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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래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캄보디아와 라오스 지역연구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반 쟁점

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대캄보디아와 라오스와의 외교적 관계 회복 및 대외 원조 증가 등으로 지역

연구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20세기 중반에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선포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경제적 관계를 회복했다. 한국도 1995년(라오스)과 1997년(캄보디아) 두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회복

하면서 경제 교역, 인적 및 물적 교류 등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20년간의 외교적 단절은 학문적으로도 지역연구의 가치

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동 지역에 대해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적으로 캄보

디아 및 라오스 관련 어문학과도 없었던 탓에 인적 교류에 필요한 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련한 토대 연구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련된 연구 현황을 살

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연구, 한국

I. 서론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새로운 세기

를 준비했다. 1995년 10월 25일 한국은 라오스와 다시 수교를 맺었고, 2년 후인 

1997년 10월 30일에는 캄보디아와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한국은 1997년 11월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국가에 대한 관심이 소

극적으로 변했다.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정치, 경제, 지리적으

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제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열대성 기후이면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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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자원(특히 농업 생산물)이 풍부한 국가다. 과거에는 ‘원료 공급지’의 목적으

로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에는 농민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를 거쳤으며, 20세기 후반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며 경제 협력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확대되 

었다. 

둘째, 지리적으로 대륙부의 중앙에 위치하여 캄보디아는 동서로 태국과 베트

남을 잇고, 라오스는 남북으로 중국과 태국을 잇는 연결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

한 지리적 특성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강대국 간에 세계 패권 경쟁의 새로운 

장으로 등장한다. 즉, 떠오르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미래의 세계 지도력을 가늠하는 한 판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장이 된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원조, 기업 투자, 외교 관계 증진, 민간 교류의 확대 등 두 국가에 대한 관심이 

그림 1  대륙부 동남아시아



97
한국 학계의 캄보디아·라오스 연구 | 정미경

고조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한국과 캄보디아의 무역 규모는 수출 5.93

억 달러, 수입 1.26억 달러이며, 한국의 대캄보디아 직접 투자 규모는 2012년 약 

0.9억 달러에 달한다. 라오스와의 무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이고, 한국의 대라

오스 직접 투자 규모는 연간 2,000만 달러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또한 두 국가와 

한국 간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서 한국의 관심은 단순히 외교적 관계 수

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

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학계에서는 두 국가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 연구 현황과 특성에 대해 점검해 보려고 한다. 비록 외교적 관계 수

립의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학문적 영역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곧, 국

가의 전문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측정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향

후 두 국가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로, 지역연구는 한 국가에 대해 언어, 지리, 인류학, 역사, 경제 그리고 정

치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대한 일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과학의 이론적 틀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황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Rockefeller Foundation, 2014). 또한 지역연구자는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국가에 대한 역사, 사회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을 갖추고 사회과학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Macdonald, 

2004; Ludden, 1998). 이러한 기준에서 현재 우리나라 학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지

역연구를 측정할 경우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까지 두 국가에 대

한 지역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극소수의 연구자만

이 지역의 언어를 구사하고 역사 및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 제시하는 지역연구의 기준을 최대한

으로 적용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명시한다. 그리고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을 전 학문 분과로 양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과학적 방법

론에 의한 질적 수준의 고찰은 향후 각 분과 학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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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캄보디아·라오스 연구 동향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공산화 이후에 베트남의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고, 소

련의 붕괴, 냉전의 종식에 의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 포기는 개혁개방 추진으로 

이어졌다. 개혁개방의 시점으로 볼 때는 라오스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선

언보다 1년 앞선 1986년 제4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경제적 개방을 선언했고

(Lao PDR, 1986),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개선과 서방 세계에 원조를 요청했다

(정미경, 2012). 

캄보디아는 1993년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총선을 실시했으나, 두 개의 정부 

체제 하에서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유지했고, 더욱이 북부 지역의 폴포트 정권

과의 대립적 내전 상태에서 사회와 치안이 불안했다. 우선 두 정부가 하나의 정

부로 통일된 것은 1997년 7월로, 훈센 정권이 군사력을 이용해 상대 정부를 무

력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폴포트의 사망으로 인해 크메르 루즈군이 훈센 정

부에 영입되면서였다. 이로부터 사회적으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다

만 훈센 정권의 군사력 동원을 통한 상대 정권 무력화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비난을 면치 못했고, 이는 1998년 전국 총선거를 다시 치루는 계기가 된다. 물

론 훈센 정권은 총선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을 한다. 이렇듯 정치 및 사회

적 안정은 외부의 경제적 투자와 원조를 증가시켰다.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는 안정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자마자 경제 협

력 및 사회적 교류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동 

지역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라오스와 외교 재수립, 캄보디아와는 1997년 외교 관계

가 수립되었으며, 경제협력, 대외 원조, 그리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

는 2000년대에 들어서다. 특히 아세안+3이 수립되면서 두 국가에 대한 경제 협

력, 정치 및 사회 문화에 관련된 지역연구의 필요성도 가증되었다. 

다음은 각 국가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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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는 1,500만 명(2013년 기

준)이고 이 중 수도인 프놈펜 거주자가 152만 명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4/5로 열

대성 기후다. 종족은 크메르인이 90%를 차지하고, 베트남인이 5% 그리고 중국

인, 참족 및 소수 종족 등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규모는 서비스업이 

41%, 농업 34.7%, 제조업이 24.3%이고,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목재, 천연고무, 

쌀,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 담배, 금 및 건축자재 등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현재 캄보디아는 앙코르(Angkor) 제국의 후예인 크메르족이 중심 종족이다. 

13~15세기 앙코르 제국은 태국 동북부, 라오스 및 베트남의 일부를 점령했고, 

대륙부 동남아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였다. 15세기 중반 앙코르 제국의 쇠퇴와 

태국(시암)의 침략 등으로 제국이 붕괴됐으며, 앙코르 제국의 학자, 서적 및 연구

물들은 당시 태국의 수도인 아유타야로 옮겨졌다. 19세기 중반 프랑스가 들어

오면서 서구의 영향을 받고 식민화된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 1970

년까지 캄보디아 왕국이 수립된다. 하지만 친미파인 론 놀(Lon Nol) 장군이 쿠데

타를 일으키면서 마오이즘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폴 포트(Pol Pot), 키우 삼판(Khieu 

Samphan), 이엥 사리(Ieng Sary) 등이 ‘크메르 루즈(Khmer Rouge)’1라는 공산 세력을 

형성하여 론 놀 정권에 맞섰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즈군이 수도 프놈펜

을 점령하고, 마오쩌둥주의를 표방하는 극단적 농본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동시

에 구정권 관계자, 도시 부유층, 지식인, 유학생, 공산당 세력 내의 친베트남 성

향의 국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강제 농촌 이주 정책을 실시한다(Grant, 1998; Tully, 

2005). 1979년 1월 베트남군이 프놈펜을 침공하면서 친베트남 및 소련식 사회주

의가 채택되고, 중국과는 외교적 단교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는 베트남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권에 캄보디아가 진입했다는 증거가 된다.   

캄보디아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크메르인의 정서, 사회 문화, 가치관, 

1　크메르 루즈(Khmer Rouge)는 프랑스어로 ‘붉은 크메르인’이라는 뜻이고, ‘크메르인의 피를 새

롭게 하자’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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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이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사회 및 문화적으로 태국과 상통하고, 정치 및 경제적으로는 베트남과 

가깝다(그림 2 참조). 조흥국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캄보디아는 국토를 동서로 나

누어 동쪽은 베트남, 서쪽은 태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대부터 근현대사에

서도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태국과 베트남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2 

특히 캄보디아 현대사에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시기는 

역시 크메르 루즈군에 의한 지식인의 학살이 이루어진 때다. 약 4년 동안 지속

된 하방과 학살은 자국 내에서 자국을 연구할 수 있는 인재를 말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서적, 문서 등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로운 농민혁명을 꿈

꿨던 폴 포트 정권은 캄보디아 현대사에서 커다란 상흔을 남겼고, 이는 현재까

2　인터뷰. 조흥국(부산대). 2014년 3월 28일. 부산.

베트남태국

그림 2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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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캄보디아 학문 및 교육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캄보디아의 역사적 굴곡은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약 30년 동안 자본주

의 국가들과의 접촉이나 교류를 단절시켰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과는 교류 자체가 제한되었다. 김형종의 말레이

시아 연구 동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 연구는 학문적 관심과는 별개로 

한국과의 정치, 경제 관계의 비중이 반영된다”고 했다(김형종, 2013: 108). 2000년대 

중반 한국의 대캄보디아 연구는 정부 원조, 기업 투자 및 민간 교류가 확대되면

서 학문적 연구도 양적 팽창도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질적인 수준과 

학문적 기틀을 세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캄보디아 지역연

구는 초보적 단계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 연구자의 연구 동향

을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연구 성과물은 매우 저조하고 주로 현재 주어

진 사회적 요구가 연구 논문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각 연구 단위별로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국내 학위 논문과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학위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캄보디아’ 혹은 ‘Cambodia’를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물을 시기별과 분야

별로 정리했다. 시기별로는 1991년 이후 10년 단위로 논문 제출 현황을 분석했

고, 분야별로는 5개 분과인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 포함), 경상계열, 어문학 및 역

사, 사회 및 문화 그리고 이공계열 및 기타로 구분했다.  

국내에서 수여된 석사논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2000년대 

중반에 양국 간의 정치 및 외교의 교류 확대와 경제적 교역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된 논문이 양적으로도 증가했다. 둘째는 국내의 캄보디아 유학생 수가 증

가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논문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캄보디아 유학생들

의 석사학위 논문은 지역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 정보로서는 활

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국내 학위 논문 제출 양상을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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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석사학위 논문 제출 현황은 그림 3과 같이 1991~2000년까지 총 4편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정치 및 국제관계 분야가 3편이고 사회 및 문화가 1편이었

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제출된 논문은 총 40편으로 1990년대 발표된 논문

의 10배였고, 연구 분야도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 11편, 경상계열이 16편, 어문

학 및 역사가 3편, 사회 및 문화가 1편 그리고 이공계열과 기타가 9편으로 다양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1~2014년까지 3년간 제출된 논문은 총 57편으로 과

거 10년 동안 제출된 논문보다 많으며,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가 14편, 경상계열

이 17편, 어문학 및 역사 8편, 사회 및 문화 6편, 이공계 및 기타 12편으로 증가

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학위 논문의 양적 증가는 국내 대학에 진학한 

캄보디아 유학생들의 연구논문이 제출되면서부터이고, 2011년 이후 학위 논문 

제출의 양적 증가는 국내 학생들의 현지 방문 및 봉사활동 등의 경험이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국내 학생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국내 학생

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 비율은 전체 제출 논문의 51%를 차지한 52편이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가 23편, 경상계열 10편, 어문학 및 역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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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석사논문 분야별 수여 현황(국내 학생 및 국내 유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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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사회 및 문화 8편 그리고 이공계 및 기타가 8편이다. 국내 학생의 연구 분야

는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 논문이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캄

보디아 간의 외교, 국제관계 그리고 국제개발 등의 교류가 확대되었음을 반영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계열도 19%로 경제적 교역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 및 문화와 이공계 및 기타가 각각 15%, 그리고 어문학 및 역사가 

5%를 차지했다. 지역연구의 핵심적인 분야인 언어,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분야

에서는 여전히 학문 후속 세대들의 관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국내 유학생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석

사논문의 49%이다. 논문 제출은 주로 2008년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의 16편과 경상계열의 26편으로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

다. 이는 2005년 이후에 정부의 공적 개발원조의 지원과 국비 장학금이 증가하

면서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다.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의 특징은 이론적 체계에 기반

을 두지 않고, 지역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다. 또한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활용

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주로 정부의 공적 데이터와 UN 및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국가 정보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있으

나,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원인과 결과의 증명이라는 대원칙에서는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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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학생 석사학위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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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공계열, 어문학,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일부 연

구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 방문 및 조사 등 실증연구를 수행했으나(라이쏙랭, 

2013; 응 만디, 2013), 여타 논문들은 모두 문헌 분석에 그치고 있다. 

국내 캄보디아 연구자의 박사학위는 주로 국내 대학에서 취득했다. 박사학

위 논문은 개인의 관심과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제

나 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논문을 제출하게 된다(김형종, 2013). 국내의 최초 박사학

위 논문은 조영희가 2006년 인하대학교에 제출한 “정당다원주의 이후 캄보디아

의 정당정치와 선거”에 관한 정치학 논문으로 현지의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정

부 부처의 자료를 수집했고, 선거 분야의 담당자를 인터뷰하여 이를 논문에 반

영한 정치학 분야의 실증연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이종삼이 2007년

에 건국대학교에 제출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가 있

으며, UN 트레이드(UN Trade)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3년 후인 2010년에는 

천순주가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에 제출한 “캄보디아산 상황버섯으로

부터 마우스 흑색종세포의 티로시나아제 억제 및 마이크로캡슐 화장품개발” 논

문이 있다. 2013년에 제출된 황인천의 박사학위 논문은 식물학 분야의 연구로 

“캄보디아의 양치 및 석송 식물상”을 주제로 연구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제출

된 국내 박사 논문은 정치 분야 1편, 경상계열 1편과 이공계열 2편이고,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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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유학생 석사학위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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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캄보디아 관련 어문학, 역사 그리고 사회 및 문화에 관련된 국내 학생의 박사 

논문은 제출된 바 없다.   

국내 유학생에 의해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은 6편 중에 4편이 국제개발과 관

련된 것이고(Chhay, 2006; Chamroe, 2007; Sang, 2010; Sopheak, 2010; Ky, 2012), 1편은 의학 

논문(Kongkea, 2013)이며, 1편은 베트남 유학생 응엔 반 뜨렁(Nguyen Van Trung, 2013)

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제출했다. 유학생들의 논문 역시 언어, 역

사, 사회 및 문화 관련 논문은 없다. 

표 1  국내 박사학위 수여 현황 

저자 연도 논문명 대학교

Chhay Kongkea 2006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in Cambodia 전남대학교 

조영희 2006 정당다원주의 이후 캄보디아의 정당정치와 선거: 안정

성·경쟁성·대표성·통치성에 대한 분석

인하대학교

Chamroe un 

Sok

2007 (A)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ment Innovations 

in Asian Countries: Applicability to the Cambodian 

Government 

안동대학교

이종삼 2007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천순주 2010 캄보디아산 상황버섯으로부터 마우스 흑색종세포의 티

로시나아제 억제 및 마이크로캡슐 화장품 개발

대구한의대

학교

Sopheak 

Cheang

2011 Essays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ICT4D): Case Study on Performance 

and Adoption of Telecenter in Cambodia

서울대학교 

Ky Sereyvath 2012 Economic Analysis of the Cassava Farming in 

Cambodia

창원대학교 

Nguyen Van 

Trung

2013 (A)Land Cover Variation Model Accommodating 

Flood Dynamics in  the Tonle Sap, Cambodia, 

Derived from ALOS PALSAR and Optical Data

연세대학교 

Kongkea Phan 2013 Arsenic Geochemistry and Health: Risk Assessment, 

Bio-marker and Epidemiology in the Mekong River 

Basin of Cambodia 

광주과학기

술원

황인천 2013 캄보디아의 양치 및 석송 식물상 전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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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KERIS, KSI, KISS, DBpia)에 등록된 국내 학술지 논문 사이트를 이용해 ‘캄보디아’를 

주제어로 검색한 후에 등재 및 등재 후보지만 선별하여, 시기별로 1991년 이후 

5년 단위로 게재 추이를 분석했다. 

그림 6의 현황을 보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여 년간 총 60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정치 및 국제관계가 18편이고, 국제개발 6편, 경

제 및 경영 8편, 인문 및 역사 7편, 사회 및 문화 9편, 이공계열 8편 그리고 기타

가 4편이다(여기서 기타에는 기독교 선교 논문도 포함된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지역연구 주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로서 국제관

계와 관련된 논문(김성수, 1991; 이병도 1991; 차두현, 1992; 남창희, 1994)이 있는데, 이는 당

시 캄보디아의 상황인 개혁개방, 내전 종식, 평화협정 등의 과도기 상황을 그 토

대로 하고 있다. 1997년을 기점으로 연 평균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학자는 대륙부 동남아 역사인류학자인 조흥국이다. 그는 1997년

“17세기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의 정치적 관계”(조흥국, 1997), “캄보디아 화인사회

의 형성과 발전”(1999) 등의 연구를 했으며, 현지의 역사적 사료를 상세히 검토한 

연구 결과물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전순신의 “프레아 뷔히어 사원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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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술지 논문 현황(KCI 등재 및 등재 후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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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999) 연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다. 이은

구는 “캄보디아에서의 힌두교”(2000)와 같은 종교,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갈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2000년대에는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조영희의 

“캄보디아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2009)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운

동”(2009) 연구, 박성관의 “캄보디아의 정치적 파벌과 민주화과정”(2003), 이동윤의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 타율적 민주화의 한계”(2005), 정연식의 “캄보디아

의 선거과정: 정치적 기능과 의미”(2006), “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 선거권위주의

의 공고화”(2009) 등이 대표적인 정치학적 관점의 논문들이다.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소수 연구자에 의해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김은영의 

“프랑스의 문명화 소명과 탈식민화된 캄보디아의 정체성 아이러니”(2011), 임익

성이 2013년 발표한 “캄보디아 씨엠립의 유적과 주민생활에 대한 연구”와 정미

경의 “캄보디아 화교사회의 사회 및 경제 네트워크”(2012) 등이 있다. 

경제 및 경영 분야는 경제 협력과 경제 개발에 관련된 연구로서 박준근 외가 

발표한 “가격중심의 캄보디아 쌀 공급 분석 연구”(2006), 성장환·장인석의 “지

역개발 여건을 감안한 캄보디아 SEZ 개선”(2010), 김봉철·이준표의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지배구조의 특징”(2011) 등이 있다. 그 외에 나희량의 “경제위기와 

달러화현상 3국 비교연구”(2011), 김걸·정진도의 “캄보디아 지역격차 분석을 통

한 균형개발 방안 연구”(2011)가 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이규성 외의 “캄보디

아 농업투자 환경에 관한 연구”(2011), 이전우·Sereyvath Ky의 “캄보디아 경제

발전과 ODA”(2011), 정미경의 “ODA 지원 형태과 참여유형 3국 비교”(2012), 그리

고 박세나·고길곤의 “해외 새마을운동의 정책변형 분석의 2국 비교연구”(2013)

가 있다. 그 외 이공계열의 논문 중에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김정훈의 “캄

보디아 내륙수로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편익추정”(2009), 박준현 외의 “캄보디

아 교잡종 옥수수의 생육, 수량 및 뿌리 특성”(2013) 등이 있다. 학술지 논문 기준

으로 캄보디아 연구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핵심 연구자3 그

3　여기서 핵심 연구자라고 함은 지역의 언어, 역사, 문화 등에 지식을 갖추고, 사회과학적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지역 전문가를 의미한다. 지역연구자에 대한 개념 정의는 루덴과 맥도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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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공자 및 비전공자의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에

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단행본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에 비하면 캄보디아 연구에 대한 단행본의 발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기행문, 여행, 언어, 역사서 등 전체 45편 정도가 있다. 이 중에서 

언어와 여행안내서가 19편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문화 관련한 서적은 2편이고 

역사서는 8편이지만 대부분 주변 3국을 모두 포함하고, 단독 역사서는 1편이 있

다. 서적 출판은 주로 2001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그림 7 참조). 

2. 라오스  

라오스는 인구가 670만 명(2013년 기준)이고 이 중 수도인 비엔티안에 거주자가 

70만 명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1.1배이며 열대성 기후다. 지리적으로 중국, 미얀

마,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에 둘러싸인 고립 국가이면서 대륙부 동남아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Macdonal, 2004; Ludd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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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캄보디아 연구 관련 단행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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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종족은 공식적으로 68개 소수 종족이 사는 것으로 추

정되나,4 행정 관리를 위해 3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① 라오룸(Lao Loum: lowland 

거주자: 60%), 12개 소수 종족이며, ② 라오퉁(Lao Theung: midland 거주자: 30%), 해발 

700미터 이상에서 거주하는 36개 소수 종족이고, ③ 라오쑹(Lao Soung: highland 거

주자: 10%), 해발 1,000미터 이상에서 거주하는 20개 소수 종족이다. 종교는 상좌

부 불교도가 전국민의 67%이고, 토착신앙 및 기타 종교가 33%를 차지하고 있

다. 경제적 규모는 서비스업이 40%, 농업 34%, 제조업이 26%이다. 주요 수출품

은 목재류, 커피, 전력, 구리, 동, 금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류 및 장비, 차량, 연

료, 소비재 등이다. 최근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환금성 작물(cash 

crop)이 별도로 재배되어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비록 일찍이 경제적 개

혁개방을 하였으나 정치 및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동아시아의 사회주

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4　2010년 유네스코의 조사에 의하면 라오스 전국에 소수 종족으로 구별되는 수가 83개 족으로 보

고되고 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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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크마이

그림 8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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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란쌍 왕국(1353~1893)에서 ‘라오스(Laos)’라

는 국명이 기원된다. 란쌍 왕국의 건립을 앙코르 제국이 도운 것으로 역사는 기

록하고 있으며, 당시 수도는 루앙프라방에 두었다. 란쌍 왕국의 전성기는 1790

년대로, 태국 시암 왕국과의 정복전에 패하면서 왕조가 해체되고, 1827~28년 태

국의 라오스 침공과 약탈로 역사사료들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조흥

국, 2013: 242). 또한 태국과 프랑스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해 1893년 프랑스 식민 지

배 하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라오스를 ‘원료 수급지’로 활용했는데, 당시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상업 농장이 전국에 건립되었다. 남부 지역의 경우는 캄

보디아와 같이 쌀 생산지로 생산 전량 유럽으로 송출됐다. 

라오스는 195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주변국과 함께 공산 혁명과 베

트남전의 영향으로 1975년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라오민주공화국(Lao 

PDR)을 수립한다. 한국은 1974년 6월 22일 수교를 맺었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은 

1975년 7월 25일에 단교를 했고, 20년이 지난 1995년 10월 25일에 재수교를 했

다. 라오스와 북한은 1974년 6월 24일 수교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맹 관계

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975년 라오스의 공산화는 캄보디아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 및 외교적 역사 변화는 한국 학계에서 라오스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북한과 수교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20년 넘게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때로는 접촉을 제한하기도 했다. 비록 1995년 10월 

외교적으로 재수교 관계를 맺었으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인프라가 취약함으로 인해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학계의 

라오스 연구에 대한 현황에서도 동 시대에 두 국가가 처한 상황이 잘 반영되고 

있다.   

1)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국내 학위 논문과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학위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라오스’ 혹은 ‘Laos’, ‘Lao PDR’을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물을 시기별, 분

야별로 정리했다. 시기별로는 1991년 이후 10년 단위로 논문 제출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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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분야별로는 5개 분과인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 포함), 경상계열, 어문학 및 

역사, 사회 및 문화 그리고 이공계열 및 기타로 구분했다. 

우선, 국내 석사 논문 중에서 라오스 연구를 살펴보면, 캄보디아와 같이 국내 

학생과 국내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전체 석사학위 논문 현황을 그림 9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는 3

편의 논문이 있었고, 2006~10년까지 15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2011~14년

까지 26편이 제출되었다. 이 중 정치 및 국제관계(개발)는 11편, 경상계열은 10

편, 어문학 및 역사는 7편, 사회 및 문화 1편 그리고 이공계열 및 기타가 15편

이다. 라오스도 캄보디아와 유사한 형태로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5년 이후부터 국내에 들어온 라오스 유학생들에 의한 증가다. 국내 학생들

이 라오스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는 2011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부록 2 참조).

그림 10을 살펴보면 국내 학생들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 비율은 전체의 36%

인 16편이다. 2005년 이전까지는 단 1편의 논문만 발표됐다. 최영옥의 “아세아 

지역 5개국 초등교육과정 현황”(1968)에서 라오스를 하나의 비교연구 사례로 넣

었다. 그 이후 2006년 손수학의 “라오스산 사파이어에 대한 광물연구”가 발표되

었고, 이춘자 외의 “라오스 수집 고추의 역병 저항성”(2007)과 손기준의 “라오스 

수집 고추의 세균성점무늬병 저항성”(2007) 등이 제출되었다. 2009년 이후부터는 

국제개발과 관련된 논문이 다수 제출되었다(조현아, 2009; 류상희, 2011; 안세진, 2013;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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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내 석사학위 분야별 수여 현황(국내 학생 및 국내 유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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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2013; 최희영, 2013). 이공계열과 기독교 선교 등의 논문도 총 8편이 있었다. 사

회 문화에 관련된 논문은 김수은의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표현 수행

양상연구: 비교문화 화용론의 관점”(2013)으로 주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이다.

그림 11은 국내 유학생이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총 28편이 있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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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 학생 석사학위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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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유학생 석사학위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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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경제무역 투자 관련 1편(분턴, 2005)과 “라오스의 좌표변환”에 관련한 지리

학 논문 1편이 있다(Phanthourath, 2005). 그리고 2008~14년까지 총 26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대 라오스 공

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국비장학금 대상을 라오스 학생 및 공무원들에게 확대

하고, 이들을 국내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국내의 라오스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은 정미경이 2007년 고려대학교에 제출한 “상좌부불교와 

경제발전: 라오스 사례연구”다. 정미경의 논문은 종교문화와 경제와의 관계라는 

사회경제적 관점의 논문으로 2000~06년까지 6년간 현지조사 및 주민 심층면

접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2년 미드웨스트

(Midwest)대학 신학부에 제출한 이종현의 논문은 “루앙프라방 지역의 지역 NGO

를 통한 선교”에 관련한 연구이고, 현지 방문 및 조사를 병행한 실증 연구다. 

국내 유학생의 논문으로는 2005년 악홈 쁘라셋(Akhom Praseuth)이 한국해양대

학교에 제출한 “서비스 품질 모형에 의한 교통산업 실증 분석”에 대한 연구다. 

그리고 2012년 찬싸몬(Chanhsamone)이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라오스의 훼손된 

열대 활엽수림의 복원을 위한 천연갱신과 수종보안식재후 묘목생장 연구”로 산

림과학과 관련된 연구다. 국내 유학생의 연구는 주로 이공계열의 논문으로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없다.

표 2  국내 박사학위 수여 현황 

저자 연도 논문명 대학교

Akhom 

Praseuth

2005 An Empirical Study on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y un Lao PDR

한국해양

대학교

정미경 2007 Theravada Buddh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Mainland Southeast Asia: A Case Study of Laos

고려대학교

이종현 2012 A Study on Effective Evangelization of the 

Luangpabang Laos Area through the Local NGO

 Midwest 

University

Chanhsamone 

Phongoudome

2012 Natural Regeneration and Seedling Performance after 

Enrichment Planting for the Restoration of Degraded 

Tropical Mixed Deciduous Forest in Lao PDR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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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등록

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이용해서 라오스를 주제어로 검색한 후에 등재 및 등재 

후보지만 선별했고, 시기별로 1991년 이후 5년 단위로 게재 추이를 분석했다. 

라오스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주로 이루어졌고, 라오스 관련 전공 학자보다는 

태국 및 베트남 전공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학술지 논문은 총 

37편으로 1991~95년 3편, 1996~2000년까지 6편, 2001~05년까지 3편, 2006~10

년까지 11편 등 연간 2.2편이 발표되었다. 2011~14년까지 14편으로 연간 평균 

4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6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

다.

그림 12와 같이 주제별로 살펴보면, 정치 및 국제관계가 5편, 국제개발이 8

편, 경제 및 경영이 4편, 인문 및 역사가 3편, 사회문화가 6편, 이공계열이 9편, 

기타가 2편으로 분포되어 있다. 정치 및 국제관계 분야에서 주로 체제전환과 개

혁개방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성주, 1996; 2003; 정남모, 2007). 역사와 사

회 문화에서는 조흥국의 “라오스 소수민족정책과 소수민족 차별”(2010),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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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학술지 논문 현황(KCI 등재 및 등재 후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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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19세기 초 상호관계에 대한 라오스와 태국의 역사인식 차이”(2013)가 있다. 

라오스 화교사회 연구는 정미경의 “라오스 화교사회의 재건과 중국과의 관계”

(2013)가 있고, 외국인 학자로 국내 등재지에 글을 낸 에도 안드리세(Edo Andriesse)

의 “라오스의 변경 자본주의 대 캄보디아의 세습 과두제”(2013)가 있다. 국제개

발 분야에 대한 연구 역시 2009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ODA 정책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라오스 중심의 공적 개발

원조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분석”(조현

아, 2009), “라오스 교사 대상 ICT 활용교육 연수 적용 사례연구”(류진선 외, 2010), 그

리고 “Insufficient Partnership, Ineffective Foreign Aid, and Public Education 

in Laos”(정미경, 2013a)는 모두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경제 및 경영 

분야에서는 라오스 기업법(김동훈·이준표, 2011)과 경제 위기와 달러화에 대한 3국 

사례연구(나희량, 2011)가 있다. 언어 분야에서는 정환승이 발표한 “태국어와 라오

스어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2009)가 있다. 이공계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

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리정보(조명희, 1994; 조명희 외, 1995), 식물학(장현유 외, 2007; 이

춘자 외, 2008; 이호선 외, 2013) 그리고 산림학(차준희·윤여창, 2007) 등의 논문이 있다. 

0

2

4

6

8

10

12

권

~2000 1 2 1 4

2001~2010 3 1 1 4 9

2011~ 5 1 3 2 11

정치 및
국제관계

문학 및
기행

언어 역사 사회 문화 여행 전체

그림 13  라오스 연구 관련 단행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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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행본 

라오스 관련 단행본의 발간 현황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와 유사하다. 여행서

와 기행문이 15편으로 전체 63%를 차지하고, 역사 및 사회 문화 관련 도서는 라

오스 단독을 연구한 책보다는 캄보디아를 포함하거나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포

함한 도서들이다. 역사서도 라오스의 오랜 역사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해서 장

기적으로 학문적 연구에 기반이 될 만한 단행본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서적 

출판도 2001년 이후에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1.4권이 발

간되는 정도로 라오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III. 캄보디아와 라오스 연구의 특성

국내에서 캄보디아 연구가 시작된 때는 199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매우 

짧고,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문

적 관심사로 혹은 지역연구의 가치성을 확보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국내·외적

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캄보디아에 관련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극소수에 불

과하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캄보디아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도 부재하

고, 지역 언어 및 사회과학을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하여 연구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 아직은 없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개인적인 관심 

혹은 주변 국가와 연계된 연구, 그리고 정부의 지역 관련 정보 요청에 따른 보고

서 등이다. 지난 20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사회과학에서 정하고 있

는 지역연구의 조건을 갖춘 논문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즉, 지역연구의 필수 조

건인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단절됨으로

써 나타난 현상이고, 지역연구의 가치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데도 원인

이 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관련 주제의 학위 논문 제출 역시 국내 학생보다는 국내 

유학생의 논문이 많은 편이다. 지역연구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학생들의 관심과 학문적 기반 수립이 중요하다. 물론 국내 유학생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유학생들의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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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현상은 자국의 정부나 상황에 필요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데이터

에서도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요청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

한 사회과학적인 접근과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 연구의 최근 현황은 아직 지역연구로서 가치와 위치가 확보

되지 않았다. 물론 연구의 질적인 깊이는 연구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양

적인 조건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IV. 결론

한국과 캄보디아, 한국과 라오스 간의 관계는 지리적 단절뿐만 아니라 이념

적 단절도 포함한다. 21세기에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와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두 국가도 우리 학계에서 지역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그 가치성이 

중시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즉, 국내에서 단과 학문으로 아직 학계에 자리

를 잡지 못했고, 지역연구의 기초가 되는 언어 교육 및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부분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과 한 국가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층도 매우 낮다. 

특히, 태국, 베트남, 미얀마와 같이 지역연구의 기초가 되는 언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국내 학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논문들이 경제 및 정치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있

다. 이들 논문은 정량적 측면에서 단기간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기여

할 수 있겠으나, 그 연구의 깊이가 낮아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 

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둘째, 경제 및 정치적 접근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반

면, 사회 문화, 역사, 언어, 종교, 인류학 등을 연구한 결과는 매우 적다. 이는 곧 

국가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과정

에서 상호 문화적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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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연구의 기초가 되는 언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심도 있게 해석해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에 이 두 국가를 지역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언어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연구의 환경과 체계가 수

립되기 이전까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연구의 양적 수준에 나타나는 한계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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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and Laos conducted in Korea since 1990s, in order to offer 

detailed specifics on regional issue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ith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ambodia and Laos, there has been 

an increased call for the need of regional studies on these areas, along with 

the rise in foreign aid. Historically speaking, Cambodia and Laos restored 

their diplomatic and economic ties with Western nations at the time of 

their declaration for economic reform mid-twentieth century. 

As for the case of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Laos formed its 

diplomatic ties with Korea in 1995, and Cambodia, in 1997, which opened 

up economic,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Korean and the 

two countries. Since there has been a twenty-year gap of missing academic 

research during the period of broken ties, only limited researches could be 

carried out by interested scholars, and the same goes for Cambodia and 

Laos studie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spite these 

drawbacks, however, efforts for researches on Cambodia and Laos must 

not go regarded as unimportant. This study analyzes researches conducted 

on these two regions provide practical resear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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