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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이해

명 순 구

  제1절 이슬람과 샤리아의 의미

    I. 개념

  ‘이슬람’이란 단어는 아라비아어의 어원으로 보면 ‘자기를 내맡김’, ‘넘겨줌’을 뜻

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의 뜻에 순종․복종함으로써 알라에게 귀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유태교 및 기독교와도 친 한 관계에 있다. 이슬람은 유태

교의 모든 예언자를 이슬람의 예언자로 인정한다. 유태교는 하나님을 ‘선택된’ 민족

의 아버지로 이해하여 민족성을 부여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보편화시켰다. 즉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되었다. 이슬람과 기

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의 신성(神性)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에서는 오직 알라에 대한 완전한 충성만이 진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에게 반려자나 

아들의 존재를 추가시키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이다. 알라에 대한 이슬람의 

기본관점을 잘 드러내는 꾸란의 구절을 본다. 첫째, “하나님께서 증언하사 그분 외

에는 신이 없으며 천사들과 학자들도 전지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신이 없음을 확증

하노라.”(제3장 제18절) 예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

니라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뿐이며 이전에 성서를 받은 이1)들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들에게 그른 지식2)이 도래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으리라.”(제3장 제18절)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는 

에덴동산의 체험이다. 꾸란에도 구약성경과 같이 에덴동산이 등장한다(제2장 제35

절 이하).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쫒겨나 지상으로 떨어졌으나 나중에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3) 이슬람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인간존재의 원죄성을 상징하기 위함

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얼마나 관대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씻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슬람교 교리는 6가지 종교적 신앙(이만)과 5가지 종교적 의무(이바다)를 기본

으로 한다(이슬람교의 六信五行).  ‘六信’은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믿는 것을 말한다:  

1)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 

2) 유대교와 기독교의 병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현하고 있음.

3)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지비로 충만

하심이라.”(제2장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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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일신 하나님; ② 천사; ③ 성서(시편, 구약, 신약, 꾸란); ④ 예언자(아담, 아브

라함, 노아, 모세, 예수, 모하메트 등); ⑤ 최후의 심판일; ⑥ 정명(定命)4). ‘五行’은 

5가지의 의무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교를 위한 신앙고백; ② 메

카를 향한 하루 5차례의 기도; ③ 빈한한 자 등을 돕기 위한 헌금(자카트); ④ 라마

단(이슬람력 9월)달에 행하는 단식; ⑤ 성지 메카 순례의 순례(하지). 

  ‘샤리아’(Shari’ah)란 이슬람의 규범인 이슬람법을 말한다. 엄 하게 말하자면 이

슬람법의 법학을 ‘피끄’(Figh)5), 법체계를 샤리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용어는 

많은 경우에 혼용되기도 한다. 샤리아는 인간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근대 서양에서 말하는 법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즉 좁은 의미의 법(예: 혼인, 이

혼, 상속, 매매, 형벌 등)6)뿐만 아니라 의례와 정치에 관한 규범7)도 모두 샤리아에 

포함된다. 샤리아도 시대변화에 따라 법해석에 있어서 종파간에 차이를 보인다. 특

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서양 근대법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샤

리아는 가족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서양법의 유입 정도에 따라 샤리

아의 위상이 각 국가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II. 샤리아의 법원

  샤리아의 법원은 다음과 같다: ① 꾸란; ② 하디스; ③ 이즈마; ④ 끼야스. 이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네 종류의 법원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사

람은 샤피이 학파의 창시자인 샤피이(Ibn Idris al-Shafii, 205/820 사망)이다.

      1. 꾸란   

  꾸란은 이슬람의 토대로서 가장 기본의 되는 법원이다. 이슬람법에 다수의 학파

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각을 하도록 만든 요소는 신앙으로서의 이슬람이며 그 밑바탕에

는 꾸란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슬람문화(학문, 정치, 법률, 예술 등)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꾸란의 전개양식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다. 聖俗二元論을 

취하는 기독교8)와 달리 이슬람 세계에서는 聖俗의 구별이 없다.9) 생활 전부가 종

교인 셈이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세속적 부분까지 꾸란의 텍스트 해석에 의하여 영

향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는 처음에는 제자들의 기억에 의해 전해지다가 제2대 칼리

4) 六信 중 앞의 5가지에 대해서는 꾸란에 명문규정 있으나(제4장 제136절), 정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

나 순니파는 정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아파도 정명을 六信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명 대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다. 

5) 피끄에 정통한 사람을 ‘파끼’(Faqih)라 한다.

6) 이러한 규범을 ‘무아마라트’라고 한다.

7) 이러한 규범을 ‘이바다트’라고 한다.

8)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제장 제절),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제장 

제절)와 같은 구절은 기독교의 聖俗二元論을 잘 보여준다. 

9) 그  결과 수니파 이슬람교에는 신과 인간을 중개하여 인간의 구원에 관여하는 성직자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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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우마르에 의해 집성이 행해지고 제3대 칼리프 우스만 때에 두 번째 정리가 이루

어졌다. 전 이슬람교도를 구속하는 유일한 경전 내지 법전인 꾸란이 성립된 것이다. 

꾸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꾸란이 성립된 후에는 한 단어의 변경도 허용

되지 않았고, 신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오랫동안 외국어 번역도 허용되지 않았었

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사회의 최초 아동교육기관10)은 꾸란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무슬림에게 꾸란은 아브라함·모세· 예수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계시가 흐려

지자 마지막으로 무함마드에게 전달한 절대신의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성서에는 절

대신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뒤섞여 그 분별이 매우 어려운데 비해 꾸란은 순전히 

알라의 말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꾸란은 모두 114개의 章(‘수라’라고 

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章은 ‘아야’라고 불리는 節로 이루어져 있다. 꾸란은 길이가 

긴 장이 짧은 장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 연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꾸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설이 이루어진다. 꾸란 구절에 내포된 배경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구절의 내용을 비교적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탑시

르’(Tafsir)라 하고, 좀 더 비유적인 해설을 ‘타윌’(Ta’wil)이라 한다. 해설서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① 바이다위(Abd Allah ibn Umar al-Baydawi, 

691/1291 사망)11)의 『계시의 빛과 해석의 비 』(Anwar al-Tanzil wa Asrar 

al-Ta’wi); ② 따바리(Abu Ja’far Muhammad al-Tabari, 225~310/829~923)12)의 

『자미 알 바얀 피 탑시르 알 꾸란』(Tafsir, Jami al-Bayan fi Tafsir al-Quran: 

꾸란 주석에 대한 완전한 설명); ③ 수유띠(Jalal al-Dinal-Suyuti, 299/911 사망)

가 그의 스승 마할리(Jalal al-Din al-Mahalli, 250/864 사망)와 함께 쓴 『두 잘랄

의 해석』(Tafsir al-Jalalayn); 알 자마흐샤리(al-Zamakhshari, 530/1144 사망)의 

『계시의 진리를 밝힘』(al-Kashshafan Haqaiq al-Tanzil).

      2. 하디스   

  꾸란 다음으로 중요한 이슬람의 법원은 하디스(Hadith)이다. 하디스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순나)을 기록한 책이다. 이슬람의 관습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무함마드는 예언자이고 신의 사도이므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

는 그에게 신탁을 구하기만 하면 해결되었다. 그의 의지가 곧 신의 의지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신의 마지막 예언자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하디스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샤피이 학파

의 창시자 샤피이는 꾸란을 ‘신의 제1계시’, 하디스를 ‘신의 제2계시’라 불렀다. 

10) 이런 학교를 아랍어로는 ‘쿠탑’(Kuttab) 또는 ‘마세이드’(Ma’seyyid)라고 한다.

11) 이란의 종교학자로서 쉬라즈(Shiraz)의 까디(재판관)였다. 

12) 이란 북부 타바리스탄 출신의 학자. 꾸란 해설서 외에 창세기부터 자기 시대까지의 일반 세계사를 다룬 『전

령자들과 왕들의 역사』(Tarikh al-Rasul wa al-Muluk) 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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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함마드의 순나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 ① 말(무함마드가 

어떤 행위를 금지 또는 허용하기 위해 한 말); ② 행위(무함마드가 실제로 행한 

것); ③ 묵인(무함마드의 면전에서 행해진 말에 대해 그가 묵인한 것). 그리하여 하

디스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무함마드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가 대답을 하는 경우; 무함마드의 눈앞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하여 그가 말을 하든가 혹은 눈짓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누군가가 질문을 하

거나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언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경

우.  

  하디스는 내용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하디스 쿠드시’(Hadith 

qudsi: 신성한 하디스)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계시를 보완하는 말씀

이다. 다른 하나는 ‘하디스 샤르프’(Hadith sharif: 고위한 하디스)로서 예언자 자신

의 언행에 관한 것이다. 

  하디스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연결고리, 즉 ‘이

스나드’(isnad)와 본문(내지 主文)인 ‘마튼’(matn)으로 나누어진다. 하디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나는 A로부터 들었는데, A는 B로부터, B는 C로부터, C는 D

로부터, D는 예언자의 말씀을 E로부터 들었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이스나드’라

고 하며 이는 하디스의 출처를 밝혀주는 근거가 된다. 하디스는 이스나드와 마튼을 

기준으로 신빙도의 정도에 따라 사히흐(sahih), 하산(hasan), 다이프(daif)의 세 가

지로 구분된다. ‘사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로, 기억력이 뛰어난 저술자에 

의해서 전달된 것을 말한다. ‘하산’은 우수하지만 ‘사히흐’보다 신뢰성이 낮은 하디

스이다. ‘다이프’는 신뢰성이 낮은 하디스로 저술자의 연쇄성이 불완전한 하디스를 

말한다. 

  하디스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구두로 전해 내려온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하디스의 기록자는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

다 보니 가령 예언자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할 수 있

다. 게다가 무함마드의 순나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실

제로 수많은 하디스 구절이 세간에 떠돌아 다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9세기 초

에 약 60만개에 이르는 날조된 하디스 구절이 나돌아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

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비하기 위하여 하디스 수집가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9세

기 하디스 수집가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부하리(Bukhari, 256/870 사망)였다. 부하

리는 평생 동안 예언자의 교우의 자손은 물론 전승자의 가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디스를 정리하였다.

  수니파의 하디스 전집으로 주요한 것은 6가지이다. 부하리의 하디스와 함께 무슬

림(Husayn Muslim ibn al-Hajjaj, 261/875 사망)의 하디스가 가장 권위적이다. 나

머지 4가지 하디스 전집의 작가는 다음과 같다: ① 아부 다우드(Abu Dawud, 

261/875 사망); ② 알 티르미디(al-Tirmidhi, 279/892 사망); ③ 나사이(al-Na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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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15 사망); ④ 이븐 마자(Ibn Maja, 273/886 사망). 이들 하디스 전집을 가리

켜 ‘여섯 모음집’(al-kutub al-sittah)이라고 한다.

  시아파에서는 하디스를 ‘하바르’(Khabar, ‘소식’이라는 의미)라는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 시아파의 하디스로서는 쿨라이니(Kulayn, 319/939 사망)의 것이 정평이 나

있다. 수니파 하디스와의 차이점은 주로 이스나드에 있다. 시아파에게 있어서 하디

스의 신빙성은 예언자의 교우를 통하여 무함마드에게 연결되나, 시아파의 것은 제4

대 칼리프 알리와 이맘들의 말을 통해서 예언자로 연결된다. 

   

      3. 이즈마   

  꾸란과 하디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이슬람 법학자(Ulama, 울라마)의 

일반적인 합의를 ‘이즈마’(ijma)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정신적 특권은 교단의 

일시적·세속적 지도자로 인식되었던 칼르프가 아니라 울라마를 대표자로 하는 교단 

전체가 계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즈마는 형식에 있어서는 꾸란이나 하디스의 하위

에 있는 법원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에 못지 않은 권위를 가진다. 

  무함마드 사후로부터 2세기에 걸쳐 사법권이 행정권에서 상당히 독립하여 전문적 

법률가가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10세기경까지는 다수의 법학자가 배출되어 뛰어난 

법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파가 형성되어 각 학파가 광대한 이슬람

권 안에서 민족·풍습을 달리하는 지역을 대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하니파

(Hanifa), 말릭(Malik), 한발(Hanbal), 샤피이(Shafii) 학파가 이슬람의 정통 4대학파

(소위 ‘四公認法學派’)로 인정되고 있다.

  이즈마는 어느 시점에서나 형성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순니파는 4대 정통학파 후에 이루어진 이즈마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13)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즈티하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울라마가 자유롭게 꾸란과 하디스를 해석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이즈

티하드’(Ijtihad)14)라고 한다. 만약 이즈티하드를 인정하게 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이 변한다 하더라도 꾸란과 하디스로부터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여 적절한 해

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슬람의 엄격성이 손

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9세기 중엽에 성전해석의 자유를 금지한 이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순니파에 따르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얻은 지식에 의

하여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것”, 즉 이즈티하드(Ijtihad)의 문은 4공인학파의 창시자인 

하니파, 말릭, 샤피이, 한발의 사후에는 닫혔다(소위 ‘이즈티하드의 문 폐쇄’). 비록 

울라마라 할지라도 하더라도 시아파에서의 무즈타히드와 같은 권능을 가지지 않는

다. 이즈티하드의 문을 폐쇄한 덕택에 이슬람이 근본적 혼란에 빠진 적은 없지만, 

13) 사우디아라비아가 채택하고 있는 와하비 학파는 더 엄격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와 친히 교제를 나누었던 교우

들의 이즈마만을 인정하고 있다.

14) ‘이즈티하드’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는 ‘노력’이라는 의미이지만 학술적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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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이슬람 문화가 발전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

고 있다. 이즈티하드의 문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순니파 이슬

람 사회의 근본적 화두이다.

  시아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시아파는 샤리아를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무즈

타히드’(Mujtahid)라고 불리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무즈타히드란 절대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꾸란과 하디스에 관한 광범한 지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선언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아파 최고의 승직이다. 

      4. 끼야스

  끼야스(Qiyas)란 꾸란이나 하디스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꾸란이나 하디스에 유추하여 판정을 내리는 방법을 말한다. 끼야스는 이지마에 의

해 지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법원으로 보지 않는 학자도 있

다. 샤피이(al-Shafii, 204/820 사망)는 끼야스 사용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반면 한발리 학파에서는 인간이성을 사용하는 끼야스와 같은 법리해

석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보인다.

    III. 이슬람의 종파와 법학파

      1. 이슬람의 종파

  이슬람에는 두 갈래의 종파가 있다. ‘순니’(Sunnis)와 ‘시아’(Shiites)가 그것이다. 

이다. 순니와 시아의 분파배경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뒤, 누가 그의 뒤를 이어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교권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시아파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지도력이 ‘이맘’15)이라 불리는 성스럽게 지명된 지도자

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시아파에 의하면 최초의 이맘은 예언자 무함마드

의 사촌이며 사위인 알리이다. 그리고 이맘 알리의 계승권은 그의 아들인 하산과 

후세인 및 그 후계자들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포로 보면 순니파가 절대

다수로 무슬림의 약 90%를 차지한다. 오늘날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는 

이란이다. 그리고 이라크와 바레인에서도 시아파가 순니파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같은 이슬람이라 하여도 종파에 따라 법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 

다음에서는 순니와 시아의 법학파를 보기로 한다. 

      2. 순니파의 법학파

15) ‘이맘’(Imam)의 개념은 종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순니파에서는 어떤 종류의 성직자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맘

은 예배의 인도자일 뿐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가장이 이맘이 되고 여자들끼리 예배할 때에는 여자도 이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아파에서 이맘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로서 종교적으로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완벽

한 영적 존재로 여겨진다.    



- 7 -

  부하리의 하디스가 나오자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연결되는 하디스를 인용하며 초

기법학파의 방법론을 주관적인 ‘라이’(ra’y, 개인의견)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은 객관

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샤

피이(al-Shafii)이다. 샤피이 학파 외에도 쿠파의 하나피 학파와 수피안 학파, 메디

나의 말리크 학파, 시리아의 아우자이 학파, 이라크의 자히르 학파와 한발리 학파가 

있다. 이러한 법학파를 ‘마드합’(Madhhab)이라 한다. 수피안 학파는 하나피 학파에 

흡수되고, 아우자이 학파와 자히르 학파는 12세기 경에 소멸하였다. 그리하여 순니

파에 속하는 법학파로는 하나피, 말리키, 샤피이, 한발리 학파가 있어 이를 ‘四公認

法學派’라 한다.16)

  이슬람은 법학파(마드합)를 굳이 통합하려 하지 않았다. 이견은 하디스에도 존재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학파 간의 차이는 실제로는 대부분 사소한 것이어서 서로

를 정통 법학파로 인정하고 있다. 다수의 학파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것

을 제외한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율법학자들의 이즈마와 끼야즈가 허용

되기 때문이다. 즉 학파의 차이는 꾸란과 하디스를 소재로 이루어지는 이즈마와 끼

야즈에 관한 시각 내지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1) 하니파 학파(Hanifite)

  압바스조, 오스만투르크가 이들의 입장을 따랐다. 이라크, 터키, 동유럽, 아프가니

스탄, 중앙아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의 카이로와 델타지역 등지에서 주

류를 이루고 있다. 페르시아인 아부 하니파(Abu Hanifa, 767 사망)가 이라크에서 

창시하였다. 상황이 무함마드가 살던 때와 유사한 경우에는 꾸란을 그대로 적용하

고, 다를 때에는 유추해서 적용했다. 다른 학파에 비해 인간의 사유가 활동할 수 있

는 공간 더 넓게 열어놓았다. 유추에 의한 결정이 일반적 정의에 어긋날 경우 이스

티흐산(Istihsan)17)을 고려하여 다른 결정을 하였다. ‘이스티흐산’은 하나피 법학파

의 창시자인 아부 하나피의 율법 제정원칙이다.  

      (2) 말리크 학파(Malikite)

  말리크 이븐 아나스(Malik ibn Anas, 753-795) 메디나에서 창시했다. 꾸란과 하

디스에 의해 법, 의식을 해석하고, 애매한 경우 메디나의 이즈마에 의존했다. 하디

스의 정 한 분석과 엄정한 비판을 통해 신뢰성을 고양시켰다. 해석이 어려운 경우 

유추법 사용하고, 이것이 이즈마와 상충할 경우에는 이스티쓸라(Istislah)18)에 의하

16) 순니파의 제5학파로 한발리에서 분리된 와하비 학파가 있다. 와하비 학파는 무함마드 이븐 압드 알 와합

(Muhammad ibn Abd al-Wahhab, 1115/1703~1201/1787)이 창시하였다. 이 학파는 한발리 학파의 분파로

서 이슬람을 원리주의자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들은 오직 꾸란과 하디스만을 인정하는 한편 성인 찬양을 비

판하였다. 와하비 운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창시자인 압둘 알 아지즈테 의하여 20세기에 부활하였다. 와

하비 학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용학파인 셈이다.

17) ‘이스티흐산’이란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니파 학파에 있어서의 이스티흐산은 말리크 학파에

서의 이스티쓸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8) ‘이스티쓸라’란 “올바르고 건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말리크 학파에서의 이스티쓸라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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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했다. 말리크 이븐 아나스는 이스티쓸라를 법해석의 기본원리로 이해하였다. 

이 학파는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꾸란에 배치되는 예언자의 관행을 과감히 배

척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스페인, 수단, 쿠웨이트, 바레인 등지에서 지지되고 

있다.

 

      (3) 샤피이 학파(Shafiite)

  말리크 이븐 아나스의 제자 샤피이(Ibn Idris al-Shafii, 205/820 사망)가 창설한 

이슬람 법학파이다. 샤피이는 메카의 정통 랍인으로 쿠라이쉬 부족 출신으로 독자

적인 법률과 전통 관습의 조화로운 절충을 통해 합리적 법학 이론의 토대를 형성했

다. 샤피이는 이스티흐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리 해석에 있어서 이성의 사용

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샤피이 학파는 보수적인 메디나 학파인 말리키 학파와 

비교적 개방적인 하니피 학파의 중간적 견해로 평가된다. 샤피이는 한발리 학파의 

창시자인 이븐 한발을 배출하였다. 한발리 학파는 압바시아 조의 공인학파가 되면

서 세력이 확대되었고 현재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등지에서 지지되고 있다.

      (4) 한발리 학파(Hanbalite)

  아랍계의 샤이반 부족 출신으로 비그다드에서 출생한 이븐 한발(Ahmad Ibn 

Hanbal, 164/241~780/855 사망)이 창시했다. 그는 샤피이의 제자이지만 독자적 

해석에 대해서는 스승보다 더 비타협적인 순수한 전통주의자였다. 꾸란과 예언자의 

관행, 즉 순나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인간이성을 사용하는 법리적 해석에 배타적

인 입장을 보인다. 그리하여 끼야스를 샤리아 법원으로 수용하는 문제에 가장 배타

적 입장을 취했다. 이븐 한발은 꾸란의 창조성이 통용되던 압바시아 조 칼리프 마

문 시대에 꾸란의 영원성을 주장하며 반발하다가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한발리 

학파는 16세기에는 하니피 학파를 공식교의로 채택한 오스만투르크 시대에는 더 

극심한 배척을 받았다. 18세기에 들어 아라비아에 보수적인 와하비(Wahabi) 사상

이 등장하면서 한발리 학파는 부흥기를 맞이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장악한 

사우드 가문이 한발리 학파의 추종자가 되면서 아라비아 중부 지방에서 크게 번성

하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 일부 전파되어 있

다. 

 

    3. 시아파의 법학파

  시아파는 정명(定命)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자이디, 

이스마일리, 하리지, 이마미 등의 학파가 있다. 

파 학파에 있어서의 이스티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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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인간행위의 범주

  인간행위의 분류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신의 눈에서 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유효성의 시각에서 본 분류이다.

      1.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분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샤리아는 인간의 행위를 5가지 부류로 분류한

다. 이슬람법에 있어서 모든 행위는 이 중 하나에 속한다. 

  ① 파르드19)(Fard, 절대선): 파르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의무에 속하

는 행위이다. 이를 이행하면 상을 주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② 만둡20)(mandub, 상대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권장하는 행위이다. 

우무라(자발적인 예배), 단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도 비난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③ 무바흐(mubah, 무관심): 허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범주에 속하

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결여된 중립적인 행위로서 선도 악도 아닌 행위이다. 

이행했다고 해서 상을 받지도 않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지도 않는 행위이

다. 

  ④ 마크루(makruh, 상대악):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이

다. 이 행위를 삼가면 보상을 받으나 행해도 벌을 받지는 않는다. 흡연, 게으름, 이

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⑤ 하람(haram, 절대악):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이다. 무슬림은 이에 속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예: 도둑, 간음). 하람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원칙을 ‘끼싸스’(Qisas)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부류 중에서 ①·②·③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Halal)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 법적 유효성의 시각에서 본 분류

  법적 유효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유효한(싸히흐) 행위; ② 승인

하기 어려운(마쿠루) 행위; ③ 결함이 있는(파시드, Fasid) 행위; ④ 무효인(바틸, 

Batil) 행위.

19) ‘와집’(Wajib)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법학파에서는 파르드와 와집을 같은 것으로 보지만, 하나피 학파에서

는 양자를 구별한다. 하나피 학파에 따르면, 파르드는 하나님이 규정한 의무로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악

이다. 와집은 율법이 간접적으로 부과한 의무로서 이에 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 무스타합(Mustahabb)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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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역사적 배경

  법은 사회규범이다. 그러므로 법을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역사적 시각은 유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필수적이다. 한편, 특정 문화권의 역사는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슬람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슬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반도

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전개된 역사를 알아야 한다(I).  

  이슬람 역사는 지역적으로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특히 메카와 메디나), 사람으로는 무함마드(570~632)21)로부터 시작된다. 이슬

람교는 무함마드가 40세에 이른 610년, 메카 근교의 하라산 동굴에서 대천사 가브

리엘(아랍어로는 ‘지브릴’이라 함)22)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슬람 세계의 역사를 그려본다(II).

  I. 주변의 역사

    1. 로마, 동로마, 프랑크, 신성로마 제국

      (1) 로마와 동로마 제국

  카르타고와의 포에니23)전쟁(B.C. 264~146)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경

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거래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로마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형식상으로는 공화정체

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으로는 권력을 독점하는 원수정(元首政) 체제를 수립하였는

데(BC 27) 이 체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에 의하여 절대주의체제인 군

주정시대가 열릴 때까지(AD 284) 약 300년간 지속된다. 이 시기에 로마는 자본주

의적 상업국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 전성기를 구가한다.24) 

  2세기 말경에 이르러 로마제국은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로마제국이 

군사적·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 게다가 기원

전 말엽부터 약 200년 동안 지속된 로마의 평화(Pax Romana)로 정복전쟁이 종식

되어 노예의 공급이 격감하였다. 이는 로마의 경제기반을 약화시켜 번성하던 도시

의 상업경제와 사회생활이 쇠퇴하고, 자급자족 경제로의 회귀현상까지 나타났다. 게

21) 무함마드의 완전한 이름은 ‘무함마드 이븐 아브드 알라’이다. 이븐(ibn)은 ‘···의 아들’이란 뜻이고 ‘아브드 알

라’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보통은 고유의 이름인 ‘무함마드’로 불린다. 

22) ‘가브리엘’(gabriiel)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뜻이다. 7명의 대천사(archangelus) 중의 하나로 기

독교 구약성서에서는 예언자 다니엘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렸고(다니엘 제8장 제16~19

절), 신약성서에서는 즈가리야에게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알렸으며(누가복음 제1장 제5~25절), 마리아에게 예

수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었다(누가복음 제1절 제26~36절). 

23) 로마인은 카르타고의 주민을 ‘포에니’라 불렀다.

24) 법문화의 발전도 절정에 달하여 이 시대의 로마법을 ‘고전기로마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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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로마제국에는 원수정 시대부터 제위의 계승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이 수립되지 

않아 말기에 이르러 잦은 정치불안이 계속되었다. 3세기 무렵부터 여러 황제가 암

살되는 쿠데타가 빈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변에는 대개 帝權을 둘러싼 군벌들의 

내란이 수반되었다. 즉 외방의 군사령관이 자기 병사의 추대를 받아 경쟁자를 제거

하고 황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예: Diocletianus, Constantinus).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는 다각적인 개혁25)을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사망하였다(305). 그의 사망 후 벌어진 제위계승 분쟁에서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us)26)가 승리하여 황제가 되었다(재위: 306~337).27) 그는 이교적 색채

를 불식한 그리스도교적인 도시로서 비잔티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자기 이름

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콘스탄티노플)라고 개명하였다(330).  

  그 후 로마는 테오도시우스(Theodosius)의 사망(395)과 더불어 동·서로 분리된

다. 서로마는 게르만에 의하여 멸망하였으나(476) 동로마28)는 오스만투르크에 의하

여 멸망할 때까지(1453) 계속된다. 

      (2) 프랑크와 신성로마 제국

  게르만의 일파인 프랑크족은 라인강 너머에서 갈리아 북부(현재의 프랑스 북부) 

지방으로 진출하였는데, 5세기말 여러 부족을 통합한 끌로비스(Clovis)는 빠리

(Paris)에 도읍을 정하고 메로빙거 왕조(481-751)를 열었다. 끌로비스 사후에 분할

상속제로 인하여 왕국은 분열되고, 751년 피핀(Pipin)은 교황의 지지를 얻어 카롤

링거 왕조를 열었다. 피핀의 아들 카알 대제는 유럽에 진출한 이슬람세력을 물리치

고(뚜르․쁘와띠에 전투: 732) 예전 서로마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제관을 받았다(800). 카알 대제 사후 베르덩조약

(843)이 체결되어 왕국은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되었는데, 동프랑크

는 현재의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서프랑크는 프랑스로 발전하게 된다. 

  서프랑크에서는 카로링거의 왕통이 계속 유지된 반면, 동프랑크에서는 911년에 

카롤링거 왕통이 끊기고 콘라트 1세(재위: 911-918)가 왕으로 추대됨으로써 동프

랑크와 서프랑크 왕가는 그 계통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하인리히

(Heinrich) 1세(재위 918∼936)가 왕으로 선임되고, 그의 아들 오토(Otto) 1세(재

위: 936-973)가 뒤를 이었다. 오토 1세는 외세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한편 교황 요

25)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탈리아의 천민 출신으로 하급 병사로부터 출발하여 황제가 된 인물이다(284년).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하여 폭넓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사산조페르시아제국의 전제군

주식 황제권(dominatus)을 도입하였다. 자기의 권위와 신성성과 초자연성을 강조하고 페르시아에서 궁정예절

을 도입하여 신하들에게 무릎을 꿇고 배례하도록 하는 한편, 로마의 전통적 종교를 수호한다는 취지에서 예전

의 다신교를 회복하여 많은 신전을 세웠다. 치세 말기(303년)에는 그리스도교 대박해를 가했다가 실패로 끝나 

퇴위하였다.

26)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아래에서 副帝를 지낸 사람의 아들이다.

27) 그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라노 칙령(313)을 공포하여 당시까지 전국적으로 벌

어지고 있던 기독교 박해를 를 중지시키고 교회의 사법권 ·재산권 등을 우대하였다. 니케아 종교회의(325년)

를 개최하는 등 교회 내의 교리논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28)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인데 이 도시의 옛 이름인 비잔티움이어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

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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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세의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의 내전을 진압하여 교황으로부터 로마황제의 제

관을 받았는데(962), 이것이 신성로마제국29)의 시작이다.

    2. 페르시아 

  기원전 550년 키루스 대왕은 메디아 제국(BC 728~BC 550)을 정복하고 아케메

네스 제국(BC 550~BC 330)을 창시하였다. ‘페르시아’라는 명칭은 정확하게는 이 

아케메네스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케메네스 제국 멸망 이후 나라의 명칭이 여

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1935년까지30) 현재 이란의 영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여러 제국을 모두 페르시아라고 불러왔다. 키루스가 바빌로니

아를 정복한31) 것을 비롯하여 그 후 계속 영토를 넓혀 전성기에는 인더스 강으로

부터 이집트를 포함하여 유럽의 일부에까지 세력이 미쳤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그

리스와 여러 차례 격돌하는데 마라톤 전투(BC 490), 테르모필레 전투(BC 480), 살

라미스 해전(BC 480) 등이 그 예이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르 대왕은 아케메네스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굴복시

키고(BC 330) 아케메네스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접수한다. 이때부터 페르시아 지

역은 알렉산드르 대왕의 점령시대를 맞이한다(BC 330~BC 250). 이 시대에는 그

리스 문물이 페르시아 지역까지 흘러들어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었다. 

  기원전 250년 페르시아 지역은 북쪽에서 남하한 한 유목민의 지배에 들어갔다(파

르티아 제국: BC 250~AD 226). 파르티아 제국은 거대한 제국을 통솔할 만한 정

치력이 없어 기존의 지방 세력들을 그대로 이용한 까닭에 수많은 소공국들로 구성

된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었다. 

  파르티아 제국의 뒤를 이어 사산(Sasan) 제국이 건국되었다(226~~651).32) 사산 

제국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선포하였고 강력한 절대군주체제를 부활시켰다. 사

산 제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로마제국과 팽팽한 힘의 균형을 유지했으나 동로마제

국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국력이 쇠퇴해갔다. 사산 제국의 마지막 왕인 야즈게

르드는 투르크와 당(唐)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여 복원을 시도했으나 이슬람 제국에 

의하여 무너지고 만다.33) 

  이때부터 페르시아 지역은 이슬람화되고 아랍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29) 신성로마제국(Heiliges Römisches Reich)은 1806년(나폴레옹의 침공)까지 계속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은 고대 

로마제국의 부활·연장이라는 의미에서 로마제국으로 불렸고, 또 고대 로마의 전통 보존자인 기독교와 일체라

는 뜻에서 신성(神聖)이라는 말을 붙였다.

30) 팔레비 왕조(1925~1979)의 시조인 레자샤 팔레비가 1935년 아리안의 국가라는 뜻으로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하였다. 

31) ‘키루스’는 구약성경에 ‘고레스’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될 정도로 유대

인들에게 신망이 있는 인물이다(특히 구약 에스라 제1장 제1~4절). 그도 그럴 것이 키루스는 기원전 538년 

바빌로니아를 멸하였고 바빌론에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이 때 해방되었다. 키루스는 ‘키루스 원통’으로 불리는 

칙서(1879년 발견)를 발포하는데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 노예제 금지,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어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971년 이란은 키루

스의 제국 창건 2,5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32) 사산 제국은 보통 ‘사산조 페르시아’로 부른다. 

33) 당시 이슬람은 정통칼리프시대 제3대 칼리프 우스만의 치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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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037). 이슬람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 족에 의하여 성립된 셀주크 제국

(1037~1219)에 자리를 넘겨준다. 셀주크 제국은 몽골 제국 점령시대(1219~1500)

까지 계속된다. 몽골 제국이 쇠락과 함께 사파비드 제국이 등장한다(1500~1722). 

사파비드 제국은 서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였으나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막혀 팽

창을 멈추었다. 사파비드 제국은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함으로써 시아파의 

본산이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후 페르시아 지역에는 호타카 길자이 왕조(1722~1729), 아프사리드 왕조

(1736~1802), 잔드 왕조(1750~1794), 카자 왕조(1781~1925)를 거쳐 팔레비 왕

조(1925~1979)로 이어졌다. 팔레비 왕조는 1963년 호메이니(Khomeini)의 반정부

혁명 이후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1977년 11월 테헤란, 1978년 2월 타브리즈 

등에서 발생된 반 팔레비 운동은 1979년의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졌다. 1979년 3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8%가 이슬람공화국 수립을 지지하여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I. 이슬람의 역사

    1. 이슬람의 성립

  이슬람의 역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메카에서 메니나로의 천거, 즉 성천

(聖遷: 622)이다. ‘헤즈라’로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슬람에서는 元年으

로 삼는다. 

  성천이 있기 전까지의 시기를 ‘자힐리야’(Jahiliah)34) 시대라고 한다. 이슬람 발생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는 베두윈 족과 오아시스의 정착민이 부족 단위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베두윈은 초원을 찾아 가축을 방목하였고, 도시의 정착민은 농경 또는 

상업에 종사하였다. 오아시스의 도시 중에는 메카와 메디나(당시는 야스리브)가 가

장 두드러졌다. 

  400년 경부터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부족간에 전례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 아랍 

사회 전체가 혼란에 휘말렸다. 당시 아라비아 지역은 두 개의 초강대국 사이에 있

었는데, 두 강대국이란 서쪽 페르시아 지역의 사산제국(226~651)과 동쪽의 동로마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지중해로 통하는 직선형의 동

서 교역로가 두 강대국의 대결로 인하여 차단되면서 아라비아 반도 서부의 홍해에 

인접한 도시(특히 메카, 메디나)가 교역통로로 떠올랐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

라 부가 축적되면서 이들 도시민들 사이에 빈부 격차가 생기고 경제권을 두고 힘겨

운 쟁탈전이 벌어졌다.35) 종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동로마제국의 기독교, 사산 

제국의 조로아스터교, 유대교36), 그 밖에 아라비아에서 전승되던 다신교 등이 혼재

34) ‘자힐리아’란 無知 내지 蒙昧의 의미이다.

35) 무함마드의 유년 시절인 575년부터 590년 사이에 메카의 두 유력 부족인 쿠라이시 부족과 하와진 부족 사

이에 발생한 4차례의 유혈충돌은 상권 쟁탈전이었다.  

36) 아라비아 중부의 메디나에는 일찍이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들어온 유대인의 후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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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복잡한 양상이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이 탄생하기 직전 아라비아는 정치·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매우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7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

했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메카는 모든 혼란의 축소판과 같았다. 

  무함마드는 570년 4월 22일 메카의 지배부족이자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장자 이스마일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쿠라이시 부족에 속하는 하심 가문에서 

유복자로 출생했다. 무함마드의 부친 아브드 알라는 시리아 방면으로 드나들던 카

라반의 상인으로 그의 탄생 직전에 사망했으며, 어머니 아미나(Amina)도 그가 6살 

때에 사망하였다. 그 후 무함마드는 조부에게 맡겨졌으나, 2년 뒤 조부도 사망하자 

하심 가문의 새로운 가장이 된 삼촌 아브 탈리브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다. 무함마

드는 25세에 15살 연상인 부유한 과부 하디자와 결혼하였다. 그가 40세에 천사 가

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 그는 자신을 ‘라술라’(알라가 보낸 사람이

라는 의미)로 자처하면서 이슬람을 포교하였다. 약 10년에 걸친 메카에서의 포교활

동은 성공을 거두지 하고 무함마드는 100여 명의 추종자와 함께 야스리브(후일의 

메디나)로 이주하였다(622년 7월 16일).37) 

  야스리브로 옮겨온 무슬림(무하지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래부터 야스리브

에 거주하던 부족(안싸르)과의 관계설정이었다. 무함마드는 도시의 이름을 ‘야스리

브’ 대신에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의 ‘메디나’로 변경하면서 ‘메디나 헌장’(Kitab)을 

채택하였다(622). 이 헌장의 핵심은 무하지룬과 안싸르는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

진다는 것과 양자가 이슬람 아래에서 형제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혈연·지연과 

무관한 종교적 이념공동체가 탄생하였는데, 이러한 이슬람 공동체를 ‘움

마’(Ummah)라고 한다. 무함마드의 정치력의 원천은 혈연관계에 바탕을 둔 부족사

회를 종교·교의에 기초한 종교적 형제애로 대체한 데 있었다.

  메디나의 이슬람 세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무함마드는 종교·정치의 지도자

이면서 동시에 군대의 지휘자로서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은 무함마드 

이래 모든 이슬람 지도자에게 계승되었다. 메디나의 무슬림들은 메카의 대상들을 

공격하여 메디나와 메카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드르(Badr) 전투

(624년), 우후드(Uhud) 전투(625년), 한다끄(Khandaq) 전투(627년)가 대표적이었

다. 3대 성전(Jihad)으로 불리는 이 전투 중 이슬람 군대는 우후드 전투에서만 패하

였을 뿐 나머지 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한다끄 전투의 결과로 627년 후

다이비야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무슬림은 메카를 자유롭게 순례할 수 있

게 되었다. 630년 마침내 무함마드는 메카에 무혈입성하여 카바(Kaaba)38)에 안치

살고 있었다. 

37) 무함마드를 따라 야스리브로 이주한 무슬림들을 ‘무하지룬’(Muhajirun)이라고 하며 이는 ‘이주한 자’라는 뜻

이다. 원래부터 야스리브에 살던 사람들은 ‘안싸르’(Ansar: ‘돕는 자’라는 의미)라 한다.

38) 카바는 메카에 있는 이슬람 신전의 명칭이다. 정면은 북동쪽으로 향해있고 그 반대쪽의 폭은 약 12m이다. 

다른 두 면은 각각 약 10m이며 높이는 약 15m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알라의 명을 받들어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 이전에는 이곳에 많은 신상(神像)이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자리를 잡

은 뒤 카바를 키브라(예배의 방향)로 정하였다. 모든 이슬람교도는 매일 카바를 향해 예배하고, ‘하지’(메카 순

례) 의식도 이곳에서 시작되고 이곳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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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러 우상을 파괴하였다. 무함마드는 다시 메디나로 돌아가 631년 메카를 순례

한 후 632년 6월 8일 62세로 사망하였다.

  무함마드는 아내 하디자가 사망한 후 모두 9명의 아내와 2명의 후실을 두었는데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아내 중에는 그의 절친한 친구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도 있었는데, 그녀는 무함마드와의 종교적 교감이 두터워 하디
스를 남겼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에게 아들이 없었으
며, 이는 후일 후계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2. 여러 왕조의 전개

      (1) 정통칼리프 시대

  632년 무함마드 사망시 이슬람공동체는 이미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치하는 

지배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무함마드는 움마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

고 사망하였다. 움마의 원로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던 부족간 회의인 ‘사끼

파’(Saqqifa) 회의에서 후계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한다.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후일 

‘칼리프’39)로 불리며 이슬람의 정치·종교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후계자로서 다음 

4명이 유력하였다: ① 아부 바크르; ② 우마르; ③ 우스만; ④ 알리. 이들 4인은 모

두 무함마드와 정략적 친족관계로 연결되었다.40)

  제1대 칼리프로 아부 바크르(재위: 632~634)41)가 선출되어 칼리프제가 시작되

었다. 그는 신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의 기능을 제외하고 종전까지 무함마드가 누렸

던 모든 권한을 계승하였다. 아부 바크르는 무함마드 사후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뒤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무슬림 사이의 형제애를 강조하여 

무슬림가 사이의 전쟁을 엄격히 금하였다. 그 결과 전쟁의 상대는 아라비아 반도 

밖의 지역(특히 이라크, 시리아)으로 향하였다. 이는 페르시아 지역의 사산 제국과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부 바크르는 칼리프로 선출된 지 2

년만에 사망하였다.

  제2대 칼리프로서 우마르(586~644)를 지명되었다(재위: 634~644). 우마르는 처

음에는 이슬람의 극렬한 반대자였다가 나중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무함마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우마르는 무함마드 사망 후 아부 바크르를 적극적으로 지

지했었다. 우마르 시대에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 야무크 전투(636)에서 

39) 무함마드 사망 후 이슬람 사회의 최고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아랍어로는  ‘할리파’(Khalifa: 계승자 또

는 대리인)라고 하며, ‘칼리프’는 이 말의 영어 와전음이다.
40)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의 딸은 각각 무함마드의 아내였고, 우스만은 무함마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한

편, 무함마드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 파티마를 그의 사촌동생인 알리에게 시집보냈다. 즉 알

리는 조카딸과 결혼하였다. 

41) 아부 바크르는 무함마드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으며 무함마드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하디자에 이어 두 번째 무

슬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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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 군에 승리한 것을 비롯하여 우마르의 정복사업은 대성공이었다. 641년까지 

이슬람 군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현재의 터키 지역까지 진격하

였다. 비잔틴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이집트를 정복하고(642), 페르시아 사산 제국

의 지배 아래 있던 이라크 또한 이슬람의 지배로 전환하였다(644). 우마르는 예루

살렘에 입성한 첫 이슬람 지도자였다. 우마르의 정복사업은 이슬람의 역사에서 매

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의 신속한 정복이 없었다면 이슬람교가 오늘날과 같이 광대

한 지역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페르시아 지역은 이란은 후에 아라비아로부터 독

립하였지만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는 완전히 아

라비아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다. 우마르는 기독교인 페르시아계 노예에 의하여 암

살되었다. 

  제3대 칼리프로 우스만이 추대되었다(재위: 644~656). 그는 부유한 상인으로 메

카의 쿠라이쉬 부족 가운데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우마이야 씨족 출신이다. 우스만 

통치 시절에 이슬람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 유역, 서쪽으로는 이집트에 이

르렀다. 방대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스만은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친족을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족벌주의라는 비판을 들었다. 우스

만은 쿠란의 正本을 편집하도록 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것은 모조리 불태웠다. 인사

와 종교 분야에서 우스만이 보여준 일방성은 반대파의 분노로 샀고 이는 암살로 이

어졌다. 

  제4대 칼리프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칼리프에 선임되었다(재위: 

656∼661). 알리에 대한 충성서약은 이슬람 공동체 전체의 합의(이즈마)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알리에 대한 충성파는 그가 무함마드의 혈통이면서 사위라는 점을 

들어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우스만이 소속되어 있는 옴미아드 가문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은 알리가 우스만 암살의 배후라고 주장하면서 알리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

다. 반대파의 중심에는 무아위야가 있었다. 무아위야는 제3대 칼리프 우스만에 의

하여 시리아 총독에 임명되어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칼리프

인 알리와 총독인 무아위야 사이의 분쟁으로 결국 이슬람 공동체는 동쪽의 알리와 

서쪽의 무아위야 세력으로 양분되었다.42) 무아위야는 알리를 암살하고 이슬람 공동

체를 통일하였다(661). 무아위야는 그의 아들 야지드를 후계자로 만드는 데 성공하

여 그때까지 선거제였던 칼리프 직을 세습제로 전환하면서 옴미아드 왕조

(661~750)를 열었다. 

  제1대 칼리프부터 제4대 칼리피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언행을 본받은 사람들이다. 이 시기에 칼리프는 합의에 의하여 선출되고 이슬

람의 종교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정통 칼리프 시대’ 또는 

42) 이는 오늘날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리되는 계기가 된다. 이슬람교도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니파는 칼리프 

선출제를 옹호하는데 반해 약 10%(이란을 중심으로 분포)에 해당하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에 무게를 두

어 칼리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시아파는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

고 처음부터 알리가 칼리프가 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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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황금시대’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본거지는 메카였다. 그러

나가 제4대 칼리프 알리가 무아위야와 싸우기 위해 수도를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쿠파(Kufah)43)로 옮기면서 이슬람의 중심이 메카를 떠나게 되었다.

  

      (2) 옴미아드 왕조

  옴미아드(Ommiad) 왕조(661∼750)는 무아위야 1세가 시리야 지역의 다마스쿠스

를 수도로 하여 세운 이슬람 왕조로서 우마이야(Umayyad) 왕조라고도 한다. 무아

위야 1세(재위: 661~680)는 칼리프를 자신의 아들 야지드에게 세습시켰다(재위: 

680~683).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지지세력인 시아파는 야지드의 칼리프 계승을 인

정하지 않고 알리의 차남(즉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손자) 후세인을 칼리프로 옹립하

였다. 후세인은 패권에 도전했다가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 전투(680)에서 살해되었

다.44) 야지드가 사망한 후 정세는 매우 불안하였다. 이는 아랍부족 사이의 이해관

계의 대립에 의한 것이었다. 

  압브드 알 말리크 1세(재위: 685~705) 때의 개혁조치(비잔틴과 페르시아의 행정

체제를 버리고 아랍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으로 개편, 우편제도 창설,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를 폐지하고 아랍어를 행정과 회계상의 공식언어로 지정, 화폐 주조, 세

제 개혁)를 단행하였다. 이 부흥조치에 힘입어 옴미아드 왕조는 인더스 강 유역, 스

페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영토를 보유하였다. 서쪽의 정복사업에서 특기할 

사람은 타리크 이븐 지야드(?~720)이다. 이슬람군 북아프리카 총독의 해방노예인 

그는 베르베르인45)으로 조직된 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에 상륙하였다

(711).46) 713년 스페인의 거의 전지역을 점령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 지

역의 나르본을 공격한 후(718) 리용까지 점령하였다(725). 그러나 뚜르․쁘와띠에 전

투(732)에서 카알 마르텔에게 패하여 이슬람군의 북진이 저지되었다. 비잔틴 제국

의 레오 3세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후(717) 카알 마르텔에게 다시 패한 이후로 

옴미아드 왕조는 쇠퇴를 거듭하였다.  

  749년 마침내 옴미아드 왕조는 압바스 가문에 의하여 쓰러지기에 이르렀다. 아부 

알 압바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숙부의 자손임을 자처하였다. 

      (3) 압바스 왕조, 후옴미아드 왕조, 파티마 왕조, 아이유브 왕조

43)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 기슭에 있는 이라크의 중세 도시이다. 638년 우마르에 의해 군사도시로서 건설되었다. 

749년 압바스 왕조의 초대 칼리프인 사파프가 이곳에서 즉위하였고, 만수르도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762년 

바그다드의 건설에 의하여 그 정치적 중요성은 희박해졌으나, 10세기 말엽까지는 바스라와 더불어 이라크 학

문의 중심지였다. 

44) 시아파는 오늘날까지 후세인의 기일을 추모하고, 이 전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시아파는 지금도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며 행진하는 수난극 공연을 하고 있다.

45) 북부 아프리카의 토착 유목민족이다.  

46) 상륙지점은 그의 이름을 따서 자발 ‘알 타리크’(Jabal al Tarig: 타리크의 언덕)로 명명되었으며, 후에 지브롤

터(Gibraltar)로 와전되어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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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바스 왕조

  아브 알 압바스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압바스 왕조를 열었다(749~1258). 압

바스 왕조의 성립은 이슬람 제국의 성장과 그에 따른 非아랍 무슬림의 증가와 접

한 연관이 있다. 압바스 왕조의 창립은 옴미아드 왕조의 이민족(특히 페르시아계) 

무슬림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왕조의 성립에 따라 이슬

람 제국의 구심점이 시리아로부터 이라크로 옮겨졌다. 762년부터 이슬람의 새 수도

로 바그다드가 건설되어 곧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능가하는 대도시로 성장

하였다. 옴미아드 왕조가 지중해 쪽으로 정복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압바스 왕조는 

동방진출에 적극적이었다. 압바스의 동방진출은 중국 唐과의 충돌을 가져왔다. 탈라

스 전투(751)에서 압바스는 고선지(高仙芝)가 이끄는 당의 군대를 격파하여 당은 

실크로드의 통상로를 잃었다.  

  압바스 왕조의 군대에는 非아랍 민족이 많았는데, 특히 페르시아계의 용병과 투

르크계의 노예병(마물루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군역의 대가로 용병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정복지에는 군사령관을 겸한 총독을 파견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점

차 독립적인 성향의 봉건영주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앙 왕실의 쇠락을 자초

하였다. 여러 지방의 유력한 가문은 각각 왕조를 자처하였다(소위 ‘느슨한 봉건주

의’ 경향). 압바스 왕조는 허울에 불과하고 칼리프의 권위도 추락하여 13세기 초에

는 정치권력을 모두 상실하고 겨우 종교지도자의 역할만을 보유하였다. 그 후 몽고

의 바그다드 침략으로 압바스 왕조는 멸망하였다(1258).

        2) 후옴미아드 왕조

  압바스 왕조의 창시자 아브 알 압바스는 옴미아드 일족을 색출하여 살해하였다. 

그런데 단 1인의 왕자(아브드 알 라흐만)가 생존하여 스페인 지역으로 피신하여 그 

곳에 있던 이슬람세력을 규합하여 옴미아드 왕조를 계속 이어갔다. 이를 다마스쿠

스를 수도로 하는 옴미아드 왕조와 구별하기 위하여 ‘후옴미아드’47) 왕조

(756~1031)라 한다. 아브드 알 라흐만은 ‘칼리프’라는 칭호 대신에 ‘에미르’라는 칭

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슬람은 동서로 분열되었다. 후옴미아드 왕조는 이

베리아 반도 남쪽의 안달루시아 지역 코르도바에 도읍하였다. 732년 뚜르․쁘와띠에 

전투에서 카알 마르텔에게 패하여 피레네 산맥 남쪽에 머물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을 무대로 이슬람문화를 꽃피웠다. 

  후옴미아드 왕조는 1002년 만수르 왕의 사망과 함께 크게 기울기 시작하여 베르

베르인과 슬라브인 용병들의 반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멸망하였다(1031). 그 

후 안달루시아 지역에는 여러 개의 작은 왕국이 난립하였다. 11세기에 이르러 이베

47) 서쪽에 위치한다 하여 ‘서 칼리프’ 제국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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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반도 중북부 지역에는 비이슬람 왕국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레온, 카스티

야, 나바라, 아라곤).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축출하고 기독교를 회복하

자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레콘키스타: Reconquista)48). 1143년에 포르투갈 왕국

을, 1469년에는 에스파냐 왕국을 건설하고 1492년에 이슬람교도들의 마지막 보루

였던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함으로써 완성되었다.

        3) 파티마 왕조와 아이유브 왕조

  압바스 제국 치하에서 ‘느슨한 봉건주의’의 경향이 있었음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지방세력으로서 자치권을 가진 가문은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압바스 왕조는 이들이 

바그다드의 칼르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치권을 묵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압바스와 동격의 지위를 제창한 세력이 있었다. 제4대 칼리프 알리

와 그의 아내 파티마(예언자 무함마드의 딸)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시아파 세력이 

이집트 지역을 본거지로 하여 파티마 왕조(909~1171)를 열었다. 그 결과 이슬람제

국은 크게 세 개로 분리되었다. 이 왕조는 지도자를 칼리프가 아니라 ‘이맘’이라고 

하였다. 카이로를 수도로 정하고 북부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전성기인 

1057년에는 바그다드까지 점령하는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수

니파여서 처음부터 왕조에 대한 지지가 약했고, 12세기에 들어서는 여러 외세의 협

공에 시달렸다. 기독교 세계와의 십자군전쟁, 오래전부터 대립하던 동로마제국과의 

전투, 동북쪽에서 려드는 셀주크투르크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파티마 왕조의 재상인 살라딘이 권력을 장악하고 파티마 왕조를 폐하고(1171) 

‘아이유브’ 왕조를 열었다. 살라딘의 본명은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

브’(1137~1193)이다.49) 살라딘은 북아프리카에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다. 이집트에 군사적 봉건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군대를 편

성하여 십자군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공인 종교를 시아파로부터 수니파로 바꾸어 

민심을 수습하였다. 아이유브 왕조는 살라딘의 죽음과 함께 쇠퇴하여 곧 멸망하였

다(1250).

      (4) 투르크족의 제국

        1) 셀주크투르크 제국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투르크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는 셀주크 부

족의 활약이다. 그 전까지 투르크계 민족은 페르시아 및 아랍 지역에서 용병으로 

48) 8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이슬람교도에게 점령당한 이베리아 반도를 탈환하기 위하여 일어난 기독교도의 국

토회복 운동이다. 

49) 그의 아버지는 쿠르드족 용병 출신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지방을 점령한 셀주크투르크의 통치자 밑에서 활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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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였을 뿐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압바스 왕조는 페르시아 및 이집

트 파티마 왕조를 견제하기 위하여 셀주크 부족을 이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지

역의 패권이 아랍 민족으로부터 투르크 민족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0세기 말 족장 셀주크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아랄해 연안(현재의 카자흐스탄 지

역)에 이주하여 수니파 이슬람교에 귀의한 이후 그의 손자 투그릴 베크(재위: 1037

∼1063년)는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점령하고 바그다드에서 압바스 왕조 칼리프로

부터 술탄의 칭호를 얻었다. 그 결과 정치·군사적 권한은 셀주크가 가지고 압바스는 

종교적 권위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동로마 제국과의 전쟁으로 터기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중앙아시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눌러 전성기를 이루었다. 예루살렘의 지배자가 된 셀주크는 유럽 기독교인들의 예

루살렘 성지 순례를 금지하여 십자군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십자군전쟁과 정권분쟁

으로 인한 분열로 페르시아 지역의 대(大)셀주크 왕조가 멸망하고(1157) 이라크와 

터키 지역의 분파 정권들도 모두 멸망하였다. 

        2) 오스만투르크 제국

  투르크족의 한 분파인 오스만족은 셀주크의 십자군 전쟁에서 최선봉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투르크족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자리를 잡아 유럽 및 동로마제

국과 가장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다. 1299년 오스만 1세(재위: 1299∼1326)는 

셀주크투르크의 뒤를 이어 아나톨리아(현재의 터키 지역)를 중심으로 투르크족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 제국을 창건자 오스만의 이름을 따라 ‘오스만투르크’

라고 한다(1299∼1922). 

  1326년 부르사(Bursa) 공략을 정점으로 터키 지역을 거의 통일한 후 부르사(터

키 북서부의 요충도시)를 수도로 정하였다. 오스만 1세의 아들 오르한(재위: 

1326~1360)은 유럽 쪽으로 서진을 계속하였고 유럽의 점령지에 투르크계의 주민

을 이주시켜 유럽 지배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오르한의 아들 무라드 1세(재위: 

1360~1389)는 1383년 스스로를 술탄으로 칭하고 동로마제국 제2의 도시인 아드

리아노플을 공략하여 그곳을 터키식으로 ‘에디르네’(Edirne)50)라 개칭한 후 수도로 

삼았다. 마릿사 전투(1371)와 코소보 전투(1389)에서 유럽의 연합군에 승리한 후로 

동유럽의 패자로 등장하였다.51) 

  오스만투르크의 융성은 서진하던 몽골족의 후예 티무르 제국과의 앙카라 전투

(1402년)에서의 패배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바예지트 1세가 포로로 잡혀갔고 그로

부터 약 10년 동안(1402~1413) 술탄이 없는 공위시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바예지

트 1세의 아들 메메드 1세와 그 뒤를 이은 무라드 2세 시대에 다시 부흥하여 제7

50) 터키 북서쪽 그리스와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51) 오스만 군대의 핵심에는 예니체리(Yenicheri)가 있었다. 예니체리는 정복지의 노예 출신 소년들을 모아 엄격

한 군율 아래 훈련된 정예병이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1453), 십자군 격파도 모두 그들의 활약에 힘입은 것

이다. 뒤에는 군기가 문란해져 횡포가 심하고 정치에 개입하게 되어 1826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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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술탄 메메드 2세(재위: 1451~1481년) 때에는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공략하

여 동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수도를 아드리아노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다(1453). 

이 사건은 기독교 황제가 지배하던 세계를 이슬람이 접수한 것으로 유럽사를 중세

와 근세로 구분하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그리스 등 발칸 지역의 많은 학자들이 이

슬람을 피해 서유럽으로 들어와 선진된 학문을 전파하여 르네상스의 기초를 마련하

였다. 이슬람의 지중해 장악으로 인하여 서유럽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동쪽 바닷길

이 봉쇄되자 대서양 쪽의 서쪽 항로가 개발되었다(1492년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

륙 발견).   

  1481년 메메드 2세가 사망한 후 그의 두 아들 사이의 권력다툼을 시작으로 제국

은 반란과 폭동의 혼란을 겪었다. 그 와중에 이스마일 1세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쿠

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샤’52)라고 칭하며 사파비드 왕조를 열었다(1500). 사파비드 

왕조는 오스만투르크의 부흥자 셀림 1세(재위: 1512∼1520)와의 찰디란53) 전투

(1514)에서 패하기는 하였으나 끈질긴 저항을 계속하여 결국 독자적인 왕조로 독립

한다. 한편 오스만투르크의 셀림 1세54)는 정복사업을 계속하여 1517년에는 이집트

를 정복하여, 압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인 알 무타와킬을 콘스탄티노플로 납치

하여 칼리프 칭호를 양도받았다. 이에 따라 오스만투르크는 이슬람교의 종주권을 

장악하고 ‘술탄칼리프제’를 확립하였다(1517). 그의 뒤를 이은 술레이만 1세(재위: 

1520~1566) 시대에 영토와 문화에 있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오스트리아 빈 공격에 실패(1683)한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

들었다. 17세기 말에는 발칸반도와 동유럽 지역의 대부분을 오스트리아에55), 18세

기 후반에는 흑해 북안 크림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겼다. 19세기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1789∼1801)을 계기로 외세 열강의 압력은 더욱 격화되었다. 15세기 말부터 

3세기 동안 오스만투르크의 지배 아래 있던 그리스는 영국·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모색하였다. 오스만투르크는 유럽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리스 독립군에게 

나바리노 해전(1827)에서 패배하고56) 아드리아노플조약(1829)에서 그리스의 독립

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으로 오스만투르크의 허약함이 확인되고 발칸반도 등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이집트 총독 무하마드 알

리도 영국 등 서유럽의 전략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1805).57)

52) ‘샤’라는 오래된 칭호이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대부터 왕을 뜻하는 말로 아랍어로는 ‘말리크’라고 한다. 

‘샤’라는 칭호는 1979년 팔레비가 이슬람혁명으로 쫒겨날 때까지 사용된다.

53)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해 있다.

54) 국사에 극히 엄격·비정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에서 ‘야우즈’(냉혹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랍어와 이란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55)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도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고 이것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나

고 있는 분쟁(유고내전, 코소보사태 등)의 원인이다. 

56) 바이런은 1823년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여했다가 1824년 4월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다. 그리스 미솔롱기온

에는 다음과 같은 비명(碑銘)이 새겨져 있다: “여기 勇者의 碑가 있노라. 그는 자유를 사랑했노라.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그리스를 위하여 죽었노라.”

57) 이때부터 이집트는 외세의 영향 아래 무하마드 알리의 자손이 지배하였다. 나세르(Nasser) 중령의 쿠데타

(1952)에 의하여 왕정이 폐지되고 이집트공화국이 건립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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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만투르크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술탄에 오른 압둘 메지드(재위: 1839~1861)

는 ‘탄지마트’58) 운동에 의하여 근대화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53년 크림전쟁이 터졌다. 지중해 유역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으로 크림

반도를 점령한 러시아에 맞선 오스만투르크에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 오스트리아 

등이 동맹을 맺고 오스만투르크를 도와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1856). 그

러나 이 전쟁은 오스만투르크 영토 내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

는 계기가 되었다. 압둘 아미드 2세(재위: 1876~1909)는 유럽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체제를 채택하고 이스탄불 

대학을 설립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으나(1876), 이 개혁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독재체제로 선회하였다(1877). 1908년 이에 반대하는 청년 장교들

이 청년투르크당을 결성하고 군대의 압력으로 새로운 술탄으로 메메드 5세를 술탄

으로 옹립하여 헌법 ·의회정치를 부활시켰다. 청년투르크당의 집권 하에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참전, 독일측에서 싸웠으나 패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영토는 영국·프랑스 등 강대국의 위임통치령으로 전락하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축소되었는데 그것도 점령상태였다. 

        3) 투르크 공화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인 1919년 정권을 잡은 사람이 청년투르크당의 장

교 무스타파 케말(1881~1938)이다.59) 그는 현재 터키에서 국부로 존경받는 인물

이다. 현재 터키에서 ‘아타튀르크’(터키의 아버지) 또는 ‘케말 파샤’(영도자 케말)로 

추앙되는 그는 1923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뒤 세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정책을 

시행했다. 632년 이래 13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칼리프제 폐지(1924), 이슬람력을 

폐지하여 유럽식 그레고리력으로 대체, 일부다처제 금지(1926), 오스만투르크어를 

폐지하고 로마자로 대체(1928), 여성에게 선거권 부여(1930) 등이 그 예이다. 

    3. 이슬람 세계의 분리·독립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투르크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패하자 영

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두 제국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오스만투

르크 제국의 정치적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서유럽 국가들은 오스만투르

크의 영토에 있던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미

58) 터키어로 ‘개혁’, ‘재구성’이란 뜻이다. 19세기(1839~1876) 오스만투르크에서 시행된 일련의 개혁조치를 말

한다. 유럽 사의 영향을 받은 이 개혁안은 신정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구체제를 근대적 국가체제로 바꾸는 데 

목표를 두었다. 개혁의 핵심은 대부분 귈하네 칙령(1839)에 제시되었다. 종교·출생의 구별없이 생명·재산을 보

장하는 일, 과세의 공정화, 재판의 공개, 군제의 개혁, 새로운 보통교육제도의 개발, 지방의회 창설, 주로 프랑

스의 법체계를 모방한 새로운 상법 및 형법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이슬람 종교회의 ‘울라마’와

는 독립적으로 새로이 설치된 국립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59)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에서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는 國父이다. 최근 유투브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와 터키 

공화국을 모욕한 UCC를 업로드하여 한 동안 터키 내에서 유투브 접속이 금지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쿠르드

계와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은 세속주의를 추구했던 그를 혐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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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윌슨 대통령(재임: 1913~1921)도 소위 ‘민족자결주의’(National 

Self-determination)를 제창하여 승전국들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등이 독립국으로 

새로 태어났고 1962년 알제리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이슬람세계의 분리·독립은 세계정치, 석유자원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매우 복잡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4. 이슬람의 확산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으나 매우 빠른 시간에 아프리카, 유럽, 페

르시아, 인도, 아시아 등 넓은 지역으로 퍼졌다. 이와 같은 이슬람의 확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 제국의 적극적인 정복활동이다. 역대 이슬람 제국이 모두 피정복민

들에게 이슬람을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정복활동은 이슬람교 확산의 결정

적 이유임에 분명하다.

  둘째, 몽고제국의 역할이다. 여러 대륙에 걸쳐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몽고제국은 

비교적 관용적인 종교정책을 추구하였고, 특히 이슬람에 관대하여 ‘色目人’으로 대

변되는 무슬림을 대거 중용했다. 몽고제국 치하에서 킵차크 칸국60)을 비롯한 동남

유럽 일대가 이슬람화되었다. 이슬람의 동남아시아 확산은 압바스조 시대에 무슬림 

상인들이 중국으로 내왕하면서 경유지인 이곳에 들러 이슬람을 전파하면서부터이

다. 15세기 초 말레이반도 서안의 말라카 왕국은 처음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

여 동남아시아 이슬람 확산의 교두보가 되었다.

  셋째, 동로마제국의 역할이다. 이슬람 제국과 서쪽의 동로마제국의 대립은 필연적

인 것이었다. 동로마제국은 그 지배영역에 대하여 정치·종교적으로 상당한 균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슬람 제국은 균일한 문화배경을 가진 동로마제국의 영

토를 접수함으로써 용이하게 이들 지역을 이슬람화할 수 있었다.

- 끝 -

60) 몽고나 터키에서는 임금의 의미로 ‘칸’(Kah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중국은 이를 ‘汗’으로 표기하였다. 

‘汗’의 중국 발음은 ‘칸’과 ‘한’의 중간이어서 ‘칸국’ 또는 ‘한국’이라고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