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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사 100』: 2,500년 튀르크 민족사

제1장 고대 튀르크
1. 아나톨리아 반도 정착_영토사로서 튀르크
“아니톨리아 반도에서 1만 2천 년 전 도시 문명을 보여주는 괴베클리 테페 신전 유적이 발견되
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수렵 채취 시대에도 정교한 도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
실히 보여즈는 것으로,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농경 중주와 동물 사육을 하면서 비로소 인류가
도시 문명을 시작했다는 기존 고고학의 사회 발전 이론을 정면으로 뒤엎는 대사건이다. 지금까
지 최초의 도시 문명 유적으로 알려진 코냐 지방의 차탈 후유크도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다. 기
원전 7천 년경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탈 휴유크는 당시 인구 8천명 규모의 도시로, 관개 수
로를 이용해 보리 등 곡식을 경작하고 돼지와 양을 사육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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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광대한 지역을 섭렵한 튀르크족_민족사로서 튀르크
“중앙아시아 터키족을 일컫는 튀르크족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알타이-시얀 산맥 동남부 미누
신스크 지역을 본거지로 아시아 동북부 초원지대에서 활동했다. [···] 튀르크 민족사는 흉노에
서 출발한다. . [···] 흉노가 쇠퇴한 뒤 5세기경 유럽에 갑자기 등장하는 훈족을 흉노족의 후
예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 [···] 흉노족의 이주와 쇠퇴 이후 새롭게 떠오른 세력이 돌궐
이다. . [···] 돌궐을 위그루가 이어받고, 그의 일파일 오우즈족이 서진해 셀주크 튀르크 제국
을 이루었다. . [···] 카라한조의 사투크 부그라가 950-960년경 개종함으로써 본격적인 이슬
람화가 이루어졌고, 카라한조는 튀르크 최초의 이슬람 왕국이 되었다. . [···] 튀르크족은 11
세기에 아나톨리아반도를 장악한 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서 셀주크와 오스만으로 대
표되는 정착국가를 건설했다. . [···]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
플을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림으로써 ‘오스만의 평화’를 600년간 구가했다.”(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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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튀르크족의 종족적 원류_알타이 민족인가, 유럽형 백인인가
“코즐로프와 체르니코프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튀르크족은 아파나시에보와 안드로노보 문화
의 대표자로서, 장두형 몽골족이나 장두형 지중해 인종과 다른 단두형 백인종 전사가 튀르크족
의 원류라고 주장한다. 즉 튀르크족의 특징을 흰색 피부, 짙은 눈동자, 둥근 얼굴, 강건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단두형 백인종, 그중에서도 4대 백인종 그룹의 유로피드 투라니드(중앙아시
아 유럽인) 계통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언어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타이-우랄산맥 사이,
특히 카스피해 북서 초원지대가 튀르크족의 본거지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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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튀르크족의 이동_수많은 나라를 건설한 튀르크족(기원전 2천 년-기원전 3세기)
“민족 이동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 변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이유가 더욱 크다. 튀르크족의 이동
은 정복과 잠입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띤다. 전자는 강력한 군사 조직을 이용해 풍부한 목초지
가 있는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 국가 체계에 관리나, 군인, 노동 생산자로
서 부족 전체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알타이-사얀 지대에서 발원한 튀르크
족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며 수많은 제국과 왕조를 건설하게 되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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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노족의 생활과 문화_노인울라 유적으로 드러난 흉노족의 실체
“언어학, 민족학, 경제사, 체질 인류학 등을 동원해 흉노족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많은 학자가 흉노족이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하는 튀르크족이었다는 견해에 동참하고 있다. 즉
흉노족의 구성이 몽골, 퉁구스 및 기타 북방 민족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배층과
민족 구성원의 본체가 튀르크족이었음을 시사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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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흉노족의 번성_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북방 민족 흉노(기원전 4세기-기원전 2세기)
“진시황은 흉노의 공격을 막고자 ‘인류의 불가사의’라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흉노는 중국 사서
에 기원전 4세기부터 북방 민족으로 등장한다. [···] 당시 흉노족의 중심부는 지금의 내몽골 호
르혼-셀렝가강 변과 외튀켄 평원의 카라쿰 사막, 허나의 오르도스 사이였다. 이들이 민족으로
뚜렷이 부각되는 시점은 기원전 318년에 체결된 외교 협정서를 통해서다. 당시 진의 위세가 강
해지자 주변 5국이 흉노족과 연합해 대항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전국
시대를 마감하며 흉노 토벌과 적극적인 방비에 착수했다. [···] 흉노족은 진의 적극적인 공세
와 만리장성에 막혀 쇠퇴하는 듯했으나 진의 멸망과 묵특의 등극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 기원전 174년 묵특의 뒤를 이어 다들 노상 선우가 등극했다.”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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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노와 한나라의 대격전_한무제의 흉노 정벌(기원전 141년-기원전 90년)
“기원전 141년 한무제가 즉위하여 강력한 토벌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는 서역과 지중해에 이르
는 실크로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출 증대를 꾀했다. 기원전 139년, 한무제는 월지국과 공동
전선을 펴기 위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다. [···] 기원전 129-기원전 119년까지 한과 흉노
는 여섯 차례에 걸친 대격전을 벌였다. 당시 흉노는 전체 인구(약 100-150만 추정)의 1520%인 20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 약 10년에 걸친 대공세로 흉노족
본류는 서역으로 이동했고, 다른 집단은 고비사막 북부의 오르혼강 강변으로 쫓겨갔다. 기원
전 119년, 위청과 곽거병이 마지막으로 출정한 후 20년 동안은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지 않
았다. [···] 소강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자 흉노족은 서서히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흉
노족은 실크로드의 패권을 둘러싸고 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 결국 한무제가
사망할 때까지 흉노족에 대한 능동적인 공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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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흉노의 실크로드지배_장건의 서역 원정과 한의 교역로 개척(기원전 2세기)
9. 흉노족의 쇠퇴_흉노의 분열과 최후(-216년)
10. 흉노와 훈_두 민족은 같은가 다른가
“유럽 민족의 대이동을 유발시킨 훈족과 흉노족이 동일한지는 여전이 논쟁이 되고 있다. [···]
최근에는 아시아 흉노족의 후예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터키 역사학계에서도 ‘흉노=훈’
을 바탕으로 그들의 고대사를 설명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많은 자료들이 제시된다.”(42)
11. 훈족의 로마 침공_훈족의 등장과 유럽 민족의 대이동(4-5세기)
“훈족의 계속된 정복 전쟁은 주변 게르만족을 위협하며 유럽 민족의 대이동을 야기했다. 훈족
의 본격적인 로마 제국 침공은 로마로 동서로 분열되는 395년경이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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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틸라의 로마 공격_훈족의 운명과 로마 제국의 멸망(5세기)
“445년, [아틸라의 큰형] 블레다가 사망한 뒤, 아틸라는 권력의 정상에 올랐다. 서아시아에서 중
부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그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없었다. 유럽인은 ‘전
쟁의 신 아레사의 검이 아틸라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 훈 제국은 튀르크족 국가 공동
체 형성은 물론, 서유라시아 일대의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우선 유럽 민족의 대이동
을 유발해 유럽 민족 재편성의 기초가 되었고 훈족과 유럽 민족들이 치열한 전쟁과 우호 관
계를 반복한 데서 니벨룽겐의 서사시와 구전 설화, 소설 등 많은 문학 작품이 탄생했다. 또한
스텝 문화가 유럽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아틸라 특근인 에데콘의 아들 오
도아케르에 의해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와 게르만족이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
다.”(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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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프탈리테 제국_훈족 후계 국가(457-567)
“카스피해에서 북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 아시아 내륙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에프
탈리테제국은 457년부터 에프탈가에 의해 통치되다가 567년 멸망했다. 이들은 지정학적인 위
치와 당시 국제관계로 볼 때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그들의 영토는
아무[다리아]강을 경계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과 돌궐 제국에 흡수되었다 ”(51-53)
14. 북위_한화 된 튀르크 국가(386-534)
“북위의 전성기는 낙양과 장안을 정복하고 북쪽 스텝 지대를 통일한 태무제 때였다. [···] 효문
제에 이르러 한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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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돌궐의 기원_이리 설화에서 시작된 돌궐족
“돌궐 민족은 흉노족의 후예로서 초기 역사가 이리와 관련된 설화로 시작한다. 특히 민족 기원
에 관한 이리 설화는 오래 전부터 흉노족에게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돌궐과 흉노는 무관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9)
16. 돌궐 제국의 번영_부민, 무한 카간 집권기(6세기)
“527년, 무한 카간이 사망하자 후손들은 그의 치적과 당시 국제 정세를 오르혼 비문에 적어 돌
궐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사방에 군대를 보내 모든 종족을 복속시키고, 머리를 가진 자는 숙이게 하고, 무릎을 가진
자는 꿇게 하셨도다. 앞(동)으로는 킨칸 산맥에, 뒤(서)로는 철문(발흐와 사마르칸트 사이의 통로)에 이르는 튀르크 국가가
되었다. 그는 현명한 군주였다. 용감한 군주였다. 신하들과 귀족, 백성들도 모두 용감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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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돌궐의 멸망_돌궐 제국의 분열과 동돌궐(582-630)
“582년 돌궐은 동서로 분열되었다. [···] 수는 동서 돌궐의 내전을 획책하며 이를 최대한 이용
했다. [···] 결국 수는 618년 반군의 거병으로 멸망하고 이연이 당 고조가 되었다. 동돌궐은
당 고조가 내치에 몰두한 사이에 옛 땅을 거의 회복하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 당
이 돌궐을 공략할 수 있는 계기는 돌궐 자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뿐이었다. [···] 당태종은
630년 동돌궐을 공격해 실리 카간을 생포하고 동돌궐을 역사에서 퇴장시켰다.”(63-64)
18. 서돌궐의 흥망_돌궐 제국의 분열과 서돌궐(582-658)
“630년은 동서 돌궐 모두에게 역사의 한 장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해가 되었다. [···] 서돌궐은
내분과 정권 교체의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658년 당에 완전히 복속되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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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후돌궐의 흥망_천하를 호령한 빌게 카간과 그 이후(683-734)
“후돌궐의 통합과 재건의 주역은 빌게 카간과 퀼 테긴, 톤유쿡이었다. [···] 카간의 죽음은 후돌
궐 제국의 종말로 이어졌다.”(68)
20. 오르혼 비문_중앙아시아 역사의 재해석
“오르혼 비문들은 725-735년경 후돌궐 전성기에 건립된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다. [···] 송덕비
중심으로 구성된 비문은 돌궐사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문화
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비문은 스텝 민족 중 최초로 고유문자로 기록을 남긴 돌궐족에 대한
역사가 주를 이룬다. [···] 이전까지 중국 사료에 의존했던 중앙아시아 및 스텝 민족에 대한 연
구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 스텝 문화에서도 정주 문화와 대등한 입장에서 광범위
한 횡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70-71)

제2장 튀르크 국가들의 등장
21. 위구르 등장_마지막 튀르크 국가(5-13세기)
22. 오르혼 위구르 제국_강대한 제국의 흥망(745-840)
23. 실크로드의 위구르국들_칸수, 둔황, 투르판 위구르국
24. 마니교(조로아스터교+기독교+불교 요소 가미) 전파_위구르인의 정주화와 문화 향상(8세기)

25. 회회인_한반도의 위구르인(13세기)

제2장 튀르크 국가들의 등장
29. 오우즈국

26. 키르기스국

스텝의 튀르크 국가
28. 카를룩국

27. 투르기스국

제2장 튀르크 국가들의 등장
34. 킵차크 쿠만
35. 불가르국

30. 사바르국

_유럽 최초의 튀르크 국가(5세기-576)

유럽의 튀르크 국가
32. 하자르국(630-965)
33. 페테네크와 우즈족

31. 아바르국(558-805)

제2장 튀르크 국가들의 등장: 스텝 튀르크족
38.

36.

신앙과
설화
문학

구성 및
통치
이념

37. 정치,
군대, 법

제3장 이슬람 튀르크 왕조
39. 튀르크족과 이슬람교_중앙아시아와 동유럽 튀르크 국가의 이슬람화
40. 카라한 조_중앙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튀르크 왕조(840-1212)
41. 가즈나조_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튀르크 왕조(997-1187)
42. 하레즘 제국_하레즘 제국의 성장과 몽골 제국의 서진(10-13세기)
43. 하레즘-몽골 전쟁_중앙아시아 비극의 역사(1220-1221)

제3장 이슬람 튀르크 왕조
44. 셀주크 제국_이슬람 문화를 꽃 피운 대제국(11-14세기)
45. 말라즈기르트 전투_비잔틴 세계로 확산되는 이슬람 문화(1071)
46. 대셀주크 제국의 분열_삼분된 제국과 십자군 침공
47. 이라크 셀주크조_하마단을 중심으로 한 셀주크 왕조(1118-1194)
48. 시리아 셀주크조_알레포를 중심으로 한 셀주크 왕조(1078-1117)

제3장 이슬람 튀르크 왕조
53. 학문과 문학

49. 국가의 성격
50. 정치와 법

서아시아 이슬람 튀르크 국가
52. 수피즘 번성_스텝 민족에게
다가간 대중적인 이슬람 사조

51. 사회와 경제

제3장 이슬람 튀르크 왕조
54. 터키 셀주크조의 탄생_아나톨리아에서 번성한 튀르크 국가(1077)
55. 터키 셀주크조의 멸망_바바의 반란과 몽골의 침략(1308)
56. 터키 셀주크조의 문화_학문, 문학, 예술

제4장 오스만 제국
57. 오스만 제국 성립_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이슬람 국가(1299)
58. 바예지드의 활약_오스만의 아나톨리아 병합과 티무르의 침입
59. 예니체리_오스만을 대제국의 반열에 올린 일등 공신
60. 콘스탄티노플 공략_유럽 진출과 교역로 확보를 위한 첫걸음(1453)
61. 콘스탄티노플 함락_멈춰버린 비잔틴의 심장(1453년 5월 29일)

제4장 오스만 제국
62. 비잔틴 제국의 멸망_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열리다
63. 베네치아 침략과 지중해 진출_오스만 제국의 정복 사업
64. 술탄 메흐메트 2세_대제국 건설을 준비한 정복자(1444-1446,1451-1481 재위)
65. 술탄 바예지드 2세_아나톨리아 평정과 태동하는 종파의 갈등(1481-1512 재위)
66. 술탄 셀림 1세_이슬람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오스만 제국(1512-1520 재위)
67. 술탄 술래이만 1세_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성군(1520-1566 재위)

제4장 오스만 제국
68. 유럽 침공_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 제국의 대립(1520-1541)
69. 지중해 장악_바르바로사 제독의 중중해 제해권 확립
70. 인도 원정_해상 교역 약화

제4장 오스만 제국

71

90

제5장 터키 공화국
91. 터키 공화국_술탄제 폐지와 세속 공화국 탄생(1923년 10월 29일)
92. 터키 민족의 영웅 아타튀르크_근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초대 대통령
93. 아타튀르크의 개혁_서구화와 세속화로 형성된 공화국의 정체성
94. 제2차 세계대전_친서방 노선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1939-1945)
95. 민주당의 집권_다당제 허용과 반세속주의 확산(1950-1960)

제5장 터키 공화국
96. 제1차 쿠데타와 좌우 대립_한국 전쟁 참전과 군부 쿠데타
97. 제2차 쿠데타와 불안정한 연정_공화인민당과 국민구제당의 연정
98. 제3차 쿠데타와 투르구트 외잘의 경제 개혁_자본주의 경제 개혁과 균형 있는 외교
99. 에르도완 정부_터키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의 지지(2003~)
100. 터키의 미래_동서를 잇는 문명과 경제의 교차로

터키 역사의 중층적 구조

감 사 합 니 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