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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조흥국

1. 서론
라오스와 태국은 메콩(Mekong)강을 경계로 서로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아라칸(Arakan) 산맥과 테나세림(Tenasserim)
산맥,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동락(Dongrak) 산맥,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에는 안남

(Annam) 산맥 등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발달해 있어 그 주민들 간의 상호 접촉과 교

류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들 간의 자연적인 민족ㆍ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이루어 왔다.

그에 비해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는 메콩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강은 국가간 상호
관계의 발달에 있어서 산맥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프랑스의 학자인 에르네스트 르

낭은 산은 민족들의 이동을 제한하지만, 강은 민족의 이동을 유리하게 하고 민족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라오스와 태국은 서로 민족적, 문화적으로 연결되며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의

민족들인 라오(Lao)족과 타이(Thai)족은 모두 따이(Tai)족에 속하며, 라오어와 타이어는

따이-까다이(Tai-Kadai) 어족이라는 동일한 언어적 뿌리에서 나왔다. 두 나라의 지배적

인 종교는 상좌불교이다. 그래서 두 나라 사람들은 상대방 국가에 가더라도 적어도 언

어 소통과 종교 생활에서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Vientiane Times의 2003년 6월의 한

보도에 따르면, 라오스의 젊은이들 중에는 태국의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을 듣거나 태

국의 영화를 보거나 타이 패션으로 옷을 입는 자들이 점차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타

이어의 영향도 늘고 있었다. 나이 든 세대도 라오스 텔레비전 방송보다는 태국 방송을

선호했다. 이처럼 라오어를 희생으로 타이어를 쓰고 있는 현상에 대해 나이 든 라오인

들은 그것을 라오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갉아먹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려했다.

라오스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태국과 깊은 관계에 있어 왔다. 두 나라의 역

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깊이 얽혀 있다. 그 역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태국은 라

오스를 종종 자신에 의존적인 내지는 심지어 종속적인 나라로 간주해 왔다. 사실 태국

은 약 7,000만 인구에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강하며 정치적으로 안

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인구가 650만 명도 되지 않는 라오스는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

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약하다. 타이인은
대개 라오인을 얕잡아보며, 라오인은 태국에 대해 모종의 문화적, 심리적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관계는 상호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위앙짠의 메콩강 강둑에 최근

아누웡(Anouvong) 왕의 동상이 세워
졌다. 아누웡은 라오스가 태국의 통

치하에 놓여 있었을 때 위앙짠 왕
국의 왕으로서 1820년대 태국에 대

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태

국으로부터의 라오스의 독립을 추

구했다. 그의 군사적 원정사업은 실

패로 돌아갔다. 아누웡 자신은 체포

되어 방콕에서 죽었으며, 태국 군대

의 공격으로 파괴된 위앙짠 왕국은

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아누웡 왕의 동상은 뻗은 오른

손과 얼굴이 강 건너 태국을 향하
고 서 있다. 라오스 당국이 이 동상

의 건립을 통해 태국에 대한 아누

웡 왕의 저항과 독립 전쟁에 역사
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오스 당국은 아누웡 왕뿐

만 아니라 라오스의 역사에서 큰

공로를 세운 몇몇 왕들을 영웅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들이다. 최근 수도 위앙짠의 450주년 건립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출판한 한 책자는 아누웡 왕을 포함한 몇몇 왕들을 “란상 왕국 시대 라오스 역사를 건
설한 위대한 조상”(maha boulout lao phou sang pavat lao nai samai anachak lao lanxang)이라고

칭하면서 “역사를 건설한다”(sang pava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라오스에서의 이러한 상황 전개를 중시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초까지 라오스와 태국의 상호 관계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두 나라 역사교과

서 및 학자들의 해석과 서술을 비교한다. 쟁점의 초점은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으로 전

락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양국 관계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누웡 시대

라오스와 태국의 충돌에 대한 해석이다. 둘째, 라오스의 주체적 역사인식 확립의 방식

과 그 목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2. 라오스-태국 관계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역사기술 비교
1) 따이족의 기원 문제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타이

족과 라오족이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한 민족들임을 강조한다. 중
등과정

역사교과서는

타이족이

원래 중국의 남부 및 동남부 지
역에 살던 민족이었다고 말하면
서 민족의 기원에 대해 라오스의

사료인『퐁사와단 란창』(Phong-

sawadan lanchang) 즉 『란상 왕조
사 』 의 기록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루앙파방 북부의
메콩강 저지대에 상호 독립적인

따이(Tai)족 그룹들이 정착해 있
었다. 그 중 한 그룹의 통치자가

쿤 보롬(Khun Borom)이었다. 그
는 7명의 아들들이 성년에 이르
자 이들을 보내 하천유역을 따라

따이족의 기원과 확산 (태국 중등1년 역사교과서)

새로운 ‘므앙’ (muang) 즉 성읍국

가를 건립하도록 했다. 이들이

중국의 윈난(雲南), 라오스 북부, 태국 북부 등지에 여러 ‘므앙’을 세워 다스렸다. 그것

은 대략 7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의 타이족은

치앙라이(Chiang Rai)주 치앙샌(Chiang Saen) 일대를 흐르는 꼭(Kok)강의 유역 저지대에

처음에 정착했다가 점차 남부로 이동했다. 특히 중등과정 4~6년 역사교과서는 쿤 보롬

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공통된 조상이었다고 말한다. 태국의 대외관계사 교과서를 쓴

나롱 푸앙핏이 “란창 혹은 라오는 태국과 형제국가로 간주된다”라고 쓴 것도 타이족과
라오족이 공통된 혈연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역사교과서의 서술의 맥

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동일한 기원을 언급하는 정도로 양국의

선사시대 민족 형성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 라오스의 역사교과서나 역사책들은 그 동

일한 기원이 라오족임을 강조한다. 대중적인 라오스 역사를 집필한 푸통 생아콤은 쿤

불롬(Khoun Bulom) 즉 상기 태국 역사교과서가 말하는 ‘쿤 보롬’이 731년에 오늘날 윈

난성 남부의 시솽반나(Xishuangbanna) 일대로 남하했으며, 그 곳에서 그의 아들들을 루

앙파방, 따호(Taho), 탕혹(Thanghok), 시앙쾅, 치앙마이, 아유타야 등지로 보내 성읍국가

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라오족(khon lao)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퍼뜨렸다고 쓴다. 라오스

의 중등과정 4년 역사교과서는 오늘날 라오스의 루앙파방, 위앙짠, 시앙쾅, 짬빠삭 등

뿐만 아니라 태국 동북부에 위치한 로이엣(Roi-et),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등

도 고대 라오족의 ‘므앙’이었다고 말한다.

2) 13-14세기 영토 지배에 대한 주장
태국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는 13세기 말경 대륙 동남아시아의 주요 왕국들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오늘날 라오스의 북부의 뇻우(Nyot Ou)에서 남부의 사완나켓

(Savannakhet)까지 그리고 동부의 시앙쾅에서 서부의 위앙짠까지의 지역이 수코타이 왕

국에 속했다고 그리고 있으며, 특히 위앙짠과 차와(Chawa)가 수코타이의 속국이었다고

쓴다. 수코타이 시대 위앙짠과 차와가 태국의 속국이라는 서술은 13세기 말 수코타이

의 람캄행 왕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캄행 비문의 기록에 근거를 둔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람캄행이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위앙짠과 위앙캄(Wiang Kham)
그리고 므앙 차와가 포함되어 있다. 위앙캄은 위앙짠의 북부에 있는 소도시이며, ‘차와’

는 라오어로 ‘사와’(Xava)로 불리는 곳으로 루앙파방을 가리킨다. 수코타이 시대 태국

의 영향력이 라오스의 위앙짠과 루앙파방에까지 미쳤다는 서술은 태국의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태국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태국의 몇몇 역사교과서들은 란상 왕국의 창건자인 파 응움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

사한다. 예컨대 플랍플릉 콩차나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파

응움 왕은 당대에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고 [중략] 란상의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한

다. 또 이 책에 따르면, 파 응움 왕은 아유타야의 창건자 우통(재위 1351-1369) 왕과
자신이 모두 라오스를 처음으로 세운 쿤 보롬의 후손이라고 여겼으며, 란상과 아유타

야가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할 정도로 아유타야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중

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아유타야 시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친구 같은 이웃국가

들과의 관계” 항목에서 다루면서, 아유타야와 란상의 관계를 “우호적 결속관계”라고

규정한다. 이 교과서는 양국 간 좋은 관계가 우통 왕과 파 응움 왕 사이에 시작된 것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관계”인지, 그 “좋은 관계”가

두 왕국의 창건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두 왕국의 창건자 사이의

“좋은 관계”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 근거 없이 표현된 것으로 보
인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

로 알려져 있는 짠타누맛 본 아
유타야 왕조사나 태국 역사학계

에서 태국 역사의 참고 사료로

중시되는 『왕실 자필본 왕조사』
에 의하면, 우통 왕 시대 아유

타야 왕국의 속국에 ‘므앙 차와’

즉 루앙파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료들의 그러한 기록은 13
세기 말 수코타이 시대 루앙파

방과 위앙짠이 태국의 속국이었

다는 람캄행 비문을 참고로 하
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

실 14세기 중엽 아유타야 왕국
과 란상 왕국이 막 출범한무렵
두 나라의 관계가 실제로어떠했
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

태국 역사교과서(중등1년)가 주장하는
13세기 말~14세기 초 태국의 영토

이 없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

국의 국제관계사 』 나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의 상기 서술은 역사적 상상이나 심지어 조작에 속한다. 아유타야 왕조

사의 기록도 역시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적어

도 18세기 말 타이인들의 라오스에 대한 제국주의적 역사적 인식의 한 측면 즉 타이

인들은 라오스가 수코타이 시대에 이어 아유타야 시대 초기부터 태국의 속국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14세기 중엽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에 대해 라오스 측 역사기술은 태국 측의 것과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파 응움은 1353년에 란

상 왕국을 세운 후 치앙라이, 치앙샌 등을 공격하여 란나 왕국을 굴복시켰으며 남진하

여 로이엣과 파삿(Phasat)을 정복했다. 그는 또 아유타야의 우통 왕에게 서신을 보내
“싸울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위협했다. 결국 두 왕국 간 경계를 동 파냐파

이(Dong Phanyaphai) 산맥으로 삼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나콘랏차시마를 포함한

태국의 이산(Isan) 즉 동북부 지역이 란상 영토에 속했다. 이러한 서술은 라오스의 역

사학자 마하 실라 위라웡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하 실라 워라웡은 파 응움이 란상

왕국을 건설할 때 그의 장인인 앙코르 왕

국의 왕이 지원해 준 크메르 군대의 도움

을 받았으며, 크메르족이 라오족을 지지한
것은 이를 통해 타이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라오
족의 왕조사가 란상 건국부터 반(反)타이적

정서와 함께 출발했다는 상상을 가능케 한

다. 마하 실라 위라웡은 파 응움이 창건한
란상 왕국의 영토 범위를 라오스뿐만 아니

라, 태국 북부와 태국 동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란상

왕국은 중부의 캄무안(Khammouan), 나콘파
놈, 캄껏(Khamkeut), 시앙쾅, 동북부의 흑따

이 지역, 남쪽으로는 타켁(Thakhek), 사완나

켓(Savannakhet)까지 세력을 뻗었다. 파 응
움은 또한 1354년 란나를 정복하여 란나를

란상의 속국으로 만들었으며 당시 크메르
족의 통제 하에 있었던 코랏(Khorat) 고원의
라오스 역사교과서(중등1년)가 주장하는
14세기 중엽 란상왕국의 영토

대부분을 란상의 지배 하에 넣었다.

파 응

움은 코랏 정복 후 곧 라오족 주민들을 코

랏 고원의 북부 일대에 이주시켰다. 그리하

여 란상은 14세기 후반부에 오늘날 라오스와 태국의 북부와 동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

하는 큰 영토의 왕국이 되었다.

상기의 라오스 역사학자는 심지어 파 응움 왕이 아유타야 왕국을 공격하여 아유타

야에 속한 도시들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로이엣을 정복한 파 응움이 아

유타야의 왕에게 싸움을 청하자, 아유타야 국왕은 사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

복문서를 전했다.

우리는 쿤빵(Khun Pang) 시절 이후 형제입니다. 만약 귀하가 마을과 도시를 갖

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에게 동삼사오(Dong Sam Sao, 현 Dong Phraya Phai)

부터 푸 프라야포(Phu Phraya Pho)와 나콘 타이(Nakhon Thai)의 경계까지의 지역
을 할양하겠습니다. 또 저는 귀하에게 매년 당밀과 설탕을 바치겠습니다. 그밖

에 제 딸 낭깨오 욧파가 과년이 되면 그 애를 귀하에게 보내 귀하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타야의 우통 왕은 또한 코끼리 수컷 51마리와 암컷 50마리, 각각 1만 개의 금

과 은, 10만 개의 뿔 그리고 그밖에 다른 조공을 란상 왕에게 바쳤다. 이에 파 응움은

군대를 이끌고 란상 왕국으로 돌아갔다.

라오스 역사교과서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처럼 14세기 중엽의 파 응움 왕이 메콩강

일대와 태국의 동북부 일대의 많은 ‘므앙’을 통일하여 란상 왕국을 창건했다고 쓴다.

그의 역사적 존재는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나 그의 역사적 ‘업적’ 특히 태국 동북부의

일부분까지 포함하는 큰 영토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파 응움 왕은 라오스에서 20세기 중엽부터 라오 민족주

의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3) 18세기 말-19세기 초 태국의 라오스 지배와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저항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태국이 라오스를 점령하고 지

배했다고 쓰면서,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지배의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

부분 란상 왕국이 당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심지어 최근 출판된 중등과

정 3년 역사교과서는 루앙파방, 위앙짠, 짬빠삭 등이 항상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권력

투쟁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왕국들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톤부리 시대 태국의 위앙짠 점령의 동기로 위앙짠에서의 친태국파와 반

태국파 간 분쟁을 든다. 이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위앙짠 내에서의 이러한 분쟁이 발

생하자 딱신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 장군을 사령관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했으며, 태

국 군대가 여러 므앙(mueang)들에 대해 승리하고 마침내 1778년 위앙짠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다. 짜오프라야 짜끄리 장군은 위앙짠의 주민들을 붙잡아 태국 영토에 이주시켰

으며 또한 위앙짠에 있던 에메랄드 불상(Phra Kaeo Morakot)과 프라 방(Phra Bang) 불상

을 가져와 톤부리에 두었다. 루앙파방이 태국의 속국이 된 것은 이 왕국이 자진해서

톤부리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이처럼 라오스의 분열 때문에 라오스로의 세력 팽창과 지배

가 용이했다고 쓴다. 그러나 이들은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공격과 지배에 있어서 태국

의 팽창적인 자세에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이 점에서 플랍플릉 콩차나 등이 집필한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약간 예외적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톤부리 시대 태국과 란

상의 관계를 속국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관계가 톤부리가 “전쟁을 일으키기 시

작하여 란창으로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쓴다. 하지만 여기서도 란상이
당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빠트리지 않고 언급되어 있다.

태국의 몇몇 역사교과서들은 톤부리 시대 태국의 라오스 공격과 점령의 직접적 발

단으로 부리람(Buriram)의 동남부에 있는 낭롱(Nang Rong) 성의 태국에 대한 배반 사건

을 중시한다. 예컨대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에 의하면, 톤부리

정부는 란상의 정복에 있어서 먼저 짬빠삭을 점령했다. 그것은 당시 나콘랏차시마에
속해 있던 낭롱이 나콘랏차시마와의 불화로 1776년 짬빠삭에 도움을 요청하자 짬빠삭

이 낭롱의 요청을 수락했는데, 이로써 짬빠삭이 라오스 남부에서 세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보다 간략히 1776년 낭롱 성이 반란

을 일으켜 짬빠삭에 투항하자 톤부리의 태국 군대가 낭롱 성을 친 후 짬빠삭을 공격

하여 점령했다고 서술한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도 톤부리의 짬빠삭

공격의 직접적 배경으로 나콘랏차시마와 분규를 일으키고 짬빠삭에 붙으려 한 낭롱의

사태를 중시한다.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중시하는 낭롱 성 에피소드는 태국의 『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역사책의 서술에 의하면, 낭롱의 성주

가 짬빠삭의 통치 세력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딱신 왕이 군대를 보내 그를 붙

잡았다. 조사 결과 그가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자 그는 처형되었다. 톤

부리의 군대는 낭롱 성 반란을 진압한 후 짬빠삭, 콩(Khong), 앗따쁘(Attapue) 등 라오

스 남부의 성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특히 짬빠삭의 성주와 우빠핫(upahat) 즉 부성주

(副城主)를 붙잡아 모두 처형했다.

패트릭 조리는 태국 국민이 자국의 역사를 접하는 형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해 대중화되는 왕정주의-민족주의(royalist-nationalist) 역사와 영화, 드

라마, 광고 등의 수단을 통해 상업적 대중매체가 퍼뜨리는 역사 등 두 가지로 파악한

다. 이 중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는 담롱 역사학파(Damrong school of history)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태국의 대표적인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인 롱 사야마

논이 톤부리 시기 태국의 짬빠삭 점령에 대한 기술에서 담롱 왕자가 주해한 상기 왕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낭롱 성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것

은 담롱 역사학파가 지배하는 태국의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778년 딱신의 위앙짠 공격에 대해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위앙짠의 지도

자들 간의 불화로 인해 그들 중 한 명이 톤부리 측에 충성하려고 하자 상호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으며, 이에 딱신 왕이 군대를 보내 위앙짠을 점령했다고 간략히 서술한

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다 상세

하다. 이에 따르면, 딱신과 위앙짠의 실리분냐산은 미얀마의 위협에 대해 협동의 필요

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가 1773년에

서 1776년 사이 위앙짠의 왕은 미얀마의 공격이 두려워 미얀마와 연합했다. 그 때 위

앙짠의 왕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 우빠핫인 프라 워는 아유타야 왕국의 영토로 도피

했다. 미얀마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던 실리분냐산이 군대를 보내 프라 워를 태국에서

살해하자, 톤부리 군대가 위앙짠을 공격했던 것이다. 『태국의 국제관계사』의 이 서

술 역시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778년에 시삿

따낙카나훗(Sisattanakkhanahut) 성에서 과거에 이 성의 우빠핫이었던 프라 워가 란상의

국왕에 불만을 품고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가 농부아람푸(Nong Bua Lamphu)에 정착했

다. 오늘날 태국 땅에 있는 농부아람푸는 우돈타니(Udon Thani)에서 서쪽으로 약 50㎞

떨어져 있다. 란상의 왕이 미얀마 군대와 함께 농부아람푸를 공격하자, 프라 워는 짬

빠삭 북부에 있는 돈못댕(Don Mot Daeng)으로 도피했으며 곧 나콘랏차시마에 사신을

보내 톤부리 왕국에 투항했다. 그 후 란상의 왕이 군대를 보내 돈못댕을 공격하여 프

라 워를 붙잡아 처형하자,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딱신은 크게 분노하여 란상을 정벌

하도록 했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1778년 딱신이 위앙짠을 공격한 것은 위앙

짠의 실리분냐산 왕이 우본(Ubon)을 공격하여 태국에 충성하는 우본 성주를 붙잡아 살
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서술은 롱 사야마논이 “위앙짠에서 ‘프라 워’라는 대

신이 왕에게 반역하여 짬빠삭 지역으로 도망가 거기서 오늘날 우본 부근의 돈못댕에

정착했다”라고 쓴 것을 그 맥락에 대한 조사 없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롱 사야마논

의 서술은 『왕실 자필본 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는 1820년대 후반 아누웡의 저항과 그에 대한 태국의 ‘정벌’

과 아누웡의 죽음 그리고 위앙짠의 파괴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의 양국 관계사

를 다루는 태국과 라오스의 당국과 역사학자들과 언론은 그 주제의 민감성 내지는 ‘폭

발성’ 때문에 때로는 그 시기의 역사를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때로는 그 시기의 일련

의 사건들을 설명할 때 각각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

나 어느 경우에도 그들의 내러티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이 실

려 있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태국의 역사교과서들 중 유일하게

라마1세 치세(1782-1809)부터 라마2세 치세까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비교적 상세
하게 서술하는데, 그것은 라마3세 시대(1824-1851)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응징’이 왜

정당했던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서술은 우선 이 시기 위앙짠, 루앙파방,

짬빠삭 등 란상의 세 왕국들이 태국에 대해 속국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들이 상호 분

쟁 관계에 있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위앙짠의 난타센 왕은 1789년 방콕 정부에게 루앙

파방이 미얀마 쪽에 붙어 태국을 배반한다고 고발했다. 1794년에는 루앙파방의 왕이
방콕 조정에게 위앙짠이 친베트남 노선을 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라마1세가 두

왕을 방콕으로 불러 심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난타센이 방콕에서 사망했다. 상기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란창이 [태국의] 힘을 두려워하여 태국

의 속국이 되길 원했지만, 이처럼 기회가 생기면 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

얀마 혹은 베트남 같은 다른 국가의 힘을 구했다”라고 쓴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에 의하면, 라마1세는 난타센의 사망

후 그의 동생인 인타웡을 위앙짠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위앙짠 왕실의 다른 왕자들은

방콕에 계속 머물렀다. 인타웡이 1804년 사망하자 방콕 정부는 그의 동생인 아누웡을

후계자로 임명했다. 그것은 아누웡이 우빠핫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국과 미

얀마의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는 등 태국의 국사에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1819년 짬빠

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누웡은 자신의 아들인 뇨 왕자와 함께 그것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방콕 궁정의 왕자들 중 실세였던 쩻사다보딘 왕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되도록 라마2세에게 건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안건에 대해 당시 태국 왕실의 시니어 왕족들은 위앙짠의 세력 증대를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쩻사다보딘이 아누웡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라마2세는 뇨 왕자

를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쩻사다보딘 왕자가 뒤에 라마3세로 등위하자 아누웡

은 곧 방콕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태국의 역사학계에는 아누웡이 태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원래는 방콕 정부

를 붕괴시키거나 방콕을 점령하고 이를 통해 태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고 서술하는 자가 종종 있다. 예컨대 태국의 대중적인 역사학자인 마닛 춤사이는 아누

웡이 처음에는 “태국 전체를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쓴다. 아낫 아난팍은

아누웡이 “방콕을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만약 방어가 강력하면 공격하지 않으려

했으나” 전쟁은 결국 란상의 군대가 행군하는 도중의 성읍들에서 주민들을 붙잡아가는

것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한다. 태국의 통속적인 역사학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람쭌 후압짜런은 심지어 아누웡이 태국에 대해 일으킨 반란이 성공했으면, 짜

끄리 왕조가 무너지고 아누웡의 왕조가 세워져 태국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태국 역사학계에서 라마3세 시대 태국 역사의 기본 사료로 간주되는
티파꼬라웡의 『라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역

사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위앙짠의 아누(Anu)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 왕족들 및 귀족관료들과 협의

하기를 “현재 방콕에는 나이 어린 왕자들밖에 없으며 귀족 대신들도 몇 사람

되지 않고 그들의 전투 기량도 약하다. 또 나콘랏차시마의 성주도 없으며 [방

콕까지 행군하는 도중 우리를] 저지할 성읍들도 없다. [우리의] 사정은 이미 심

각하다. 우리가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부당하다. 영국이 [태국을] 괴롭힌

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방콕을 공격하여 정복하는 것은 쉽

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빠랏은 태국이 큰 나라

이기 때문에 방콕을 공격할 수 있을지라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방콕을 계속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아누는 만약 우리가 [방

콕을] 공격한 후 거기에 계속 정착할 수 없다면, 주민들을 붙잡아 우리 나라로

이주시키고 [태국] 국고의 재산을 약탈하여 갖고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략]

우빠랏은 아누가 홀로 완고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반대하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동의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독자들에게 태국과 란상의 관계에

있어서 란상이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태국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

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역사교과서는 또 라마3세가 왕자 시

절부터 위앙짠의 아누웡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아누웡의 무력 도발이 그의 호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따라서 “라마3세가 그를

철저하게 진압하여 마침내 아누웡이 1828년 붙잡혀 방콕에서 사망한 것”은 마땅했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필자들은 아누웡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타이 ‘왕국의 힘에 대한 직

접적인 도전’으로 표현하며 그 목적을 ‘독립 추구’(phayayam tang tua pen itsara)로 규정한

다.

2001년에 출판된 중등과정 3년의 『우리의 나라』라는 역사교과서 역시 1820년대

위앙짠의 태국에 대한 저항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다. 그 서술에 따르면, 아누웡은 태

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태국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감행한 이유는 태국이 당시
캄보디아에 진입해 있던 베트남에게 세력 면에서 밀리고 있었고 영국과도 분쟁을 갖

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책도 상기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와 비슷하

게 아누웡의 군사적 행동을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 목적이 ‘분리 독립’(kan

yaek tua pen itsara)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라마2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이 위앙

짠의 아누웡을 태국에 대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간주했으며 방콕 정부가 아누

웡의 왕자를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등 태국과 란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쓴다. 이 책은 또한 태국이 란상 왕국들을 지배하고 라오인들로 하여금 태국 국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라오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도록 허락했는데, 바

로 이 체제가 베트남으로 하여금 기회를 포착하여 라오스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

하게끔 만들었고 라마3세 시기에 아누웡이 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826년 군대

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나롱 푸앙핏은 아누웡의 태국으로의 진격과 그 후의 전쟁의 전

개를 다른 역사교과서들과는 달리 약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 서술에 의하면, 아누

웡의 군대는 나콘랏차시마까지 가서 재산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붙잡아 위앙짠으로 끌

고 갔다. 란상의 군대가 나콘랏차시마를 공격할 때, 이 성의 모(Mo)라는 이름의 한 여

성이 주민들을 규합하여 라오스 군대에 저항했다. 모는 뒤에 그 영웅적인 행위로 인해

태국 왕으로부터 ‘타오 수라나리’라는 귀족 칭호를 하사받았다. 뒤에 방콕에서 파견된

군대가 나콘랏차시마를 란상 군대의 손에서 구출하고 위앙짠으로 진격하여 이것을 점

령했다. 아누웡은 베트남으로 도망했다가 1827년 다시 돌아와 위앙짠에 주둔하고 있던

태국 군대를 공격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나롱 푸앙핏은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필자들

과 마찬가지로 1820년대 태국과 라오스의 충돌의 배경에 있어서 태국 측에게는 아무

런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아누웡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나롱 푸앙핏의 『태국의 국제관계사』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1820

년대 후반 아누웡의 저항이 ‘반란을 일으킨 것’(kan ko kabot)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

이다. 중등과정 3년 역사교과서에서도 아누웡이 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까
봇’(kabot) 즉 ‘반란’으로 표현되어 있다. ‘반란’이란 용어는 이 시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다룬 태국 역사학자들의 저술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표현은 티파꼬라

웡의 『라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조사』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이 사료는 아누웡을

1826년 거사 전부터 방콕 정부에게 해를 끼치려 한 ‘반역적’(pen kabot) 인물로 묘사한

다. 담롱도 자신이 편찬한 1826~1828년 란상에 대한 태국 원정군의 총사령관 짜오프라

야 보딘데차의 일대기에서 아누웡이 “반역을 꾀했다”(khit kan kabot)라고 쓴다. 태국 역

사교과서의 집필자들은 1820년대 태국과 라오스 관계사를 서술할 때 티파꼬라웡의 역

사책이나 담롱의 글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

‘반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질서 내에서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의 통치 권력

을 전복하여 그 지배적 위치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동란으로 이해된다. 그에

비해 위에서 소개한 중등과정 3년의 『 우리의 나라 』 에서 표현한 ‘분리 독립’ 혹은
‘분리주의’는 대개 한 국가 내에서 다수민족의 핵심 그룹이 주변부의 소수민족을 지배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종족이 더욱 많은 자치권이나 심지어 정치적
자결권과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19세기 초 라오스의 한 엘리트 그룹이 태국

에 대해 군사적 도전을 한 것에 ‘반란’이나 ‘분리주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상술한 ‘반란’과 ‘분리주의’ 개념의 제한적 성격에 의하면, 당시 라오스가 태국에

민족적ㆍ문화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흡수된 태국의 일

부가 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 내지는 식민지가

된 것은 1770년대 말이었으며, 그 후에도 태국은 라오스의 왕실들이 란상 왕국들을 직

접 통치하도록 허용했다. 1820년대 라오스는 태국의 반독립적인 속국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이 1820년대 아누웡의 저항을 ‘반란’ 혹은

‘분리 독립’ 등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 라오스가 태국의 정치적 질서에 속했고

영토적으로 태국의 일부였다고 인식하는 태국중심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설명은 라오인의 시각에서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아누웡의 저항에 대한 라오스 역사학계의 설명은 태국 측의 것과 대조적이다. 마유

리와 퍼이판은 1820년대 라오스와 태국 간 무력 충돌의 발단을 태국 측이 제공했다고

본다. 그들은 라오스 사료인 ‘위앙짠 간략 왕조사’(Chotmaihet Yo Muong Vientiane)를 인
용하면서, 1824년 라마3세가 등위 직후 라오인들을 문신하여 태국 백성으로 등록시키

기 위해 타이인 관리들을 깔라신(Kalasin), 쿠칸(Khukhan), 야소톤(Yasothon) 등 코랏 고

원의 여러 도시들로 파견했다고 쓴다. 이 라오스 역사학자들은 이전에는 그러한 규모

로 시행된 적이 없었던 태국 정부의 1824년 조치가 라오스를 정치적, 영토적으로 “삼

키려는”(swallowing) 의도에서 나왔으며, 그 문신 정책(tattooing policy)은 라오스의 완전

한 ‘시암화’(siamicisation) 그리고 ‘지방화’(provincialisation)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규정한

다. 그들은 당시 란상 왕국에 대한 방콕 정부의 침략적 의도의 증거로 1827년 1월 영

국인 무기상인 말록(E. Malloch)이 한 타이 관리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위앙짠, 루앙파방,
짬빠삭의 주민들이 모두 ‘시암인’(Siamese)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마유리와 퍼이판의 주장에 의하면, 아누웡의 원정 목적지는 방콕이 아니라 코랏 즉

나콘랏차시마였으며, 그 과정에서 라오스 군대가 사라부리까지 진격한 이유는 1770년

대 말 그 곳으로 강제 이주된 라오인들을 라오스로 도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

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1827년 2월 랏사웡 즉 아누웡의 아들인 응아오가 사라부리에

도착한 당일 코랏으로 부대를 이동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위앙짠에서 가장 먼저 출정

한 란상의 부대가 짜오프라야 강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신 등록을 위해 방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활동하고 있던 깔라신으로 행군했다는 사실을 든다. 마유리와 퍼이판

은 아누웡이 란상 왕국의 태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지만 자신의 군사적 동원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라마3세의 태국 궁정과 그동안 구축해 놓은 관계

가 있기 때문에 방콕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 태국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전

쟁을 도발할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들은 1830년대 초 태국을

여행한 독일인 개신교 선교사 칼 프리드리히 귀츠라프가 아누웡이 “[태국] 왕과 전쟁

을 벌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러한 전쟁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이다”라고 쓴 기록을 중시한다.

라오스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는 아누웡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으로 아누웡이

방콕에서 라마3세에게 1770년대 말에 태국 군대가 갖고 간 에메랄드 불상과 사라부리

로 노예로 잡혀간 라오인들 그리고 란상 왕국의 무용수들과 왕족을 위앙짠으로 데리

고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거절된 것 그리고 1824년 태국 정부가 실시한

라오인들에 대한 문신 및 주민등록 정책을 든다. 이러한 서술은 추측건대 마유리와 퍼

이판의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교과서는 아누웡의 저항을 ‘독립전

쟁’(songkham ku ekalat)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전쟁이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

은 적어도 라오인들이 혈통적인 본질에 있어서 용감하게 저항하고 절대적으로 항복하

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쓴다.

태국의 여러 역사교과서들이 아누웡의 도전을 ‘반란’, ‘분리독립’의 시도 등으로 규

정함으로써 당시의 라오스를 태국의 영토적, 정치적 일부로 간주하는 것과는 달리, 라

오스의 역사교과서들과 라오인 역사학자들은 아누웡이 강한 주권의식을 갖고 있었다

고 본다. 예컨대 마유리와 퍼이판은 그에 대한 증거로 1826년에 영국인 제임스 로우

(James Low)가 당시 시암이 조직적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란

상이 언제든지 독립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아누웡이 태국으로의

출정에 앞서 그의 협력자들에게 “사정은 이미 심각하다. 우리가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 것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1826년 아누웡의 태국에 대

한 도전이 라오인들의 정체성과 국가적 주권을 지키고 1778년 상실한 자유를 회복하

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군사적 행동은 타이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위앙짠의 반란’이 아니라 ‘라오인들의 궐기’(insurrection of the Lao)였다고 주장

한다.

3.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라오스에서 라오 민족주의적인 역사인식과 특히 태국에 대한 주체적 역사기술은 프

랑스 식민주의 시대인 1930년대 전반기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34년 식민 당국의 후원 하에 라오스 역사를 다루는 두 종류의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퐁사와단 라오’(Phongsavadan Lao) 즉 『라오 역사』와 ‘뱁 손안’(Bep Son An) 즉 『라

오 독본』이 그것으로, 그 집필진에는 프랑스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퐁사와단 라오’는

라오스를 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한 아누웡을 라오스의 역사적 영웅으로

묘사하고, 역시 아누웡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뱁 손 안’은 심지어 아누웡 시대 라

오스가 태국의 속국이란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에 있어서 태국

은 전반적으로 침략자로 그려진다. 1940년대가 되면 태국에 대한 라오스의 역사적 주

체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1940년 말 위앙짠에서 열린 한 군중의 집회 장소에

“오늘날 치앙마이, 우본, 코랏은 시암의 지배 하에 있다. 이들은 과거에 라오 영토였다”

라는 문장이 포함된 전단들이 나붙었다. 1941년 1월에 창간된 라오스의 최초의 신문
‘라오 냐이’(Lao Nhay)에는 3월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라오인은 시암인과 다르다. 란상은 시암의 일부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란

상은] 자체의 개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먼 시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옛 국가가 다른 나라의 속국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주장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라오인들은 이웃들과 완전히 구별된다.

‘위대한 라오’란 뜻을 지닌 이 신문의 집필자들은 여기서 라오스에게 태국의 역사

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역사적 존재인 란상과 라오

민족 간 시공을 초월한 동질감을 상정한다.

1954년 독립 후 라오스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국가적 자의식 내지는 주체의식을 고

취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1957년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라오스 왕실정부는

사이냐 셋타틸랏 왕의 동상을 설립했다. 라오스에서 역대 국왕의 동상으로는 최초의
것인 이 왕의 동상 건립은 불교 창건 2,500주년의 기념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거기

에는 또한 위앙짠을 수도로 정한 이 왕이 라오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

여 라오스 역사에서 ‘위대한’ 국왕에 대한 국가적 존경의 전통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라오스 정부는 같은 해에 수도의 타논 란상

(Lan Xang Avenue Boulevard)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 작은 언덕에 ‘아누사왈리’
(Anousavali) 즉 기념탑을 세우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공공기념물의 건축은, 에릭

홉스봄이 지적하듯이, 민족(nation) 형성을 위한 전통의 발명과 관련하여 국가가 벌이는
중요한 사업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기념물은 ‘민족’과 주민들 간에 가시적인 연계

를 만들어낸다.

1950년대 왕실정부가 라오스의 ‘위대한 국왕’을 중심으로 라오스 ‘전통의 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은 독립 후 처음으로 라오인의 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라오스 국민국가

의 형성에서 왕실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위상을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

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당시 라오스 총리인 수완나 품마가 “라오스의 중요한 국

왕들”이란 제목이 붙은 팸플릿을 간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

지만 라오스 정부는 다음의 인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문서를 통해 라오스 국민에

게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라오스 국민에게 라오 민족에 대한 애국심

과 역사적 주체의식을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조국이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때,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용

맹함과 희생의 용기 그리고 란상의 영웅적인 왕들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통치자들의 희생적인 용기 덕택에 라오 토양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 왕국의 전체 영토를 보호하고 수호하여 그것이 지도

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민족이 민족으로

남고 라오스가 라오스로 존재하려면 오직 모든 라오인들이 [민족적 의무] 짐
을 불굴의 정신으로 나눠지고 우리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희생할 각오가 되

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영예로운 행위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라오스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라오 정체성을 고취시키려는 라오스 정부의

노력은 1975년 공산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은 특히 라오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라오스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 받는 까이손 폼위

한이 1980년에 아누웡 왕의 태국에 대한 저항을 라오스의 국가적 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전통에 자리매김하면서 쓴 다음의 글에서 드러난다.

18세기 이후 우리의 분열된 나라는 봉건적인 시암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지

배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더욱 단결하여 용기를 내어 투쟁하는 것을 결

코 멈추지 않았다. 가장 뛰어난 투쟁은 우리의 민족적 영웅인 짜오 아누웡의

영도 하에 나라 전체가 일으킨 봉기였다. 이 봉기는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

지만 우리의 민족 저항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장을 기록했으며, 그 영웅적이고

불요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인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라오스 역사의 바로세우기, 특히 태국과의 관계에 대해 라오스 역사를 정립하고 이

를 통해 라오스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들어서서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0년에 라오스의 문화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는 1,310쪽에 달하는 『고대-현대 라오스의 역사』를 발간했다. 타이 민족주

의적 역사기술과 베트남의 이념적 영향에 대해 라오스의 자율적 역사기술과 역사해석

을 추구하는 이 책은 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라오스의 공직사회에서 라오스 역사의 권

위 있는 참고서로 통한다.

같은 해에 푸통 생아콤이라는 한 역사학자는 『라오 민족과 라오인 - 과거와 현재』

라는 제목의 라오스 역사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라오스의 역사를 거의 란상 왕국의

“위대한” 왕들의 역사로 채운다. 저자는 “위대한” 왕들 중 특히 파 응움, 사이냐 셋타

틸랏, 아누웡의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어, 파 응움은 라오스 최초의 왕국의 창건자로,

사이냐 셋타틸랏과 아누웡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 라오스의 민족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의 책은 처음 출판된 후 2006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비록 부수가 각각 1,000부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의 상대적인 적은 인구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출판시장과 독서문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적어도 라오스의 지식인

층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리라고 짐작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이 라오인들 사

이에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 특히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라오스 정부는 12명의 라오스 역사적인 영웅을 선정하여 그들의 기념동상

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2명의 영웅에는 3명의 전통왕국 시대 국왕들과 9명의 공산

혁명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 3명의 왕은 파 응움, 수리냐웡사, 아누웡 등이다. 폴커 그
라보브스키(Volker Grabowsky)에 의하면, 공산당 정부가 봉건시대 군주들을 라오스 인

민이 존경해야 할 역사적 영웅의 반열에 올린 이유는 그 왕들을 라오스의 독립과 주

권의 유지를 위한 혁명투사로 전환하고 라오스 공산당 지도자들을 그들의 혁명 후계

자 대열에 배치시킴으로써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라오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의

계승자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동시에 라오스 국민에

게 라오스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건립된 파 응움의 동상 제막식이 란상 왕국의 건립 650주

년 기념과 맞물려 2003년 1월 5일 수도 위앙짠에서 거행되었을 때, 라오스 국립박물관

관장인 수넷 포티산이 행한 다음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파 응움 동상을 세운 것은 라오인들이 다양한 적들에 대해 보여 왔던

용기와 애국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게 평화와 독립, 통일과 번영을 갖다 주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략]. 파 응움 동상의 의미는 왕정(王政)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 응움 왕이라는 영웅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종족을 포

함하는 라오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그의 모든 에너지와 지성을 바쳤습니

다.

영웅적 국왕을 중심으로 한 라오스 역사의 재정립과 라오스 국민의 역사적 인식

강화를 위한 최근의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 위앙짠의 메콩강 강변에 아누

웡의 동상을 건립한 것이 아닌가 싶다. 11월 7일 동상의 제막식에는 라오스 대통령 춤

말리 사냐손을 위시한 정부의 고위관료들과 공산당 핵심간부들 그리고 승려들과 숱한

시민이 참가했다.

동상제작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부총리인 솜사왓 렝사왓은 연설에서 아누웡 왕의

라오스에 대한 애국심과 독립을 위한 헌신을 칭송하면서 라오스 국민이 아누웡을 사

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행사를 보도한 라오스의 대표적인 영자신문 Vientiane

Times는 “[아누웡이] 1826~1828년 시암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여 투쟁했다. 비
록 짜오 아누웡이 2년 간 이끈 전국적인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그 운동은 민족의 수호

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국면을 보여주었다”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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