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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화전농업 *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라오스 개황 및 농업1)

1.1. 라오스 개황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라 한다)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

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바다로의 접근성이 없는 내륙국

이다. 매해 2.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1995-2005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Lao National 

Statistics Centre), 인구는 약 651만 명(2012년 예상치, Lao Statistic Bureau)이다. 국토면적

은 236,800㎢로 인구밀도는 1㎢에 약 27.5인으로 매우 낮다. 라오스는 16개의 도와 수

도인 비엔티엥을 포함한 17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도 비엔티엥의 

인구는 약 75만 명이다. 수도를 제외한 16개의 도에 인구가 비교적 낮은 밀도로 분포

하고 있다. 특히 산악지역인 북부 지역에는 1㎢ 당 20인 정도의 저밀도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수도인 비엥티엥을 제외하고 국토 전체적으로 저 밀도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메콩 델타 지역의 1㎢ 당 500인 이상의 고밀도 인구 밀집지역

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라오스가 이처럼 낮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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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도 있지만, 수세기에 걸쳐 행해진 영토분쟁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5년간의 

내전 등 지정학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종족별로는 약 55%의 라오족과 나머지 약 

45%를 이루는 다양한 소수민족 그룹들로 구성된다(Lao National Statistics Centre). 

그림 1  라오스의 17개 광역행정구역

     자료: 유엔(United Nation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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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라오스의 농업·농촌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약 70%의 인구가 농업

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농업GDP는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김태윤 외, 2011). 

라오스의 농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작물 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영구 경

작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간의 경사지에 화전을 하는 것이다.

  라오스의 농업 지역은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메콩강 주변에 형성된 6개

의 저지대를 기반으로 하는 평야지역은 라오스 전체 논의 80%가 분포되어 있는 라오

스 유수의 농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1,500~1,700mm로 찰

벼 재배가 주류를 이룬다. 둘째는 북쪽 및 베트남 국경에 접한 산악지대로서 메콩강의 

수원지역이기도 하다. 주로 화전에 의해 밭벼가 재배된다. 셋째는 북부 셍쿤과 남부 

보로벤 지역으로 대표되는 표고 1,00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지형으로 셍쿤 지역은 축

산과 채소, 보로벤 지역은 커피, 야채, 과수 등의 작물을 생산한다(박시현 외. 2013). 

  라오스 국토면적 2,380만ha 중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백만ha에 달한다. 하

지만 이중 약 17%(85만~90만ha)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경지로 

활용되는 농지의 80%에서 쌀이 재배되고 있을 정도로 라오스의 농업은 벼재배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농민들의 97%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의 93%에서 자가소

비용도의 쌀을 재배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2005년 257만 톤에서 2010년 32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라오스의 벼 재배 면적과 수확량

쌀 생산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우기논벼재배면적(ha) 569,750 618,820 604,147 619,950 656,471 627,865

건기논벼재배면적(ha) 61,030 68,500 71,400 94,072 94,309 108,410

밭벼(ha) 105,240 108,225 105,696 111,523 122,116 118,839

총면적(ha) 736,020 795,545 781,243 825,545 872,896 855,114

우기논벼수확량(tons) 2,082,100 2,161,400 2,193,400 2,321,110 2,468,750 2,468,750

건기논벼수확량(tons) 271,100 310,000 329,200 439,200 452,050 512,430

밭벼수확량 (tons) 214,800 192,300 187,450 209,600 224,000 226,880

총수확면적 (tons) 2,568,000 2,663,700 2,710,050 2,969,910 3,144,800 3,208,060

자료: Par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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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오스 화전농업

자료: 원자료 Vanthong Phengvichith 2009. 박시현 등. 2013.

  라오스의 벼 재배 방식은 논벼재배와 화전에서의 밭벼재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는 라오스의 건기와 우기의 강우 패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논벼 재배는 메콩강

유역의 평야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논벼 재배는 우기 시 천수답에서 행해지나 

최근에는 근대적인 관개시설을 갖춘 논에서는 건기/우기 재배가 가능하다. 화전재배의 

경우 국토의 85%를 형성하고 있는 산간부의 경사지에서 주로 우기에 행해지고 있다.

  쌀을 제외한 중요한 작물로는 고무, 사탕수수, 커피, 사료용 옥수수 등이 있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는 농가의 중요한 환금작물로서 그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라오스의 화전농업

2.1. 개요

  라오스의 국토는 80%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화전농업은 라오스 산악지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벼 재배 면적의 40%가 화전농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

는데 보통 논에서 재배되는 물벼와 달리 화전에 의해서 재배되는 벼는 밭벼라고 한다.

  화전농업은 식생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휴지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

속가능한 농법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지력이 회복되기까지는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산간 화전지역에 다른 지역주

민들이 이주함에 따라 화전의 휴지기간이 점차 짧아져 평균수확량이 매우 낮고1) 휴지

 1) 라오스의 화전농업에서 주로 재배되는 육도(밭벼)의 경우 정곡기준으로 평균 1.5t/ha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논벼의 평균수확량은 정곡기준 5.0t/ha정도 이다.



세계농업 제161호 | 5

기간이 짧은 파괴적인 화전농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라오스에서 화전은 다량의 목

재 벌채와 함께 산림파괴 및 생태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화전농업은 새로운 농지를 만들기 위해 원생림을 베어내고 화전을 일구는 이동식 화

전2)과 수년간의 주기로 몇 군데의 화전을 순회하는 순환식으로 나뉜다. 라오스정부 차

원에서 주로 규제(또는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삼림훼손의 주원인이 되는 이동식화전이

지만 최근에는 지방 단위에서 순환식 화전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휴지기간이 짧은 파괴적인 화전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데에는 인구증가 등의 내부적

인 요인만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과 산업용 식목사업의 확대, 라오스정부에 

의한 촌락이전 촌락합병정책, 토지 삼림분배사업 등 외적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2.2. 토지이용제도와 화전농업

  라오스의 화전농업 관련 정책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라오스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0년대 초부터 인민혁명정부는 벼농사

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방식의 집단화는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농장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합작사의 상황에 관해 기술한 자료(財団法人海外農業開発コンサルタント協

会. 1997)에 의하면 합작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작사라고 불릴만한 것

은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라오스정부 스스로도 농업의 집단화가 종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벼농사의 집단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화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증대되었다. 1982년 라오스의 인민혁명당 제3차 당대회 문서에서는 화

전농업에 의한 삼림채벌의 제한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1986년 제4차 당대회 문서

에서는 화전농업의 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89년에 개최된 제1차 전국산림

협의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산림파괴면적을 70%까지 회복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1996년에는 산림법이 제정되어 토지산림 분배사업이 실시되었다. 

2.2.1. 토지 사용권 확대와 토지 산림 분배 사업

  라오스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확

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1989년 토지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토지는 국가의 재산에 

 2) 개척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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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만, 국민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1991년 헌법은 다시 한 번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지만 개인은 그 사용을 보장받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92년 법령에 의해 정부의 허가 아래 라오스 국민간의 토지 사용권 매매, 임차, 교

환 등이 인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과거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마을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그것을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법령과 토지세제가 정비되었다. 그 전까지는 쌀 경작지에 관한 납세는 

생산물로 그리고 납세량은 토지의 생산성을 판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쌀농사 

이외의 경작지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던 것을 새로운 제도에서는 과세율도 토지

의 지목별로 설정하여, 납세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개인의 토지사용권을 확대하고 삼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6년 산림법이 제정

되었다.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은 <표 2>와 같이 5개로 분류되었다.

분류명 특징

생산림 
보전림 
보호림 
재생림 
황폐림 

    주민에 의해 목재벌채 등 이용이 가능한 목재
    동식물의 보전을 위한 산림
    수원의 확보,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산림
    2차림 등의 재생중인 산림
    산림회복을 위해 식재가 필요한 산림

표 2  산림법(1996년)에 의한 산림의 분류

 자료: 박시현 등 2013.

  <표 2>의 산림구분에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생산림만 해당된다. 토

지산림분배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화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

되어 휴지기간이 감소하고 밭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산림법에 의한 분류에 의해 토지산림분배사업(Land Forest Allocation, LFA)이 실시되

었다. LFA는 식생 등의 토지 상황과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국토지를 구획하고 그 구

획별로 관리 권한의 소재와 이용 및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잠재 농지나 황폐한 토지를 개별 세대에 분배함으로써 상품 작물의 재배와 

식림, 축산을 촉진하고 마을 영역내의 삼림을 마을에 분배하여 지속적인 삼림관리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MAF, 2005). 특히 이 사업은 화전이동경작을 억제하여 

삼림을 보호하는 한편 정착농업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식량생산을 증대시키며, 환금 작물의 재배와 이를 통한 수입 증대를 얻을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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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이 사업은 화전을 방지하고 삼림을 보전하여 국가의 세입원이 되고 있는 

고가의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장기

간 토지 사용권의 확보를 통한 생계안정, 토지분배에 의한 농업생산 향상, 마을 간 또

는 마을 내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의 주요 내용

은 촌락의 경계 결정, 신규 농경지의 개인 분배, 촌락 내 삼림의 이용구분이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1990년 초반부터 라오스 북부의 르앙프라방도를 시작으로 시

험적으로 추진되다가 삼림법이 공표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LFA는 스

웨덴국제개발청(SIDA)과 독일개발협력공사(GTZ) 등의 2개국 원조기구와 국제기관, 

NGO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1996~2003년 라오스 전국의 약 50%에 이르는 약 

5,400개의 마을에서 토지산림분배사업이 실시되었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마을을 단

위로 <표 3>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다.

단계 항 목 내 용

제1단계 준비 실행요원 연수, 기자재 준비, 마을과의 사전협의

제2단계 마을과 협의 마을 영역의 조사, 토지이용구분, 삼림조사, 토지이용도 작성 

제3단계 정보수집 토지소유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사회경제상황 및 주민 수요 조사

제4단계 마을주민전체 협의 마을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분배 회의

제5단계 실시측량 농지 측량

제6단계 최종 정리 토지 및 삼림 소유권 위양

제7단계 보급 촉진 토지관리 보급 촉진

제8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정기 모니터링, 잠정 토지이용증서을 받은 토지의 평가

표 3  토지산림분배 추진 절차

자료: 원자료는 라오스 농림부형 822호 토지삼림분배사업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농림부령(1996). 여기서는 橫山智 등(2008) 인용. 

   분배된 토지와 산림에 대해서는 1997년에 제정된 토지법에 기초하여 등기가 이루

어 졌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한 토지사용권은 상속, 양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었다. 명목적으로 라오스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

하고 있는 셈이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화전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 성과는 

반드시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부 산간지에서는 화전경작지가 제한되어 충

분한 휴지기간을 두지 않은 채 화전을 행해 정책의 원래 목적과는 반대로 삼림황폐가 

발생하였다. 또한 분배된 농업용지에서도 정부의 지원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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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금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화전만이 금지되어 마을 주민이 

오히려 가난해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富田普好け. 2010).

  토지산림분배사업으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에 제한이 가해지고 이동경작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는 휴경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기존의 토지를 최대한 경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토양의 비옥도가 저하되었으며 밭벼의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토지

산림분배사업으로 농가의 쌀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농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역으로 화전의 면적을 확대한 경우도 있다. 산림보전이 목적이었던 토지산림

분배사업은 반대로 산림 감소를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이후 산림이 훼손된 원인으로 지역성을 중시한 산림 구분이 이뤄지

지 않은 점과, 평지 농업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논 면적이 충분하지 않

고 논 농업의 재배기술도 향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사지로부터 평지로 농가를 이동시

킨 것은 농가의 식량부족문제를 가져왔고, 농가는 평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경사지 

산림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여전히 화전농업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라오스 농림부는 2000년 이후 산간부의 농업정책을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평야부 산간부

・상품작물의 도입과 집약화, 가축사육의 확대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농업비지니스의 확대
・조사의 촉진
・농산품의 품질향상
・농촌금융의 개선
・주민참가에 의한 건기작의 확대

・생태 및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한 토지산림분배사업의 실시
・주민참가형 토지분배 
・주민참가형 자연자원관리
・산림복합경영 도입
・농민요청 기술 도입
・소액금융 도입
・시장 접근성 개선

표 4  2000년 이후 라오스정부의 산간부 농업정책(평야부와 비교)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2006. 박시현 등 (201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스정부는 1990년대 주민을 산림으로부터 밀어내

려는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2000년 이후에는 주민의 이용을 포함한 자연자원보호와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의 이용 및 보전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화전금지 정책은 변함이 없었는데, 2001년에 개최된 제7차당

대회에서는 2010년까지 화전농업의 완전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

에는 화전농업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화전은 환경

문제와 함께 지역개발 및 빈곤타파와 연관지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화전농업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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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산림의 보전과 빈곤타파 양쪽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간지에

서 화전농업에서 논 농업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2.2. 시장 경제화의 촉진과 산지의 자원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라오스에서는 새로운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

다. 이 시기의 화전농업에 관한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답습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진전시키고 화전농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산림

정책으로는 토지삼림분배사업을 완료하여 화전에 의한 산림 파괴를 감소하며, 식림사

업을 추진하여 산림면적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파괴 감소를 위해 2007년에 1996년에 제정된 산림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산림법에서는 산림을 크게 농업적 용도와 산림용도로 나누고 산림용도의 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지 재생은 과거 화전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방치된 

토지를 숲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화전농업 정책으로는 화전민에게 고용기회 제공, 장기간의 토지사용권부여, 세금의 

면제, 투자 자금의 대출 등이 계획되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06). 여기

에서 고용기회 제공은 화전민을 상업적 농업과 가공농업에 종사시켜 화전농업으로 부

터 생업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상업적 농업이 장려되었는데, 고

무 등 다년생 작물의 식재가 화전의 소멸과 산림 면적 확대에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화전농업의 금지와 함께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책도 주요한 정책으로 실시되

었다.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책은 화전의 억제, 마약재배퇴치, 소수민족의 관리,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다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주로 산간부 

고지대에 흩어진 촌락을 저지대 도로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촌락이전과 함께 세

대수가 적은 촌락을 합병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한편 산림정책과 화전농업 정책은 토지 사용권의 명확화와 해외로부터의 산지개발

에 대한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토지사용권의 명확화는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휴경림에 대한 화전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약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림은 정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고, 아울러 투자자에게 토지를 대여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2006~2010년의 계획기간 동안 라오스정부의 화전농업 금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여전히 화전농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오스 농업부의 보고(MAF. 2010)에 의하면 라오스 북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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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55만 명이 화전 경작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빈곤율3)은 46.5%로 국가 

평균보다 높다. 대부분의 화전지역은 산간오지의 소수 민족들이 사는 곳에 분포한다.

3. 화전농업 사례

3.1. 우돔사이도 사례4)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우돔사이도의 박쿠펜군은 산악지형으로 대부분의 주민은 화

전을 이용해 밭벼를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화전은 보통 7~9년의 순환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어느 정도 식생이 회복된 화전의 2차림을 벌채하고 불을 질러 

밭벼를 재배한다. 수확이 끝나면 그 화전은 수년간 방치한다. 1년이 지나면 사람 키 

높이 정도로 풀이 무성해지고,  버섯 등의 임산물이 채취된다. 수확한 후 수년이 지나

면 어느 정도 식생이 회복되고 그것을 다시 화전으로 활용한다.

  매년 초에 마을의 원로 등이 모여 숲의 연수, 나무의 크기, 토양의 질, 지금까지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어느 숲이 그 해의 화전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마을 화전지가 

결정되면, 촌장이나 원로 등이 각 세대의 노동력을 감안하여 세대별로 화전지를 할당

한다. 각 세대가 정해진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매년 나무 크기나 토양의 상태를 본 후 

화전용 밭의 적지를 판단하고 이를 마을 주민 합의 아래 분배하는 시스템은 수확량을 

가급적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인구 증가나 토지이용의 변화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

응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화전에는 매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주작물은 물론 육도이지만 이는 다시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육도로 나뉜다.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10~20종류

의 품종을 각 세대가 나누어서 재배하고 있다. 

  농가는 화전지에 햇볕이 드는 정도, 토양의 질, 그 해의 기후 등을 보고 적정한 여러 

품목을 재배한다. 씨앗은 보통 1~2년 정도 밖에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보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씨앗이 뿌려진다. 여러 종류의 씨앗을 계속 간직하는 이유

는 기후 변동 등으로 금년도에 가장 재배하기 좋은 쌀이 내년에도 재배하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온 화전경작 경험을 통하여 

생산을 안정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라 할 수 있다. 화전에는 쌀 이외에도 고

 3) 라오스에 빈곤율은 쌀의 자립, 영구 주거지 소유, 1일 1달러소득, 교육기회, 위생과 음용수 공급, 전기 통신 공급 등 6개의 기준
에 의해 설정한다.

 4) 우돔사이도의 사례는 河野泰之・藤田幸一（2008）참고하여 정리한 박시현 등(2013)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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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호박, 오이, 옥수수, 콩, 감자류 등 다양한 종류의 작물이 재배된다. 

  화전2차림도 주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확을 끝낸 

후 화전2차림에서 마을 사람들은 죽순, 꾸지나무, 버섯, 감자류 등의 식물을 채취하고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 이러한 산림부산물은 때로는 쌀을 대신한 대

체 식량으로, 때로는 현금 수입원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화전민의 생활과 숲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

의 원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산림분배사업과 최근에 밀려들기 시작한 상업

농업의 물결이다. 

  우돔사이도에서는 개별 농가에게 토지 및 산림 분배를 실시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촌락에서는 마을 단위로 토지 및 산림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돔사이도 박쿠

펜군에서도 1996년부터 토지산림분배가 이루어져 마을의 토지는 생산림, 보전림, 보호

림, 재생림, 황폐림 등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행해진 LFA는 

산림과 농지를 통합적으로 이용한 마을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소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과

거 화전농업을 영위해 왔던 토지의 상당부분이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심각한 

농지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마을 주민 가운데는 옆 마을의 농지를 임대료를 주고 임

차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마을에 이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옆 마을에 토지를 빌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는 보호

림 내에서 화전을 계속하고 있다. 

  LFA에 의해 산림과 농지가 구분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방식이 위법행위

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LFA가 실시된 마을에서는 토지부족 때문에 화

전경작의 순환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거나 같은 작물을 연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다. 이는 토양 악화와 수확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LFA의 실시로 인해 과거에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지켜져 왔던 하천가 주변의 

수원림이 이제는 반대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베어지고 화전농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돔사이도는 중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라오스로 진입하는 국

도 13호가 지나는 지역이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이 지역의 농촌지역은 여

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돔사이도의 많은 마을들에서 밭벼를 그만두

고 중국시장을 겨냥한 환금작물인 고무, 옥수수와 유채 등을 재배하는 가구가 점차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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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환금작물은 그 가격이 해외시장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일작물의 연작에 따른 토양

의 악화와 농약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환금작물은 기업과 주민간의 계약재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주민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돔사이도에서 행해지는 계약재배는 중국 기

업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기업은 1990년대부터 라오스 북부지방에서 채소, 

옥수수, 차,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그 면적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

다. 우돔사이도에서 루앙남다도에 이르는 국도 13호 연변의 경사지에는 대부분 옥수

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고무 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국기업은 라오스 북부 지역

에 고무나무재배를 확대하고 있다(原 洋之介. 2011). 2006년에 고무나무 재배 면적은 

라오스 전국에서 29,000ha인데 이중 북부가 17,000ha로 58%를 점하고 있다. 고무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2008년부터 일부 지방에서는 고무 재배를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고무 가격이 2008년 2월에 

870,100킵(124,300원)/kg에서 11월에 372,900킵으로 57%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고무 재배의 경우 기업경영과 농민경영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농민경영은 다시 

계약재배와 독립경영으로 나뉜다. 기업경영은 민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주변의 농민을 고용하여 고무농장을 개설하는 형태이다. 계약재배는 농민이 

자기의 토지를 기업의 지원을 받아 재배하는 형태이고 독립경영은 농민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꾸려가는 것을 말한다. 계약재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민들은 묘목을 계약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사고 수확 후

에는 농민이 직접 수확물을 들고 공장이나 수집처까지 운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기업은 가격을 싸게 매기는 경향이 있다. 계약재배에 소요되는 자

금 확보가 어려운 농민들은 계약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

는 경우도 많다((原洋之介. 2011). 

  이처럼 화전농업을 대체하는 환금작물의 재배는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국제적인 가격에 농가의 수입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환금작물의 재배에 의해 지역 주민의 소득이 불안정하게 되고 식량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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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앙쿠앙도 농헷군 사례5)

3.2.1. 지역 농업과 화전 개요

  시앙쿠앙도는 라오스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 90%이

상이 산림이며, 라오스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6만 명이며 8개 

군, 520여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논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작지는 화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시앙쿠앙도의 농헷군은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는 군으로 베트남으로 통하는 국도 7

호선이 지역의 중심을 관통한다. 농헷군은 110개 마을, 15개 면으로 36,268명, 5,235가

구가 거주한다. 몽족, 카무족, 라오타이족 등 3개의 소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지역

의 대부분은 산간지역으로 화전농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앙쿠앙도에서

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한다. 라오스정부의 빈곤조사 실태에 의하면 농헷군은 라오

스에서 가난한 47개 군에 포함된다. 현재 농헷군에는 1,990세대의 빈곤 가족이 지역 

전체 마을의 44%에 해당하는 48개 마을에 살고 있다.  

  농헷군 주민의 대부분은 화전을 포함하는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경지 중 논은 320ha에 불과하고 4,300ha의 경사지에서 화전에 의한 밭벼를 재배

하고 있다. 논에서의 벼 생산량은 조곡 기준 평균 3.5톤/ha 인데 반해 밭벼는 2톤/ha이

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농헷군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조곡 기준으로 327kg/년으로 전

국 평균 350kg/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NAFRI의 반퉁 박사의 주민 조사

에 의하면 가뭄이 들 경우 연간 3~6개월은 쌀이 부족하다고 한다. 

  농헷군 역시 1990년대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 화전 경작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 

지역 역시 라오스 산간 여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화전을 실시할 지역을 결정하고 보통 6~7년의 휴지기를 가졌다. 하지만 정부의 토지

산림배분정책에 의해 화전민들에게 일정 토지를 배분하였고 보호림 지역에서의 화전

을 통제하였다.

  이 지역 역시 마을단위로 주민의 참여 아래 토지 산림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

에 기초하여 토지 산림 분배사업이 이루어졌다. 토지산림분배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

위로 경계가 형성되어 이동 경작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2%에 달하는 인구 증

가 등으로 인한 경지 면적 부족 때문에 화전 경작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토지를 배분받은 화전민들은 획득한 토지를 무리하게 경작할 수밖에 없어 보통 

 5) 농헷군 사례는 2013년 7월 박시현과 최용욱이 실시한 라오스 현지 조사 결과에 기초한 박시현 등(2013)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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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헷군 도로변에 위치한 정주거점 정비 모습 

     자료: 사진은 중심마을에 설치할 들어설 시장 건물 신축 모습 

그림 3  농헷군 마을의 주민참여형 토지이용 계획도

  자료: 2006년에 수립된 것으로 마을 입구에 게시. 사진에서 노란색은 경작지, 갈색은 목초지, 회색이 과수림, 녹색은 산지(산림),청록색

으로 보호림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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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혹은 그 이하의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지력이 쇠퇴하고 토질이 악화되며, 최근

에는 농약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화전농업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업농을 장려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우남사이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재배에 따른 수입의 불안전성

과 식량안전이 위협받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

책은 화전 방지와 마약 재배 금지, 소수민족의 관리,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에 목

적을 둔 다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산간부 고지대에 흩

어진 촌락을 저지 도로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촌락이전과 함께 세대수가 적

은 촌락을 합병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3.2.2. 화전 대체를 위한 농민 대응

  농헷군은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베트남의 시장경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역시 전반적으로 밭벼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환금작물인 옥수수와 축산 

사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헷군 전체로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화전 경작에 의해 밭벼를 13,000ha 재배했으나 

지금은  환금작물인 옥수수를 8,000ha 재배하고 밭벼는 현재 5,000ha만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의 목초지는 800ha인데 최근 축산 사육 농가가 증가하여 목초지의 면적이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헷군 캉파니엥면의 경우 총 117가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논은 9.5ha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밭벼 170ha, 옥수수 171ha, 텃밭 7ha, 목초지 32ha, 과수원용지 

8ha 등이다. 최근에는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소 571마리, 물소 88마

리, 돼지 442마리, 가금류 2,086마리, 염소 1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옥수수와 소는 인

근의 베트남의 산지수집상들에게 주로 판매하고 있다. 

  캉파니엥면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몽족 농가의 경우, 10ha의 땅에 대한 토지 이용

권(이들 토지는 선대로부터 경작한 토지를 토지산림분배사업 때 분배받은 것으로 실

제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7ha의 땅은 토

양회복을 위해 경작을 쉬고 있거나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3ha의 땅에는 주로 옥

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이 가구는 한동안 옥수수 재배를 통해 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 휴경 기간이 짧

아지게 되면서 토양의 비옥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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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베트남 등지의 축산물 수요증가와 함께 라오스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기술보급지

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축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 농가의 2012년 연간 소득은 5

천5백만 킵(한화 약 780만원)인데 이 중 2천1백만 킵은 옥수수 재배로부터, 축산을 통

해서는 2천5백만 킵을, 나머지는 텃밭 과수원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이다. 축산이 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구가 참여하는 축산기술보급사업은 라오스의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NAFRI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캉파니엥면의 

20 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액은 미화 약 5,000달러 정도(약 4

천6백만 킵)이다. 가구당 평균 250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는 셈인데 지원금은 사육두수

와 소의 무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림 4  몽족 농가의 물소 사육  

     주: 사진에 보이는 비가림 시설이 NAFRI 지원에 의해 설치된 것임. 
   자료: 박시현 등 2013.

4. 시사점

  라오스에서는 토지산림분배사업과 함께 화전 금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산림분배사업과 화전금지정책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연환경보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라오스 농촌 인

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경작지가 충분치 않고 배분된 농지에서도 기반설비 등이 

정비되지 않아서 식량생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전만이 금지되어 마을 주민이 오히려 가난



세계농업 제161호 | 17

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라오스 경제가 급속하게 세계경제의 틀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

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부 농촌지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

남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원료 농산물 수요에 의해 환금작물로서 고무와 옥수수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는 불공정한 계약, 소득 불안정, 식량부족, 

농가의 빈부 격차와 단일작물 연작으로 인한 토양악화, 토지와 자연자원의 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은 라오스 농촌지역개발이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낮은 소득 그리고 화폐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률적인 화전금지와 상업농의 권장보다는 농촌사회에 뿌리가 깊은 전통적인 생

산방식을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

제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촌사회에 급격하게 충격을 주는 대형 사업보다는 라오스 농

촌마을에 적은 충격을 주면서도 서서히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현지성과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이식된 기술과 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격차

로 인해 계속 유지 발전되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라오스 산간지역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은 화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지역 주민의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제력의 범위내에서 작동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발

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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