천 명이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였으며 지

방청사에 방화하였다 일 주로 학생과 노조원 인권운동자들인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반 .  27 , 

정부 시위의 연대를 과시하며 튀니지 지방의 균형개발과 취업할 권리를 요구하였다 시디 . 

부지드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 시작 일째가 넘은 일 벤 . 10 28

알리 튀니지 대통령은 뒤늦게 병원으로 무함마드 부아지지를 찾아가 병문안하였으며 튀니지 

혁명과정에서의 차 대 국민 연설을 행하였다1 . 

2) 여기서는 편의상 이들 세 연설의 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차 차 차 또는 마지막 연설로 칭하기로 한다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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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설 내용과 구성  2.2 1

사태에 대한 우려 표시 및 불순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 (1) 

월 일 행한 연설 서두에서 벤 알리 대통령은 시디 부지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12 28

우려를 표하면서 일련의 사태는 사회의 일부 세력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정부는 그 원인과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 불순세력에 의한 정치적 조작의 결과로 과장된 것임, 

을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허위 거짓 주장에 근거하며 튀니지에 적대적인 날조와 모욕. 

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외국 텔레비전 방송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였다. 

 

실업 대책 제시  (2) 

첫째 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절망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이해  ,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지역

간 균형발전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성장 분배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

문제 해결위한 결의 표명 및 고급 인력 양산을 정부의 성과로 부각  (3) 

둘째 실업 문제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임을   , 

밝힌 후 국제기구와 유엔이 인정하였듯이 튀니지는 우수한 고급인력을 매년 만 명씩 배출, 8

하고 있음을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며 이 모든 인력을 취업시키는 것은 과제이지만 미래지향

적으로 볼 때 이들 고급 인적 자원은 복지와 발전으로 나가기 위한 낙관적 요소임을 강조하

고 있다. 

과격주의자와 선동자들에 대한 경고  (4) 

셋째 튀니지는 지금까지 모든 정파와 사회단체들과 대화의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  , 

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한 후 그러나 국익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고 표현의 방법으, 

로 폭력에 호소하거나 거리의 혼란에 기대는 소수의 과격주의자와 선동가들은 용납할 수 없

으며 이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건부 보장과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5) 

넷째 언론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장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수 년내 고  , 

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임금과 가계 수입을 늘려 모든 튀니지 국

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6) 

끝으로 벤 알리는 실업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대처에 미숙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  

라고 정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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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설. 2Ⅲ

시위 상황3.1 

월 일 수도 투니스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일 멘젤에서 시위 도중 부상당했던 12 29 , 24

초키 벨후신 엘 하드리 가 사망하였다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Chawki Belhoussine Hadri) .  

위한 조치로 시디 부지드 주지사가 해임되었으며 정부는 소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고 국지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월 일 수스 모나스티르 마흐디아 가프사 젠두12 31 (Sousse), (Monastir), (Mahdia), (Gafsa), 

바 등지에서 변호사들이 시위대와의 연대를 보였다 월 일 중서부 지방의 쌀라(Jendouba) . 1 3

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였고 시디 부지드 근방에서 고등학생들 명의 시(Thala) , 250

위대가 실업과 물가고에 대한 시위에 동조하여 평화 행진에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그 중 한발이 모스크에 떨어짐으로써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다 이에 . 

성난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정부 관공서에 방화하였다. 

월 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사망하자 이틑 날 약 천명이 장례1 4 5

식에 참석하여 분노를 표시하였다 시디 부지드에서는 한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전봇대에 . 

올라 정부가 일자리와 살 곳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투신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의 탄. 

압도 강화되어 인터넷을 끊고 사복 경찰들이 거리 순찰을 강화하는 가운데 학교는 폐쇄되었

다 경찰의 강압적 진압이후 평화롭던 시위는 폭력 시위로 변하였다 그러나 시위는 여전히 . , 

대도시에 국한되었었다 시위 구호는 주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뇌물과 정실주의 타. “ ”, “

파 자유 튀니지 벤 알리는 떠나라 등이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 “ ”, “ ” . 

없었던 표현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월 일 시디 부지드의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동맹휴교에 들어갔으며 쳅바 에서1 6 , (Chebba)

는 살의 무함마드 술리만 이 대학 졸업자인 아들의 취직과 생계유지52 (Mohamed Slimane)

를 위한 도움을 청한 후에 자살하였다 곧 이어 실업과 부패에 항의하는 젊은이의 분신자살. 

과 또 다른 청년의 감전사 시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월 일 시디 부지드에서 두 번째 노점상 분신자살 기도가 있었으며 일 튀니지 정부는 1 8 9

반정부 시위 시작 이래  명의 시위자가 사망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날 밤에는 사8 . 

망자가 명으로 늘어났다14 . 

일 레게브 와 카세린 에서는 사망한 시위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위10 (Regueb) (Kasserine)

가 경찰과의 시가전으로 발전하였으며 경찰의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튀니지 군대가 처음 투

입되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차 연설 내용과 구성  3.2 2

벤 알리는 공식적인 연설의 서두에 등장하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곧바로 튀니지 

지방 도시에서의 공공기관과 사유재산을 겨냥한 폭력행위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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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태의 배후 언급 및 경고(1) 

폭력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심야에 공공시설과 가정 집을 급습한 두건을 쓴 깡패들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 행위로서 배후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며 무고, 

한 시민을 선동하는 적대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였다 사기꾼들이 실업문제를 악용한 것이. 

며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조종을 받는 과격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이며 순진무구한 청

년들과 학생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고용 및 실업대책 설명 (2) 

정부와 공공부분 민간부분이 공조하여 고용능력을 배가하고 세입원을 창출하며 고용 분, 

야를 다양화하고 확대할 것이며 총리에게 기업가들과 튀니지 산업 무역 연합과 접촉하여 졸

업생 중에서 기업 임원의 에 해당하는 인원과 만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였다4% 5

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 강화 표명(3) 

지역 신문이 다루는 지방 소식이 텔레비전과 라디오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지, 

역 라디오 방송과 인쇄 매체 망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사와 기대

를 표현하는 공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민과의 소통 의지 표명(4) 

국회의원들 자문의원 정당의 중앙본부가 지역 활동을 늘려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만약 고, , 

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주도록 당부하였다.

고용촉진 방안 제시(5)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 이외에 내륙 개발지역에서 시작된  새로운 일자리 생성 프로젝트

를 년에 걸쳐 주 정부의 일정 이상의 부담 즉 이상의 소득세와 고용주의 연금 기여10 10% 

금을 중앙정부가 떠맡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마무리 국민에 대한 당부와 대통령의 각오와 결의 표명(6) : 

선동가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부모들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이번 사

태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교훈으로 삼아 단단한 각오로 우리의 과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연설을 끝맺었다. 

차 연설 . 3Ⅳ

시위 상황 4.1 

벤 알리의 차 연설 이후에도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관광지역과 수도 투니스2

에까지 확산되었다 투니스에서는 시위에 나섰던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 

- 143 -



교내로 숨어버리자 경찰이 대학교를 포위하였다 또한 월 일 멘젤 부아자인에서 시위 . 12 24

도중 다리에 총을 맞은 미취업 대학 졸업생이 자살하였다 월 일 밤에는 폭동이 투니스 . 1 11

근교까지 확산되었다. 

월 일 두즈 에서 명이 사살되고 명이 부상했으며 투니스 근교의 폭동 진압을 1 12 (Douz) 2 4 , 

위해 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 

투옥된 시위자들을 석방하기도 하였다 내무장관이 해임되고 정부는 부패에 대한 조사를 할 . 

것임을 발표하였다. 

월 일에는 카지노와 까르푸 대형 매장에 대한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사태까지 이르렀1 13

다 카이루안 에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총 희생자는 명에 달하였다. (Kairouan) 2 66 . 

튀니지 고위 군 장성은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벤 알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

임되었다. 

    

차 연설 내용과 구성4.2  3

연설 서두에 벤 알리는 이전과는 달리 튀니지 방언으로 연설하겠다고 밝힌 후 사태가 큰 

변화 포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 

폭력 중지에 대한 감정적 호소(1) 

실업자 가난한 사람 정치인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 등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지만, , , ,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며 폭력주의는 개명된 튀니지 국민 관대한 , 

튀니지인의 관습이 아니다 폭력도 우리의 일부가 아니므로 정당 국가기관 시민 사회 지. , , , 

식인과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에 봉사와 헌신함을 내세움(2) 

년 이상 군에서부터 책임있는 자리에 이르기 까지 각기 다른 위치에서 튀니지를 위해 50

일해왔고 그중 년간 국가수반으로 봉사해온 나의 삶 하루하루가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는23

데 그러한 삶을 살아온 본인의 슬픔과 고통은 더 할 나위 없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희생자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폭력행위 중지를 위한 협력촉구(3)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끼며 폭력과 약탈이 계속되어 희생자가 더 나와서는 안되

겠다 오늘 학생들이 집에 머물며 등교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약탈과 공격을 . .  

자행한 깡패들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점이 그렇다 이는 시위가 아니라 범. 

죄이다 모든 시민들은 그들에 맞서야 한다 본인은 이미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깡패와 사태. . 

를 악용하고 있는 일탈자들 집단과 선량한 합법적 시위대를 구분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모

든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본인의 슬픔은 크며 깊다 매우 크다 폭력은 그만하자 폭력. . . . 

은 이제 그만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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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 중지 지시(4) 

내무장관에게  총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무기 사용은 . . 

용납할 수 없다 무장해제를 하려거나 총기를 사용해 공격하려는 경우와 자위권 차원을 제. 

외하고는 총기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개혁 조치 언급(5) 

독자적 조사 위원회가 일련의 사건들과 권력 남용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예외없이,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하겠다 정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 

않거나 모든 튀니지 국민이 평온을 회복하고 폭력과 부패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에는 평온이 필요하다 우리가 목격한 사건들은 초기. . 

에는 우리가 개선하려고 무진 애썼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항의였다 부족함 점을 고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조치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줘야 .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후속 조치 구체화 (6) 

설탕 우유 빵 등 기본 생필품 가격 인하와 전면적인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사이트 재개, , 

통 검열 금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부패와 뇌물 수수 공무원들의 과실을 조사할 독립 , . ,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그 임무 수행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직적. 

이고 질서있는 평화 시위를 포함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실책에 대한 고백(7) 

많은 일들이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의 . 

분야에서 그렇다 때로는 누군가가 진신을 숨김으로써 나를 오도했으며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 그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 . 

차기 대통령 불출마 선언(8) 

지난 월 일 종신제 대통령제는 없다는 점을 약속한 바 있는데 년 대통령 선거에 11 7 2014

대통령 후보의 연령제한 조건을 위반하면서 출마하지 않겠으며 년 선거는 모든 정파가 2014

책임을 분담하며 참가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민의 합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무리(9)

튀니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함께 지켜냅시다 튀니지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튀. . . 

니지의 안정과 안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 밝은 미래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 

위해서는 튀니지 국민 각자의 책임이다. 

튀니지 만세 튀니지 국민 만세 튀니지 만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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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수사적 분석. Ⅴ  
언어적 분석5.1 

튀니지는 년에 개정한 년 헌법 조에 튀니지는 독립적인 주권을 지닌 국가다  2002 1992 1 " .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공용어는 아랍어이고 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어, " . 

는 문어체 아랍어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튀니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구어

체 방언인 튀니지 아랍어 이며 식민지 통치의 잔재로 프랑스어가 일부 계층에서 사용되고 ‘ ’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튀니지는 문어체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가 병존하는 양층 언어 사. 

회 또는 다중언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연설에서의 언어적 선택과 언어적 이데올로기 . 

사이의 상호 관계는 특히 양층 언어 또는 다중언어 사회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연구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Spitulnik 1998:164). 

벤 알리가 재스민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행한 연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설은 문어체 아랍어로 행하였으며 마지막 연설에서는 문어체 아랍어와 함께 구어체인 튀, 

니지 방언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연설은 년 월 당시 총리이던 벤 알리가 .  1987 11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공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튀니지 방언을 사용하

였다는 점에서(Moyseowicz 2011:1), 또한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튀니지 국민들 대다수가 문어체 아랍어로 행하는 연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벤 알리의 튀니지 방언 사용이라는 의미있는 제. ‘ ’ 

스처는 그가 집권이후 고수해온 정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년 월 일 튀니지 국민들은 아침 시 분 여느 때처럼 애국가 소리와 꾸란 낭  “1987 11 7 6 30

송에 잠이 깨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뭔가 달랐다 국영 튀니지 라디오 방송은 매일 아침. . 

에 방송되는 정규 프로그램 부르기바 대통령 지시 사항 을 중단하‘ ’(min tawj h t ?ar-ra? s)

고 벤 알리의 성명서 를 방송하였다 이 성명에서 그 해 월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Bay n) . 10

겸 대통령 후계자로 임명되었던 벤 알리 총리는 부르기바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해 업무 수

행이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자신이 새로운 대통령과 튀니지 군 통수권자임을 선포하고 새, ‘

로운 시대 의 시작을 선언하였다’(‘ahd jad d) ”(Boussofar-Omar 2005:200).  

새로운 시대 를 알리는 상징적 변화는 부르기바를 축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벤 알리의   ‘ ’

첫 성명서에 사용된 언어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전임 초대 대통령인 부르기바가 재임기간 . 

중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고전 아랍어와 현대 표준 아랍어 튀니지 구어체 방언 프랑스, , 

어를 혼용한 언어적 코드 변환 을 사용한 반면(code-switching) (Moyseowicz 2011:1) 벤 알 

리가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는 전과 달리 문어체 아랍어로 작성되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 

후 벤 알리는 년 쿠데타 이후 공식 연설과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 튀니1987

지 방언사용을 금지하고 문어체 아랍어 를 유일한 공용어로 채택 사용하기로 하였으(fu  ) ,   
며 실제로  재스민 혁명의 마지막 연설에서 튀니지 방언을 사(Boussofar-Omar 2005:200) 

용하기 이전까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재임 내내 문어체 아랍어만을 공식 연설 언어로 사용

하였다.  

여기서 언어적 변화는 단지 이중 언어나 양층 언어로 행해졌던 담화가 단일 언어의 텍스  

트로 대체되었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다 언어적 변화는 벤 알리의 쿠데타를 합법화하고 새. ‘

- 146 -



로운 시대 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성’

격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Liberman 2011: 3). 

일반적으로 아랍 정치가들이 공식 연설에서 문어체 아랍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어체 아랍  

어가 권위와 상위 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즉 문어체 아랍어(seniority) (Mazraani 1987: 213). , 

는 권위를 구현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주로 담(Haeri 1997;796). 

화 의도가 청중에게 어떤 사실을 홍보하거나 교육하고 역사적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정책을 , 

발표할 때 또 자신을 강력한 인물로 내세우고자 할 때 아랍 세계의 표준어인 문어체 아랍, 

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벤 알리 대통령이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차와 차 연설을 문어체 아랍어로 행한   1 2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언어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차와 차 연설 내용 중 시위 참가 시민들을 깡패와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면. 1 2

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의 맥락과 연결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 

문어체 아랍어로 행하는 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의 목표와 소망을 달성하기 위

한 진정성과 결의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치인들이 구어체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에게 친화적으로 비추고자 하거  

나 대중과의 유대감이나 친근감을 조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보다 효과적,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벤 알리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에서 튀니지 방언을 사용한 것은 권력 

상실의 위기감을 실감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언어적 선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벤 알리의 마지막 연설 서두에서 . ,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해한다 나는 모든 실업자 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방“ . (al-ba  l)....”   
언인 을 사용한 것은 튀니지의 젊은 청년 실업자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ba  l  
과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어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an  fahimtu-kum, fahimtu ?l-jam 'a ?al-ba  l   wa ?l-mu t j wa ?l-siy siyy wa ?illi  
t lib maz d min ?al- urriy t,  fahimtu-kum fahimtu-kum ? 나는 여러분을 이해하al-kull(

며 모든 사람을 이해합니다 실업자와 빈곤한 사람 정치인 등 또한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 . , ..

는 사람들도 나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해합니다... . )

우리들 이나 나 와 같은 자기 지칭은 담화자의 정체 를 구성하는    na nu(‘ ’) ?an (‘ ’) (identity) 
방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치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위 연설문에(Dunne 2003: 72). 

서 나는 여러분을 이해한다 에서처럼 벤 알리가 자신을 지칭하는 일인칭 단수대명사 “ ...”

또는 일인칭 단수 동사활용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신 감정을 표?an ( ) , 

현하기 위함이다3) 특히 나 와 같은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친근감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 간. ‘ ’

의 대화에서 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연설자와 청중간의 참여감을 창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대중연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차와 차 연설에(Mazraani 1987:88). 1 2

서 화자 지칭으로 일인칭 복수 대명사 또는 일인칭 복수 동사활용 를 주로 사용한 것na nu( ) 
과 대비된다. 아랍어의 일인칭 복수 대명사 ‘na nu 우리들 는 나 를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 ) ‘ ’

3) 말하다 사실대로 말하다 기억하다 놀라다 믿다 맹세하다 강조하다 신뢰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일‘ ’, ‘ ’, ‘ ’, ‘ ’, ‘ ’, ‘ ’, ‘ ’, ‘ ’ 

인칭 단수 대명사의 변형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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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미지를 나타내며 벤 알리의 연설에 사용된 우리들 에 대한 지칭은 튀니지의 희망과 ‘ ’

행동 업적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평가를 담고 있다, (Atkinson 1984: 37)

또 차와 차 연설에서 연설 대상을 호격어 이외에는 대명사나 명사로 특정하지 않았으  1 2

나 마지막 연설에서는 연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대명사로 인칭 복수대명사 2

을 마지막 연설에서 현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화자인 벤 -kum . 

알리가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발화대상인 국민들이 부여해주길 바라는 지위나 신분 역, 

할의 변화를 짐작케해주는 언어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차와 차 연설에서는 대통령. , 1 2

과 국민들을 포함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마지막 연설에서는 대통령 지위를 떠나 일반 국민

과 일대일의 평등관계의 지위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분석5.2 

배후 세력에 대한 책임 전가  (1) 

국내 문제를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것과 배후 세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독  

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사적 책략이다 년 월 일 젊은 노점상 무함마. 2010 12 17

드 부아지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분신자살을 기도한지 열흘이 지나 행한 차 연설에서  1

벤 알리 역시 시디 부지드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소규모 소요 사태에 대해 반 정부 선동자

나 과격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일부 외국 텔레비전의 잘못된 보도 탓으로 사태의 원인

을 돌리고 있다 만약 시위 배후에 실제로 범법자와 불순 세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독재.  

국가에서 이를 사전에 적발하고 소탕하지 못한 보안당국의 임무태만으로 돌려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독재자들이 대부분 배후 세력을 언급하면서도 초기에는 사태를 야기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벤 알리는 차 연설에서 시위의 원인인 실업문제와 실업대1

책을 언급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차 연설에서는 시위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 2

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차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1

있음을 밝힘으로써 젊은 청년 실업자들과 시위자들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자들에 대한 묘사어의 변화 (2) 

벤 알리는  차 연설에서 시위자들을 일부 불순 세력 소수 과격분자와 선동자들 소수    1 / / /

적대 세력 일탈 세력 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연설 중 무고한 시민들 이라/ / . , ‘ ’

고 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위에 참여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튀니지 국민들은 진정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독재자의 시각으로는 집에서 머물고 거리로 뛰쳐나. ‘

오지 않은 독재 정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민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 시민이라고 생각’ 

한 것이다 차 연설에서는 시위자들을 두건을 쓴 깡패나 테러리스트로 묘사함으로써 사태.  2

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마지막 차  연설에서 벤 알리는 시위대와 관련된 차 연설. 3 1,2

에서의 묘사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선량한 합법적 시위대 정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 /

는 모든 튀니지 국민들 로 묘사하였고 국민들에 대한 수식어도 문명화된/ muta a ir( ),    
관용적인 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위대를 포함하는 국민들에 대한 온건한 포mutas mi ( ) 

용적 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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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의 수사적 전략  (3) ‘ ’

차와 차 연설에서 국익에 반하여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종하는 이들의 행위는 용납할   1 2

수 없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심리적으로 . 

독재자 스스로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중. , 

요시하는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나 아니면 혼란이 있을 뿐 이라는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내“ “

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오만과 경멸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다(El Guabli 2011: 2).  

또 시위의 발단이 된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 실업문제는 제쳐놓고 오히려 고급인력의 양

산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될 것임을 자랑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보장 국민, 

의 생활수준 향상 등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등 벤 알리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설득 전략으로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의 수사적 방책을 사용하였다‘ ’ .

연설 기조의 변화 (4) 

마지막 연설의 연설 기조는 이전의 두 차레 강압적 분위기의 연설과는 달리 감정적 호소  

와 당부 유감표명 자기 고백의 한껏 자세를 낮추는 기조로 바뀌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 , .  

된 연설 서두에서 벤 알리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나는 여러분을 이해한“

다 는 말을 다섯 번 연속 반복하였다”(?an  fahimtku) 4) 이러한 구절의 반복은 벤 알리가 이. 

제는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오랜 공직생활을 언급하며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라는 . “ ”

구절 역시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연설 중간 부분에서 폭. “

력은 그만하자 라고 말할 때 반복된다” . 

특히 마지막 연설에서 벤 알리가 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2014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 대통령 임기만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두 연설 기조와는 판이한 변화이다.

독재자의 개혁 필요성의 인정 (5) ‘ ’ 

벤 알리의 마지막 연설에서 개혁에는 평온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제까지   “ ”

독재자의 연설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개혁 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 ’(?i l )  
주목할 만하다 독재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 집권층만 잘 살면 다른 일반 국민들도 잘 산다. , 

고 믿는 독재자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더 이상 천국 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전‘ ’

례가 없는 일이다 정권 몰락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낀 벤 알리는 개혁 이라는 비.  ‘ ’

장의 카드를 꺼낸 셈인데 그가 제시한 구체적 개혁 조치는 기본 생필품 가격인하와 고용 약

속 투자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벤 알리의 이러한 개혁 조치 언급은 국, . , 

민들의 요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라는 인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밖에 ‘ ’ . 

벤 알리가 언급한 조치 중에는 총기사용 중지 인터넷 재개통 및 검열 금지 책임자 규명 등, , 

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언론 자유 등 일부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지만 국민들이 바라

는 근본적인 개혁 조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국민들은 거리에서 우리(El Guabli 2011:2). “

4) 이 표현은 프랑스의 찰스 드골 대통령이 년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알제리인들에게 한 유명한 말 나는  1958 “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에서 인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je vous ai compris) (Andrew Hammond and Tarek 

A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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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권 타도를 원한다 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재자는 진작 오래 전에 조치가 취해졌어”

야 되는 계획들을 뒤늦게 발표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둔감함

을 알 수 있다.

무와띤 과 샤압  (6)  ‘ ’ ‘ ’

국민을 지칭하는 어휘를 통해 발화자의 정치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벤 알리는 차와  . 1 2

차 연설에서 국민을 지칭하는 호칭어로 무와띠눈 무와띠나트‘ ’( muw in n), ‘ ’(muw in t )  
를 각각 회와 회씩 사용하였다1 5 . 

동포 여러분    ?Ayyuh  ?l-muw in n ?ayyatuh  ?l-muw in t( )  
    

무와띠눈 은 출생지 거주지 또는 고향 조국을 뜻하는 와딴 과 동일 어근   ‘ ’ ‘ , ’ , (wa an) w- -n  
의 파생어로 이 용어에는 감상적 분위기와 향수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무와띠눈 은 문자 . ‘ ’

그대로의 의미로는 동포 동향인 동포 겨레 를 뜻하며 세기 민족주의 운동이 출현하면‘ ’, ‘ ’, ‘ ’ 19

서 와딴 은 애향심 애국심과 충성의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 , (Lewis 1998: 63-64).

샤압 은 마지막 연설에서만 처음으로 연설 서두의 호칭과 연설 말미의 기원문 등   ‘ ’(sha'b)

차례 사용하였다4 . 

  ?Ayyuh  ?l- sh 튀니지 국민 여러분a'bu ?l-t nisiyy( )

  kullu   sh 모든 국민들이 튀니지를 사랑합니다a'bi-h  yu ibbu-h ( ) 
  ?ir da  sh 튀니지 국민들의 의지a'bi-h (..... ....)

  ‘  shat t nis  ‘ sha sha'bu-h   ‘ sh 튀니지 만세 튀니지 국민 만세at ?l-jumh riyya( , , 

공화국 만세)

 

한편 샤압 의 용어는 본래 통치자에 대항하는 피통치자의 의미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 ‘ ’

미를 내포하지 않았다5) 그러나 세기 아랍의 지식인들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정부를 . 19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샤압 이 루이 세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 > 16 ”6)고 묘사함으로써 샤압< >

을 통치자와 대치점에 있는 국민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7) 이후 샤압 은 권리. ‘ ’ uq q( ),  
의지 힘 목소리 등의 어휘와 복합어 형태로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ir da( ), quwwa( ), awt( )  

써 일정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8) 특히 샤압 은 이집트 민족주의자인 무스타. ‘ ’

파 카밀에 이르러 주권재민의 맥락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의지를  인정받는 

피지배자로서의 민중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희만 ( 1997: 17). 

따라서 벤 알리가 샤압 을 마지막 연설에서 처음으로 국민에 대한 호칭어로 사용한 것은   ‘ ’

5) 원의는 부족 이나 종족 특히 비 아랍계의 종족을 의미하였다 이 용어는 타 민족 특히 페르시아 인들에 비 ‘ ’ ‘ ’ .  

해 아랍민족이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슈우비야파 운동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al-Shu‘ biyya) 

를 내포하였다 즉 움마 의 통일을 저해하는 분리주의자적인 경향을 암시하였기 때문이다. , < > . Ayalon. 

op.cit,p.49

6) Ibid. 

7) 샤압 이 이처럼 세기 아랍의 정치 용어로 사용케 된 것은 년대와 년대에 시리아의 기독교도 아 < > 19 1860 1870

랍인들이 발간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이며 이 용어가 정치적 의미로서 이집트에 소개되는 과정 역시 , 1875

년 이후 이집트에 체류한 시리아 출신 기독교도 아랍인들이 발간한 신문을 통해서이다.  

8) Ayalon, op.cit.,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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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혁명과 이후 아랍 민주화 혁명에서 대표적 시위 구호가 된 국민은 정권 타도를 원“

한다”(?ash-sh 는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 a‘b yur d ?isq ?l-ni  m)  
수사적 태도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혁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야 주. 

권재민이라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차 연설에 와서 . 3

벤 알리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론. Ⅴ

 

본 연구에서는 벤 알리 대통령이 튀니지 재스민 혁명과정에서 행한 세 차례의 연설에 나

타난 언어와 수사적 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물가고와 높은 실업률이 주 . , 

원인이었던 초기의 항의 시위가  독재정권 타도와 벤 알리 대통령 하야 등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로 확대되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폭력 진압으로 정부 시위 양상이 점차 악화되

는 일련의 정치 상황에 대처하고 반응하여 독재자의 담화에 나타나는 언어적 수사적 변화를 

포착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

첫째 벤 알리 대통령이 집권 이래 년 동안 공식연설에서 사용해온 문어체 아랍어를 포  , 23

기하고 마지막 연설에서 처음으로 튀니지 방언을 섞어 연설한 것은 정서적 측면에서 의도적

으로 국민에 대한 친근감과 공감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정치적 제스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중 연설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독재자와 국민들 . 

사이의 소통 단절과 현실과 동떨어진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통치술과 수사적 전략을 벤 알리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었다  , . 

즉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적시하기보다 외부로 원인을 돌리거나 불순한 배후세력을 언급하는 , 

식이다 국민에 대한 위협과 함께 그럴듯한 미래지향적 전망을 제시하는 당근과 채찍 의 설. ‘ ’

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셋째 차와 차 연설의 강압적 어조의 연설 분위기가 마지막 연설에서는 당부와 호소  , 1 2 , 

심지어는 자신의 안전을 애걸복걸 하는 기조로 바뀌었음을 알았는데 이는 독재자가 점차 악‘ ’

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수사적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시위자들에 대한 묘사. 

어도 차와 차의 테러리스트 등의 폭력적 위험천만한 이미지의 용어에서 차에서는 선량1 2 3

한 합법적 시위자들을 언급함으로써 시위자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었다.

넷째 차 차 연설과 달리 마지막 연설에서 국민을 뜻하는 샤압 의 어휘 사용이 주권  ,  1 , 2 ‘ ’

재민을 인정하고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수사적 태도의 변화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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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그룹의 모더니즘

임병필

서론. Ⅰ

세기 전반기 아랍세계의 시 경향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힘겨루기라 할 수 있다 세20 . 18

기 말부터 아랍시 전통의 부활과 시대정신의 표출을 바탕으로 본격화된 신고전주의는 세기가 20

되어서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편 낭만주의는 세기 초 레바논 시인 칼릴 무뜨란. 20

에 의해 최초의 낭만시가 발표되면서 아랍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낭만주(1872~1949) . 

의의 기운은 년대와 년대에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디완그룹 시인들에 의해 더욱더 힘차게 1910 20

아랍세계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칼릴 무뜨란에 의해 소개되고 디완그룹 시인들에 의해 . 

탄력을 받은 낭만주의는 년대와 년대의 아랍시를 이끌었던 아폴로그룹 시인들에 의해 단1930 40

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아랍세계에 정착하기 시작한 낭만주의는 주제와 형식에서 신고전주의와는 매우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제 면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행사시의 비중이 . 

줄어드는 대신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감정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 즉 . 

신고전주의에서는 행사시가 우세한 반면 낭만주의가 강해질수록 감정시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형식면에서 낭만주의의 모습은 고전 까시다의 정형성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형식적 . 

실험들로 나타났다 즉 신고전주의 성격이 강한 까시다의 비율이 조금 감소하는 반면에 낭만주. 

의의 성격이 강한 무운시 산문시 유절시 극시와 같은 새로운 형식들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 , , 

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폴로그룹을 주도했던 시인들의 신고전성과 낭만성을 구체적으로 고찰

하기 위해 그들의 작품을 주제와 형식으로 분류하고 그 성격들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 

선정한 시인들은 아폴로그룹의 창시자인 아부 샤디 아폴로그룹 최고의 서정 시인(1892~1955), 

인 이브라힘 나지 아폴로그룹 최고의 인기 시인인 알리 마흐무드 따하(1898~1953), 

그리고 아폴로그룹의 이단아인 아부 알까심 알샵비 이다 이들 시인(1901~1949), (1909~1934) . 

들은 명실 공히 아폴로그룹을 대표하는 시인들로서 이들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아폴로그룹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1)

주제에 나타난 신고전성과 낭만성. Ⅱ

아폴로그룹 시인들이 활동을 시작했던 년대는 아랍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낭만주1930

의가 우세한 시기였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감정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 

1) 연구방법으로 아폴로그룹의 대표 시인들에 대한 개별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 뒤 이를 종합하는 귀납 

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는 년대와 년대의 아랍 낭만주의를 주도했던 아폴로그룹의 전체적인 성. 1930 40

격을 규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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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세계에서는 서구 열강들에 의한 신탁통치와 그. 

에 저항하는 아랍민족주의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ㆍ

사회적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사명감 또한 시인에게 요구되었다 그 결. 

과 아랍의 낭만시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감정 표출과 더불어 사회적 요구 또한 수용할 수밖

에 없었다.

전통의 계승1. 

년대의 아랍시는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930 . 

그럼에도 신고전주의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으며 시대정신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대변인

의 역할이 시인에게 요구되고 있었다 시인들 또한 대중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까닭. 

에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작품으로 기록하고 낭송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

던 것이다.

우선 시는 삶의 기록이며 시인은 대중들의 메신저 라고 생각했던 아부 샤디에게 있어서“ ” (’ liy  

세기 말부터 세기 초에 일어났던 영국의 이집트 신탁통치 w  1970, 162) 19 20 (1914~1922),  
우라비혁명 년 혁명 등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은 그의 작품 창작에 영향을 끼칠 수(1892), 1919

밖에 없었다 일찍이 그는 변호사이며 정치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여러 편의 민족시들을 발. 

표한 바 있으며 임병필 민족시 편 축하시 편 애도시 편 등 에 달( (b) 2010, 78~79), 14 , 13 , 7 14%

하는 편의 행사시를 작시하였다 임병필34 ( (b) 2010, 77-79).2) 

다음으로 아폴로학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브라힘 나지는 약 에 달하는 행사시를 지12%

었다.3)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개의 행사시들 중  정치 지도자나 시인들에 대한  , 26

존경을 표하는 것 편 정치 지도자나 시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 편이 이에 해15 , 11

당한다 첫째 존경시는 년에 발표된 카이로의 밤 에 집중적으로 편 중 편 수록되. , 1944 (15 13 ) 『 』

어 있다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주제는 고전시에서 통치자나 후원자들에게 바치는 . 

칭송의 변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애도시는 구름 뒤에서 에 편 카이로의 밤 에 . , 5 , 『 』 『 』

편 밤의 신전에서 에 편 등 총 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애도시들은 시인과 작가를 위4 , 2 11 . 『 』

한 작품이 편 장관에 대한 작품 편 순교자에 대한 작품이 편이다 임병필8 , 1 , 1 ( (c) 2010, 77~80). 

2) 

  

주제

시집
행사시 감정시

현대 아랍시의 지식들 편(47 )『 』 6 41

새벽이슬 편(50 )『 』 5 45

새로운 인간 편(94 )『 』 15 79

자유로운 새해 편(77 )『 』 8 69

작품 수 백분율( ) 편34 (14%) 편229 (86%)

3) 

  

주제
작품 발행연도 편수( / ) 행사시 낭만시

구름 뒤에서 (1934/ 54)『 』 6 47

카이로의 밤 (1944/ 74)『 』 17 55

밤의 신전에서 (1946/ 35)『 』 3 32

상처 입은 새 (1954/ 57)『 』 0 57

작품   수백분율(%) 26(12%) 1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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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객관적 정서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알리 마흐무드 따하

는 약 에 달하는 행사시를 지었다26% .4)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편의 행사시들  , 35

중 정치 지도자나 시인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 편 통치자나 지도자들에 16 (12%), 

대한 축하 및 칭송을 표하는 것이 편 아랍세계와 이슬람세계의 자긍심과 저항의식을 담12 (9%), 

은 민족시 편 이 이에 해당한다7 (5%) . 

행사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도시는 세 번째 시집을 제외한 모든 시집들에서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다 추모 및 애도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인에 관한 내용이 편 왕. , 4 , 

과 왕자에 대한 것이 편 정치가가 편 민족지도자가 편 나머지 각각 편씩이 항공모함과 승3 , 3 , 2 , 1

무원 전투기 조종사 사회지도자 순교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 , , . 

있는 행사시는 축하 및 칭송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시집에는 한 편도 실. 

려 있지 않으며 두 번째 시집 에 가장 많은 편이 실려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940) 6 . 

왕의 대관식 공주의 돌 국왕의 방문 지도자들의 모임 독재자의 몰락 책 출판 기념 승진 기, , , , , , 

념 전사의 무사 귀환 문학 축전 축제 및 신년 축하 등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목할 만한 사, , , 

건에서부터 사회 저명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 

번째로 따하가 관심을 가졌던 행사시는 바로 민족시들이다 특이한 것은 마지막 시집 에만 . (1947)

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팔레스타인 문제와 저항의식을 담은 내용이 편으로 가장 7 . 3

많고 그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항과 승리가 편이다 그 외에는 아랍영웅의 저항과 , 2 . 

승리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시련과 극복에 관한 내용이 각각 편씩 포함되어 있다 임, 1 (

병필(d) 2011, 207~211). 

한편 튀니지의 아폴로 시인인 샵비는 신고전주의 시인들과 디완그룹 아폴로그룹 시인들에 의, 

해 많이 다루어졌던 통치자나 지도자들에 대한 칭송 존경 애도와 같은 주제들을 전혀 다루지 , , 

않았다 임병필 반면에 프랑스의 신탁통치 와 독재자들에 의해 억압( (e) 2011, 299). (1881~1956)

당하고 있는 조국 튀니지와 아랍 민중들의 분노를 표출한 일부 민족시들을 작시했다 특히 샵비. 

는 독재자들을 비난하는 몇 편의 시를 씀으로써 튀니지 민족시인 또는 혁명의 시인 이라고 “ ” “ ”

불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샵비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시인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 

었다(Paul Starkey 2006, 71).

새로운 시도2. 

이상에서 보듯이 아랍세계에 낭만주의를 뿌리내렸던 아폴로그룹 시인들도 전통적으로 시인에

게 요구되어 왔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여러 편의 행사시들을 작시하

였다 그러나 아폴로 시인들은 대부분의 작품들을 통해 주관적이고 낭만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 

4) 

  

주제              
시집 발행연도 편수( / )

행사시 감정시

표류하는 선원 (1934/33)『 』 3 30

표류하는 선원의 밤들 (1940/27)『 』 11 16

영혼들과 유령들 (1942/8)『 』 0 8

꽃과 술 (1943/19)『 』 3 16

돌아오는 사랑 (1945/23)『 』 4 19

동과 서 (1947/24)『 』 14 11
총 편수 백분율(135) (%) 35(26%) 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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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대중의 정서를 대변하기보다는 시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

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통치자나 사회 저명인사들에 대한 칭송 존경 애도 축하보다는 . , , , 

자신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들과 느낌들을 표현하는데 더 큰 열정을 쏟아 부었다.

우선 아부 샤디는 신고전주의 시인들이 주로 다루었던 대중적 행사시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

하였지만 라는 거의 절대 다수의 작품들에서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충실히 반영하였86%

다 특히 그는 사랑 자연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내. , , 

용을 주로 다루었다 각주 참조( 3 ).

첫째 사랑시는 아부 샤디가 탐닉했던 가장 주된 주제로써 사랑 이별 배신과 같은 것들이 주, , , 

요 소재들이다 그는 청년시절 사랑의 실패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사랑. , 

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건과 상처는 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자이, 『

납 Zainab 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둘째 아부 샤디는 힐완에서의 (1924) . , ‘』

가을 새벽의 슬픔 지는 해 새들과 꽃들 면화의 슬픔 목동의 귀환 파도 새벽이슬 물의 표면, , , , , , , , , 

라벤더의 영혼들 가을의 슬픔 밤의 연극 비의 영감 고아 고양이 앵무새 가을 새 봄의 태양, , , , , , , , 

눈 늦은 오후의 응시 엉망진창인 날씨 등과 같은 소재들을 통해 자연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 , ’ 

단순한 묘사가 아닌 자연에 시인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성숙한 테크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 

점에서 그는 현대 아랍 시인들 중 가장 중요한 자연시인으로 여겨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속, “

삭이는 사람 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셋째 아부 샤디가 많이 ” (M. M. Badawi, 1975, 122~123). 

다루었던 주제 및 소재는 철학시 또는 명상시이다 그는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 

통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는 두 개의 인생 세상 자유로운 삶 시간 현미경 가장 . ‘ , , , , , 

먼 생각들 나의 원칙 영혼의 위대함 천국 거울 영원한 청춘 신의 권능과 우주 새로운 인간, , , , , , , , 

작가의 부유함 새싹 두 종류의 사람들 사람들의 세상 나의 꿈들 삶의 연습 나의 청춘 등과 , , , , , , ’ 

같은 주제들과 소재들을 통해 시인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임병필( (b) 2010, 81~84).

다음으로 현대 아랍 시인들 중 서정성과 주관성이 가장 뚜렷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브라

힘 나지가 주관적인 작품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나에게 시는 삶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이며 그“ , 

것을 통해 영원과 영원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시는 내가 숨 쉬는 공기이며 시는 슬픔. , 

이 강해질 때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진통제이다 그것이 바로 내 시이다 처럼 두 번째 시. .”

집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 이브라힘 나지는 에 달하는 낭만시를 지었는데 각주 . 88% ( 4 

참조 그의 낭만성과 주관성이 잘 드러나 있는 주제는 자연 추방의 감정 추방감 사랑이다), , ( ), . 

이브라힘 나지는 자연을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번역되고 설명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하찮은 , , 

정보의 집합체로 보았다 다음으로 추방감은 이브라힘 나지 작품에 (Badawi M. M., 1975, 13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 중의 하나로서  시인이 사망한 뒤인 년에 출판된 상처 입은 1954 『

새 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브라힘 나지가 년 이집트 . 1952』

혁명으로 인해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그 당시에 쓰인 것들이다 즉 상처 입은 새 는 바로 시인 . ‘ ’

자신인 것이다 당시 그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방랑자요 이방인이었으며 가족들로부. , 

터도 외면당한 아웃사이더였다. 

무엇보다 이브라힘 나지는 현대 아랍 시인들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랑 시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

져 있다 왜냐하면 그의 많은 작품들에는 연인에 대한 열정적인 숭배로부터 순수한 낭만적 이상. 

화에 이르기까지 또는 기쁨의 충만으로부터 완전한 절망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전 감정들이 총, 

망라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제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작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사랑이다 이브라힘 나지에게 있어 사랑은 자연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을 극복하고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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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랑 받아야 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추방감과 고립감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었다 특히 . 

그는 이집트 혁명 이후에 겪게 되는 사회적 지위의 박탈과 가족들이나 사회의 외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사랑에서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이브라힘 나지가 아랍세계 최고의 서정시인. 

으로 불리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임병필( (c) 2010, 81~85).

다음으로 알리 마흐무드 따하는 전체 작품 중 인 편을 주관적인 낭만시로 작시했다74% 100

각주 참조 이를 주제별로 세분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철( 5 ). 

학적이고 명상적인 감정으로 편 에 달했다 그 외 사랑에 대한 작품 편 자연 39 (29%) . 29 (21%), 25

편 시와 시인에 대한 견해를 다룬 작품 편 이 포함되어 있다(19%), 7 (5%) .

첫째 삶의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소재들을 열거, 

해 보면 표류하는 선원 기타 유령 심장 아름다운 예술 부랑자 술잔 동상 사다리 하늘 여‘ , , , , , , , , , , 

자와 예술 삶의 광기 검은 마법 이주 꿈 여자와 사탄 여신의 술 철학과 공상 고백 등이 있, , , , , , , , ’ 

다 따하는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 두려움 슬픔 고통 도피 추방 상실감 허무감 절망 운명 과 . ‘ , , , , , , , , ’

같은 주로 삶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냈다 시인과 같이 년대와 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 1930 40

아랍인이라면 누구나 제국주의의 억압과 제 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서리치는 고통과 2

좌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첫 번째 시집 에 편 두 번째 시집. (1934) 12 , 

에 편 세 번째 시집 에 편에 달할 정도로 전반기에 이러한 경향의 이상이 나(1940) 4 , (1942) 8 2/3

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따하의 전반기 작품 경향을 일부 비평가들이 평가하듯 염세주의 라고 , , “ ”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둘째 감정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자연이다 이러한 주제들 역시 시인 , . 

자신과 동시대 젊은이들의 어려운 삶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매개체이며 탈출구였다 특히 그는 . 

아랍세계 젊은이들의 억눌린 성적 감정을 발산하는 배출구를 제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 

한 점이 그의 후반기 시 세계를 쾌락주의 라고 규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그“ ” . 

는 이브라힘 나지와 더불어 아폴로학파 최고의 인기 시인으로 여겨지는데 이 또한 억제되고 금

지된 성적 표현들을 솔직하게 표출하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병필( (d) 

2011, 211~213).   

마지막으로 심장병으로 인해 짧은 삶을 살다간 비운의 시인 샵비는 자신의 존재 삶의 불만족, 

과 슬픔 사랑 심장병과 고통 임박한 죽음과 같은 시인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했다 그, , , . 

의 개인적인 삶을 다룬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낭만주의자들과 크게 다

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샵비 작품의 개인적인 정서를 다룬 가장 주된 주제는 자연 사랑. , , 

죽음과 삶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와 시인 고통과 슬픔 소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명상. , , , 

적이고 철학적으로 다룬 작품들이 다수 있다 임병필( (e) 2011, 285). 

아랍의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자연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위한 위안이요 도피처였으나 샵비에, 

게 자연은 큰 위안과 평온을 주지는 못했다 자연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일생 동안 큰 변화 없이 . 

남아 있게 된다 한편 샵비가 감각적인 사랑시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Badawi 1975, 162). 

지만 그의 사랑은 정신적이고 플라톤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의 아폴로그룹 시인이었던 , . 

알리 마흐무드 따하가 쾌락적인 사랑관을 가지고 있던 데 반해 샵비는 물질적인 여성관에 반하, 

는 정신적인 사랑관을 표출했다 이것은 샵비가 가지고 있던 전통 아랍 사회와 문화에 대한 반. 

항 정신의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랍인들의 시적 상상력 에 언급된 여성관에도 . 『 』

명백히 나타나 있다 여성에 대한 아랍문학의 태도는 상스럽고 천하며 가장 저급한 물질주의 . “

속에 빠져있다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아랍 시인. , 〔 … 〕

들 가운데서 여성을 우주에 있는 사랑의 제단으로 알라의 집에 관해 이야기하는 신실한 숭배자, 

- 157 -



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재인용?”(Badawi 1992, 128 ).

이처럼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했던 샵비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이상적인 존재로 나

타난다 여성 숭배론자인 그의 작품에서는 매춘부가 등장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의 사랑관 여. . , 

성관은 사랑의 제단에서의 기도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여성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 . 「 」

태도로 가득 차 있다 시인에게 있어 그녀는 신성한 우상이며 여신이다 그녀는 인간들 사이를 . . “

걸어가는 비너스 이며 땅으로 내려온 천사 이다 또한 마법의 새벽 봄의 영혼 이며  빛의 ” , “ ” . “ , ” “

딸 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고 기도한다’ . “ ” .

당신의 달콤함은 어린 시절 같고 꿈결 같고

노랫가락 같고 새로운 아침 같네  

언제나 웃는 하늘 같고 달빛 비치는 밤 같고

장미 같고 갓 태어난 아이의 미소 같다  

온화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여 아름다운 여인이여

부드럽고 달콤한 젊음을 가진 여인이여  !

순결한 여인이여 당신은 불행하고 고집 센, 

마음 속에 성스러움을 재생시키는군요  !

장미를 단단한 바위 속에서

빛나게 할 것 같은 부드러움을 가진 여인이여  !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 

비참하고 슬픈 세상을 위해

다시 청년시절과 달콤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들 사이를 걸어가는 비너스

오래된 평화의 영혼을 불러 오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 천국의 천사  

당신은 당신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존재의, ? …

예술로 된 천재적이고 아름다운 그림  

당신에게는 모호함과 심오함이 있고

아름다움과 숭배 받는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슬픈 내 마음에? … 

나타난 마법의 새벽  ...〔 〕

당신은 세상 속을 으시대며 걸어가는 봄의 영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불쑥 나타난다  ...〔 〕

***

빛의 딸이여 나야말로 당신에게서, 

숭배 받는 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유일한 사람  

그러니 당신의 달콤한 그림자 속에서

어디서나 눈에 띄는 아름다운 당신 곁에서 살게 해 주세요  

아름다움 예술 영감을 위한 삶을, , 

순수함 빛남 숭배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 , 

혼돈의 향기 속에서 신을 속삭이는

수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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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평가는 샵비를 일컬어 생명과 죽음의 시인 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많은 작품들에 “ ” . 

생명과 죽음 에 관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샵비는 살 되던 ‘ ’ . 20

해에 심각한 심장병 증세를 알게 되면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 살게 되었다. 

죽음에게 와 같은 초기의 작품에서는 죽음은 아름다운 영혼 구름들 위를 날아다닌다 처럼 “ , .”「 」

죽음을 낭만적으로 환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점차 절박한 관심사로 바뀐다 사실 이 당시 샵비는 , . 

고백 이란 작품에서 나타나듯 절망과 무의미한 삶 삶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사이에서 혼란, 「 」

을 겪는다(Badawi 1975, 166~167).

이상 아폴로그룹 시인들의 작품들을 주제 면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부 샤디는 참고자료로 사용한 권의 시집에 포함된 총 편의 작품들 중 행사시는 4 268 34

편 약 이었다 그 외 나머지 대다수는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묘사한 낭만성이 충만한 작( 14%) . 

품이었으며 주제별로는 사랑시 자연시 철학시 명상시 로 크게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이브라힘 , , ( ) . 

나지는 저명한 인사들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위주로 하는 행사시를 작시하였지만 나머지 12% 

의 작품에서 자연과 추방감 사랑을 다루었다 특히 그는 대다수의 작품에서 사랑에 탐닉했88% , . 

는데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인 자신의 추방감을 치유하는 치료제로서 사랑을 갈망했다 세 . 

번째로 알리 마흐무드 따하는 애도 축하 민족시와 같은 행사시를 약 작시하기도 하였다, , 26% . 

그러나 약 의 작품에서 자연 사랑 시와 시인 명상적인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대중적인 관74% , , , 

심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하는 행사시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샵비는 시는 감정들의 입이요 영혼의 외. “ , 

침 이라는 자신의 시론과 신념들을 작품을 통해 실천하였다 그 결과 일부 행사시를 제외하곤 ” .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들을 표출하였다. 

형식에 나타난 신고전성과 낭만성. Ⅱ

아폴로그룹 시인들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던 년대와 년대는 신고전주의 시인들과 디1930 40

완그룹 시인들의 영향력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아폴로그룹 시인들의 작품에 신고전성이 .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아폴로그룹 시인들의 작품 형식들을 .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시도로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전통의 계승은 까시다 형식과 까시다 변. 

이형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시도에서는 무운시 산문시 유절시 그 외 까시다의 정형성을 탈, , , , 

피하려는 다양한 시 형식 실험들에 주목할 것이다.5) 

전통의 계승1. 

신고전주의 시인들과 디완그룹 시인들이 까시다 형식을 주로 채택한 이유는 탁월한 리듬감 때

문이었다 까시다 형식은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율격과 하나의 각운을 사용하는 엄격한 정형시. 

이다 이는 낭송에 매우 적합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을 생성한다 따라서 까시다는 대중들. . 

5) 특히 행 미만의 단시는 까시다의 운율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성이 강하나 까시 10

다의 규범인 장시의 성격을 탈피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한 시인의 작. 

품들 중에 단시의 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로 다루고 그 비중이 미미할 경우에는 전통의 계, 

승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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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행사시에 적합한 시 형식이었다 그 결과 행사시의 비중이 높. 

은 신고전주의 시인들이나 일부 디완그룹 시인들에게 고전 까시다는 최고의 시 형식이었던 것이

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주관적인 낭만시의 비중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아폴로그룹 시인들에 의. 

해서도 까시다 형식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아폴로그룹의 창시자인 아부 샤디는 이미 살펴본 대로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는 행사시

를 지양하고 시인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시를 주로 씀으로써 낭만주의 경향을 확실

하게 실천하였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총 편의 작품들 중 편의 작품 약 을 까시. 268 229 ( 85%)

다 형식으로 작시함으로써6) 디완그룹 시인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7) 229

편의 까시다들 중에는 행 미만의 시행으로 된 단시가 편 까시다의 규범 중 하나인 반행을 10 44 , 

파괴한 변이형 이 편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부 샤디가 시의 길이를 짧게한다거나 반행‘ ’ 15 . 

을 탈피하는 실험들을 시도한 것은 까시다의 엄격한 정형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단시나 변이형이 양적인 면에서 디완그룹 시인들보다 훨씬 감. 

소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시형들이 까시다의 정형성을 많이 탈피하지 못하는 시형식이라고 생각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임병필( (b) 2010, 85~87).

다음으로 이브라힘 나지의 작품들을 형식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까시다의 비율이 전체 작품 

수의 에 해당되었다43% .8) 시기적으로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집에서 절반 이상이 세 번째  , 

시집에서 약 네 번째 시집에서 약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1/6, 1/4 . 

에서 아랍 전통 시형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는 엄격한 정형시를 통해 주

관적이고 서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까시다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그 한계를 탈피하려는 시도는 운의 교체나 반행의 파. 2 

괴와 같은 까시다 변이형 의 실험으로 나타났다 임병필‘ ’ ( (c) 2010, 86~87). 

한편 알리 마흐무드 따하는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주제를 음악성이 풍부한 전통 아랍시 형식“

을 통해 표출한 시인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9) 그의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  

6) 

  

주제

시집
까시다

새로운 시도

유절시( )

현대 아랍시의 지식들 편(47 )『 』 40 7(7)

새벽이슬 편(50 )『 』 46 4(4)

새로운 인간 편(94 )『 』 81 13(4)

자유로운 새해 편(77 )『 』 62 15(12)

작품 수 백분율( ) 편229 (85%) 편39 (15%)

7) 디완그룹 시인들은 형식면에서 볼 때 슈크리가 다수의 작품들을 마지니가 정도의 작품들을 악까드 , 1/2 , 

가 정도의 작품들을 까시다 형식으로 작시하였다 임병필1/3 ( (a) 2010, 99).

8) 

  

형식      

작품

전체

작품 수
까시다 단시 유절시

구름   뒤에서 (1934)『 』 54 30 10 14

카이로의 밤 (1944)『 』 74 42 23 9

밤의 신전에서『 』

(1946)
35 6 27 2

상처 입은 새 (1954)『 』 57 16 28 13

작품   수

백분율(%)

220

(100%)

94

(43%)

88

(40%)

38

(17%)

9) 비평가이며 최초의 자유시를 쓰기도 했던 나직 알말라이카 는 따하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 (192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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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것은 전체 작품 중 에 해당하는 편의 까시다였다 그 외 또 다른 고전 시형62% 84 . 

으로는 까시다 변이형이 편 단시가 편 이 있었다6 (4%), 3 (2%) .10) 시기적으로 까시다가 사용된 비 

율은 첫 시집에서 마지막 시집까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알리 마흐무드 따하가 까시다 . 

리듬에 매우 친숙했으며 형식 실험보다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낭만적인 경향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임병필( (d) 2011, 216~217). 

마지막으로 샵비는 주제 면에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를 표출한 낭만주의 시인임에 틀

림없으나 형식 면에서는 낭만적인 경향과는 달리 에 달하는 편의 작품을 고전 까시다 형, 52% 49

식으로 작시함으로써 고전 시형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병필( (e) 2011, 307

).11) 

새로운 시도2. 

아폴로그룹 시인들은 상당수의 작품들에서 매우 규범적인 까시다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한편, 

으론 형식적 구속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렇듯 까시다의 엄격한 정형성을 탈피. 

하려는 다양한 형식 실험들에는 유절시 무운시 산문시 자유시 시극 이야기시 서사시 등이 포, , , , , ( ) 

함된다 이러한 형식적 실험들은 까시다의 단일운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우선 아부 샤디는 고전 형식이 시인을 노예로 만들고 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억제한다고 보, 

았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매개체를 발견함으로써 어휘들과 의미들의 유사성을 피할 수 있다고 .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듯 아부 샤디는 새롭고 다양한 형식들을 (S. Moreh, 1976, 163). 

통해 많은 작품들을 지었다. 

무엇보다 아부 샤디는 산문 리듬이 아니라 율격 리듬에 기초한 자유시를 쓰려는 진지한 시도

를 한 최초의 아랍 시인이었다 그는 무왓샤하와 영어의 소네트를 포함하는 유절시 형식들을 실. 

험하였으며 동시에 무운시 자유시 이야기시 극시와 같은 다양하고 대담한 시 형식들을 실험하, , , , 

였다(S. Moreh, 1976, 161).12)

하면서 웅변적인 상상력을 가진 이 라고 한 반면 이집트의 비평가 샤우끼 다이프 는 음“ ” , (1910~2005) “

악적인 리듬 밖에 없는 이 라고 혹평하였다” (Jayyusi 1977, 408). 

10) 

    

형식
시집 발행연도 편수( / )

까시다 유절시 시극

표류하는 선원 (1934/33)『 』 23 7 0

표류하는 선원의 밤들 (1940/27)『 』 19 6 0

영혼들과 유령들 (1942/08)『 』 0 0 8

꽃과 술 (1943/19)『 』 11 6 0

돌아오는 사랑 (1945/23)『 』 12 8 0

동과 서 (1947/25)『 』 19 5 0

총 편수(135) 84 34 8

11) 

    

까시다 편49 52%

유절시 편26 27%

단시 편20 21%

합계 비율( ) 편95 100%

12) 한편 아부 샤디가 산문시를 실험하지 않았던 것은 율격을 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었다(S. Moreh, 1976, 164~165, 168,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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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부 샤디는 볼테르 와 세익스피어 를 포함한 여러 명의 작품, (1694~1778) (1564~1616)

을 무운시 형태로 번역하였다 또한 울고 있는 황혼 에서는 운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운 . (1927)『 』

것은 무운시라고 주장하면서 꿈 악마의 왕국 이라는 두 편의 장편 서사시를 무운시 형, 「 」 「 」

식으로 작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부 샤디는 시작품들과 잡지 아폴로 잡지 나. (1932~4), 「 」 「

의 문학 을 통해 무운시의 기법들과 장점들을 소개하는 등 무운시 운동에 매우 적극(1936~7)」

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운시에 대한 이론들을 훌륭하게 소개했던 것만큼 실제 작품들로 뒷받. 

침하지는 못했다(S. Moreh, 1976, 139~142).

둘째 아부 샤디는 아랍세계 최초로 자유시 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 용어를 하나의 시, ‘ ’ . 

에 두 가지 유형의 음보를 사용하는 시 형식이나 유사성을 가진 혼합된 아랍 음보들을 사용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즉 아부 샤디의 자유시는 시인의 시적 경험이 요구. 

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아랍 율격들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그는 이 방식을 영국이나 미국의 자. 

유시 를 모방하기 위한 시도로 발전시켰다 이 용어는 년 예술가 란 제목의 (free verse) . 1926 「 」

자유시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년 최초의 자유시가 나오기까지 여러 시인들에 의해 1947

계속 사용되었다(S. Moreh, 1976, 7, 165, 167, 169~175).

아부 샤디는 새로운 인간 에서 편의 자유시를 작시했는데 모두 자유산문시 라는 부제를 2 ‘ ’『 』

제시하였다 벼락출세 와 나는 신념의 아들이다 라는 두 편 모두 반행이 없고 다양한 음. , 「 」 「 」

보들을 사용함으로써 행의 길이가 일정하게 획일화되지 않으며 운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 

벼락출세 중 일부분「 」 

위에 제시한 벼락출세 란 작품을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자유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 」

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자유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부 샤디의 자유시가 까시. 

다의 반행과 운의 규범을 어느 정도 탈피했지만 까시다의 율격과 음보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운에 있어서도 까시다의 단일운을 탈피했지만 행 또는 행에 걸쳐 . 2 3

주기적으로 동일한 운을 반복함으로써 까시다의 운으로부터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워져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부 샤디는 안달루스시대 의 무왓샤하와 자잘 형식 행부터 행에 이르는 , (711~1492)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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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형식과 같이 각 절 연 의 운이 다른 유절시 또한 실험하였다 분석한 편의 시 작품들 ( ) . 268

중 편이 유절시 형태로 실험되었다 각주 참조 아부 샤디의 유절시 형식은 크게 두 가지 27 ( 7 ). 

형태가 있는데 까시다와 같이 한 행이 두 개의 반행을 가진 형태와 반행이 파괴된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로운 새해 에는 편의 유절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행이 . 12 , 『 』

두 개의 반행으로 나뉘어진 것은 편 반행의 구분이 파괴된 것이 편이었다 또한 편의 유절5 , 8 . 12

시들은 행연구가 편 행연구가 편 행연구가 편 행연구가 편과 같이 다양한 연구 형태2 9 , 3 1 , 4 1 , 6 1

들로 실험되었다 이처럼 아부 샤디가 운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행연구를 많이 작시하였다는 . 2

사실은 까시다의 운에 대한 족쇄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된다. 

그 외에도 아부 샤디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이야기시들을 여러 편 썼으며 아흐마드 샤우끼, 

에 의해 소개되었던 극시 형식으로 새로운 인간 에 편 자유로운 새해 에 편을 작시하5 , 2『 』 『 』

였다 또한 자유로운 새해 에서 방송 드라마시를 실험하였고 몇 편의 오페라를 실험하기도 . , 『 』

하였다 임병필( (b) 2010, 88~93).

다음으로 이브라힘 나지는 에 해당하는 유절시와 에 달하는 단시 형식 외에는 까시다17% 40%

의 엄격한 형식적 규범을 탈피하려는 다른 시 형식은 전혀 실험하지 않았다 각주 참조 이브( 9 ). 

라힘 나지의 유절시는 까시다와 단시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까시다가 후반기로 갈수. 

록 감소하고 단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절시는 첫 번째 시집, , 

에 편 네 번째 시집에 편이 수록되어 있듯 분명한 시기적 특징을 감지할 수 없다 유절시14 , 13 . 

를 세분해 보면 행연구가 편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연구가 편 행연구2 25 , 3 1 , 4

가 편 행연구가 편 무왓샤하가 편이다 이처럼 이브라힘 나지가 운의 변화가 가장 뚜렷10 , 5 1 , 1 . 

한 행연구를 많이 작시하였다는 사실은 까시다의 단일운에 대한 족쇄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2

일정하게 운을 유지하려는 과도기적인 시도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절시는 까시다에서 .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단시의 비율은 전체 작품수의 에 해당된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 시집보다는 후반40% . 

기로 갈수록 단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까시다의 사용 빈도가 .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단. 

시가 단일율격과 단일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까시다의 정형성을 준수하는 측면이 강하지

만 까시다의 장시적 규범을 탈피하면서도 내용의 유기적 통일성을 성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이브라힘 나지는 엄격한 정형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두 이행. , 

부 본 주제와 같이 유기적 연결성이 떨어지는 독립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전통 까시다보, 

다는 비교적 짧은 단시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전달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

던 것이다 임병필( (c) 2010, 88~90).

한편 알리 마흐무드 따하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주 까시다 형식과 그 변이형( 8) 

이 에 달하고 나머지 중 유절시가 에 해당되었다 특히 까시다의 운율체계를 혁신68% , 32% 26% . 

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실험인 무운시와 산문시가 한 편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주 참조11 ).

첫째 알리 마흐무드 따하가 실험한 유절시 형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총 편, 34

중 행시가 편 무왓샤하가 편 행시가 편 행시 기타 행시 순이(26%) 4 14 (10%), 8 (6%), 2 7 (6%), 6 , , 5

었다 주제 면에서는 사랑 자연 시와 시인 명상 등 특별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실. , , , 

험되었다 둘째 따하가 실험했던 새로운 시형으로는 시의 형식으로 쓰인 극 즉 시극을 들 수 . , , 

있다 따하는 년에 발표한 영혼들과 유령들 에서 그리스신화 구약성서로부터 영감을 얻. 1942 , 『 』

은 시극을 썼다(Paul Starkey, 2006: 70; Shawqi Dayf 1961: 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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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샵비는 여 편에 해당하는 일부 행사시들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작품에서 자신의 10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낭만적인 감정시를 썼다 그의 작품들을 형식적으로 분석한 결과 새. 

로운 시도라 할 있는 유절시와 단시의 비율이 거의 절반 약 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48%) (

주 참조12 ). 

첫째 샵비는 에 달하는 편의 작품을 유절시 형식으로 작시하였다 이를 좀 더 세부적, 27% 26 . 

으로 살펴보면 행시가 편 행시가 편 행시가 편 행시가 편 행시가 편 행시가 2 11 , 3 3 , 4 4 , 5 1 , 6 4 , 7 1

편 행시가 편 무왓샤하가 편 기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까시다에 비해 비율이 크게 , 8 1 , 2 , 1 . 

높지는 않지만 까시다의 정형성을 탈피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보인다 무엇보다 유절시가 단일. 

운의 규범을 파괴하지만 까시다의 리듬 율격 은 유지하는 시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샵비의 전통 ( ) , 

리듬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유절시들 중에서도 리듬감이 가장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 

행시를 많이 작시하였다는 점에서 샵비가 전통 리듬을 살리면서도 단조로운 까시다의 율격을 2

탈피하려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둘째 샵비는 행 미만의 단시를 편 작시하였다 단시는 단일율격과 단일운 반행 , 10 20 (21%) . , 2

등 까시다의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길이가 짧아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길이가 짧아진 것은 . 

이후에 유행하게 될 자유시의 길이가 대체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까시다에서 자유시로 나아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임병필( (e) 2011, 306). 

이상 아폴로그룹 시인들의 작품들을 형식면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아부 샤디는 총 편의 작품들 중 편 약 을 고전시 형식으로 작시하였으며 그 중268 229 ( 85%) , 

에는 행 미만의 단시가 편 반행을 탈피한 변이형 이 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편이 10 44 , ‘ ’ 15 . 39

무운시 유절시 자유시 극시 이야기시 드라마와 같은 새로운 시형으로 실험되었다 다음으로 , , , , , . 

이브라힘 나지는 엄격한 정형시인 까시다 형식을 까시다의 정형성을 대부분 유지하지만 43%, 

장시적 특성과 내용의 산만함을 탈피한 단시 형식을 하나의 리듬을 유지하지만 절마다 다40%, 

른 운을 채택하는 유절시를 작시했다 세 번째로 알리 마흐무드 따하는 전체 작품들 중 약 17% . 

를 고전 시형인 까시다와 그 변이형 형식으로 작시했다 또한 나머지 의 작품들 중 까68% . 32%

시다의 단일운을 탈피하는 유절시가 와 약 의 시극 형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따하는 형26% 6% . 

식면에서 볼 때 약 의 작품들을 고전 시형으로 작시함으로써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매우 짙은 2/3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샵비는 까시다의 운을 탈피하려는 시도인 유절시와 까시. 

다의 장시적 규범을 탈피하려는 단시를 거의 절반 가까이 실험하였음에도 절반 이상의 작품을 

까시다 형식으로 실험하였다. 

결론. Ⅳ

아폴로그룹 시인들의 아랍 전통 계승과 서구 모더니티 수용 간의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다룬 

이상의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사실 시극은 아흐마드 샤우끼에 의해 아랍세계 최초로 시도가 되었으며 아폴로그룹의 리더였던 아부  , 

샤디가 편의 시극을 실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의 디완그룹 시인들과 아폴로그룹 시인들 어느 누7 . 

구도 시극 형식을 실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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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형식

행사시 새로운 시도 고전시 새로운 시도

아부 샤디 14% 86% 85% 15%

이브라힘 나지 12% 88% 43%
단시 57%( 40%, 

유절시 17%)

알리 마흐무드 따하 26% 74% 62% 38%

아부 알까심 알샵비 소수 절대 다수 52% 48%

주제 면에서는 신고전성이 짙은 행사시 보다는 낭만성이 짙은 새로운 시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형식면에서는 새로운 형식 실험보다는 엄격한 정형성을 갖춘 고전 까시다의 사용 비율이 ,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폴로그룹 시인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을 리듬감이 진한 까시다 형식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노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듯 아폴로. 

그룹 시인들이 주관적인 감정시에 고전 까시다 형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까시다가 시인

과 대중 모두에게 익숙한 시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엄격한 정형시가 주관적인 감정시에는 부. 

적절한 시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였지만 적합한 시 형식을 발견하지 못하였

던 까닭이다 사실 새로운 시형 특히 주관적인 감정시를 표출할 수 있는 적합한 형식에 대한 확. , 

신은 년 최초의 자유시가 나온 이래 년 황무지 1947 1950 『 The Waste Land 가 번역되면서야 』

가능했다.

이와 같이 년대와 년대 아랍세계에 낭만주의를 깊이 뿌리내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1930 40

아폴로그룹 시인들 또한 주제와 형식면에서 완전한 낭만주의를 정착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들 또한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경계에 서 있던 경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폴로그룹 시인들이 신화  사용 성에 대한 솔직한 언급 다양한 형식 실험 등을 통해 , , 1950

년대에 본격화되는 자유시 운동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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