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라오족(Lao of Laos)

인 구 : 2,74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메콩강 계곡, 캄보디아 국경 서부 루앙 프라방, 라오크랑 - 나콘 사완, 나콘 파톰        

         지역(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라오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 1.9%

성경번역 : 전권 (1932년)

개요/역사

  라오족 사람들은 라오스의 저지대에 살고 있다. 그들은 메콩과 유역과 둘러쌓인 도시, 캄보디아 

국경 주변 루앙 프라방에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라오’라고 불리며, 타이족어 방언과 같은 

어족(語族)이다. 수세기 전 라오족은 중국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혹독한 압박으로 점점 남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18-19세기까지 메콩강 유역으로 남하하게 되었다. 2차대전 사이 라오왕

국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교체되었으며, 많은 라오족 사람들이 버마, 태국, 라오스로 도망쳤다.  수 

년 동안 라오스는 다른 민족들과의 갈등들로 인해 전쟁터가 되었다. 

생활양식

  대부분의 라오족 사람들은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면화재배와 누에고치, 코코

넛, 다양한 과일들을 재배한다. 물소를 사용해 밭을 경작하며, 몇몇 농부들은 대장장이, 목수, 메콩

강의 사금채취를 하는 광부와 같은 일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라오

스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며, 중국인 상인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변이나, 길 주위에 

마을을 형성한다. 마을을 10가정에서 100가정이 넘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라오족의 가옥은 

전통적으로 나무 또는 대나무로 만든다. 집에서 돼지, 염소등과 같은 가축들을 방목하며 키우고 있

다.



불교사원은 마을의 중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나누어져있는데, 종교적 지도자와 

사회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나뉘어져 있다. 라오스 사회에는 더 이상 엘리트가 존재하

지 않으며, 그들의 사회구조는 가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결혼 전 무분별한 성생활은 일반적이다.

라오족의 상류층사람들은 비엔티엔, 루앙 프라방, 메콩강 유역과 같은 몇 몇 지역에 집중되어 거주

하고 있다. 라오족 상류층 사람들은 서구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향이다.

라오족은 다양한 전통 공예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베틀짜기, 바구니 만들기, 목재 벌목, 금은세공과 

같은 일을 한다. 또한 라오족은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케네’라고 불려지며 잘 알려진 

대나무 악기가 있다.  

종교

  라오족은 절반 이상이 불교도들이다. 전통적으로, 젊은이들은 불교사원에 들어가 3개월동안 불교

에 대하여 배운다. 라오족 불교도들은 바른생각과 제의적 의식, 자기부인으로 통해 죽음에 이르러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령숭배를 함께하는 라오족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두려워하며, 

제사나 의식등을 통해 신들을 달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존재에 대하여 믿기를 죽음과 

탄생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믿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라오족의 1/3은 불교와 정령숭배가 혼합된 민속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적존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신”이다.  

필요

  과거 라오족은 참혹한 전쟁과 피흘림에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내면의 치유와 함께 

진정한 영적 소망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들을 둘러싼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기도제목

1. 주님께서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자.

2. 주님께서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라오족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길 기도하자.

4. 성령께서 라오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복음이 그들에게 심기게 하시길 기도하자.

5. 라오스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자.

6. 라오족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