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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경제사회발전과 상업활동1.

이슬람이전1)

기원전 세기 후반 로마시대의 등장4◆

기원전 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원시 고대문명이 발생하여 인류 역사에- 4000

전례 없는 발전

기원전 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원시 고대문명이 발생하여 인류 역사에- 4000

전례 없는 새로운 발전을 가져옴

기원전 년을 전후하여 중동의 여러 민족과 인종사이에 정치적 접촉이 활발하게 전- 1500

개되자 초민족적 제국이 대두됨, .

중동지역을 제패한 페르시아제국은 그리스 도시국가와 대결 하지 않을- (546~466 B. C.)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 도시국가를 통일한 알렉산더대왕과의 전쟁에서 기원전 년, 331

에 멸망

기원전 세기 후반에 들어와 중동에는 페르시아 시대는 기울고 그 대신 그리스 로마- 4 , ․
의 새 시대가 열림 이러한 시대는 알렉산더대왕의 중근동 정복에서 이슬람의 등장까지-

거의 천년 동안 지속됨



헬레니즘 의 영향으로 상업활동 발전(Hellenism)◆

헬레니즘 의 영향은 정치 문화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도 지대하였- (Hellenism) ,

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는 공통의 언어 유사한 법률 화폐 및 동일한 일력 등을 사용하게, ,

되어 상업활동이 촉진됨

아울러 교통 및 통신수단도 발달하여 시리아의 주요 도로에는 요새와 경계소가 설치되어-

통상의 안전과 휴식처를 제공함

요새도시중 하나가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는 페트라 같은 곳이며- (Petra) 1) 이 같은 국,

제적 상품교역에 있어 예멘 은 중요한 역할을 함(Yemen)

특히 예멘의 토산품 향료 계피 조미료 등은 지중해 북부와 서부시장에서 높이 평가되었- ,

고 인도와 동아프리카의 산물도 이곳의 중계항을 거쳐 도처에 수출되어 로마인들은 예멘을,

행운의 아라비아 라 부름‘ ’ (Arabia Felix)

기원전 세기말부터 중동지역은 로마제국의 일부분3◆

기원전 세기말부터 페르시아 지역을 제외한 중동지역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지중해- 3

연안지역을 통합한 로마제국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지중해 세계는 인종 언어 종교 문화적, , , ,

전통에 관계없이 하나의 왕관아래 정치적으로 결속됨

기원전후 각 년 동안 페트라 는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번성100 (Petra)◆

로마지배하의 팔레스타인 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당시 유데아 로 알려졌고 시- (Judea)

리아 영역이었던 페트라와 팔미라는 대상 의 도시로 알려짐‘ ( ) ’隊商

대상들은 예멘에서 향료를 가져다가 지중해 연안의 항구로 운반하였고 반대로 기름 곡- , ,

식 그릇 등과 같은 북부의 생산품과 교환함, .

페르시아의 사산조와 비잔틴 제국이 지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을 때 이슬람 이(Islam)◆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함

페르시아의 파르티아제국은 파르스 주에서 일어난 사산조 의 아르다쉬르 세- (226~651) 1

1) 이 통상로를 따라 과일류 곡물류 기름 포도주 물감 유리 노예 광물 보석 고추 계피 등 아열대 생산품이, , , , , , , , , ,

교류되었으며 시리아와 이집트 항구에서 상선에 의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으로 교역되었다, .



에게 망함(Ardashir I, 226~240)

로마제국의 콘스탄틴대제 는 두 가지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수행함 기독교- (306~337) - 1)

를 국교로 인정 새로운 수도인 코스탄티노플, 2) 2) 건설(Constantinople)

이슬람의 등장과 무슬림2)

아라비아반도의 경제생활①

이슬람 발생 이전 아라비아 반도에는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윈 과 오아시스의 정- (Bedouin)

착민이 거주

베두윈은 넓은 사막을 배회하면서 초원을 찾아 방목생활을 하였으나 도시의 정착민은 농- ,

경생활을 하거나 상업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

메카와 메디나 당시의 야스립 은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메카는 예멘 시리아 이- ( ; Yathrib) , , ,

라크 이디오피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도시로 번성, 3)

이슬람공동체 움마 는 메카와 메디나사이에 있는 히자르 에서 아랍인이 세- , (Umma) (Hajaz)

운 최초의 방대한 이슬람제국을 건설 불과 여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이슬람제국은 페르- 10

시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함

이슬람 탄생시기에 메카는 이미 국제도시화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번영하에서 고리대상업-

에 의한 부의 수탈이나 축적이 행해지고 있었음 이러한 이유가 후에 코란 절 에서- (2: 275 )

이자를 금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됨 그 결과유대인은 금융업을 독점:

고대 셈족에게는 십일조 가 있었으며 남부의 아라비아족도 그들의 신에게 십일조를- (tithe) ,

바친 후에 향료를 팔았다고 함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자카트(Zakhat)로 변환됨

2) 이곳은 옛 그리스 무역상의 식민지로서 비잔티움 이라 불리는 곳으로 약 년 동안 비잔틴제국의(Byzantium) 100

수도로 약 년 동안은 오스만제국 의 수도였다, 500 (1300~1922) .

3) 이 당시 메카는 예멘에서 실어온 향료를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는 등 교역의 중심도시로 아라비아반도의 최대

시장이었다.



무슬림 의 해상무역과 동서교역2) (Muslim)

페르시아제국시대 카라반 루트를 통한 동서교역의 주체는 인도양과 중국의 교역품이었으-

며 주요 품목은 동물 캐시미르 울 보석 사향 비단 등을 포함, , (kashimir wool), , , (silk)

아시아의 교역로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등 세 가지 루트가 있었으며 당시 비단을 포- , , ,

함한 카페트와 같은 산물들이 실크로드 를 통하여 외부세계로부터 수입됨(Silk Road)「 」

이슬람 전성기는 크게 나누어 두개의 왕조 즉 움마이아조 와 압바- , ‘ (Umawiya, 661~680)’ ‘

스조 로 나눠짐(Abbasiya, 750~1258)’

특히 압바스조의 후기 기간동안에는 화티마조 부와이흐조- ‘ (Fatima, 909~1171)’, ‘

셀주크조 등 소왕조들이 출현하여 압바스조(Buwaih, 1945~1055)’, ‘ (Saljup, 1038~1194)’

는 십자군 의 원정 등에 시달리면서 분열을 자초하게 되고 년 월 몽고군에(Crusades) 1258 2

의해 합락 당함.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이슬람의 해상활동이 눈부시게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세기 초- . 12

에 이슬람사회의 진취성은 무디어지기 시작했고 십자군 몽고족 타타르족의 침입으로 중, , ,

동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고 그 후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간의 권, ,

력쟁탈전은 여년 동안 이라크 경제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300 .

세기부터 오스만제국의 쇠퇴로 오스만제국내의 식민지들은 내분에 급급하여 경제성장- 17

이 지연됨



세기부터 세기까지 과학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가 이슬람세계에 펼A. D. 8 13◆

쳐짐

이슬람제국은 각 속국으로부터 과학 철학 문학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 저작들을 모아- , ,

아랍어로 번역하여 연구함

아라비아 숫자도 실제로는 인도의 숫자지만 이슬람시대에 전리품의 분배 군인급료의 지- , ,

원 조세의 징수 유산의 분배 등에 이 지역에 포함된 인도숫자가 널리 이용되었고 특히, , ,

이 당시 활발하던 무슬림의 상업활동에 힘입어 아랍인들이 많이 이용했기에 아라비아숫자‘ ’

로 알려져 오늘에까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 도입도 아랍인을 통하여 인도에서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지며 또 영어의 아- 0 ,「 」

라비아 숫자는 이란 말이 된 알 하와리지미 는 아랍의 수학자로 유명algorism (Al khwarizmi)

한 학자

고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중 하나는 비단이었으며 이의 생산은 거의 독점적,◆

서아시아 및 유럽의 지중해 국가들을 통하여 비단생산이 확대된-

종이는 년경 중국인 채륜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년 고구려 유민출신- B. C. 105 , A. D. 751

인 당 의 고선지 장군이 이븐 살리흐 에게 대패했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 제지( ) (Ibn Salih)唐

술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방법이 중동에 전해졌다고 함

이슬람 제국에서 가장 커다란 관심사중의 하나는 자기 였으며 비단을 대- (ceramic wares) ,

신하여 당 송 명의 주요 교역품으로 등장함, ,

원대 에 중국에 전해진 이슬람은 그 수가 대단하였으며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 ) , , ,元代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응

무슬림상인들은 경제계 특히 금융부문에 절대적인 세력을 가졌었다 또한 대규모로 대상- , .

을 조직해서 왕래하던 이들이 왕실의 내부에도 깊이 손을 뻗쳐서 그 재정분야에 커다( )隊商

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그러나 무슬림의 활동은 박매 에 그치지 않았고- ( )(collecting taxes for government)撲買

고리대금업자서의 활동은 더욱 괄목할만함

이러한 방법으로 무슬림상인들은 중국에서 커다란 부를 축적해 갔으며 고리대금에 대한- ,

횡포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으며 일부다처제의 습관은 중국의 다처 경향과 호응하여 이슬람

교도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함

드 할드 는 옛날에는 오직 통혼으로서 그러나 나중(Du Halde) , “ (dans les anciens temps) ,

에는 돈으로 즉 매자 로서 무슬림의 수가 불어났다(depuis quelque temps) , ( ) , .”買子

는 기록으로서 이를 입증하고 있음.



중동경제의 흥망과 성쇠3)

세기까지 인도양지배 계속16◆

중동경제는 세기 후반에서 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지배- 9 10

이보다 더 일찍이 무슬림들은 인도양도 지배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 ,

중국에까지 그 통상로를 확장하였으며 인도양 지배는 세기까지 계속, 16

지중해 및 인도양을 지배하는 동안 중동의 경제는 매우 번창-

그러나 세기에 이르러 동부 지중해지역에 대한 비잔틴 제국의 세력 확장과 서부 지중- 11

해에 대한 이태리의 도시국가들의 진출로 지중해는 기독교인들의 세력권으로 함

물론 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대한 세력 확장을 꾀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 16

고 세기에 이르러서 지중해는 완전히 서구인들의 독무대가 됨, 17-18

산업혁명이후 증기기선을 발명은 중동 특히 아랍인들의 경제에 쇠퇴기를 가져다 줌- , , .

이슬람제국의 쇠퇴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삼림 광물 강 등, 1) , 2) , 3) ( ) 3江◈

가지 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나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유일- , -

특히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중동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 수력 풍차 등- : ,

중동경제의 쇠퇴는 세기 석유의 발견으로 다시 성장궤도에 오름19◆



실크로드 와 중동2. (Silk Road)

지도 실크로드[ ] (Silk Road)

☞ 실크로드에 관해서는 중동 교역의 신개념 뉴 실크로드 의, “ , (Silk Road)”, 洪性敏 中東地

(The Middle East),域 http://hopia.net/hong/file/silk.htm 참조#1 .

지도 세기의 로마 인도 교역로[ ] 1 -

Source: http://en.wikipedia.org (2011-01-15).



지도 향료길[ ] (The Spice Road)

Note: The economically important Silk Road (red) and spice trade routes (blue) blocked by

the Ottoman Empire ca. 1453 with the fall of the Byzantine Empire, spurring exploration

motivated initially by the finding of a sea route around Africa and triggering the Age of

Discovery. Source: http://en.wikipedia.org (2011-01-15).

지도 세기 포르투갈 스페인 교역로[ ] 16 -

Note: Portuguese trade routes (blue) since Vasco da Gama 1498 travel and the rival

Manila-Acapulco galleons trade routes (white) established in 1568.

Source: http://en.wikipedia.org . (2011-01-15).



무슬림의 해상무역과 동서교역3.

무슬림의 해상활동①

세기후반부터 세기 동안 지중해에 대한 무슬림의 제해권 장악으로 상업활동- 9 10 ( )制海權

활발

세기 이태리의 도시국가들의 진출로 기독교권 즉 유럽인들이 지중해 핵심세력으로 등- 11 ,

장

중국에서 무슬림의 상업활동②

비단 는 고대 중국의 독점적 상품 그러나 세기경에는 중동지역에서도 비단의 생산- (silk) , 6

이 이루어졌으며 서아시아와 지중해국가들을 통해 확산됨,

제지술 전파-

원 시대에는 무슬림수가 증대 수 당 시대에 활동하던 페르시아 사마르칸- ( ) ( ), ( )元 隋 唐⇐
드 지방의 대상들의 행적을 이어 몽골 및 중국에서 상업활동에 종사(Samarquand)

무슬림들은 경제계 특히 금융부문에서 눈부신 활약 왕실내부에도 관여하여 재정방면에- , ,

도 수완을 발휘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동 교역의 신개념 뉴 실크로드 의, “ , (Silk Road)”, 洪性敏 中東地域

(The Middle East), http://hopia.net/hong/file/silk.htm#5 참조

흑달사략 에는 몽고족의 경제상태와 무슬림의 고리대금업에 관하여 상세하게( )黑韃史略▷ 」

기록하고 있다

其賈販 則自韃主 以至僞諸王僞公主等 皆付回回以銀 或貸之民 而衍其息一錠之本

( )展轉十年後 其息一千二十四錠 或市百貨而懋遷 或託夜偸而責於民霆 徐霆

···見韃人 無一人理會得賈販 自韃主以下 只以銀與回回 令其自去賈販以納息

···回回或自轉貸與人 或自多方賈販 或詐稱被劫 而責償於州縣民戶

韃俗塡是道不拾遺 然不免有盜 只諸亡國之人僞之 回回又以物 置無人之地

遠遠卓望 繩有人觸著 急來昏賴 回回之狡心最可畏 且多技巧 多會諸國言語 直是了得

흑달사략( )黑韃史略



무슬림들은 박매 로 부유하게 도었으며 몽고의 제왕들로부터 자본을 대여받아 이를“ ( )撲買

고리 로 대부하거나 매매매판 에 사용하여 그 이익에서 자본주인 종족 제왕( ) ( ) , ,高利 賣買賣販

후비 들에게 납식 하였다( ) ( ) .”后妃 納息

무슬림들의 이 같은 활동은 헌종 때인 년 전후부터는 알탈 이라 부르( ) 1251-1259 ' ( )'憲宗 斡脫

게 되었다 알탈이란 오르탁 이 영주에게 특권을 얻어 그 자본을 운영하는 무슬림 상. (Ortag)

인들의 조합이다 알탈 은 조합원 동료를 의미하는 터키어에서 나온 말로 페르시아에. ( ) , ,斡脫

들어가서 상인 특히 상업조합의 조합원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다시 오늘날 몽고에( ), ' ' ,商人

까지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슬림 상인들은 중국에서 커다란 부를 축적해갔으며 고리대금에 대한 횡

포도 매우 컷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의 관습은 중국의 다처경.

향과 호응하여 무슬림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드 알드 의 아래와 같은 기록. (Du Halde)

은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위의 책( 386-389).

드 할드 는 옛날에는 오직 통혼으로서 그러나 나중(Du Halde) , “ (dans les anciens temps) ,

에는 돈으로 즉 매자 로서 무슬림의 수가 불어났다 는 기(depuis quelque temps) , ( ) , .”買子

록으로서 이를 입증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슬람 문명과 실크로드 무역”, http://hopia.net/hong/file/silk.htm#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