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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6세기 무갈 제국의 황제였던 아크바르의 탈이슬람 정책에

대한 성격 분석을 다룬 것이다. 그의 정책을 유발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를 둘러싼 16세기 북인도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크바르 주변과 개인의 성향이 그것이다.

통치 전반기에는 탈이슬람적인 구체적인 개혁등을 통해 자신의 입지

가 탄탄하지 않은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에 우

선순위를 두었다. 후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다져진 물리적, 제도적 통

치 기반위에 사상적 요소를 가미해 그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며 새로

운 군주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그의 탈이슬람 정책은 아크바르 자신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작품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Ⅰ. 머리말

아크바르는 인도 이슬람 역사에 있어 하나의 ‘특이(特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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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08년 5월 30일 “인도 종교와 정치 이념”이란 주제로 동아대에서

열렸던 인도철학회 제 26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당시의 제목은 “아크바르: 그의 비이슬람 정책에 대한

성격 분석”이었으나 본고에서는 ‘비이슬람’대신 ‘탈이슬람’이란 제목으로

교체하였다. 도움말 주신 김호성 선생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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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년 1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1605년 사망할 때 까지 그는

근 50년간 16세기 후반부의 인도를 통치했다. 그가 즉위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 후마윤(Humāyūn)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는 여

러 지역으로 나뉘어진 작은 것이었으나, 그의 사망 즈음에는 하나

의 거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인도에서 그는 사회

제 분야에 걸쳐 문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꽃은 샤자한(Sh

āh Jahān)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소년 시

절에는 그의 섭정관이었던 바이람 칸(Bairām Khān)과 두 유모들

(Jījī Anaga, Māham Anaga)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자신의 발톱

을 숨긴 채 숨을 죽였어야 했다. 그 두 세력을 제거한 후 청년이

된 아크바르는 이번에는 자신을 둘러싼 시아(Shiā)와 순니(Sunni)

사이의 분파주의에, 그리고 투라니(Turānī), 이라니(Irānī), 아프카

니(Afghānī), 사이드(Sayyids)와 델리 술탄(Delhi Sultan) 시대부

터 인도에 있어 왔던 인도계 무슬림들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다.1) 이러한 것들 이외에

도 제국을 넘보는 역모나 주변 지역의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등

일개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모두

관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아크바르가 정권유지를 위해 재위기간(1556-1605)

중 그가 행한 여러 가지 탈이슬람 정책들에2) 대한 성격 분석을

1) Choudhury(1997) pp. 78-90.

2) 아크바르의 친힌두적 혹은 탈이슬람적 정책들을 다룬 연구는 꽤 있는

편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Nizami(1989)를 들 수 있다.

아크바르의 정책을 다룬 일반 연구들(Smith 1958, Burke 1989, Qureshi

1987)은 한 권의 연구서에서 한 장만을 떼어 그의 정책을 다룬 반면,

니자미는 Akbar and Religion이란 제목으로 아크바르의 정치 및 종교와

사회개혁등에 관한 연구를 책 한권에 걸쳐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아크바르의 종교 정책만을 따로 떼어 연구한 것으로는 Sharma(1988)을

들 수 있다. 상기 열거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연구의 내용들이 입체적이지

못한, 나열 위주의 평면에 그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인도가 가진 독특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힌두 학자와 무슬림 학자간의 관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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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크바르 즉위를 전후로 한 당시

의 정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개혁 정책으로 이끈 아크바르 본인의 성격 형성에 영

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의 정책에 영향을 미

친 여러 가지 당시의 요소들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실제 그의 개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그의 정책들을

실제 상황과 유기적으로 전개해 나갔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아크바르와 무갈 제국

1. 아크바르 즉위 전후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

중세 인도는 여러 가지 종교와 관습, 인종들이 혼재된 광대한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12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 진

출하기 시작한 이슬람은 비록 소수였으나 굳건히 인도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인도 사회, 정치 질서의 상층부를 구성하

면서 델리 뿐 아니라 인도 각 지방에도 소왕국들을 건설하면서

통치 계급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아크바르가 즉위할 당시 통치 계층 역시 여러 지역 출신의 귀

족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무갈의 고향인 중앙아시아에

서 온 투라니가 있었다. 그들은 투르코-몽골계의(Turko-Mongol)

순니였으며 군대 계급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었다.3) 종교적으로

때론 상이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서양학자들의 연구,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Ernst(2004), Troll(2003),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Richards(1998),

Eaton(2004)같은 이들의 연구는 주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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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니였던 아프카니는 무갈의 왕들과는 좀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

다.4) 이는 그들 특유의 호전성에도 기인을 하겠지만 무갈 바로 이

전 아프칸 계 왕조였던 로디나 수르(Sūr)왕조5) 시절 누렸던 기존

의 특권의 상실감에 그 원인을 둘 수도 있다. 쉽게 복종하지 않는

기질과 스스로들에 대한 높은 긍지심으로 무갈 조정 내에서는 투

라니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들은 주로 비하르와 벵갈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다.6)

이라니는 대부분 시아였는데 주로 문화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했으며 무갈의 궁중 언어도 그들의 모어였던 페르시

안(Persian)이었다.7) 바부르를 거쳐 후마윤 때 까지 무갈의 궁중

언어는 바부르가 사용하던 투르키(Turkī)였다. 그러나 아크바르

시대가 되면 과거와의 연을 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

던 그의 정책의 일환으로 페르시아어를 궁중 언어로 삼는다. 순니

3) 바부르의 인도 정복시 인도에 진출한 이들로 바부르의 고향이었던

파르가나(Farghāna), 안디잔(Andijan) 출신이다. 바부르 때에는 많은

실권을 잡고 있었으나 후마윤을 거쳐 아크바르에 이르면 이전의 권력을

대부분 상실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아크바르 집권 초기에 투라니

귀족 세력이 일으켰던 몇몇의 반란은 아크바르가 다른 귀족 세력들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준다.

4) Bedi(1985) pp. 30-31.

5) 후마윤을 몰아내고 쉐르 샤(Sher Shāh)가 북인도에 세운 왕조로

15년간의(1540-1555) 짧은 기간 동안 북인도를 통치했지만 도로 정비 등

그가 한 여러 개혁은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었다.

6) Stietencron(2005) p. 176.

7) 페르시안이 무갈 조정에서 힘을 얻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후마윤이 페르시아에서 망명을 하고 인도로 귀국시 많은

이란인들의 현존이 그것이다. 또한 1560년대 이후 아크바르는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자신의 섭정관이었던 바이람 칸을 비롯 많은

이란인들을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페르시아와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그들과 지적인 접촉을 하고자 했던 아크바르의 관심이 큰 몫을 했다. 또한

아크바르가 보여 준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은 많은 수의 페르시아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망명을 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아크바르

시대에 인도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이슬람 세계에서 “지식인들의

망명처이자 혜택을 주는 땅”으로 명성이 높았다. Alam(200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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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류였던 무갈 조정에서 그들은 소수였으며 인도의 기타 지역

에서도 다른 세력들과는 달리 결집 세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점이 무갈의 통치자들에게는 덜 위협적인 존재

로 다가 와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었으며 관료직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8)

인도 출신의 무슬림들은 이들은 무갈의 인도 진출이전부터 여

러 세대동안 인도에 정착해 살아온 자들이었다. 그들 구성원의 대

부분은 신분이 낮은 계층들로 이루어졌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들과 얼마간의 귀족들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순니였다. 힌두

에서 개종한 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 탓에 그들은 이슬람 법을 따

르면서도 카스트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 이슬람

교리를 반드시 준수하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또한 보수 이슬람들

이 이단이라 여기는 수피(Sūfī) 계열의 가르침을 수용하는데 주저

하지 않았다.

무갈 조정의 권력 구성원으로 사이드(Sayyid)도 있었는데 이들

은 주로 종교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예언자

인 무함마드(Muhammad)의 직계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

다. 보수 울라마(Ulamā)9)들은 대부분 사이드였는데 이들은 아크

바르가 점차 자신만의 종교 정책을 펼쳐나감에 따라 곳곳에서 그

와 보이지 않는 힘대결을 전개한다.

한편 이러한 외부 세력과는 별도로 아크바르는 이들을 견제하

기 위해 토착세력인 라즈뿌뜨(Rājputs)와의 정략결혼을 통해 많은

수의 힌두인들을 자신의 조정에 고용을 한다.10) 위에서 언급한 모

8) Stiencron(2005) p. 176.

9) 이슬람 신학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대개 이슬람 사회에서 하나의

지도층을 이루는 데 소위 울라마의 범위에는 법관, 법학자, 이맘, 설교사,

독경사 등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통 이슬람

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위상이란 대단히 중요하다. 바투타(2004) Vol. I, p.

39.

10) Satish Chandra는 아크바르와 라즈뿌뜨와의 관계성에 대한 최신 경향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한다. 1) 아크바르가 자신의 권위에 맞서고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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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세력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배해 있었는데 특히

다른 세력에 비해 비교적 최근 인도에 진출한 아프카니, 투라니,

이라니 등은 기존에 있던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인도 무슬림들과

거리를 두고자 했다. 투라니와 이라니는 순니와 시아파로 나뉘어

져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들은 조정에서 상당히 높은 관

직들을 점하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만이 아크바르가 처한 전부가 아니었다. 그가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중의 하나는 종교와 연관된 것인데, 치스티

(Chishtīs)파11)와 낙샤반디(Naqshbandīs)파의 세력 다툼이 그것이

었다. 이란 이스파한(Isfahān)12) 출신의 치스티가 아즈메르(Ajme

r)에 정착해 사망한 것이 1230년인 반면 낙샤반디들의 인도 진출

은 그보다 300년가량 뒤진 1526년 즉 바부르의 인도 진출과 더불

어서 부터이다. 탈속적, 금욕적 성격이 강한 치스티파에 비해 중

앙아시아 티무리드 왕국 시절부터 통치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던 낙샤반디들은 자연스레 무갈의 황제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낙샤반디들은 자신들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티무르의 후광을 입

고 백성과 통치자들의 중재자로서, 또한 인간과 신의 연결자로서

의 역할을 하였다.13) 그러나 이슬람의 규율의 적용에 다소 탄력이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투라니와 같은 귀족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견제

세력으로써. 2) 북인도의 전사(戰士) 계급과 지주(zamīndārs) 계급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커다란 정책의 부분으로써. Khan ed.(1999)

p. 61.

11) 이 파는 신에 대한 사랑과 비철학적인 설교를 통하여 급속도로 인도에

전파되었다. 치스티 계열의 지도자들은 제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 더 나아가 계급 없는 사회를 표방하면서 단시간에 많은 이들을

자신들의 계열에 포섭할 수 있었다. 이 계열의 창시자로 불리는 무인

우드딘 치스티(Mūin uddin Chishtī)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그의 근본

원리로 삼았다: 1) 바다와 같은 관용 2) 태양빛과 같은 부드러움 3)

대지와 같은 소박함. Schimmel(2007) pp. 345-346.

12) 현 아프카니스탄인 쿠라산(Khurāsān) 출신이란 설도 있다.

13) Buelher(1996)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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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치스티파에 비해 낙샤반디의 그것은 비교적 엄격했다. 이

것은 결과적으로 아크바르의 자유스럽고 관용적인 종교 정책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고 이에 아크바르는 의도적으로 치스티파를

후원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수피계열 내에서 또 다른 세력 다

툼이 일어나는데 라우샤니야(Raushānīya)파와 아칸드 다르웨자(A

khand Darweza)간의 싸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4)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들이 아크바르가 즉위했을 무렵 산

재해 그의 정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하게 얽힌 당시의 상황은 아크바르로 하여금 어느

한 쪽만을 편애한다거나 선택하게 만드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

다. 능력이 허락한다면 전면적인 재수술의 필요성이 그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2. 아크바르 주변과 개인의 성향

아크바르의 탈이슬람적인 정책의 동기가 이러한 외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정책을 유도해 낸 것은 그가 직면한 정

치, 사회적인 상황 이외에도 아크바르 개인의 주변 상황, 특히 자

신의 성향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종교

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의 아버지 후마윤

은 순니였으나, 이란계 어머니였던 하미다 베굼(Hamīdā Begum)

은 시아였다.15)

14) 라우샤니야는 16세기 중반 아프칸 미얀 바야지드 안사리(Afghān Miyān

Bāyazīd Ansarī)가 빤잡(Punjab)에서 창시한 수피 분파중 하나. 당시의

성자 아칸드 다르웨자(Akhand Darweza)가 그의 견해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이유로 안사리를 욕하자 그의 제자들이 다시 상대를

능멸한 사건. Stietencron(2005) p. 177.

15) 보수적인 순니에 비해 교리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시아 사상에 대한

선호는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시아의 종교적 지도자인 하산(Has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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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아크바르에게 정치의 전형과 행동에 대한 예를 보여 주

었던, 어린 시절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그의 섭정관 바이람 칸

역시 시아였다. 또한 아크바르의 가장 뛰어 났던 스승 중 하나였

던 압둘 라티프(Abdul Latīf) 역시 사상적인 면에서 무척 자유로

워서 시아의 나라였던 이란에서는 순니로, 순니의 나라였던 인도

에서는 시아의 사상을 가진 이로 불릴 정도였다.16) 이와 같은 타

사상에 대한 관용 정신은 아크바르가 자신의 종교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아크바르의 성장기에 영향을 주

었던 인물들은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보다 개

방적이고 보편 진리를 주장하는 성향이 강했고, 이는 아크바르의

인격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었다.

아크바르가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원동력

으로 작용했을지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중앙아시아 티무리드 출신

의 문화적 정서이다. 티무르는 모든 종교를 다 같이 존중했다고

전해진다.17) 티무리드 전통 내에 존재했던 이러한 종교적 관용성

의 분위기는 페르시아의 시아 전통과 힌두의 전통과 아울러 그의

정책 결정을 유도했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를 형성했다.

여기에 아크바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앎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과 다양한 종교 토론을 통한 진리 추구에 대한 노력, 종교적 진리

에 대한 이성적 접근 방식 등은 아크바르가 어느 한 종교에 치우

치지 않고, 또 이슬람만이 반드시 옳다고 믿을 수 없게끔 만들었

후세인(Husain)으로 지은 것으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Ghodratollahi(2007) p. 8.

16) Sharma(1988) p. 16.

17) 야사이 칭기지(Yāsā-i Chingezī, 칭기스칸의 법령)는 1)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분파를 가려서는 안 되고, 2)피통치자 모두를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위에

놓아서도 안 되고, 우월을 강조해서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종교적

관용에 대한 문화는 티무르의 후손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던 어느

시아파도 종교의 이름으로 처단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Habib et al(2000)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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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III. 탈이슬람 정책의 사례들과 의의

1. 통치 전반기(1556-1570년대 후반까지)

집권 초기, 아크바르의 여러 탈이슬람적 정책은 자신의 입지가

탄탄하지 않은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우

선순위를 두었다. 그것은 정치적 당파나 종교 분파를 거의 무시

한, 왕의 절대권위가 서지 않으면 역공당할 수 있는 일종의 모험

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정 내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인종의 인재들을 골고루 편견 없이 조정에 등용하고,

당시 대다수 백성들이었던 힌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인두

세 폐지나 통행세 폐지 등 친힌두적인 융화 정책을 내 놓기도 하

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책에 늘 불만을 표하곤 했던 순니의 종

교적 맞상대로써 시아의 사상과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

다.

아크바르가 자신의 철학에 입각한 개혁들을 내놓기 시작한 것

은 대략 1560년 전후이다. 그는 섭정관이었던 바이람 칸이나 자신

을 둘러싼 두 유모의 세력 다툼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정치적 독

립을 한다. 이후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

회 구성원들과 격리된 모습의 군주가 아닌 그들과 함께 하는 대

18) “만일 어떤 참된 진리가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왜 생긴 지 겨우

천여 년 밖에 안 되는 이슬람과 같은 한 종교에만 진리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아크바르의 발언은 그가 생각하는 진리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Fazl(1997) Vol. I,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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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이미지를 꾀하는 동시에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

을 한다. 즉위 후 20여간 그가 행한 일련의 개혁의 목표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어떠한 신하나 귀족 세력들도 그 자신에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19)

이러한 행위들을 결정하는 그의 기준은 그가 다스리는 세계의

안녕과 번영이었다. 그의 정책은 최우선은 그의 영토 내 모든 백

성들에게 그가 속한 왕국이 바로 자신들의 왕국이라는 인식을 심

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크바르가 무슬림을 우선시하기는 하여

도 그의 영토 내 모든 백성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통치의 기본이

제국의 번영이었을 때만이 가능하였다.20)

물론 그의 관용이나 평등 정책들이 제국 내 모든 이들을 만족

시킨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방치되었거나 억압받아

왔던 세력들은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 힌두, 자인(Jain), 파

르시(Parsīs) 등은 그의 정책에 만족을 표하며 아크바르의 지지자

가 되었다. 그러나 보수 울라마들은 역전된 현 상황에 불만을 지

니게 되었다.21)

1562년 아크바르는 암베르(Amber) 출신의 공주와 정략결혼을

한다. 왜냐하면 힌두가 다수인 인도 땅에서 그들의 도움과 협력

없이는, 힌두들의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인식 없이

는 작금 그가 처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을 점차 깨달았기 때문이었다.22) 또한 그는 조만간 그를 둘러싼

상황의 무게가 통치자로 하여금 힌두에 대한 인정 없이는 안정적

인 무슬림 왕국의 운영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그들 없이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거나 주변 세력들과 평화를 유지

19) Richards ed.(1998) p. 288-289.

20) Hasan(2005) p. 87.

21) Abdul Qādir Badāūnī는 아크바르 정책에 불만을 지닌 보수 울라마 중의

한 명이다. 그가 지은 Muntakhabut Tawārīkh는 아크바르의 정책을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한 나머지 그의 사후에야 출판이 가능하였다.

22) Tripathi(1992)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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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는 하루가 다르게 깊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라즈뿌뜨(Rajput)의 용맹성은 아크바르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무슬림들과 힌두들의 정략적 결혼은 그 이전에도 종종 행

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23)

그러나 아크바르의 결혼은 그 이전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

다. 첫 번째는 라즈뿌뜨와의 결혼이 델리 술탄 때처럼 강제로 행

해진 것이 아닌 라즈뿌뜨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딸을 내놓은

자발적 행위라는 것이다.24) 또 다른 하나는 그가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부인들이25) 궁중 내에서 결혼이전에 행하던 자신들의 종

교적 의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이다.26) 즉 힌두

예식과 풍습을 그대로 결혼 전처럼 진행시킨 것이었다.27)

1562년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시킨 법령을 시작으로 1년 후에는 힌두인들의 성지 순례 시

부과하던 통행세를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폐지한다.28) 그

23) 신드(Sind) 지역을 점령한 아랍(Arab)인들은 종종 힌두인들과 결혼을

하였다. Ahmad(1999) p. 176.

24) Khan ed.(1999) p. 3.

25) 중앙아시아 티무르 왕조의 경우, 조정에서 여성들의 입김은 상당했는데

티무르의 전통을 이은 무갈 조정의 상황도 유사했다. 그들은 국정에서

막강한 배후 세력이기도 하였으며 통치의 과도기나 왕권의 부재 시 혹은

통치자가 아직 유아인 경우 섭정의 역할까지 하였다. Tripathi(1992) p.

109. 아크바르의 말년, 아크바르와 그의 아들 자한기르(Jahāngīr)와의

화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아크바르의 어머니였던 하미다

베감(Hamīda Begam)이나 자한기르 통치 후반을 맡아 다스린 누르

자한(Nūr Jahān)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26) 이것은 많은 힌두 신하들에게 종교적 감동을 주었다. 왜냐하면 궁중

안에서 금지되었던 힌두의례들이 행해짐은 궁중 밖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함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힌두들에게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부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Sharma(1988) p. 16.

27) 무갈 궁중 내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힌두 풍습으로는 라키 반단(Rākhī

Bandan: Rāmāyana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자 형제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남자 형제들의 손목에 실을 묶어주는 풍습)과

다쉐흐라(Dashehrā: Rāvana에 대한 Rām의 승리를 기리는 축제, 그리고

빛의 축제인 디왈리(Dīwālī)를 들 수 있다. Ahmad(1999)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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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년 후 전통적으로 이슬람인 아닌 이들에게 부과했던 인두

세(Jizya)를 폐지한다. 이는 인도내 무슬림의 역사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지즈야가 국가 세입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아크바르가 볼 때 그것이 지니는 상징성의 폐해는 자못 큰 것이

었다. 그것은 인도의 토착민들에게 있어 무슬림들은 여전히 정복

자란 이미지를, 힌두교에 대한 이슬람의 우월감을 은연중에 제공

하고 있었다. 이 지즈야가 존재하는 한 무슬림 국가에게 무슬림이

아닌 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무슬림들만이 정당한 권리를

지닌 유일한 백성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이론적이

기는 해도 비이슬람교들은 적어도 이슬람인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29)

아크바르는 또한 힌두인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대중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힌두교 성지(聖地)에 사원 건설을 허락하였

다. 이에 만 싱(Mān Singh)과 같은 이는 브린다반(Brindāvan)에

힌두 사원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모셔 놓았다.30) 이런 일

련의 조치들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자신들

의 신을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믿음은 아

크바르가 행하는 정책들에 있어 유무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31)

1571년 아크바르는 수 백 년 이어져 내려온 델리 근거의 정치

전통을 깨고 수도를 델리에서 아그라(Agra)로, 아그라에서 다시

28) 아크바르는 1563년 마투라(Mathura)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마투라의 자무나(Jamunā) 강으로 성지 순례를 온

힌두인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종교가 다르단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이 법의

폐지를 명했다. Fazl(1998), Vol. II. p. 295.

29) Sharma(1988) p. 19; Stiencron(2005) p. 179.

30) 그가 브린다반에 지은 사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Govindadeva 사원이다.

이 사원은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절묘하게 섞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아크바르의 절충주의(折衷主義)의 단적인 예라 비유하고 있다.

31) Sharma(198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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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테흐뿌르 시크리(Fathpūr Sīkrī)로 이동을 한다. 1206년 터키계

(Turkish) 무슬림 왕조가32) 델리에 세워진 이래 300여년이 넘게

델리는 인도 무슬림들의 안식처이자 힌두스탄 술탄들의 안방이었

다. 아크바르는 수도를 이전 자신만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델리와 연관된 권위주의를 끊고자 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왕권을 세우고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을 필

요로 했던 그의 강력한 정치적 언술이자 상징이었다.33)

개종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크바르는 적극적이었다. 전쟁 포로

를 개종시키는 것에 반대해서 더 나아가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을

당한 이들에게도 다시 자신들의 이전 종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었다. 그의 말년에는 기독교인에로의 개종도 허락해 주

었다.34)

아크바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힌두인들을 고위 관직에 임용

함으로써 무슬림이 아닌 자가 느낄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의식

을 바꾸려 노력을 했다. 무갈 제국의 재무를 총괄했던 또다르 말

(Todar Mal)이나 만 싱, 혹은 바그완 다스(Bhagwān Dās)의 경우

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종교적 통합과 세속주의를

강조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로 인물을 고용하고자 했던 그의 철학

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35)

1575년에는 파테흐뿌르 시크리에 “신앙의 집(Ibādat Khāna)”을

만들어 매주 목요일 저녁 이슬람 신학자를 비롯 힌두교나 예수(Je

suit)교, 자이나, 파르시 등 다른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청하

여 신의 존재나 진리 등 여러 주제에 걸쳐 토론을 나누었다. 각자

의 이해가 얽힌 만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 아크바르는 이 토론을 통하여 종교법이란 것이 각자의 이해관

32) 과거에는 이 왕조를 노예왕조(Slave Dynasty)라 칭하였으나 최근에는

터키계 왕조(Turkish Dynasty)라 부르고 있다.

33) Richards ed.(1998) pp. 289-290.

34) Sharma(1988) p. 21.

35) Sharma(198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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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없

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는 아크바르가 딘이 일라히(Dīn-i Ilāhī,

신성한 신앙)라36) 불리는 새로운 종교적 교리를 만들게 하는 계

기를 제공한다. 이것으로 인해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아크바르가

이슬람을 져버렸다고 크게 반발을 한다.37)

2. 통치 후반기(1780년대 초반부터-1605)

아크바르 초기의 정책들이 그의 정치적 권위를 다지기 위한 일

련의 시도였다고 본다면, 통치 후반에 내 놓은 그의 정책들은 이

미 어느 정도 다져진 물리적, 제도적 통치 기반위에 사상적 요소

를 가미해 그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며 새로운 군주상을 세우

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칼리파의 권위를 스스로 창시한다던지,

‘술히 쿨’이나 ‘만인의 왕’으로써의 이미지를 강조했던 점은 그가

무형의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써 백성과 정치 세력들을 통치하려

했던 그의 탈이슬람적 정책의 성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1570년대 후반부터 아크바르의 정책에는 일단의 변화가 감지된

다. 아크바르 통치 후 초기 20여 년간, 즉 1570년대 이전의 작업들

이 좀 더 친숙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반 신하와 백성들에게 다

36) 아크바르가 공표한 종합적 종교적 가르침이다. 만든 의도는 그의 신하들

사이에 분열되어 있는 차이를 감싸고 그의 제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즉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배화교, 자이나교 등의 가장 좋은

점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교리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종교 뿐

아니라 철학, 신비주의, 애니미즘도 함께 결합한 형태이다. 비록 따르는

이 거의 없는, 윤리적 규범에 가까웠지만 아크바르의 사상의 한 편린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37) 아크바르가 무슬림을 저버리고 이단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이 딘일라히가 종교가 아니가 하나의 교리 내지 훈령에 지나지

않았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Stietencron(2005) p.

175, Ahmad(1999) p. 172, Sharma(1988) p. 42, Nizami(1989)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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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기 위한 정책들의 시도였다면 아크바르 집권 후기 정책들의

특징은 이렇게 다가간 대중적 이미지에 절대 왕권이란 이데올로

기를 입히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여러 무슬림 귀족 세력과 힌두 라자(Rājās)들을 자신의 통치하

에 넣고 나서 아크바르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귀족 정치와 국왕

의 위상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 무렵까지 무

슬림들은 델리 술탄들을 순니 통치의 대표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아크바르의 개혁 정치에 따른 힌두 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자유스런 사상의 시아 페르시아인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이전 체계로의 회귀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오히려 통치자

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고

실용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38)

아크바르는 1576년 한 차례 그리고 1577-80년에 네 차례 더 궁

중의 여인들을 성지순례(Hajj) 보냈다. 그러나 오토만(Ottoman)

제국의 홀대에 화가 난 아크바르는 성지순례를 금지시키고 자신

스스로가 순니 세계의 칼리파가 되고자 원했다. 1579년 아크바르

는 마흐자르(mahzar), 즉 오류불가법령(Infallibility Decree)을 선

포한다. 이 법령은 실제 당시 무갈과 오토만의 정치 역학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칼리프의 권위를39) 오토만 제국

에서 무갈 제국으로 옮김에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었다.40)

38) Tripathi(1992) p. 130.

39) 무갈과 같은 티무리드들은 절대군주주의를 신봉하고 왕의 오류불가함을

믿었다.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바부르

역시 군주권에 대한 칼리프의 신학적, 법률적 순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부르가 인도에 진출할 무렵 이미 압바스(Abbas)가의 꼭두각시

칼리파는 사라진지 오래였고, 칭기스칸과 티무르의 피를 이어받은

무갈은 오토만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Habib(1962)

p. 19.

40) Nizami(1989) pp. 175-176. 이런 니자미의 주장에 대해 Rizvi는

“마흐자르는 중앙아시아나 터키와는 무관하고 인도 내 무슬림 귀족

세력을 달래기 위해 의도된 것도 아니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전개한다.

그는 “마흐자르는 오히려 직접적인 그의 통제 하에 종교를 가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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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마흐자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아크바르 그 자신이 시대의 칼리프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칼리파의 귄위가 이슬람 법률의 최고 직위인 무즈타히드

(mujtahid)보다 높다는 것이고, 무즈타히드들 사이에서 법률적 해

석이 서로 다를 시에는 아크바르 자신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이다.41) 또한 그는 나스(nass)42)에 반대되지

않는 어떤 법령도 제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네 번째이

다.

이 법령은 조정 내 보수 울라마들의 저항에 부딪친다. 왜냐하면

그는 울라마가 아닌 그가 스스로 무슬림 법령을 만드는 동시에

해석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공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록 그

의 시도가 울라마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울라마들이 해석한 샤리아(Sharia)에 언급된 전통적인 무슬

림법의 구속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샤르마가 언

급한 대로 아크바르의 가장 큰 업적은 울라마들의 손아귀에서 국

정(國政)을 분리했다는 점이다.43) 울라마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함은 술탄에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제국 내 모든 이들이 기존 힌

두스탄 내 무슬림 통치하에 맛보지 못했던 사회적, 종교적 자유를

누림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문자 그대로, 마흐자르는 아크

바르를 “두 세계에 걸친 신의 그림자(zil-ullah ala al-alamayn),

신도들의 인도자(amīr al-Muminīn), 이슬람의 통치자(sultān-i Isl

am), 공평한 지배자(sultān-i adil), 독립적인 법적 추리가 가능한

자(mujtahid)”로 여기도록 계획된 것이었다.44)

아크바르는 이 사건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

자신의 신하들의 안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한다. Rizvi(1975) pp. 154-155.

41) Hasan(2005) p. 79.

42) 나스란 쿠란(Quran)과 하디스(Hadīith: 예언자의 언동을 전하는 전통)에

명시된 명백한 언술을 의미한다.

43) Sharma(1988) p. 36.

44) Streusand(1999)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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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렇게 직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현명

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크바

르 정책의 근간 철학으로 등장하는 것이 ‘술히 쿨(sulh-i-kull, abs

olute peace or peace with all)’과 ‘만인의 왕(Universal King)’이

다.45) 술히 쿨은 힌두스탄 내 모든 백성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갖

고자 애를 썼던 아크바르가 추구했던 통치 원리이기도 하다. 아불

파줄이 술히 쿨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아크바르의

종교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사상이 가미되었다.46)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모든 백성은 아크바르로부터 평안을 구하

고,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통치

자는 이성(理性)에 반(反)하는 행위를 통하여 신하와 백성들 사이

에서 인기를 구하지 않는다. 종교적 관용이 통치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성을 신봉하고, 따라서 믿음에 기반을 둔 전통주의에 대

한 거부가 필수이며 부가적이다”.47)

1580년대는 아크바르의 정치 사상사적 발달에 있어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는 시기이다. 아블 파즐(Abul Fazl)과 파이지(Faizi)

의 등장이 그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 ‘뛰어난 정치 분

석력’, ‘당대의 철학과 신비주의 그리고 다른 많은 이슬람 교리에

서 보여주는 박식함’으로 두 형제는 단숨에 아크바르의 총애를 받

는다.48)아크바르 조정에 입문하면서부터 그들은 아크바르에게 확

고한 통치를 위한 무기로써 무갈 왕조의 이데올로기를 세우기 위

45) Eaton ed.(2004) p. 120.

46) Ghodhratollahi(2007) p. 11.

47) Ali(2006) p. 116. 보수 울라마이자 사가(史家)였던 바다오니(Badaoni)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분노한 어조로 적고 있다. “이 공표의 목적은

이슬람의 주요 종교 지도자(mujtahid)에 대한 공정한 통치자(Imam-i

adil)의 완전한 우월성을 성립하고자 함에 있다. 의견이 분분한 다양한

물음에 대해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 종교적, 정치적 문제에 있어

아무도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lliot & Dowson(1996). Vol. 5,

pp. 531-532.

48) Richards ed.(1998)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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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제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구

축은 실로 기가 막힌 파트너쉽의 결과였다.49) 보다 넓은 굳건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지닌 아크바르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일종의 신비적 감각을 지닌

아불 파줄의 만남이 낳은 새로운 군주상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아

크바르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아블 파즐이 각색하고 아크바르가 주연한 새로운 군주상은 바

부르와 후마윤을 거쳐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무갈의 군주상에

도 변화를 가져 왔다. 전통적인 몽골의 군주상에 이슬람의 통치

개념을 적용, “술탄은 지구상에 있는 신의 그림자이다. 신으로부

터 통치의 위임을 받았고, 통치성도 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

을 한다.50) 신군주상에 대한 이러한 이차원적인 교리는 아크바르

가 모든 이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합법화해 주고, 무갈의 혈통이

제국 내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군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블 파즐과

아크바르는 상징 장치들을 동원,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해 갔다.

아크바르가 즉위 후 자신의 개혁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자 했을

때 접했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먼저 라즈뿌뜨와의 정략결혼으로 무갈 조정에 유입되기

시작한 힌두 세력과 페르시아에서의 후마윤의 망명을 계기로 눈

에 띠게 증가한 이라니들로51) 인한 세력 약화를 걱정하는 보수

순니파들을 다루는 것이다. 둘째는 계속되는 아크바르의 탈이슬람

적 종교 정책들로 인해 이슬람법의 해석과 집행자로서 왕국과 백

49) Richards ed.(1998) p. 297.

50) Streusand(1999) p. 152.

51) “이것은 아크바르 집권 초기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1555년

후마윤의 인도 귀환 시 동행한 51명의 귀족들 가운데 31.37%인 16명이

이란 혹은 쿠라산 출신이었다. 반면 뚜라니들은 52.9%인 27명이었다.

아크바르 집권 초기인 1556-75년의 20년 동안 고위 관료들 가운데

이란인과 쿠라산들은 대부분 시아 내지 타프질(tafzilis)였는데 이는 같은

관직 전체 중에서 38.58%를 차지하였다”. Habib ed.(2002)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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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걸쳐 자신들의 영향력의 감소를 우려하고 심지어는 지위 상

실을 염려하는 울라마들을 다루는 것이다. 셋째는 아크바르 통치

당시 유명무실화 된 칼리파(Khalifāh)의52) 권위를 아크바르 스스

로 창시해 재개하는 것을 혐오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다.53)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울러야 하는 아크바르의 임무는 결코 쉬

운 것은 아니었다. 바부르에서 시작되어 후마윤을 거쳐 아크바르

에 이르는 동안 무갈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왕국이었다. 그는 자

신을 둘러싼 불신감과 의심 속에서 자신의 개혁이란 날개를 조심

스레 펼쳐 나가야 했다. 이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란 면에서 기존

질서의 유지보다도 더 힘든 작업이었다. 실제로 아크바르 이전까

지 인도를 통치했던 무슬림 왕들은 자신들과 인도를 동일화하지

못하고, 인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혹은 힌두스탄과 섞이고 싶지

않는 이방인의 낯선 몸짓들이었다.

Ⅳ. 결론

아크바르가 즉위하기 이전에도 북인도는 약 300여 년간 이슬람

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술탄들은 현지인들과 융화

를 하지 못한 탓에 반복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이 점을 간파한

아크바르는 즉위하면서부터 관용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정책들

을 내세우게 된다. 힌두스탄에서 통치자의 위상에 대한 자신만의

52) 칼리파에 해당하는 영어는 Caliphate이다. 아랍어로 ‘계위자’, ‘후계자’란

의미로 이슬람 역사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의 위업을

계승한 정교합일(政敎合一)의 이슬람국가 최고통치자를 일컫는다. 이에

비해 킬라파(Khilāfah)는 칼리파들로 이어지는 계승제도를 말한다.

바투타(2004) Vol. I, p. 25.

53) Sarkar(1984)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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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세워지자, 그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무슬림 세

력들과 현지 힌두인들에게 무갈의 통치를 합법화하는 작업에 착

수한다. 그가 행한 많은 행정 개혁이나 법률적 정책들도 결국은

자신의 통치 더 크게는 무갈 제국의 통치를 합법화하고자 했던

커다란 그림의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집권 초기 그의 정책의 목적은 신하와 백

성들에게 보다 더 친근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다가서려는 것이었

다. 통행세나 인두세를 폐지해 백성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힌

두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마흐자르를 통해 종

교에 대해 보다 더 우위에 서고자 보수 울라마들의 원성을 사기

도 했다. 집권 후기에는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서 벗어나 자신의

통치 뿐 아니라 무갈의 인도 내 통치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

하기 위한 제국 이데올로기 구축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의 제국

내 모든 백성들은 힌두이던 무슬림이던지 법의 눈으로 보면 다

평등함을 주장한 술히 쿨 사상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한다.

아크바르가 행한 정책들은 다수의 땅에서 소수가 살아남기 위

해서 그들과 공존해야함을 절실히 느낀 아크바르 개인의 실존적

경험에 당시의 정치, 종교적 상황과 자신의 기질이 맞물려 빚어

낸,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작품이라고 지칭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

다.

아크바르(Akbar): 그의 탈이슬람적 정책에 대한 성격 분석 ∙ 67

참고 문헌

바투타, 이븐(2004). 이븐 바투타 여행기 Vol. I, 정수일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Ahmad, Aziz(1999). Studies in Islamic Culture in the Indian

Environment, Oxford Indian Paperback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Alam, Muzaffar(2004). The Language of Political India c.

1200-1800, Delhi, Permanent Black.

Ali, Athar(2006). Mughal India, with a preface by Irfan Habib,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Bedi, P.S.(1985). The Mughal Nobility Under Akbar, Jalandhar,

ABS Publications.

Buehler, Arthur(1996). "The Naqshbandiyya in Tīmūrid India: The

Central Asian Legacy", Journal of Islamic Studies, pp.

208-228.

Burke, S.M.(1989). Akbar: The Greatest Mogul,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d.

Choudhury, Makhan Lal Roy(1997). The Din-i-Ilahi or The

Religion of Akbar, 4th ed.,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d.

Eaton, Richards M. ed.(2004). India's Islamic Traditions, 711-1750,

2nd ed.,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Elliot, H.M. & Dowson, John(1996). The History of India as Told

by its Own Historians, ed. John Dowson, New Delhi :

Low Price Publications.

Ernst, Carl W.(2004). Eternal Garden: Mysticism, History, and

Politics at a South Asian Sufi Center, Second Edition,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68 ∙ 印度哲學 제26집

Fazl, Abul

1997 Aīn-i Akbarī Vol. I., II. translated by H. Blochmann,

New Delhi : Low Price Publications.

1998 Akbar Nāma, Vol. I., II. translated by H. Beveridge, New

Delhi: Low Price Publications.

Ghodratollahi, Ehsan(2007). "Akbar, the Doctrine of Solh-i-Koll

and Hindu-Muslim Relations“,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A Quarterly of Shiraz University.

Habib, Irfan ed.(2000). Akbar and His India, Oxford Indian

Paperback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Habib, Irfan ed.(2002). The Growth of Civilization in India and

Iran, New Delhi, Tulika Books.

Hasan, S. Nurul(2005). Religion, State, And Society in Medieval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Husain, Afzal(1999). The Nobility under Akbar and Jahāngīr: A

Study of Family Groups, New Delhi, Mahohar.

Husaini, S.A.Q.(1962). Administration Under the Mughuls, 2nd ed.,

Calcutta, Prakash Mandir Private Ltd.

Khan, Iqtidar Alam ed.(1999). Akbar and His Age, New Delhi,

Northern Book Centre.

Nizami, K.A.(1989). Akbar and Religion, Delhi,

Idarah-i-Adabiyat-i-Delli.

Qureshi, I.H.(1987). Akbar: The Architect of the Mughul Empire,

Reprint, Delhi, Idarah-i-Adabiyat-i-Delli.

Richards, J.F. ed.(1998). Kingship and Authority in South As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Rizvi, S.A.A.(1975). Religious and Intellectual History of the

Muslim in Akbar's Reign,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d.

Sarkar, Jagadish Narayan(1984). Mughal Polity, Delhi,

Idarah-i-Adabiyat-i-Delli.

Sharma, Sri Ram(1988). The Religious Policy of the Mughal

아크바르(Akbar): 그의 탈이슬람적 정책에 대한 성격 분석 ∙ 69

Emperors,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d.

Smith, V.A.(1958). Akbar: The Great Mogul 1542-1605,

Delhi-Jullundur-Lucknow, S. Chand & Co.

Stietencron, H.Von(2005). Hindu Myth, Hindu History, Delhi,

Permanent Black.

Streusand, Douglas E.(1999). The Formation of the Mughal

Empire, Oxford Indian Paperback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Tripathi, R.R.(1992). Some Aspects of Muslim Administration, 1st

ed.(1936), Allahabad, Central Book Depot.

Troll, Christian W. ed.(2003). Muslim Shrines in India, New

Hardback Edition,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70 ∙ 印度哲學 제26집

Abstract

Akbar: Analysis of Nature on Akbar's Ab-Islamic

Policies

Lee, Choon H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Akbar's ab-Islamic

policies done by Akbar during 16th century. We may

propose two reasons which cause his polices:

1. The Political and religious situation surrounding him

during the 16th of Northern India

2. His personal surroundings and nature.

In the first half of his reign(1556 to late 1570s), his

policies was focused on establish his political position

through several ab-Islamic policies.

In the second half of his reign(early 1580s to 1605), he

tried to set up new sovereignty by using ideological method

instead of institutional reformation.

Conclusionally, his ab-Islamic policies might be called

"highly calculated political works"

Key Words : Akbar, Mughal, India, Ab-Islamic Policies,

Su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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