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문	초록

본 논고는 러시아 연방 내 북카프카스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

로 선교와 지역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북카프카스 지역은 러시아연방 내 자치공화국으로 소연방 해

체 이후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속해 온 지역이다. 그렇다면 

연방 내 자치공화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인가? 본 논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연방 내 특정 지역에서의 이

슬람 상황은 이 지역을 전방개척지대라고 상정한다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혼재된 복합적인 민족의 활동 공간에서 역사, 정치, 경

제, 사회문화적 변동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역학적 

선교 개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방 내 자치공화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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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연구는 선교 전략에 있어 매우 필요한 주제 및 대상이 되며, 

특히 연방 내 분쟁 지역에서의 선교 전략 도출에도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특정 국가에서의 자치공화국에 대

한 연구가 선교의 전방지대개척의 전반적인 선교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 논고를 통해 지

역학과 선교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강조

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게스탄, 선교전략, 러시아연방, 이슬람, 북카프카스

I. 들어가는 글  

러시아 연방 내 북카프카스 지역은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불린

다. 많은 민족이 혼재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카프카스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 내에서 대표적으로 정치적 분

쟁이 발생한 지역이다. 체첸 공화국에서는 체첸 전쟁이 발생했고, 

기타 다게스탄 공화국 등 여러 자치공화국에서 폭탄 테러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분쟁 지역에서의 선교사들의 활동은 용이

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내전이나 분쟁이 발생한 지

역에서는 선교사들의 해당 국가에 입국해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들이 적지 않다. 국가적, 외교적 입장이 있어 이런 곳은 적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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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각국에 있는 한국대사

관에서는 이러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북카프카스 지역은 

체첸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활동하기가 완전히 불안전한 지역은 아

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들어갈 수 없다면, 선교 대상 지역은 매

우 제한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방 내 분쟁 지역

에서 선교 전략을 입안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방 내 분쟁 지역에 대

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지역학 연구

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도 연방 내 자치공화

국에서의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카프카스 지역은 러시아 연방 내 7개의 자치공화국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소연방 해체 이전부터 러시아공화국 내 자치공화국

이었으며, 소연방 해체 이후에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내의 자치공화국으로 재편성되었다. 소련은 사라졌지만, 러시아연

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화국으로 출범한 러시아의 자치공화

국에서는 체첸 분쟁으로 국가 건설 초기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었

다. 다게스탄 공화국 등 기타 자치공화국에서도 체첸 전쟁의 여파

로 내부적으로, 민족 간 분쟁 등이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지속되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일반지역과 특별히 다르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선교

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세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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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그런 행동은 적절한 선교 방식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렇다면 연방 내 자치공화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전략을 도출

해야 할 것인가? 본 논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내용으

로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상기에 언급했듯, 원천적인 학문적 작

업으로 분쟁 지역에 대한 지역학적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특별히 역사적, 인문학적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학적 통찰

의 정립도 요구된다 하겠다. 이 언급 속에서 ‘요구’라는 표현은 전

통적인 선교 방식과는 그 인식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회 

개척, 혹은 선교를 위한 학교와 병원 개설 등의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적정기술 선교와 같은 방식과도 그 함의가 같지 않

다. 선교에 있어 ‘학적 통찰’이라는 요소는 일반적인 선교 요소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강조하는 것은 연방 내 분쟁 지역에서는 그

만큼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함이다. 

왜 그 지역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까? 선교사들이 던져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다. 전 세계에서 지역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내전을 포함, 지역 분쟁은 전 세계를 참혹하

게 만들었으며, 그 참혹함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선교사역에 매우 

험난한 지역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IS가 매우 강력히 활동을 하

던 그런 곳이었다. 지금은 IS 세력이 궤멸되었지만, 이라크, 시리

아는 대표적인 정치적 분쟁지역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이 대

표적으로 분쟁으로 점철된 공간이다. 이외의 매우 많은 지역은 인

종,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고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과는 그 분쟁이 비교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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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연방 내 특정지역인 북카프카스, 

그리고 북카프카스에 속한 다게스탄 공화국에 대한 지역학적 해석

과 그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즉 연방 내 분쟁의 지역학적 함의

가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본고 2장에서는 러시아연방 내 북카프

카스의 지역학과 분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다게스

탄 역사에서 나타난 무슬림 정체성과 선교 접근 전략을 규명한다. 

4장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다게스탄 공화국을 분석하는데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선교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

는 결론을 대신하여 다게스탄 이슬람 분석과 선교 접근 전략을 모

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II.  러시아연방 내 북카프카스 지역학과 분쟁의 상관관계

1. 선교의 전방개척의 함의와 지역학과의 상관관계 

러시아연방 내의 분쟁에 관련된 지역학적 함의를 제기하면서, 

필자는 먼저 북카프카스 지역은 선교에 있어 ‘전방개척지대’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지금으로부터 10 여 년 전에 제기된 ‘선교의 전방개

척’ (Mission frontiers)에는 연방 내 분쟁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무

슬림 지역인 북카프카스와 같은 자치공화국이 포함될 수 있다. 소

위 전방개척지대는 원시림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분

쟁지역과 같은 역사적, 정치적 기원과 이유가 있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인 해석이지만, “선교의 전방개척”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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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랄프 박사의 이 언급은 전방개척에 대

한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다.1

다른 프런티어와는 달리 선교에 있어 전방개척은, 특별히 사도행전 

26: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세계의 모든 열

방(종족들)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든 영역, 아이디어, 

그리고 통찰력들을 탐구하고 드러내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본 정의에 따르면, 열대림, 혹은 오지가 아닌 북카프

카스와 같은 공간도 전방개척지대가 되며, 이 지역을 학적 체계로 

분석하는 연구 작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영역과 통

찰력에 부합할 것이다. 특정 지역의 분쟁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지역학적 관점으로 다룸으로써 이런 학적 체

계는 선교의 전방개척을 보완할 수 있는 동력을 제시한다고 하겠

다. 장훈태가 지적한 “전방개척선교는 국가 지역 인종 등 과거와 

같은 지엽적 개념이 아닌 미전도 종족이 있는 장소는 물론 문화, 

언어, 아이디어, 통찰력 등 모든 분야를 선교학적 관점을 갖고 접

근하는 것”2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목표이다. 이현주는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모든 방식을 활용할 

1  본 정의는 IJFM(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 국제전방개척선교저널)

에 소개된 바 있는 내용을 따른다. Dr. Ralph D. Winter, “선교의 전방개척이란 무

엇인가?” 『제 5회 한국선교지도자 국제포럼 포럼집』,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2005), 13. 

2  장훈태, “전방개척선교를 위한 평신도 선교신학”,  『2006 세계선교대회/NCOWE IV 

분야별전략회의 자료집』, (2006년 6월 7-10일),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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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형태를 일종의 ‘민족지’(民族誌)로 설

명하면서 선교 대상 사회의 문화와 전통 등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언급하였다.3  

러시아연방은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1991년에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이라는 국호로써 신생국가로 출범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소

연방이 해체됨으로써 탄생하였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매

우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과거에는 소연방이 15개의 구

성공화국으로 나누어져있었고, 이는 소련연방의 틀, 혹은 구조 속

에서 러시아공화국이 소연방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데, 이제 러시아연방이 새로운 국가가 되었으며, 새로이 국가 건설

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자치공화국인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체첸 

공화국에서 독립을 요구했다. 특히 체첸공화국에서는 독립 요구

가 더 강력했다. 그 결과 체첸 전쟁이 1차(1994-1996), 2차(1999-

2002)에 걸쳐 발생했다. 체첸 전쟁은 내전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매우 큰 국가적 위기였다. 체첸 공화국이 줄곧 독립

을 요구하면서 연방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자, 1994년 당시 러시

아연방의 옐친 대통령은 체첸에 군사적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전

쟁이 발생했다. 

체첸 공화국은 이슬람 정체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다. 북카프

카스 자치공화국 중에서 체첸이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정체성을 가

지고 있었다. 체첸 다음으로는 다게스탄 공화국의 이슬람 정체성

이 높다. 1990년대 이후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주목을 받

게 되었는데, 소위 테러 사건에 무슬림이 매우 강하게 관련되어  

3  이현주, “선교 현장 이해를 위한 민족지 고찰”, 「복음과 선교」, 38 (2017): 133. (13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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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IS가 주도한 테러도 무슬림이 중심이 되

었다. 즉 IS가 행한 테러는 무슬림이 자행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았다. 테러 및 분쟁은 중동이나 러시아연방 내 카프카스 

지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유럽에도 무슬림들에 의한 테러 

사건이 빈발했다.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테러가 대표적

인 사건이었다.4 

자치공화국인 체첸, 다게스탄, 카바르딘-발카르 공화국 등에

서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연방의 지도자들도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였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러시아정

부는 발 빠르게 테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당시 대 테러 운

동을 강력히 벌이던 미국과 공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소연방 해체 

이후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라고 명명한다. 이 시기에 러시아 이

슬람은 부흥 국면을 맞이했다. 중앙아시아처럼 이 지역에서도 무

슬림을 위한 모스크가 대대적으로 건립되면서 이슬람이 부흥하였

다. 소연방 해체 이후에 이슬람의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부흥도 포함된다. 이슬람 부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주제가 된다. 이슬람 부흥은 정치적 요소도 있지만, 기본

적으로는 종교적, 문화적 범주이기 때문이다. 분쟁의 시기에 이슬

람은 지하드(Jihad), 즉 성전(聖戰)으로 발전되는데, 이는 정치적이

면서도 동시에 종교적인 범주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북카프카스 에서는 종교의 정치화가 강력히 발동하는 공간이다.

 

4  영국,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일부 무슬림 공동체의 청년들 사이에 폭력적인 

경향에 유혹을 받는 경향이 최근 있어왔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테러 방지에 국

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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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카프카스 지역 분쟁의 예(例)

전방개척지대의 용어와 그 함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특정 지

역의 인문지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왜냐하면, 인문지리 연구를 통해 왜 그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는 

지를 지역학적 통섭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 종

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국가정체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기제

를 통해 지역학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먼저 연방 내 특정한 공간의 지역학적 연구가 필수적

이다. 2장 2절에서는 러시아 연방 내 북카프카스 지역을 상정하여 

본 논고의 전제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카프카스 분쟁

은 인구학적, 지역학적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다. 북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서술한다.  

북카프카스 에는 7개의 자치공화국이 있다.5 북카프카스는 기

본적으로 북서카프카스와 북동카프카스 지역으로 분류된다. 

북동카프카스 에는 3개의 자치공화국이 있다. 체첸(Chechen)

공화국, 다게스탄(Dagestan) 공화국, 잉기쉬(Ingish) 공화국 등

이다. 이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배적 언어들은 나흐-다게스탄 

(Nakho-Dagestani) 계에 속한다. 체첸과 잉기쉬 인은 같은 나흐 

5  제정러시아가 북카프카스를 정복하면서 특히 북서카프카스 지역에 거주하던 1백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망하거나 오스만 투르크로 이주해갔다. 소비에트 민족지리학

자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오스만 투르크로 이주하지않고 이 지역에 남아있던 북카

프카스 인의 민족 그룹을 규정하였는데, 이들을 아디게이, 카바르딘, 체르케스 인

들로 각각 분류하였다. 조지아 내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브하지아 자치 

공화국의 아브하지아 민족은 체르케스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분리된 팔레오 

카프카스 인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아브하지아 민족의 반 이상이 러시아의 카프카

스 정복 이후 오스만 투르크로 이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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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계로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지만, 다게스탄 민족 그룹에는 많

은 민족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서카프카스 지역에는 4개의 자치공화국이 있다. 소위 이중 

민족공화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민족공화국은 카바르딘-발

카르(Kabardin-Balkar) 공화국, 카라차이-체르케스 (Karachai-

Cherkess) 공화국 등이다. 이외에 북오세티아(North Ocetia) 공화

국, 아디게이(Adygei)공화국 등이 있다.6 

그렇다면 북카프카스 에는 어떠한 분쟁 요소가 있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사건은 체첸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전쟁에 참여한 러

시아 군인 중에서 대략 1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체첸 군인과 민간

인은 훨씬 더 많이 사망하였다. 이외에 러시아 정부를 향한 주요한 

테러 공격이 많았다. 이는 체첸, 다게스탄 지역과 연관이 깊었다. 

다게스탄의 수도인 마하치칼라, 카바르딘-발카르 공화국의 수도

인 날치크, 그리고 북오세티아 공화국의 수도인 블라디카프카스에

서 일련의 테러 공격이 있었다. 러시아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테러 

공격이 여러 번 행해졌는데, 2004년 4월에 모스크바의 도모데도보 

공항(Domodesovo)에서 2명의 자살 테러범이 다게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폭탄을 터트려 90명이 사망하였다. 2009년 12월 모

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 간 고속열차를 테러범들이 공격해 26

명이 사망했다. 2010년 3월 모스크바 시내의 지하철역에서 폭탄  

6  아디게이 공화국에도 카라차이 민족과 발카르 민족 등 투르크계가 거주하고 있

고, 아디게, 카바르딘, 체르케스, 그리고 아바자 등의 아디게이 언어 그룹이 이

에 속한다. Emil Souleimanov, “The Caucasus Emirate: Genealogy of an Islamist 

Insurgency”,  Middle east Policy  18/4 (2011)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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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가 일어났다. 2011년 1월 재차 도모데도보 공항 내에서 폭탄 테

러가 발생, 30여 명이 사망했다.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공격은 체첸 전쟁과 연관이 깊었다.   

둘째, 다게스탄 공화국에서도 2차 체첸 전쟁 직전 신정국가를 

선포한 일이 있었으며, 이 공화국 내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

하고 있어서 동일한 공화국 내에서 조차도 민족 끼리 분쟁이 일어

나는 경우가 많다. 3장 이후에는 특히 다게스탄 공화국에 대한 지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연방 내 자치공화국에서의 지역학적 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북서카프카스의 소위 이중 민족공화국에서 민족 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인구 구성과 영토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사

실도 민족 간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 북서카프카스의 상황을 본다

면, 카라차이-체르케스 공화국에서 체르케스 인은 카라차이 인보

다 소수에 속하였고 체르케스 인의 인구 구성은 공화국 전체에서 

10%에 불과했다. 이런 인구 분포로 1991년 소연방 해체 이후 카라

차이 인과 체르케스 인 사이에 민족적 불협화음이 있었다.7 그리고 

카바르딘-발카르 공화국에서 발카르 인은 인구수가 매우 적어 카

바르딘 민족에 뒤쳐져 있어 소연방시기부터 소외되었다. 이런 일

이 지속되면서, 발카르 인은 자치공화국 내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벌였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들 민족 간에 분쟁도 빈번

한 일이 되었다. 

러시아 인이 북카프카스에 많이 분포하는 상황도 이 지역 상

황을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디게이 공화국에

7  전반적으로 아디게이, 체르케스, 그리고 카바르딘은 코카서스 인(Circassian)으로 

통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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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러시아 인은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카라차이-체르케스, 

카바르딘-발카르, 그리고 북오세티아 공화국에서 러시아 인의 구

성은 1/3이나 되었다.8 북카프카스의 7개 이슬람 공화국의 영토 합

계 규모는 러시아 연방 전체의 0.66% 규모이며, 인구는 4.6%이다. 

1989년 소연방 시기 마지막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러시아공화국의 

전체 인구로 조사된 1억4천7백만 명 중에서 러시아 인은 81.5 %였

다.9 전체 러시아연방 내 자치 공화국에서 러시아 인보다 명목 민족

이 많은 곳은 체첸, 투바 북오세티아, 추바시 공화국 밖에는 없다. 

명목민족이라는 명칭은 각 개별 공화국이나 자치주에 속하는 소수 

민족 중에서 다수를 이루는 민족 그룹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체

첸 공화국을 예로 든다면, 체첸 민족이 명목 민족에 속한다. 그리

고 타타르스탄, 카바르딘-발카르, 칼믹 공화국에서는 명목민족이 

러시아인보다 근소하게 앞선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자치공화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러시아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

았거나 다수 그룹에 속한 관계로 자치공화국에서 특정 민족의 자

치는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방 내에서 명목 민족의 숫자가 높아지면, 자치

에 대한 열망은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연방처

럼 다민족이 분포하는 다민족 문화권에서 독립 요구는 명목 민족

의 인구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구 구성에 대한 변동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연방 내 자치공화국의 동향을 연구할 때 인

구 구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체첸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체첸

전쟁이 발생한 1990년대 초, 체첸은 인종적 분규의 가능성이 가장  

8  Dunlop & Menon, “Chaos in the North Caucasus and Russia’s future,” 103. 

9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13 Marc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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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던 공화국으로 분류되었다. 체첸은 러시아 내에서 명목 민족

이 매우 높은 인구 구성을 보였기 때문이다.10 독립 요구가 매우 강

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 구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거대한 

연방국가인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연방이 출범하였고, 서서

히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연방 해체 그 자체가 분쟁

의 강력한 정치적 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덧붙여서 체첸 전쟁으로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도 북

카프카스 정정의 불안정성에 한 몫을 담당했다. 사회적, 경제적 병

리 현상으로 생긴 폭력 현상이 증가한 편이었다.11

III. 다게스탄 역사에서 나타난 무슬림 정체성, 그리고 
 선교 전략 모색

지역학 연구에는 역사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북카프카스, 

특히 다게스탄 지역에서 나타난 역사적 상황을 통해 선교 접근

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도 지역학과 분쟁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게스탄 지역은 

북카프카스라는 핵심적인 산악지대에 속해있어 다양한 민족들이  

10  1992년에 체첸-잉구세티아 공화국이 체첸과 잉구세티아 공화국으로 각각 분리되

었는데, 체첸공화국의 총 길이는 약 160km, 폭은 100km정도로 축소되었다. 1989

년 센서스에 따르면, 지금의 체첸공화국의 인구는 약 1백만 남짓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715,000 명이 민족표기에 체첸 인으로, 269,000 명이 러시아민족, 그리

고 25,000 정도가 잉구쉬 민족으로 표기되었다. James Hughes, “Chechnya: The 

Causes of a Protracted Post-Soviet Conflict”, Civil wars 4/4(2001) : 17.

11  John B. Dunlop & Rajan Menon, “Chaos in the North, Caucasus and Russia’s 

futur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48-2 (200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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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했던 바, 이 지역이 과거 카프카스 전쟁의 주요한 전장(戰場)

의 공간이었으며, 러시아와 영웅적인 전쟁을 수행한 북카프카스 3

대 이맘인 샤밀이 다게스탄의 아바르민족 계였다는 것을 감안한

다면, 다게스탄 연구는 북카프카스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단초

가 될 것이다. 즉 역사학적 분석을 통해 분쟁의 이념적 단초를 발

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적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게

스탄을 분석하면서 연방과 자치공화국의 관계의 함의를 규명할 필

요성이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 상정해본다면, 체첸과 다게스탄 지역은 역사

적, 전통적으로 카프카스 전쟁이 발생, 러시아와 오랜 역사적 악연

이 있어왔다는 점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분쟁의 이념적 기원으로 

역사적 전쟁, 역사적 분쟁이 있었다. 과거의 역사에서 나타난 전쟁

은 지금의 체첸 전쟁으로 연결되었다. 다게스탄과 체첸은 역사적

으로도 러시아에 대항한 대표적인 북카프카스 지역이었다. 

북카프카스는 오랜 시기 이슬람 세력이 매우 강한 오스만 투

르크와 페르시아의 지배권 아래 있었다. 페르시아는 다게스탄 등 

북카프카스 지역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스만 

투르크는 북서카프카스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

다. 그런데, 18세기 후반기부터 이 제국들의 영향력은 급감하였

다.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던 제정러시아가 북카프카스의 광대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다. 북카프카

스는 꾸준히 식민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군사력으로 맞서던 저

항 운동은 19세기 전반기 카프카스 전쟁 (1816-1865)을 통해 반세

기 동안 지속되었다.12 이 전쟁은 러시아가 북카프카스를 침략하는  

12  카프카스전쟁에 대해서는 정세진, “19세기 카프카즈 전쟁과 이슬람 요소”, 「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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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다게스탄과 체첸의 광범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 

수피 그룹의 무슬림은 군사적 방어를 치열하게 펼쳤는데, 이슬람 

종파인 수피즘이 전통적 이슬람의 형태로 꾸준히 그 영향력을 가

져왔다.  다게스탄의 아바르계인 전설적 인물인 이맘 샤밀은 카프

카스 전쟁을 주도했다. 1834년에 샤밀이 북카프카스의 제 3대 이맘

이 되어 이슬람 정신으로 지하드를 천명하고 군사적 저항을 펼쳤

다. 이 전쟁은 1859년까지 지속되었고 샤밀은 그해에 체포되었다. 

전쟁이 종식되면서 북카프카스 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

서카프카스의 비옥한 땅으로 러시아 인들의 거대한 이주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전쟁이후에 수십만 명의 카프카스 원주민들이 오스

만 투르크로 강제로 쫓겨나거나 자발적으로 떠났다. 19세기 후반기

에도 다게스탄의 카프카스 민족이 러시아에 저항을 하였는데, 특

별히 이슬람이 큰 역할을 하였다.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흩어

져 있던 민족을 단일한 세력으로 결합해 준 요소가 이슬람이었다. 

그러나 모든 항쟁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분쇄 당했다.13 카

프카스에서 제국러시아의 군대는 소수민족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 지역을 식민지화했으며, 침략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14 카프카스는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페르시아의 경쟁의 

장소였다. 강력한 3개의 제국이 벌였던 이러한 경쟁으로 다게스

탄 민족 그룹 등 카프카스 원주민들은 제국주의 게임의 대상자로  

연구」, 21/1 (2005) : 166-188 참고.

13  Emil Souleimanov, “The Caucasus Emirate: Genealogy of an Islamist Insurgency,” 

157. 

14  Е.И. Кушева, Политика 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 1552-1772 гг.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34 (Москва, 1950), 236-87; Народ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и их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16 в.-30-е году 17 века (Москва, 1963); Н.А. Смирнов, 
России на Кавказе в 16-19 веках (Москва,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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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였다.15 

카프카스 전쟁 이후에도 다게스탄 거주민들은 러시아에 예속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제정러시아가 1917년에 러시아혁명으로 붕

괴되었을 때에 분리주의 운동이 발아하였고 다게스탄 민족그룹은 

북코카서스 연방으로 독립을 준비하였지만, 볼셰비키가 이를 분쇄

하였다. 소연방이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저항의 분위기가 지속되

었다. 1991년 소연방 해체 이후 극단적인 이슬람이 출현하면서 새

로운 국가가 된 러시아연방 내부 문제가 복잡하게 된 원인이 되었

던 것이다.16 

그렇다면 제정러시아가 다게스탄 민족 등 북카프카스 민족을 

침략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무슬림의 정체성의 

함의는 무엇일까? 민족끼리의 공존의 개념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다게스탄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무슬림은 종교적 신념을 비

교적 자유롭게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기 러시아의 예

카테리나 여제는 남부의 카프카스 민족을 공식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러시아 민족의 한 그룹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제

정러시아의 주체적 민족은 슬라브족이었다. 러시아가 무슬림 민족

들을 정복하면서 이슬람지역으로 세력권을 팽창하면서 무슬림의 

역사적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매우 주요한 관점이 

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영토 팽창을 꾀하면서 부닥쳤던 민족은 지

리적으로 가까운 무슬림 민족의 거주 공간이었다. 러시아 남부는 

전통적으로 무슬림이 오랫동안 거주한 곳이었으며, 북카프카스도  

15  Michael Khodarkovsky, “Of Christianity, Enlightenment, and Colonialism: Russia 

in the North Caucasus, 1550-1800”,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1/2 (1999) : 

398-399.

16  Dunlop & Menon, “Chaos in the North Caucasus and Russia's future,”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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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공간이었다. 이는 러시아 사회의 전통성과 결부하여 큰 논

쟁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이다. 몽골이 러시아를 지배함으로써 러

시아는 좋든 싫든 동양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다. 그런데, 

16세기 중반기부터 당시 모스크바국은 카잔과 아스트라한 칸국 을 

각각 1552년, 1556년에 정복하면서 필연적으로 무슬림 민족들의 지

역적 경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무슬림 민족을 지배함으로써 

제국의 세력권을 넓혀 나갔다는 함의가 된다.  

체첸과 다게스탄 민족 그룹에 대한 선교 전략에는 이 민족들이 

경험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

다. 즉 어떤 측면에서도 민족에 대한 연구는 먼저 연방 내 피지배 

민족과 주체 민족과의 역사적 관계라는 길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게스탄 민족 그룹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도 

당시 제국이었던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상

호 연결해서 그 함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16세기 중반 

이후로 제국의 유산을 가지고 제국주의 침략을 지속하였다. 그 배

경에는 17세기 이후 러시아의 전통적인 유럽적 지향성이라는 역사

적 테마가 항상 존재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집

권하면서 소연방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소연방의 반 종교 정책으

로 인해 이슬람 정체성은 매우 약화되었다. 지도자들은 이슬람 전

파를 완전히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반종교 정책으로 이슬

람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슬람 정체성은 소연방 시대에도 유지되

었지만, 수피즘에서 중요시여기는 성묘 숭배와 성인 숭배 등의 이

슬람 제례 의식은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다.17

17  Moshe Gammer, “Walking the Tightrope between Nationalism(s) and Islam(s): 

The case of Dagestan”, Central Asian Survey  21/2 (2002) : 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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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공존과 충돌이라는 의미에서 러시아연방 내 다게스탄 

민족 그룹 등 러시아 무슬림들도 이제는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과

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러시아 이슬람, 혹은 무슬림도 글

로벌 시기에 전 세계 무슬림의 역사적 기원과 운명과 결부하여 설

명되어야 할 것이다.18 현재 서방에 무슬림 인구의 이주가 급증하면

서, 전 세계 이슬람과 관련된 이슈는 이슬람이 서방에서 어떠한 역

사적 위치와 지위를 점유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

을 이해할 때에 러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특성 혹은 역사적 기원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북카프카스 무슬림 

등 러시아 내 무슬림들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공존적 측면에서 분

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선교사들도 이러한 차원에

서의 선교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다게스탄 공화국 분석 
 :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선교 전략 모색

4장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북카프카스에서 발생한 분쟁

을 다게스탄 공화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치적 불안정성과 선교

와의 관계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 연방 국가테러 방지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09

년 러시아에서 테러 공격 건수는 거의 60%가 증가했다. 정부는 

18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91년 러시아연방이 출범한 이후 북카프카스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21세기에 들어 러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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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공식적으로 대테러 작전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

나 이듬해인 2010년에 테러 행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

었다.19 ‘2020 러시아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내부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테러 공

격이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예이다.20 

정부는 코카서스 에미리트연합 (Caucasus Emirate) 또는 그 단체

와 관련이 있는 조직이 거의 모든 테러 공격에 연관되어 있다고 강

조하였다. 이러한 분리주의와 국제 테러 행위는 저항 운동의 이데

올로기적 원천으로 이슬람이 지목되었다. 이슬람 테러리즘이 강력

히 그 원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다게스탄 지역학을 연구하는 일련의 동

력이 될 것이다. 즉 강력한 소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 왜 이곳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출현하는 것인가? 신생국가로 출범한 러시아

연방은 분리주의에 직면했다. 체첸공화국과 타타르스탄공화국에

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컸다. 체첸에서 매우 강력한 분리주의가 

등장했다. 1994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체첸을 공

격했다. 체첸의 전 민중은 군사력으로 대항했다. 이 전쟁은 1996

년 하사유르트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강상태에 직면했

지만, 실제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은 체첸의 승리였다는 것이 공

통적인 여론이었다. 1999년에 다시 2차 체첸 전쟁이 발생하였고, 

극단주의 이슬람인 와하비주의자들은 체첸과 다게스탄에서 다시  

19  BBC Russian Service, April 27, 2001, accessed May 10, 2011, http://www.bbc.

co.uk/russian/russia/2011/04/110427_chaika_speech_terror.html.

20  The Security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Strategy of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Adopted on May 12, 2009, accessed May 1, 

2011, http://www.scrf.gov.ru/documents/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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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으로 저항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체첸 전사들이 다게스탄

으로 넘어와 다게스탄의 군사주의자들과 같이 다게스탄 내에서 신

정국가를 선포하였다. 러시아연방은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체첸 공화국 전체가 거의 러시아연방의 통제 

하에 놓여졌다. 체첸 정부도 2018년 현재 매우 강력한 친 러시아 경

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체첸 전쟁으로 긴장상태

에 들어감으로써 다게스탄을 비롯한 북카프카스 전체가 정치적 불

안정성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체첸 민족 이외에 

기타 여러 민족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성은 특정 공화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지역학적 관점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상

황, 다문화적, 다민족적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

에서 분쟁 지역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교 전략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방 내 특정 자치공화국의 인구지리학적 분석을 통해 

분쟁의 근원을 규명하고 선교 접근의 함의를 발견하는 부분이다. 

다게스탄 공화국 중에서 인구 구성상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

는 민족이 아바르 민족이다. 다게스탄의 민족 지리적 구성은 매우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혼성적인 특성이다. 주로 산악지역에서 민

족별로 거주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21 이 공화국에서는 매우 특

이하게도 4개의 민족 그룹별로 공화국 대통령을 순번으로 맡고 있

다. 즉 아바르, 다르긴, 쿠믹, 레즈긴 민족 등이 지도자급 민족그룹

이며 이 4개의 민족 계에서 대통령이 순서대로 대통령 직무를 맡고  

21  정세진, “러시아-다게스탄 관계사를 통해서 본 다게스탄 민족 그룹의 정체성 연

구”, 「한국시베리아연구」 20/2 (2016)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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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러시아혁명 이후 소연방이 출범하면서 다게스탄 내에서 다양

한 민족 문제에 부닥쳤는데, 다민족 구성이기 때문에 민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은 소연방이 출범한 이후의 20세기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민족정책에 대한 소비에트 당국의 입장을 살펴

보아야 한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소연방은 다게스탄 내에

서 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30 여 민족을 몇 개의 더 큰 민족그룹으

로 광범위하게 재조정했다. 예를 들면, 안도-트세즈(Ando-Tsez) 

언어 그룹인 안디스, 디디스, 고도베린즈, 바구랄스, 챠말린즈, 틴

딘즈, 아흐바크즈, 카라틴, 모트리크 민족은 아바르 민족그룹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분류 방식으로 아바르 민족 그룹이 다게스탄에

서 27.5%로 가장 큰 세력이 되었다. 아바르 민족은 정치적, 경제

적, 군사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구조는 부족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 하에서 

다게스탄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그래서 다게스탄 지역 내에

서 아바르 민족 이외의 민족은 제 1 민족인 아바르에 협조하지 않

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대의 입장을 오랜 시기 동안 

가져온 특성이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게스탄 민족 그룹 내에서는 여러 민족이 혼재하여 거주하고 있

어 이 지역의 경제 및 인구학적 조건은 좋은 편이 못된다. 직업 수

요와 이를 창출하는 공급 간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있다. 1인당 경제 산출은 러시아 전체 평

균의 50%에 불과하다. 임금도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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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내에서 북카프카스 지역은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편

에 속한다. 상태를 더욱 더 나쁘게 만든 것은 그러한 부가 지역 엘

리트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들은 부족, 지역, 그리

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22 부패가 정치, 경제, 그리고 법의 집행 가운데에 만연해 있

다. 이는 이 지역 사회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주된 요소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관계로 청년들은 신정국가의 이념을 빨리 수용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다게스탄과 체첸 지역에서 이

슬람 부흥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급진적 원리

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20세기 소연방시기에는 공산

주의 사상만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러시아정교는 탄압

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사상 문화적 측면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선

교사들은 연방 내 특정 민족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이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과

거 구소련권 지역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식적으로 사라졌

으며, 기타 이데올로기, 즉 종교 정체성 등이 새로운 세력으로 자

리 잡았다. 즉 공산주의 이념이 사라지면서 이념의 진공상태에 빠

졌던 이 지역 사람들이 극단적인 무슬림 이념에 쉽게 동화된 측면

이 있었다. 소연방 해체 이후 북카프카스 지역의 현상이었던 민족 

간 갈등, 연방과 지방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에 상호 연합을 성취

한다는 것은 난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족 분쟁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북카프카스는 이러한 전형적인 형

태를 보여주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민족은 이슬람을 자신들의  

22  Dunlop & Menon, “Chaos in the North Caucasus and Russia's future,” 97.



정세진, 연방 내 지역 분쟁과 선교전략의 상관관계 l  253

정체성으로 강조한다. 북동카프카스의 체첸, 잉기쉬, 다게스탄 민

족 그룹은 이슬람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이슬람이 이를 대표하는 

종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장훈태가 지적하듯 어떤 특정한 민

족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 문화는 그 민족 공동체가 추구해 온 내

면적인 여러 양태와 소통을 이끌어왔던 문화생활23이라고 한다면, 

다게스탄을 비롯한 북카프카스 민족이 7세기 이후로 점진적으로 

신봉해 온 진정한 문화의 표현이 이슬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 다게스탄 이슬람 분석과 선교 
 접근 전략 모색

4장에 이어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문화적 요인, 특히 종교적 관

점에 따른 자치공화국의 상황에 대한 학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게스탄 지역의 이슬람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폴 히버트에 따르면, 선교사들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인류의 문화와 복음의 관계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정해보면 선교 대상 민족의 종교 관습, 그리

고 문화 예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겠다.24 

다게스탄은 북카프카스의 핵심 지역에 속하는데, 포스트소비

에트 시기에 이슬람은 부흥되었다. 즉 중동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가 급격히 유입되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슬람 원리

23  장훈태, “부르키나파소공화국 티에포족의 전통 노래에 나타난 신과의 소통 · 문화 

정체성 고찰을 통한 선교”, 「복음과 선교」 41 (2018) : 186. (183-232).

24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흥호 역,  『선교와 문화 인류학』  (서울 :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6),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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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인 와하비주의(Wahabism)는 압박받는 무슬림들을 해방하기 

위해 급격히 확산되었다. 러시아나 서방에서는 이를 테러리즘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19세기 다게스탄의 선조들처럼, 와하비

주의자들은 저항의 차원에서 군사 행동을 하였으며, 와하비주의는 

무슬림을 단결시키는 문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저항적 이슬

람 의식을 통해 북카프카스 인들은 이를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발

전시킬 수 있었다. 강대국에 맞서는 저항의 아이콘이 와하비주의

이다. 지하드는 이들에게 자유이며, 독립을 쟁취하는 굳건한 받침

대였다. 

다게스탄과 체첸 지역은 19세기 수피즘의 전통이 매우 강한 지

역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즉 

소연방이 출범했다. 당시 수피 이슬람은 소련 공산당의 무신론 정

책으로 인해 특별히 핍박 받았다. 소위 수피스트들은 자신들의 믿

음을 숨기고 일반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종교 활동을 자

제했다. 다게스탄의 각 개별 민족의 민족의식은 소비에트 시민 사

회를 정립하고자 했던 소연방 지도자의 정책으로 희석되었다. 원

래의 와하비주의는 18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등장한 이념으

로 초기 코란의 순수한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원

리주의가 중동유럽의 극단적인 이슬람 이념이 되었고, 그 이념이 

다게스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25 

그러나 이슬람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수십 년 간 실시된 무신

론  정책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5  Nikki R. Keddie, “The Revolt of Islam, 1700 to 1993: Comparative Considerations and 

Relations to Imperialism”,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6/3 (1994):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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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은 다게스탄에서 현저하였고 종교는 개인적 

삶의 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소연방 시기 은밀히 활동하던 수

피 종단은 비밀경찰의 특별한 추적 대상이 되었다. 공식적인 소비

에트 자료에 따르면, 북카프카스 무슬림 중의 절반 이상이 수피 

종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다게스탄 공화국을 비롯, 체첸, 잉기

쉬 에서 예전에 불법으로 여겨졌던 50만 명 이상의 종교 활동가들

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26    

1985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소연방의 수장이 되면서, 글라

스노스트(공개) 정책이 진행되었다. 글라스노스트가 진행되면서, 

다게스탄 공화국 내에서 수피즘을 신봉하는 이슬람 그룹들도 출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피즘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이

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룹도 점차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991년 소연방 해체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수

피스트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타났고, 당시 다게스탄의 정치 체

제에 도전하기 위해 민주주의자 및 민족주의자인 야당 그룹에 참

여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부 반대파 그룹은 경제 민

주화 및 자유 민주화를 일반적 요구를 하였다. 일부는 이슬람 국가

의 창설을 추구하였다.27 수피즘을 신봉하는 수피 형제단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무슬림 그룹인 카프카스 ‘무슬림영적협

회’(DUMSK)와 경쟁을 벌여나갔다.28 수세기 동안 러시아 연방 내 

26  Valery Pivovarov,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ya problem by ta, kultury, natsionalnykh 

traditsii i verovanii v Checheno-Ingushetskoi ASSR”, Voprosy Nauchnogo Ateizma 17 

(1975) : 316.

27  Galina M. Yemelianova, “Sufism and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29/4 (2001) : 666.

28  Elise Giuliano, “Islamic Identity and Political Mobilization in Russia: Chechnya and 

Dagestan Compared”,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11 (2005)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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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가 지역, 흑해, 그리고 북카프카스의 남부 스텝 지역은 바렛이 지

적하듯, 슬라브계, 투르크계, 페르시아계와 카프카스 인종이 혼재

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저항(opposition)의 지역이었다.29    

DUMSK는 소연방 시기 공식적인 이슬람 기관으로 정부에 종

속된 측면이 있었다. 즉 당시 이슬람은 공인 이슬람의 형태로 정부

에 협조하는 체제가 작동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주로 생활 이

슬람의 형태로 전통적 이슬람이 발전했는데, 소연방은 중앙아시아

와 카프카스 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공인 

이슬람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공식 임명한 무프티(Mufti)가 소연방 

내의 이슬람 조직을 공식적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소연방 시대에

는 무프티의 역할이 매우 컸다. 무프티는 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

고, 법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법학자의 기능을 맡았는데,30 북카프카

스의 무슬림들을 소연방 정부에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직무를 처

리했다. 즉 소연방 해체 이후에도 이슬람 기관끼리의 영적 경쟁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적인 변화가 이슬람 원리주의가 부흥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던 것이다. 다게스탄은 19세기의 수피즘의 전통, 

그리고 소연방 시기의 공인 이슬람의 전통, 그리고 소연방 해체 이

후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이 혼재된 전통적인 이슬람 지역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교 문화적인 변동을 세심하게 추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소연방 해체 이후 다게스탄 이슬람이 매우 강력히 부흥하였던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말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29  Thomas Barrett, At the Edge of the Empire: The Terek Cossacks and the North 

Caucasus Frontiers, 1700-1860 (Boulder: Routledge, 1999), 16.

30  소윤정, “로잔운동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의 ‘힐랄’과 한국교회,” 「복음과 선교」, 36 

(2016) : 109. (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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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개의 모스크가 있었는데, 이중 1,107개가 금요 예배 모스크

였다. 그리고 13개의 이슬람 고등학교, 43개의 지역 분교가 있었

다. 132개의 마드라샤와 278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슬람 학교 

기관의 전체 숫자는 14,000개에 이르렀다. 메카의 순례자 숫자는 

1,991년에 1,200명에서 1992년에 6,000명, 1995년에 9,398명, 1996

년에 12,525명, 1997년에 12,209명, 1998년에 13,268명이 참여하였

다. 이 숫자는 1999년 이후부터는 정치적, 실제적인 이유로 감소되

었지만, 다게스탄은 매년 메카에 5,000명 이상의 순례자가 참여하

고 있다. 다게스탄이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아잠’은 확성기로 방송

이 되고 있으며, 매일 아침 4시에 사람들이 기상한다.31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연방 내 특정 지역에서의 이슬람 

상황은 이 지역을 전방개척지대라고 상정한다면, 우리는 이 복잡

하고 혼재된 복합적인 민족의 활동 공간에서 역사, 정치, 경제, 사

회문화적 변동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역학적 선교 

개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공화국의 지역학 연구는 선

교 전략에 있어 매우 필요한 주제 및 대상이 되며, 특히 연방 내 분

쟁 지역에서의 선교 전략 도출에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

다고 하겠다. 특정 국가에서의 자치공화국에 대한 연구가 선교의  

31  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로 가르칠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

니라 민족부, 정부위원회 종교국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아랍어 텍스트를 종종 읽고 동

양학에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 마을 모스크 가운데에서도 아랍국가에서 수년간 

이슬람을 공부한 청년들을 잘 만날 수 있으며, 볼가의 마드라샤에서 3년 과정을 마친 

이들은 종종 이맘으로 활동한다. 세속화된 데르벤트 시를 제외하고 여성들이 한여름

에도 짧은 스커트와 바지를 입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시골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통 의복을 착용한다. Kimitaka Matsuzato and Magomed-Rasul Ibragimov, “Islamic 

Politics at the Sub-Regional Level in Dagestan: Tariqa Brotherhoods, Ethnicities, 

Localism and the Spiritual Board”, Europe-Asia Studies 57/5 (2005)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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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지대개척의 전반적인 선교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 논고를 통해 지역학과 선교와의 관

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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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issions 

and regional studies in specific areas of the North Caucasus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particular, the North Caucasus region is 

a self-governing republic within the Russian Federation that has 

continued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since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How then should a self-governing republic 

within the federation derive a mission strategy? This article will 

be developed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Post-Soviet times, when Islamic conditions in certain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e supposed to be the frontier 

pioneer zones, we must carefully examine the historical, political,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Conflicts and Mission 

Strategies in the Federal Republic

: Focusing on the Dagestan Republic of 

the Russian Federation

Jung, Se Jin(Hanyang Universit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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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s in this complex and mixed 

ethnic activity space. And to develop the concept of regional 

missions accordingly, this implies that the study of regional 

studies in the autonomous republic within the federal is a very 

necessary subject and object in mission strategy,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erivation of mission strategy in conflict areas in 

the federal area. Although the study of autonomous republics in a 

particular country is not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elucidating the overall mission strategy of the frontier development 

of missions, it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tudies and missions to be emphasized.

Key-words:   Dagestan, North Caucasus, Mission Strategy, Russian 

Federation,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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