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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경의 다중적 삶
: 아세안경제협력시대의 태국 북부 국경지역개발과 국경교역실천

채 현 정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본 연구는 아세안의 초국가적인 경제협력이 국경 시설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치앙라이 국경에 물리적,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경상인의 교역 실천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한다. 치앙라이는 메콩유역개발(the Greater Mekong Subregion)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중국 서남부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연결하는 관문 지역으로 지역경제협력의 국경 개발과 국경 제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협력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경관리

체제와

그

효과가

국경지역의 교역 상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경의 다중성 개념을 활용한다. 국경의 다중성은 국경을 국가가
관리하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람과 사물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동하고 어떠한 집단이나 장소를 연결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경계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경지역 상인의 교역 실천이
다른 조건과 요인들의 결합물임을 밝히고 지역 시장으로 편입되는
변화가 국경상인의 선택과 전략을 어떻게 분화시키는지 파악한다.
먼저, 근대 국민국가 태국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국 치앙라이의 국경은 단절과 열림의 형태로 재현되었음을 분석하고
아세안경제협력이 진행되는 현재 ‘열린’ 국경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란나 왕국의 일부였던 치앙라이는 태국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국경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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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다.

미얀마와

라오스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국경은 안보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며
국경 교류가 단절되었으나, 이 시기의 치앙라이 지역은 미얀마와
라오스 지역과 비공식적인 교역의 이동로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80 년대 이후 냉전 국면이 와해되면서, 아세안을 지역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의해 국경은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표명된다.
아세안 국가 간의 교역과 이동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메콩유역
개발과 같은 국가들 간의 협력체가 구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경에
대한 초국적이고 집중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국경지역은 한 국가의
주변부가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경제발전의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태국, 중국, 미얀마, 라오스를 연결하는 치앙라이에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이

집중되는

현상이

치앙라이

주민들에게

지역경제협력을 인식하는 사건이 되고 치앙라이의 도시의 성격을
변모시키는

과정임을

분석한다.

메콩유역

개발이

기획하고

있는

남북경제회랑에 위치한 치앙라이에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을
육로로 연결하기 위한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건설되었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된다.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쳐의 개발은 낙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일뿐 아니라,
치앙라이 주민들이 지역경제협력이 치앙라이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한 매개였다. 또한, 국경교역을 위한 국가와 도시들 간의
연결이 강조되면서, 치앙라이의 국경을 외부 도시와 장소들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의 문제가 치앙라이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국경도시인 치앙샌, 치앙콩, 매사이와 므앙 치앙라이의 도매 시장을
오고가는 상인들의 일상적인 이동, 세 국경도시와 므앙 치앙라이를
통합한 발전 계획은 치앙라이가 국경도시로서 이동과 흐름을 통해 여러
장소들을

시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장소와 연결된 국경지역이 외부
지역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공간적으로나 도시 기능적으로도
탈중심화되어 발전하는 특징을 강화한다.
셋째, 치앙라이 국경상인의 국경실천이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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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구성되는 다중적인 국경임을 분석하고, 국경
시설의 개발과 제도 개선이 국경의 다중성을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경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법적 지위, 이동하는 상품의 양과
종류, 국경포인트의 법적 지위와 적용되는 규칙, 국경을 이동하는
교통수단, 이동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국경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설국경, 교역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 국경과
같이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 국경포인트에는 상이한 법적 제재가
작동하고,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다른 상인은 다른 장소에 위치하는
국경포인트의 규칙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교역과 국경을 실천한다.
국경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장소를 향해 국경을 건너는가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또한,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국경의 규칙과 사용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국경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간의 경합과 조정을 통해
존재하는 국경의 다중적인 실체를 보여준다. 국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차이는 다중적인 국경들의 존재 속에 내재하는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국가의 제재가 국경을 구성하는 어떠한 요인에 작동하는가에
따라 국경실천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경제협력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지역 시장의
질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경정책의 실행이 국경교역의 방식과 교역
관계를 어떻게 재조직하며 국경상인의 실천을 어떻게 분화시키는지
분석한다. 국경정책은 소상인의 국경 실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지역

시장에

국경정책의

적합한
실행은

방식으로
국경교역

유도하는
장에

효과를

새로운

만든다.

질서를

‘열린’

출현시킨다.

국경이라는 장소와 국경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교역의
이점을 누린 상인들의 특권은 점차 축소된다. 반면에 지역 시장 진출에
대한 도전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과 지역 시장의
파트너를 연결시켜주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가진
상인은 교역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경 자유화와
역내 시장을 조성하는 환경은 국경교역 장에서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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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가진 상인에게 각기 다른 기회와 선택항을 제공하며 국경교역
네트워크를 재조직하는 장 내의 역동을 촉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경제협력이 국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조건임을 이해하고,
거시적인 개발 사업이 국경 사회에 어떻게 다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아세안경제협력이 표방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경
이면에는 기존의 자유로웠던 국경교역이 제한되는 역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통해, 아세안 지역 시장의 출현이 국경상인 집단 내부에 기회와
위기라는 상반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함을 밝혔다. 아세안 지역 시장의
출현을 국경상인들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정한 하나의 국경이 아니라 다중적인 국경들이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자유화될 때에 아세안의 균등한 지역 발전과 시장 형성이 가능한
것임을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주요어 : 국경, 다중성, 국경교역,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메콩유역개발(the Greater Mekong Subregion), 태국,
치앙라이, 국경도시, 인프라스트럭쳐
학

번 : 2011-3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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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와 태국 지명은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국어로
표기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태국 지명이 처음 등장할 때
괄호 안에 영어 표기를 병기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 인도에 이은 인구 6억 3,500만명의 세계 3위의 시장”, “5%
이상의 경제성장률”, “경제규모 2조 5,500억 달러” 등은 아세안 시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식어이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10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의 국가연합체로서, 안보, 경제, 사회 영역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 단위이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경제와 통상 영역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영향력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에

여러

국가와

초국적

기업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세안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관심은

아세안의

저개발

국경지역과 같은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 붐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의 연구 지역인 태국의 북부 국경 치앙라이(เชียงราย, Chiang Rai)는
아세안경제협력의 큰 그림 하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메콩유역(the 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GMS) 1 개발 계획이
실행되는 곳이다. 여러 국가와 기관이 원조하는 다양한 하위 단위의
개발 계획들

1

2

중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메콩유역(the Greater Mekong Subregion)’은 학자마다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요한·양승윤(1997)과

류석춘·최지명(2012)은

‘메콩강유역’,

이상국(2015)은

‘대메콩지역’(2015)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확대메콩지역’, ‘확대메콩유역’
등의 번역이 있다. 영어 뜻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대메콩지역’이나 ‘확대메콩지역’이
적절하나 본 논문에서는 ‘메콩유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아세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위 단위의 경제

1

ADB)이 중심이 된 메콩유역 개발은 메콩강 3 을 공유하는 중국, 라오스,
미얀마 4 ,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고
낙후한 인프라스트럭쳐를 개선하여 국경 경제의 자유화를 꾀하는
지역협력계획이다. 태국 북부의 국경지역인 치앙라이는 중국 서남부의
쿤밍으로부터 라오스, 미얀마를 관통하는 남북경제회랑(the NorthSouth Economic Corridor)이 태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메콩유역
개발에서 중심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치앙라이는 과거부터 국경교역의 중요한 루트로 기능해 왔다. 메콩유역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치앙라이는 과거의 국경교역 루트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태국 북부 국경의 변방에서 지역(regional) 경제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역경제협력과

치앙라이의

발전의

낙관적인 상관관계는 치앙라이 곳곳에 걸린 정책 홍보 현수막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13년 11월 처음 치앙라이를 방문한 연구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치앙라이 시청 앞에 걸린 현수막이었다. 이것은 아세안의
지역경제협력이 태국의 국경지역인 치앙라이에 미칠 경제적인 중요성과
미래의 발전상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현수막에는 철도, 다리,
개발 계획 단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의
경제, 정치, 문화 협력 단위인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ACMECS),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협력 단위인
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IMT-GT)등이 있다.
3

메콩강의 태국 이름은 매남콩(แม่น้ าโขง)다. 이는 강을 의미하는 매남(แม่น้ า)과 콩
(โขง)이 합쳐진 것으로, 태국어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콩강이 된다. 태국인들은
메콩을 매남콩으로 부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메콩강을 사용하
기로 한다.

4

미얀마연방공화국(Union of Myanmar)은 1989 년에 개칭된 국호로, 1988 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영국령 버마의 식민 잔재를 극복하고 버마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모두 포용한다는 명목 하에 버마연방(Union of Burma)에서 변경한
국호이다. 미얀마라는 국호 표기는 군부 정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버마
민주화 단체들의 입장이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버마 대신 미얀마를 국호로
표기하고 있는 바, 식민 시기의 영국령 버마와 버마 민족, 버마를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얀마로 국호를 표기한다.

2

고층 건물과 총리, 치앙라이 도지사와 시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Thailand 2020, 새로운 발전, 태국을 세계 속으로”라는 대표 문구와
“치앙라이 발전을 위한 1조원”, “철도, 4차 도로, 물류 센터” 라는 문구가
빽빽하게 적혀 있다. 현수막의 이미지는 치앙라이에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경제 개발 계획의 내용과 규모를 선전하며 치앙라이가 태국과
아세안,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서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I-1-1】 치앙라이 시청 앞에 걸린 현수막
치앙라이의

핑크빛

미래는

국가가

내

건

현수막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지역협력 추진 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인프라스트럭쳐 개발 계획을 보도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메콩유역 개발을 주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은 개발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역내 이동이
활발해지고 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경에 세관 및 출입국 시설이 신설되고 도로 및 철도
건설이 착수되고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세안 국가 간의
교역과 경제가 발전의 일로에 서 있는 증거로 평가된다(ADB 2009a).
특히, 메콩유역 개발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인 경제회랑 건설은 도로
3

상에 위치한 도시와 지역의 상업과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투자와

교역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여겨진다(ADB 2009b; ADB 2016).
실제로 지역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는 교역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캄보디아를 제외한 아세안
모든 국가에서 무관세품목이 90% 이상으로 이미 상품 이동의 자유가
상당히 진척되었고(김형종 2013: 169), 상품 이동의 자유화와 단일
생산 기지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평균 80%의 이행률을 달성하였다(이충열 2014: 275). 1980년
234.6억 달러였던 아세안 역내 교역의 규모가 2012년 5152.7억 달러로
20배 넘게 증가하면서 아세안의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나희량 2015: 33).
그러나 치앙라이에서 마주친 또다른 풍경은 현수막 속 진취적인
발전의 모습이나 교역 성장의 경제적 통계와는 거리가 있다. 치앙라이
시내의 시장을 오가는 작은 픽업트럭의 오전 행렬, 버스 정류장에서 짐
보따리를 들고 기다리는 행인들, 매일같이 시장의 시간에 맞춰 일과를
보내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현수막

속의

강렬한

발전의

수사를

읽어내기는 어려웠다. 그나마 남북경제회랑으로 라오스, 미얀마,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고속도로에 대형 컨테이너가 이따금 모습을 드러내며
치앙라이가 국경교역의 중요한 거점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일주일에
한번씩 국경도시를 돌아가며 열리는 정기시장이 치앙라이가 오랜 세월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국 간의 국경교역의 중심도시였음을 증명해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들이 치앙라이가 지역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장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평가하는

연구들은

어려웠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실현을

비판적으로

역내경제통합이 현실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과

개발정책의

괴리를

설명한다.

역내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상당히 진척되었고 그와 동시에 역내
교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반드시 아세안
지역의

균등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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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며 지역경제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 규모는 성장하였지만, 최종재와 소비재의
역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 역내 경제 통합의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있다(박번순

2013;

나희량

2015).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지만 노동이동과 서비스
영역에서는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아세안의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형종 2015).
이처럼 역내 경제공동체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교역 성장과
국경 이동 관리 체제를 변화시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하위 단위로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메콩유역 개발에 대한 평가 역시 역내 경제협력의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한다.

태국-라오스

국경교역과

태국-미얀마

국경교역에

대한

연구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국의 교역 성장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간 교역의 통과지점으로서의 효과만을 보고 있음을 제시한다(Glassman
2010; Swe & Chambers 2011; Lin & Grundy-Warr 2012). 이러한
연구들은 메콩유역 개발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를
확산하기보다는 역내의 경제교역 증가로 얻어지는 혜택이 중국과
태국으로 집중되어 역내의 지역 격차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간 자본주의 발전의 정도와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국가 간의 수혜-후원 관계가 심화되고 국가
간 발전 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Krongkaew 2004; Kudo
2009; Rigg & Wittayapak 2009)과 경제통합의 이점은 역설적으로 국가
간

임금

및

지역경제협력이

경제

격차가

조장하는

존재할
발전의

때에

유지가능하다는
불균등이라는

비판도
맥락에서

제기된다(Oehlers 2007).
이처럼

지역경제협력의

성공적

측면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발전 구조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지역경제협력이 아세안
국가와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지역경제협력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성공이 지역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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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지 못하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인식이 지역경제협력을 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지역경제협력의 다른
효과를 주목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경제협력의 모습은 동일한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적인 풍경이
아니라, 치앙라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장면들처럼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협력과 국경교역의 효과를 감지할 수 있는 치앙라이의
여러 단면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나 메콩유역 개발에 대한 찬사와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양자 모두가 아세안지역협력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현수막 속 개발의 전망과 연구결과 속 국경교역의
증가, 국경지역의 발전상에 대한 서사, 치앙라이 시장의 일시적인
북적임, 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운송 차량, 국경정기시장의 활기와
메콩강을 낀 국경도시의 평화로움, 이 모두가 치앙라이의 모습이자
지역경제협력이 치앙라이에 미치는 다른 효과들이다.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의 모습이 치앙라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협력이
실패했거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협력의 효과가 치앙라이 곳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앙라이와 같은 국경지역에 지역경제협력의 개발이
집중되고

국경지역의

상호작용하며

삶과

나타나는

경제가
다중적인

지역적
역동을

차원의

개발

주목한다.

계획과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차원 높은 개발이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협력이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협력의 실행을 ‘국경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제의 국면’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치앙라이라는 국경지역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경제협력은 달리 말하면, 국경의 자유화, 즉
초국가적인 기획이 개별 국가가 국경을 관리하는 방식에 개입하는
실천이다. 아세안과 메콩유역과 같은 아세안의 하위경제단위는 ‘열린’
국경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균등하게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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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지역경제협력

개발은

국경의

이동을

돕는

여러

인프라스트럭쳐 개발과 국경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경에 대한 제도, 절차의 정비는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 각 국가의 국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국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경교역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삼고 있는
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경의 변화가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역경제협력이라는 거시적인 개발이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엮이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이 국경지역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국경교역과 국경을 넘는 실천이 어떻게 다중화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경은 여러 조건과 실천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다중적인 실체로서, 국경상인 각각은 장소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른
방식의 국경을 구성한다. 국경이 다중적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국경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사람들은 국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흐름의 조건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 국경이 출현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다. 국경은 이미 주어진 선이나 경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동하고 어떠한 집단이나 장소를
연결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경계를 의미한다. 국경은 동질적인 상태나
장소적, 사회적 특징이 아닌, 국경을 상연하는 주체에 따라 누군가의
혹은 무엇의 국경으로서 다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다중적인 실재란 복수의 것들이 분절적으로 존재한다는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차이를 가진 대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잘 대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몰(Mol 2002)은 동맥경화증이 다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다중적인 존재 중에서도 어떠한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정의하고
치료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어떠한 선(the good)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동맥경화증이라면 질병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물리치료 요법으로 치료될 수 있다. 만일 X7

ray 상의 막힌 혈관이 동맥경화증을 판명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막힌
혈관을 제거하거나 심한 경우 괴사된 신체를 절단하는 수술로 치료될
수 있다. 질병이 다르게 존재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목표와 방법은
질병의 존재와 양태, 질병이 정의된 과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각각의 경우에 질병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환자의 병을 치료한다는
선한 목적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이렇게 질병이 다중적으로 존재할
때에 어떠한 것을 다른 ‘동맥경화증’보다 우위에 있는 질병의 존재라고
선택하고

치료의

목적을

선택하는가는

정치적인

문제로

남는다.

다중성의 개념과 그 분석적인 틀은 다중적인 존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경을 다중적인 실체로 분석하는 것은
지역경제협력에서 나타나는 국경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지배적인 담론
및 관리의 방식과 국경에 대한 일상적인 실천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중적인 국경에 대한 이해는 초국가적인 규모의 개발 계획이
동시대의 사람과 지역의 삶에 어떠한 실재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지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경에

대한

정책과

개입으로 구체화되는 지역경제협력은 국경주민의 이동과 교역활동에
개입하여 다중적인 국경들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경
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경제협력은

모든

장벽이

사라진

국경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재현하는 ‘자유로운’ 국경과 동시에 존재하는 국경 실천과
관습을 표면에 떠오르게 하고 국경의 다중적인 모습을 가시화한다.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국경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국경지역의 삶과
경제활동을 로컬, 국가, 초국가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개발
기획과

그

이해관계가

지역경제협력의
사람들이

여기에

과정이
어떤

경합하는
어떻게

장

속에

연루시키는

국경지역에

식으로

관계하는가에

문제이다.

작용하는가,
따라

그리고

국경지역의

경제활동과 국경상인의 삶은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협력과 국경지역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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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국경 없는 지역 단위의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경이
어떻게 표상되는지 살펴본다. 근대 태국 형성 시기부터 냉전 시기를
거쳐 현재의 국경에 대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경에 대한 담론과
시각이

변화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국경자유화를

표방하는 현재의 지역 및 태국 정부의 의제가 국경에 대한 시각과
국경의 성격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초지역적인 개발의 청사진이 치앙라이 국경지역에 도로,
항구, 철도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쳐 개발과 민간의 투자를 집중시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개발의 물리적인 실체가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다른 장소들과 연결시키는지
살펴보고,

국경지역의

주민과

상인에게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을

생산하는 것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협력에서 주요한 개발
대상으로 부상한 국경지역의 도시가 어떠한 지리적, 과정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셋째, 국경규칙과 국경상인의 경험적인 국경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국경교역에 참여하는 상인의 국경이 어떻게 다중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다중적인 국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각각의
국경이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국경자유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국경상인의 월경실천에
새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다중적인 국경 간의 갈등과 조정을 야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국가적 경제협력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경의 의미가 실재하는 다중적인 국경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넷째,

새로운

국경정책과

초국가적

시장질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국경상인이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위치 하에서
변화하는

여러

조건을

어떻게

전유하고

적응하는지

살펴본다.

지역경제협력이 강조하는 지역 시장의 조건이 국경교역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국경상인의 교역 방식, 사업의 규모, 국경상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에 따라 집단 내에 어떠한 전략적 차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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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조건의 국경상인이 취하는
상이한 전략과 행위가 지역경제협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분투가 담긴 적응의 과정임을 이해하고자 한다.
지역경제협력이 가져오는 변화는 국경의 변화와 함께 국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일 경제 단위로서 경제협력 및 개발지원에 의해 진행되는 거시적인
개발 사업이 현실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경의 여러 조건의 변화 속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를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는지,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회와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남기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국경연구: 다중성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인류학적 국경 연구는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사용되는 국경의 통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인류학적 국경 연구는 국경을 “국민국가 사이에 그어진 국제적
경계”이자 고정된 “산물(product)”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과정(process)”이자 “변화와 갈등의 산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Alvarez
1995; Wilson & Donnan 1998). 이는 국경이 단일한 민족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경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가(states) 역시도 불완전하고 파편화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Wilson & Donnan 2012: 13).
“과정”으로서의

국경과

일상의

실천을

통해

국경을

인식하는

연구의 경향은 국경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국가 주체와 행위자를
연구의 주요 대상과 범주에 포함시킨다. 우선, 국가를 대행하거나
국경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를 주목하고,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재현하거나 실천하는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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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구성해 가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국경이 일상의 삶에 작동하는
것과 일상의 삶이 국경을 구성하는, 즉 국경과 국경을 둘러싼 실천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국경 관리 기술을 전유하고 국가권력과
공모하거나 국가의 관리망을 투과하는 국경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경 실천을 중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식과
비공식의 틀을 적용함으로써 국경의 다양한 실천을 국가가 구성하는
국경과

대별되는

‘비공식적’인

영역의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양산했다. 국경의 다양한 실천을 비공식이라고 이름붙이는 순간, 국경에
내재하는
동질화되고
비공식의

다양한

실천의

단순화되는
영역으로

의미와

역설이

설명하는

전략이

공식의

반대

생겨난다.

나아가

국경의

활동을

‘비공식적’인

국경의

활동을

입장은

영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이 국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시각을 파생시킨다. 국경 관리자와 공모하거나 국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공식적인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접근은
국경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비공식적’ 국경이라는 분석 틀 때문에 ‘비공식적인’ 국경 내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사회적 차이와 그들의 ‘다른’ 국경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국경

행위자들을

이해하기

연구의
위하여

분석적
‘다중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국경교역

장의

국경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1) 국경지역과 국경사회의 속성: 비공식성에서 다중성으로
전지구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증가한 국경연구는 국경이 ‘균질적인
선’이나,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계, 주권과 국가권력의
영향이 동질적으로 미치는 공간이 아님을 강조해왔다. 근대국가의
단일성에 대한 부정, 문화와 국가, 문화와 사회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향은 국가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국경과 경계에 대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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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보태왔다.

국경은

침투

가능하고

불완전한

공간이다.

알바레즈(Alvarez 1995: 24)는 접경지역(borderlands)이란 “갈등, 모순,
물질성과 관념으로 특징지어지는 국경에 의해서 규정되고 결정되는
지역이자 실천의 세트”라고 정의한다. 즉, 알바레즈는 상이한 대상이
접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혼종성, 이질성, 다양성이 모든 종류의
국경/경계(border)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상징적인

종류의
경계를

경계에
규정하는

대한

관심은

은유적인

국경을

개념으로

사회적,

문화적,

확장하는

연구를

증가시켰지만(Wilson 2014), 여전히 국경연구는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라는 장소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의 권력과 기술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경을 주목해 왔다. 더욱이 국가 경계가 와해되는
초국가적인 이동, 유동, 공간이 출현하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권력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국경

연구가

지속되었다. 전지구화가 가속화하는 하나의 세계, 경계가 없는 세계의
지향점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가는 영토와 주권을 강화하고 표식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주의 시대에 국가는 국경에 대한 감시
장치와 불법을 관리하는 예외 장치를 강력하게 가동시키며 국민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부각시킨다(Fassin 2011). 국가는 주권의 본질로서
국경을 구성하고 방어하는 것을 중시하며, 안보, 법, 경제, 영토 관리의
영역에서 더욱 강력한 통치를 발휘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이동과 경제활동은 법적인 권리
밖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의 관리 체제를 벗어난다. 사람과 물자의
끊임없는 이동으로 혼종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국경은 국가의
관리와 시선을 벗어나거나 국가 이전의 전통적인 관습이 상존하며
‘비공식적인(informal)’ 장소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곳으로 재현된다.
즉, 국가의 권력과 통제에 반하는 특징으로서 국경을 정의하는 것이다.
판 스헨델(van Schendel 2005: 40, 47-49)은 근대국민국가의 개념이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국경지역의 흐름(flow)이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국경에는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이동

기제가

존재하며,

견고하고

영토적이며

질서화된

국가와는

대비되는 불법적이고 허가받지 않은 초국경적인 흐름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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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사람과 물자가 동시에 이동하는
국경교역의 지속과 유지, 실천 과정에서 ‘비공식성’은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단일한 국민국가에 대한 신화에 의해 국가의 완벽한 통제
하에 닫혀 있다고 여겨져 있던 시기에도 국민국가의 민족적, 영토적
경계를 넘어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는 교역과 이동을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주며, 국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국경교역
네트워크의 역사적 지층을 보여준다(Forbes 1987; Chang 2004; 2009).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교역은 가시적이지 않고 은밀하지만,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Peberdy & Crush
2001). 이와 같은 국경연구들은 국경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이동과 교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경의 다양한 활동과 실천의 특성을
‘비공식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경교역과

국경사회를

논의한

연구들이

국경지역의

‘비공식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비공식성을 국가 권력에 저항하거나
국가의 규칙에 대항하는 대립점으로 단순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들

연구는

국가의

법과

국가

본래의

모호성이

비공식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헤이만과 스마트(Heyman & Smart
1999)는 본질적으로 국가는 여러 차원의 불법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실체이며, 불법성은 국가 권력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본질적으로 복잡한 존재라는 주장은 국경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다양한 국가 주체에 대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리브스(Reeves 2014:
10)는 국경이 “국가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황지어진 실천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국가의 한계에 대한 경합을 명확하게 노출하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국경은

국가를

체현한

다양한

제도,

관료,

국경업무를 담당하는 ‘쁘띠주권’이 ‘국가’의 합법적 권위를 초월하는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일탈적

장소”이자,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리브스의
연구는 국경을 국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불완전하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장소로 봄으로써, 국경에서의 일탈적인 활동의 원인이 국가
외부가 아닌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국가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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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다는 명목 하에 국경을 관리하는 관료들이 자행하는 ‘위장
국가(camouflage state)’의 존재가 법, 국가권력, 불법, 범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이기에 자행 가능한 불법성을 보여준다.
국경을 비공식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경이 국가의
‘주변부’로서 소외되고 통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경과 그 특성이 지배적인 규범이나 규칙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무질서한 고립무원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도리어 국경의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싱(Singh 2014)은
국경지역이 주변화되고 중앙과 지배적인 정치로부터 뒤떨어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캄보디아 국경주민의 정치적 서사를 통해 증명하며,
국경의 비공식적인 특성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국(2008; Lee 2015)은 국경사회체제는
무질서와 혼돈의 공간이 아니라 비공식성이 공식적 영역과 공존하고
공조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경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나아가 국경사회는 다양한 규모(스케일)의 네트워크와
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경지역의 비공식적인 특징이 외부의 공조와
연동하는

역동을

보여주기도

한다(van

Schendel

2005).

이처럼

국경에서의 비공식성에 대한 연구들은 국경사회 고유의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발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혼종적인 국경지역의 특성을 비공식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국경의 비공식성을 주목한 연구들은 국가와 주민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이 구성하는 국경과 국가와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형성된

국경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자체로 불분명한 비공식성의 개념을 통해서
국경의 역동을 기술한 나머지 국경의 다양한 삶을 국가처럼 바라보는
역설에 놓이게 되었다. 국경에서의 활동을 공식과 비공식으로 구분하는
접근은 비가시적인 주체를 국경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시키고
국경의

복합적이고

도입되었지만,

역동적인

결과적으로

현상을

국경을

설명하기

공식성과

위한

대비되는,

분석틀로서
즉

국가의

시선(seeing like a state, 스콧 2010[2008])에서 바라보게 되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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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국경의 많은 활동을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경지역과 활동의 다중적이고 다양한 삶의 양태를 국가 혹은 공식성의
외부의 것으로 환원시키며 그 내부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비공식성을 국경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설명한 연구들 역시,
국경에서의 실천은 국가가 재단하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으로 단순하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리틀 등의 연구자들(Little et al.
2015)이 분석한 바와 같이, 국경교역에 대한 공식과 비공식의 구분은
어느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교역이 국경 너머 상대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교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공식성’이라는 개념적
틀이 보유하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인’
교역활동을 ‘비공식’의 영역으로 칭하는 것 자체가 교역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혼재와 국가와 공모한 흔적을 불법적인
성격으로 덧씌우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법-불법, 공식-비공식을
틀지우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비공식적인 활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해의

차원을

기술할

뿐이며,

국가의

불완전성, 복잡성을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치고 만다.
따라서 국경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가의 국경 관리,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드는 교역과 이동의 양식,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다양한 행위자, 교역자의 선택과 실천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파커와 보우갠윌리엄스 등의 연구자들(Parker & VaughanWilliams et al. 2009)은 지워지고 이동하고 생성되는 국경의 유연성과
변화성 등을 ‘모래사장 위에 그어진 선(Line in the sand)’이라는 은유로
표현하였다. 그들은 국경이 고정된 영토성을 함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식론적,

존재론적,

주장한다.

국경을

시공간적인

누가

혹은

관점에서

무엇이

재정의되어야

만드는지,

어떻게

한다고
생성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룸포드(Rumford
2012) 역시 발리바르의 ‘국경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국경이 다른 집단과 사람에게 각각 다른 것으로 의미화되고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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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주목하며, 국경을 ‘국경의 입장에서 바라보는(seeing like a
border)’

다각적인(multiperspective)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각적인 접근이란 하나의 국경에 대해서 다른 개념적인/관념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르게 보이는 국경을 그대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국경은 다중의
장소에 존재하고 다른 종류의 연결과 구분을 만들어낸다. 그는 국경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국경을 누가 만들고 해체하고
이동시키는지,

누군가의

국경이

강화되고

약화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국경의 이동과 단절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과
책임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경을

다중적으로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국경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일상생활의 연행을 통해서 구성되고 상황지어지는 국경의
실천을 주목할 수 있게 만든다(Anderson & Sandberg 2012). 이들은
“국경의 존재, 출현, 소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탈국경화와 재국경화의 복잡한 과정과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지를
설명”하고자 “다중의 실천이 수행되는 결과로서 국경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중적인 국경은 단순히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상이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특정한

양식으로

의미한다(ibid.

상연됨(enacted)으로써

16-17).

샌드버그(Sandberg

2012)는 국경이 실천으로 형성되는 데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질서의
양식(mode of ordering)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경은 “질서의 양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물이자 실천의 산물”이다(ibid.:
120). 샌드버그는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이 다른 가치, 수단, 행위자에
의해서 다른 논리와 합리성을 가진 경합적인 질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경은 국경경제에서
투자자와 사업가를 위한 경제행위를 강조하는 질서, 국가 간 협력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의

질서,

사업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인식하는 질서로 다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행위자들에게 국경은 다른
의미와 논리, 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경의 다중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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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오데가드(Ødegaard 2016)는 국경교역에서 어떤
상품이 어느 장소를 어떻게 언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경이 무엇인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국경의 다중성을 설명하였다. 유류
사업을 공기업화 한 페루 정부와 낮은 유류 가격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얻게 된 볼리비아 정부는 연료의 밀수를 금지하기 위해 국경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두 정부의 유류 수출입을 둘러싼 입장은 국가가
일정한

힘을

국경에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상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규제가 작동하는 국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오데가드는 국가에서 수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유류라는 수출품목이
양 국의 상인의 국경 이동을 규제하고 상인들이 다른 장소의 국경을
찾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국경의 다중성을
설명하는
출현한다는

연구들은

국경이

점을

강조하고,

행위자,

사물에

국경은

누가,

따라

다른

질서로

어디에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경의 다중성 개념은 안네마리 몰(Annemarie Mol)의 “몸의
다중성Body Multiple” 연구에 의지하고 있다. 몰(Mol 2002a: 17)은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버전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국경

역시도

“수행되고 실행되는 다중적인 실천의 효과”로 개념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몰은 병원에서 동맥경화증이 진료부서에 따라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외래병동에서 환자의 통증과 의사가 감지하는
약한 혈관의 맥박이 동맹경화증을 존재하게 한다면, 병리학 병동에서는
절단되고 염색된 혈관과 혈관 내 막힌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현미경이
동맥경화증을 존재하게 한다. 외래병동에서는 환자와 의사, 환자의 몸과
의사의 손, 의사의 질문과 환자의 답변이 동맥경화증을 구성하는
요인이라면, 병리학 병동에서는 염색약, 염색된 혈관, 절단된 다리,
현미경 렌즈가 동맥경화증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대상은 각각의
장소에서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다른

존재로

규정된다. 마찬가지로 국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떠한 상품이 이동하는지, 국경을 이동하는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국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그것들의 결합이 다른
국경을 존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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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몰의 다중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치앙라이 국경이
국경의 삶,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룸포드(Rumford 2012: 897)는 “국경을 만들고, 이동시키고, 지우는
일반 사람들의 활동”을 “보더워크(borderwork)”라고 개념화하였다. 본
글에서는

보더워크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국경실천(border

practice)’으로 서술하고, 국경과 관련된 행위, 즉 국경실천의 요소들이
개별적이며 다중적인 국경을 만드는지 분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경실천은 국경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국경실천은 다른 지점의 국경을
이동하고, 다른 국경의 규칙을 적용 받으며, 다른 지점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는 개별 주체가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실천의 조건과 결부된다. 개별 주체는 국경을 통한 마주침과
연결 속에서 각자가 가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실천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국경을 만들어내게 된다. 부르디외가 “실천적 성취란
세계/사회에

대하여

무한히

자유로운

행위자의

주관성의

구성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객관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지극히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 것처럼(김동일 2010: 46에서 재인용),
국경은 국경을 둘러싼 사람들의 일상적이면서도 사회적, 객관적으로
조건화된 실천의 묶음이 만들어내는 다중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경을 다중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국경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국경으로 존재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다.
(2) 국경교역의 장과 사회적 자본
국경 연구는 두 개 이상의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집단이 인접하는
사회적, 지리적 공간인 국경이라는 장소에서 발현되는 특유의 정체성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국경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과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경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정체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국경 공동체와 장소적 정체성은 국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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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깊이

자리잡음(placement)은

국경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플린(Flynn 1997)은 국경의 영토화가 국경지역
주민의 ‘국경정체성(we are the border)’을 강화시키며, 국경정체성을
이용해 국경의 초국경적인 흐름을 통제하고 국경의 활용을 전유하는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새로운

국경교역자가

진입하는

상황에서

국경이라는 장소에 대한 권위와 권리를 영토적 친밀성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주민의 모습을 통해 국경정체성이 국경 접근을 위한 하나의
특권이자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경

연구

전반에서

국경정체성을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특권적 자원으로 다루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국경을 구성하는 주민 실천과 국경상인의 교역
활동이 국경을 구성하는 국가 외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워커(Walker

1999)는

태국-라오스

국경교역을

분석하면서,

메콩강으로 분리된 국경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치앙콩 국경주민인
보트운전사협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강으로 이루어진 국경통행을
담당하는 보트운전사가 자체적인 규율을 가지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통제하여

라오스-태국

국경의

경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경통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마을 주민의 국경정체성이 국경에
대한 배타적인 권력을 실행하게 함을 보여준다.
그림슨(Grimson 2002)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연구 역시,
국경에 대한 정체성이 국경주민에게 배타적인 자원으로 기능하며, 민간
차원에서 국경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국경을 더욱
공고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국경 통제로 인해 불이익을 얻게 된 택시운전사와 비공식
이주자/교역자가 일으킨 투쟁은 국경경제에 얽힌 집단이 어떻게 국경을
유리한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노력하는지 보여준다.
나미비아와 앙골라의 국경 사례는 로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와

그들의

‘작은

담론들(small

discourses)’이

국경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도입된
국민 국가에 기반한 국경의 개념이 합법적인 원칙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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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로컬 주민들의 실천은 이전의 국경 관념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국가의 영토적 경계보다 국경 넘기의
실천과 국경공동체로서의 삶을 공유하는 정체성이 국경을 구성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Brambilla 2007).
국경정체성은

국경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것은 국경마을의 성원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경에 대한
지리적, 사회적 근접성을 가지고 국경을 자원화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공동체

구성원은

국경관리자와의 친분 관계를 통해 국경에 대한 통제와 접근에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국경의 비공식성을 논의한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관원, 이민국 직원과의 면식 관계나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국경의 합법/비합법 간의 경계적 특징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이자, 국경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To et al 2014;
Singh 2014). 뿐만 아니라 국경 주민은 국경의 지리적, 문화적인 지식과
로컬의 관습을 이용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법과 규율의 실행을 회피하며
이동과 교역을 실천해 나간다(Turner 2013; Lee 2015). 즉, 국경 절차를
누가 얼마나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는 국경이동의 특권을
제공할 수 있는 국경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과 국가를 대행하는 국경의 여러 조직과 얼마나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와 관련한다.
국경의 이동을 관리하는 배타적인 권위 주체와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역시 국경을 이동하기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무장 군부 정권이 국경지역의 산악지대를 통치하는 정치적 상황은
역사적으로 미얀마 국경을 관리하는 군부 세력과 국경상인들 간에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국경상인은 군부 세력에게 뇌물이나
상품을 지불함으로써 국경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다(Chang 2004; 2009). 스터전(Sturgeon 2004; 2007)은 태국과
중국의 미얀마 국경지역에서 마을의 이장이 국가와 국경 너머 미얀마의
무장 군사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경교역의 이권을 관리하고
전유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경지역에서 마을의 이장은 근대국가 이전
조공관계에서 존재했던 ‘작은 정치체small polity’와 같은 기능을 한다.
20

마을

이장은

네트워크를

국가의

통해

국경정책에

불법적인

교역을

일조하는

한편,

국경

너머의

돕거나

국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국경을 통제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경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마을 이장과 친인척 관계,
후원 관계를 맺는 것은 국경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경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강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국경교역의 대부분이 종족 정체성에
기반한 네트워크에 의해 작동한다는 연구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종족 네트워크는 국경지역의 상인이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경제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종족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강주원 2012; Alvarez & Collier 1994). 태국과 미얀마의 산악
지역에서는 윈난 출신의 중국인과 고산지역에 거주하는 샨 민족이 종족
정체성을 이용해 교역활동을 초국경적으로 확장시켜 왔다(Chang 2004;
2009, Lertchavalitsakul 2015). 중국 출신의 타이 르족 역시 한족의
기업 경영 스타일을 전유함과 동시에 타이 르의 종족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국-라오스 국경교역가로 적응할 수 있었다(Diana 2013).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경교역 상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품을
수출입하고 유통시키거나, 정보를 얻거나, 새롭게 국경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Phadungkiati & Connell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국경의 활동이 행위자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와 종족 집단의
분포, 국경을 관리하는 관습, 지역사회를 규율하는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국경을 분석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
때 국경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익숙한 규칙과 관습, 이웃
접경지역과의 종족적,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해석된다.
부르디외(Bourdieu

1968)에

따르면,

이것은

사회

공간에서

행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자본의 종류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은 상호 면식이 있고 조직화된 관계의 견고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 즉,
한 집단에 대한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ibi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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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을 통해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특별한
권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국경활동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것은 국가가 국경을 단속할
때나 전지구화가 가속화되고 지역협력으로 국경정책이 변화하는 시류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경교역을 유지해 주는 특권적 조건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습이나 교역활동 내에서 활용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는 다양하다. 종족 네트워크, 국경관리직원과의
친분, 국경공동체의 성원권, 상급 관리와의 인맥, 뇌물 등은 그 자체로
구별 가능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며, 그 자본이 가진 속성이나 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행위자의 위치 역시 상이하다. 또한, 국경
정책이 변화하고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속성도 변화함에
따라 국경활동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제공하는 각기
다른 조건에 의해 국경의 다중적인 변화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경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국경사회

혹은

국경교역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장(field)에서 통용되고 가용될 수 있는
자본이다. 부르디외(부르디외 2002[1997]: 23)에 따르면 “장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간,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소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장 내에서 행위자의 위치는 “그들이 여러 종류의
권력(혹은 자본)의 분배 구조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치에 따라, 동시에 그들이 맺고 있는 다른 위치들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보네위츠 2000: 71).” 사회적 자본은
국경교역의 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이지만, 국가가 국경 이동에 대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장 내부의 구조와 상황, 행위자의
위치는

조정된다.

예컨대,

국가가

국경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한다면, 기존에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국경교역 장의
논리는 재조정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형식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의 특정한 형식이 대두하거나, 사회 공간에서
차지하는 계급적 지위가 중요해지면서 국경교역 장의 질서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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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자본의 개념을 빌어 국경교역을 분석하는 것은 국경정책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경교역의 장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자본의 특권적 지위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장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며 내적인 고유의 논리를
갖지만,

외부의

장들과

사회공간으로부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교차하면서 ‘상동성/구조적 동형성’을 지닌다(김동일 2010; 이상길
2000). 국가는 “장의 구조와 사회 공간 사이의 상동성을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로(김동일 2010: 68), 장 내의 규칙과 장의 자본 구성을
재조직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국가의 개입이 국경교역 장을
구성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장

자본의
내의

위상을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고

재배치하는지,

사회적

국경교역에서의

특권을

재분배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국경연구가
주목해 왔던 국가의 역할과 국가 권력에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국가를 국경을 관리하는 일방적인 주체로 인식하거나,
국가 권력과의 공모를 통해 발생하는 다중적인 활동을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환원하는 분석과 거리를 두고, 국가의 개입이 실천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것이 사회적 행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장을 재구성해 나가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국경교역을 특유의
내부적 논리와 자본의 배치를 가진 하나의 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경교역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직면하는 도전과 변화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들의 실천과 선택을 통해 기존의 구조와 새로운 구조의
변화가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초국적 지역개발과 인프라스트럭쳐의 정치

치앙라이는

국제개발의

일환으로

‘초국가적인’

지역협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국제개발이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제개발 원조에 참여하는 국가와 국제기구,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여타 제도들과 관행의 네트웍(이태주 2004:
224)”을

지칭한다.

연구지역에서

관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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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에

기반한

개발은 ‘초국적인 개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개발의 실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의 초국성 뿐 아니라, 개발의 결과와 이익의 공유 역시
초국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와 메콩유역
개발과 같은 지역협력은 국제기구, 지역협력체, 다양한 국가들이 원조와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 사업에 초국적인 공여자가
개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개발사업의 대상이 마을이나 로컬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된다.
여기에서

개발사업의

목표와

성과는

자원과

기술을

투입하여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주변국가들, 그리고 이들 국가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특정하지 않은 채 흩어진 ‘폭넓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개발은 대체로 인프라스트럭쳐 생산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발의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동학이 두드러지는 과정이다.
인프라스트럭쳐는 개발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초국가적인 개발
협력 계획의 주축이 되는 내용이다. 인프라스트럭쳐는 “기술, 행정,
재정적

기술의

결합물”로서

국가의

통치기술이

담긴

‘기술정치(technopolitics)’의 산물일 뿐 아니라, 근대화와 발전의 열망을
전달하는

“기호학적이고

미학적인

수단”이다.

인프라스트럭쳐의

물질성은 그것이 사람들의 정동(affect)을 야기하고, 열망과 좌절과 같은
정치적일

수

있는

감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을

주체화한다(Larkin 2013: 329- 333).
도로, 철도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사업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쳐는 발전을
표상하고

발전의

감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달라코글로우(Dalakoglou 2010; 2012)의 연구는 알바니아와 그리스의
국경도로가 알바니아 사회가 전지구적 시장으로 진입하고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물질”임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완성된

도로는

발전을

표상하지만

알바니아의

비포장

도로는

유럽연합의 바깥에 위치한 낙후한 경제를 상징한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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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인은 외부 세계와 시장과의 연결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페루의 도로 건설 사례는 정치적 통합, 경제적 연결,
속도라는 ‘매혹(enchantment)’의 수사를 재현한다(Harvery & Knox
2012). 이처럼 인프라스트럭쳐는 다른 세계로 통하게 하는 물리적인
연결일 뿐 아니라, 다른 세계로 연결된 사회를 상상하거나 실재를
인식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물리적 실체는 발전, 근대화, 다른 질서로
진입한다는 상상을 구체화시키고 개발을 평가하고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나타난다.
개발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발전을 상상하게도 하지만
현재를 비판하는 정치적 매개가 되기도 한다. 비셀(Bissell 2005)의
연구는 전지구화의 개발 압력이 탄자니아 식민시대의 도시 경관을
잃어버린

‘향수’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역설을

보여준다.

도시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초국적 민간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퇴출된 시민들은 과거 식민시대의 도시 경관을 칭송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하며 도시 개발 사업을 비판한다. 이것은 도시
개발의 맥락 속에서 출현한 향수의 감정이 물리적인 경관에 투영되면서
개발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추(Chu 2014)가
연구한 중국의 도시 재개발 사례 역시 폐건물의 잔재들이 개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무기로 동원되며 퇴거 반대 운동에 정치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 페루의 도로는 발전을 표상하는 물질로
표상되었지만,

실제

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지연되고

불완전한 건설로 인해 개발의 모든 수사가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물질로
표상된다. 이러한 과정은 인프라스트럭쳐의 물질성에 대한 해석과
경합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이 발전에 대한 해석과 비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Harvey & Knox 2012).
인프라스트럭쳐는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apparatus)로 작동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민족주의적인

도시의

감정을

기념비적

전달하는

건축물이

것이다.

국가

국가의
경제가

통합과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전지구적 경제 체계에 나아갈 때에 도시 경관을
통해 민족주의적인 감수성을 고취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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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은 문화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기획하는
소비 공간 개발이 발전에 대한 찬사와 민족적 정체성의 감정을 도시
경관에 투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Yeoh 2005). 인도네시아의 건축을
시기별로 분석한 쿠스노의 연구 역시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건축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식민시기에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 양식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식민 정부에 의해
전유되었고, 식민 시기가 종결된 이후에는 기념비가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근대적인 발전과 민족의 통합을 보여주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수하르토의 신질서(New Order) 시기에는 각 지역의 전통적인 양식이
인도네시아의

통합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강조된다.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결합한 시기별 건축양식의 변화는 베네딕트
식의 “상상의 공동체”(Anderson 1991)로 인도네시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물질적으로 재현된 것이자, 역으로 이러한 물질적 결과들이 단합된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Kusno 2000).
이처럼 건축 양식과 도시 경관에 드러나는 물질성은 국가 통합을 위해
민족주의를 표상하는 정치적 산물로서 기능한다.
인프라스트럭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치성을 발휘하는 장치이다.
국가는 기술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인프라스트럭쳐를
개발하지만, 여기에는 국민을 통합하고 훈육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의

발리의

마을에

전기보급의

뉴스,

정부

정치사회사는

개발

사업

정보,

인도네시아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하기 위한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었음을 보여준다. 발리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전기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국제화를
대변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발리의 전기 공급 안정화는 관광산업과 국제회의 주최지인
발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외적인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방편이었으며, 발리 주민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훈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위성과

TV

보급을

동시적으로

진행한

결과였다(Mohsin 2017).
남아프리카의 선불제 수도 공급 사례는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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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훈련시키고 물 사용에 대한 훈육과 계산가능한 주체를 만드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선불제 수도 과금 체계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관계 속에 있었던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공공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으로 가격을 지불하고 교환하는
시장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선불제

수도

사용

캠페인은

수자원

보호라는 대의명분 하에 물 사용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시민을 훈육한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지불능력이 있는 시민의
덕목을 주입시키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협상이 벌어지는 영토가 됨을
보여준다(von Schnitzler 2008; 2013). 마찬가지로 뭄바이의 수도 공급에
대한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기술적, 정치적 ‘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에 따라 불균등하게 공급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도시의 수도 시설 개선이 선거의 표심을 얻는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고
정치적 압력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마을의 수도 시설은 빠르게
개선된다.

수도관을

끌어올리는

일은

행정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의례적으로 의원의 추천에 따라 진행된다. 아난드는 마을 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도시의 성원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한다(Anand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인프라스트럭쳐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보여주며 시민의
정치적 권한이 협상되는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쳐는 개발 과정의 수단이나 배경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상상과 이념을 물질적으로 구체화하고 개발에 다양한 의미와
해석, 감정을 부착시켜 사회적 동력을 발생시키는 정치적인 행위성을
지닌다.

초국가적인

지역협력처럼

분산되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사람들의 열망, 기대, 상상, 그리고 그것들을
자극하는

개발의

물리적

결과인

인프라스트럭쳐의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프라스트럭쳐는 개발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자

나아가

정치적인

협상이

벌어지는

대상이다.

인프라스트럭쳐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가의 문제는 초국가적 지역협력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국경에 대한
관리가 어떠한 사회정치적인 효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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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제공한다.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에 투영된 인식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협상과 경합이 일어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은 지역협력처럼
거시적인 개발 과정의 실질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준다. 인프라스트럭쳐의 기술정치적인 역할에 주목하는 이론적
시각은 초국가적인 개발 과정에서 인프라스트럭쳐가 만들어내는 정치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열망과 함께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국경도시: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관계의 장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국가적

개발은

인프라스트럭쳐를

중심으로 특정한 장소와 시장을 연결하는 물리적 실체와 함께 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동성(mobility)과 연결성(connectivity)의 증진이라는
초국가적 개발의 최대 목표는 인프라스트럭쳐 건설이라는 물리적
기반을 통해 국경지역 도시의 장소적 특징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국경지역의 장소들은 국가 내외부의 장소들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목표 대상이 된다. 국경도시는 단순히
국경에 인접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국경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 즉 국경 때문에 존재하는 도시를 말한다(Buursink
2001: 8). 국경이 어떤 장소와 어떤 집단을 연결하고, 누구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가로 이해된다면, 국경도시의 성격은 이동과 연결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초지역적인
장소들을

연결하는

개발의

현장으로서

국경의

장소와

도시는

네트워크(연결망)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도시를 경계지어진 기능적 공간으로 이해하기보다 공간, 사회,
경제적인 네트워크의 관계들 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은 국가,
문화, 공동체 역시 이미 주어진 공간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탈영토화되고 초국가적인 침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전지구화와 영토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Appadurai 1996;
Ferguson & Gupta 2002; Gupta 1992; Gupta & Ferguson 1997; Malkki
1992). 이 연구들은 인류학의 연구 대상인 마을, 공동체, 공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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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대상이며, 완전하고 전체적인 단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영토적 실체가 국가뿐
아니라,

국가

내외적인

관계를

통해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유동적이고 임시적인 속성에 주목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영토성에

대한

재고찰은

도시,

국경,

공동체와

같은

실체의

공간적인 특성을 논의할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국경도시는 세계 체제 내의 수위 도시나 글로벌 도시의 네트워크처럼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소위 ‘주변부’의 도시와 장소를 초국가적,
초지역적으로 다양한 규모에서 연결하는 경제적,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구성된다.

글로벌

도시가

전지구적인

지형

하에서

경제와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면(Sassen 1991), 국경도시는
국가 간 경제, 사회 네트워크를 위해 국경 인근의 도시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해리스(Harris 2013)의 연구는
국경교역에 내재된 경제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교역 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하는지를 보여준다. 해리스가 연구한 히말라야 지역의
사례는 중국과 인도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이 소규모
국경상인들의 교역 네트워크와 교역 공간을 다양한 규모로 확장시키는
역동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가의 가장자리, 변방이라는 속성을 가진
국경은 국경에 근접한 여러 장소들, 나아가 거리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끊어지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이다.
사회적, 경제적 연결성이 두드러지는 국경지역의 특징은 국경도시의
지리적, 영토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국경도시처럼 국경교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적 집적도가 낮고
인구의

유입이나

이동성(모빌리티)은

정착보다는
장소를

구성하는

흐름이
주요한

지속되는

공간에서

요인이다.

어리(Urry

2014)는 전지구화와 탈근대화의 상황이 모빌리티(이동성)를 새로운
의제로 부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사람, 생각,
사물, 정보의 이동이 수행하는 역할을 광범위하게 분석(ibid.: 49)”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모빌리티를 고찰한
그는 “사회적 경계의 내부와 그 경계들 사이를 관통해 움직이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흐름 각각의 불균등한 도달 범위에 대해, 그리고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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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빌리티

연구의

어떻게
주제라고

상호연결되는가(ibid.:
주장한다.

국경은

35)”의
이동의

문제가
공간이자

모빌리티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이동성은
네트워크와 함께 국경지역 도시의 성격을 규정한다.
네트워크, 이동, 연결을 통한 장소 인식은 장소들 간의 관계와
사람, 기술, 정책 등의 개입으로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양태의 도시가
관계적으로 구성된다는 공간에 대한 인식론과 맞닿아 있다. 공간에
대한

인식론을

관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매시(Massey

2001[1994]: 154)는 “한 장소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한
위치에서 함께 엮이고 마주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총합”임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접합된 순간들로서 장소를
상상할 수 있지만 관계들은 더 넓은 스케일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소가 내재적인 특징이나 역사에 의해서 특별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들로부터 설명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아민(Amin 2004: 33-36) 역시 “장소를 관계적으로 읽는 것은 로컬이
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통제 하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적 영토라는 가정에 반대”하고, “유동, 연결, 다중의 지리적 표현의
존재론이 작동하는 것으로서 도시와 지역의 지리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시는 다양한 공간, 시간, 관계들의 망이 공존하는 존재이고,
지역, 주체, 도시의 다양한 부분들이 전지구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Amin & Graham 1997: 417-418).
이들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시간-공간 역동”으로
만들어진

“조립된(assmebled)

것”으로서

로컬의

장소를

이해하는

관점(Farias & Bender 2010: 6)을 공유한다.
장소에 대한 관계적 시각은 로컬-글로벌, 외부-내부, 근거리원거리의 경계를 허물고 장소에 대한 개념의 분열을 극복하게 해 주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NT)과도

연결된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연결망을 구축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행위자들이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하고 행위자들 간에 특정한 역할이나 행위를 상호적으로
부여하여 결합하는 것을 분석한다. ANT의 입장은 거리, 크기,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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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리적, 공간적 개념 역시 네트워크로 이해한다. 멀고 가까움은
물리적인 근접성이 아닌 네트워크의 연결로 이해되어야 하고, 크고
작음 역시 네트워크가 얼마나 길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로
결정된다. 네트워크의 공간은 연결 사이의 공간을 채워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므로

라투르(Latour

내부와

2005)는

외부의

로컬과

개념

글로벌의

역시

존재하지

위계나

규모의

않는다.
차이를

무화시키고, 장소들을 연결하는 매개를 통해 로컬과 글로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이미 정해진 사회적
집합이라든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과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연결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bid. 176). 그에게 어떠한 장소는
위계적이거나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매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규모(scale)와 같은 지리학적 개념 역시
운송수단을 통해서 공간화, 맥락화, 스케일화된 것을 행위자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ibid. 184). 이처럼 공간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소가 오직 상호 관계 속에서
정의(Passoth & Rowland 2010: 826)”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의 연결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공간이 다른 실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와 관계의 네트워크 역시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생성된다(becoming)는

사실이다.

행위자-연결망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불안정한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인간, 진리나
지식, 장소 이 모든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유지될
때 안정된 모습을 보일 뿐, 언제나 다른 행위자와 연결망에 의해서
와해될 위험에 있다. 동맹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나 동기가 하나의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ing Point)을 향해
결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유인된 행위자들과의 연결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행위자는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이 다른 네트워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관심을 끌고 추가적인 행위자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행위자들을 유인한 목표가 사라지거나 실패할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위자의 반역과 이탈로 와해된다. 행위자들은
31

다른 의무통과점을 향해 이동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가 생겨나면서
네트워크가

재형성된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다른

연결망으로 이동할 수 있고 어떤 연결망에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존재는 달라진다(Callon 1986). 이처럼 행위자-연결망 자체는 연속성
있는 변형과 경계 없는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는 ‘유동 공간(fluid
space)’의 특징을 보인다. 요소들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연결의 방식을 달리하므로, 네트워크는 요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해체되고 변형 가능한 유동적인 성격을 띤다(Mol & Law
1994: 643). 스미스(Smith 2010[2001]: 92)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시티 역시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실천 및 권력 관계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도시
간의 경제, 사회, 정치적 네트워크도 이동, 실천, 관계의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일시적인

배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과

같이

초국가적인 이동이 빈번하고 다규모의 장소들 간의 연결이 경제,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공간에서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들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결합하고 탈락하고 재결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국경도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경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장소를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지 않고, 관계성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초국가적인
개발이 집중되고 사람, 물자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국경지역의 사회와
장소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이론적 시각이 된다.
도시가 다양한 관계들의 망이라는 시각은 도시와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규모(scale)에서 개입하는 행위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장소를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공간의 행위자와 그 실천을 강조한
인류학의 고전적인 도시 연구의 관점과 기본적으로 맞닿는다. 드
세르토(De Certeau 1988[1974])는 보행자의 ‘발화 행위’가 지형학적인
시스템을 전유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공간의 고정적인 요인들이 보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선택과 이용이 공간의 활동과 장소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는 공간은
장소들 상호 간의 간섭과 재구성, 충돌과 경합, 그리고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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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움직임, 흐름과 파동,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침투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르페브르 2011: 155).
이처럼 관계적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 인류학의 시각을 공유하며, 장소가 다양한 관계, 유동,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체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관계적 공간에 대한 사유는 관계를 점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상이한 위치성을 포착해야 하는 당위를
가진다(박경환 2014: 60). 이는 일찍이 전지구화를 염두에 둔 연구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일치한다. 개인의
관점은 개인 고유의 네트워크 경험의 산물이며, 관점들의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글로벌

전체주의적이고

에큐메네(global

더

복합적이며,

ecumene)/전지구적
탈중심화되고,

세계’는

변동적인

덜

속성을

띤다(Hannerz 1992). 전지구화 시대에 사회의 개념을 고민한 하너즈의
관점은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들의

결합으로서

국경사회와

도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본
연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결망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행위자 각각이 구성하는 공간의 특성과 함께 각각
공간의 특성이 내포하는 행위자의 다중적인 위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네트워크와 관계의 공간으로서 국경도시를 바라보는 것은 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유용하다.

3.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
1) 연구지역 소개
연구자는

치앙라이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지역경제협력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몇 곳의
도시를

답사하였다.

2013년

11월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지역경제협력과 도시 개발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메콩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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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랑 건설 계획이 있는 태국 내의 결절도시(node)를 차례로
방문했다.

사전

연구

Economic Corridor)의
매사이(Mae

Sai)

기간

동안

치앙라이와

국경시장,

남북경제회랑(the
치앙콩,

North-South

치앙샌(Chiang Saen),

중부경제회랑(the

Central

Economic

Corridor)이 지나는 이산 지방의 태국-라오스 국경도시 우돈타니(Udon
Thani)와 농카이(Nong Khai) 국경시장, 남부경제회랑(the Southern
Economic Corridor)이 지나는 태국-캄보디아 국경도시 사깨오(Sa
Kaew)와 아란야쁘라텟(Aranya Prathet) 국경시장을 방문했다. 서로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제각각의 특색을 갖고 국경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도시들을 방문하고 비교한 결과, 남북경제회랑의
관문지역인 치앙라이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했다.
여러 국경지역 중에서도 치앙라이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경제회랑은 중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태국 상품의 중국 진출의 통로이자, 중국이 태국을 매개로
아세안

시장으로

유입하는

길이다.

아세안과

GMS

지역에서

남북경제회랑이 갖는 중요성은 남북경제회랑의 태국 관문 지역인
치앙라이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였다. 사전 연구를 시작한 때는
2013년 12월 치앙콩에 남북경제회랑의 육로 연결인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5 가 완공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지역 사회의
변화를 다른 국경도시에 비해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연구 지역 선정의 또 다른 이유였다.
또한, 치앙라이는 두 개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앙콩, 치앙샌, 매사이 세 곳의 주요 국경교역 중심지가
위치한다는 점 때문에 국경교역을 위한 사람과 상품의 이동과 그
역동을 관찰하기 위해 좋은 장소였다. GMS 개발 계획에 따라 중국의
쿤밍부터
5

태국으로

연결되는

남북경제회랑은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 1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1994 년 태국 농카이와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
사이에

건설되었고,

제

2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2007

년

태국

묵다한(Mukdahan)과 라오스의 사반나켓(Savannakhet) 사이에 건설되었다. 제 3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2011 년 태국 나콘파놈(Nakhon Phanom)과 라오스의
타켁(Thakhek) 사이에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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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두 개의 지류로 나뉘어 치앙라이의 매사이와 치앙콩으로
이어진다. 태국 내 다른 국경도시와는 달리 치앙라이 지역은 세 곳의
국경도시와 이를 연결하는 도로 개발 덕분에 국경교역의 다양한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 국경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국경교역
물자가 치앙라이 도의 중심 도시인 므앙 치앙라이(Muang Chiang
Rai)

6

를 통해 유통되면서, 도 내의 여러 장소가 국경교역을 통해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관찰하기 좋은 현장이었다.

【지도 I-3-1】 GMS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과 치앙라이
(출처: ADB. Transport sector strategy 2007)

6

치앙라이 지역은 도의 명칭과 도청 소재지인 도시의 명칭이 모두 치앙라이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앙라이 지역 전체를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에 치앙라이라고 적고, 치앙
라이 도시를 칭할 때에는 도시를 의미하는 현지어 ‘므앙’을 붙여 므앙 치앙라이라고
적는다. 때로는 치앙라이를 생략하고 므앙으로 적어 치앙라이 도시를 표기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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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라이는 태국 북부 국경에 위치한 도(Jangwat, Province)이다.
치앙라이는 라오스와 155km, 미얀마와 153km의 국경선을 공유하며,
남서쪽으로 태국의 치앙마이 도(Jangwat Chiang Mao), 남쪽으로 람빵
도(Jangwat Lampang), 남동쪽으로 파야오(Jangwat Phayao) 도와
인접해 위치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치앙라이 도의 총 인구는 120만
423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므앙 치앙라이의 인구가 22만 6107명,
세 국경도시인 치앙콩의 인구가 6만 2410명, 치앙샌의 인구가 5만
116명, 매사이의 인구가 8만 4923명이다(치앙라이 도 계획 20142017).
치앙라이 도의 면적은 11678.37 평방킬로미터이나, 이 중 44%의
면적이 임야, 35.7%의 면적이 농지로 삼림과 농업의 비중이 크다.
토지의 구성에서 드러나다시피, 치앙라이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다.
2010년 전체 도내총생산(Gross Provincial Product)은 421억 5300만
밧(1밧= 약 34원, 한화로 약 1조 4천 300억) 중 1/4 정도가 농업,
어업, 축산업의 1차 산업으로, 100억 4200만 밧의 규모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이 62억 1500만 밧으로 도내총생산의 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부동산과 임대업이 40억 6400만 밧으로
9%의

비중을

차지한다(출처

NESDB,

치앙라이

도

계획

2017에서 재인용).

순위

세부분야

GPP

농업 축산업

9,406

어업

673

2

도소매

6,215

3

교육

4,473

부동산 임대

4,064

국가공무서비스

3,035

6

로지스틱 운송

2,631

7

금융

2,579

1
13

4
5

분야
농업

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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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42

32,056

2014-

8

산업 생산

2,363

9

보건 복지

1,622

10

숙박 레스토랑

1,594

11

건설

1,508

12

전기 가스 수도

947

14

복지

613

15

광산

307

16

가사/가내

164

총계

42,153

【표 I-3-1】 2010년 치앙라이 GPP (단위: 백만 밧, 출처: NESDB,
치앙라이 도 계획 2014-2017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도소매를 포함하는 상업이 1차 산업을
제외하고

치앙라이

GP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경제활동이다. 여기에는 도 내의 유통과 판매뿐 아니라, 도 내의 유통
상인을 거쳐 국경교역으로 이어지는 상업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치앙라이의 산업 부문이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도소매 상업은 주로 방콕이나 방콕 인근의 산업 지역의
상품을 교역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치앙라이는 3개국의 국경이 접해 있고 중국 서남부와 육로 상의
거리가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 덕분에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와
중국과의 국경교역의 관문 역할을 해 왔다. 치앙라이의 교역은 대부분
라오스, 미얀마, 중국과 이루어지며, 아세안지역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역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앙콩은 주로 중국과 라오스의
교역 관문으로, 치앙샌은 중국, 라오스, 미얀마와의 교역 항구로,
매사이는 미얀마와의 교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각 국경마을 별로는
해마다 수출입 증감이 있지만 치앙라이 전체로 봤을 때 4개국 간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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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콩
연도

수입

2011

치앙샌

매사이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268.31

5931.14

1100.12

11328.11

129.79

12231.6

3498.22

29490.85

2012

3071.10

9453.68

512.22

13636.88

-

-

-

-

2013

3343.99

10298.88

654.73

26756.21

236.55

10778.26

4235.27

47833.35

2014

3285.78

11992.25

702.21

28408.81

577.09

11575.13

4565.08

51976.19

2015

3803.67

13359.71

669.71

34137.82

180.18

9726.35

4653.56

57223.88

2016

5983.08

14611.27

710.95

21407.84

-

-

-

-

【표 I-3-2】치앙콩, 치앙샌, 매사이 수출입 통계 2011-2016 (단위:
백만 밧, 출처: 치앙콩, 치앙샌, 매사이 세관사무소 홈페이지)
치앙라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항목은 소비재가 약 4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자제품

32%,

농산품이

11%를

차지하고, 라오스와 미얀마로 수출하는 항목은 각각 약 30%로 기타
소비재의 비중이 가장 크다. 치앙라이에서 수출되는 소비재는 농산물,
농산물을 가공한 상품, 식료품과 옷, 신발, 공산품 등이 있다. 2015년
치앙샌을 통과한 수출 품목은 설탕, 디젤, 냉동닭고기, 에너지 음료,
건조된 과일, 기타 소비재 등이며, 치앙콩을 통과한 수출 품목은 과일,
디젤, 소비재, 쌀, 건어물 등이다. 치앙라이의 중국 수입품은 마늘,
사과,

배추,

브로컬리

미얀마로부터의

수입품

등의

농산물이

역시

84%의

농산물이

비중을
46%를

차지하며,
차지한다.

라오스로부터는 갈탄 연료 수입이 74%를 차지한다(치앙라이 도 계획
2557-2560). 2015년 치앙샌을 통해서 석류, 생마늘, 건조 마늘, 사과,
감자 등이 수입되었으며, 치앙콩을 통해서는 채소, 과일, 소비재,
아르곤 가스 등이 수입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라오스, 미얀마로
태국의 소비재 수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태국은 농산물과
자연자원을 수입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치앙라이에서는 수입보다는
수출의 규모가 더 큰데, 태국산 식자재와 소비재, 과일과 야채가 중국,
라오스, 미얀마로 수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치앙콩에서 수입 통관의 약 96%가 중국으로부터
38

수입하는

물품임을

감안한다면(치앙콩

세관사무소

홈페이지),

치앙라이의 수입품은 특정 품목의 중국산 야채와 과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치앙라이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교역을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국경교역은 말 그대로 수입과 수출, 즉 ‘국가의 경계를 넘어’
물자가 이동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을 의미한다. 국경교역을
통계화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상품의 생산지, 생산자,
생산자의 출신 지역 혹은 상품의 소유자와 소유자의 출신 지역 등과
무관하게 국경을 넘는 상품의 양과 가치로 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경교역은 반드시 그 국가의 상품이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통과하는
국가에

종착하거나

거점을

가지지

않고

거쳐가기만

해도(이것은

현재로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불가능하다) 국경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치화된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나
수출되고,

많은

싱가포르의

중국의

교역상품이
산물이

수출품이

태국의

태국의

태국으로

국경을

국토를
수입되어

거쳐

통과한다.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이동하기도 한다. 상품은 태국을 경유하지만 태국에서
생산되거나 태국의 중개상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태국의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국의 국경교역 양으로 산출된다.
물론 국경교역은 그것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그것을 운송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물품의 수출입 양이나 가치는 중간자의 운송 및 관리에
따른 수익 창출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혜 가능한 국경교역의
경제적인 가치는 이 중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경교역의 경제적 효과는 국경무역의 양과 상품의 가치로서 측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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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물자가 국경을 지나는 행위만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누가 교역의 주체인지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채로
물자의 이동과 통과만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통계화된
국경교역의 수치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
같은 맥락에서,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은 치앙라이의 국경포인트를
통과하는 모든 통계 수치로 설명되고 있다. 지역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치앙라이가 경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도 치앙라이
국경을

통과하는

교역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교역이 치앙라이에서 발생하는 국경교역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치앙라이 국경에서 교역이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때, 치앙라이에서 관찰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교역과 이 수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실제로 ‘치앙라이
국경교역’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국경교역을

민족지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연구자가 부딪친 장벽과도 맞닿아 있었다.
국경교역을

하는

사람들을

국경마을에

사는

수출입

소개해
상인이나

달라고
사업가를

했을

때

떠올렸다.

많은

경우,

한

예로,

연구자가 치앙라이에서 제일 처음 만난 주요정보제공자인 까이는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한참 동안 경청한 후에 자신의 친구 남편을 제일
먼저 떠올렸다.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는 태국산 야채와 과일을
대량으로 주문받아 컨테이너 차량으로 실어 중국에 수출하는 로지스틱
사업가였다. 정작 까이 본인은 치앙콩에서 실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
가게의 많은 손님들이 라오스의 훼이사이에서 온 라오스 고객이다.
그러나 까이는 자신이 국경교역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국경교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연구자의 연구를 더 깊이 이해한 후에야, 자신도 연구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소위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경교역을 해 온 상인과 사업가들을 소개해
주었다.
이처럼 치앙라이에서 국경교역을 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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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현지 교역 양상에 대한 상상력의 한계와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의

상상하는

대상’의

불일치로

혼선을

겪었다.

연구자는

치앙라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경교역의 형체를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자를 소개해 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현지의 주민들은
연구자가 소량으로 거래를 하는 교역 사업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경교역은 국경을 통과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만도 아니고,
교역 상품을 생산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만도 아니다. 더욱이
치앙라이의 교역 상인과 사업가 중 대다수가 다른 지역의 상품을
매개하는

중개상이라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점은

과연

하는가의

국경교역의

고민을

낳았다.

연쇄를

어디에서

대부분의

상인이

매개상으로서 주로 방콕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공장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치앙라이에서 판매하거나 이웃국가로 판매하며 교역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콩유역 개발이니, 아세안경제공동체이니
하는 초국가적인 지역협력의 명칭과 ‘국경교역, 수출, 수입’과 같은 경제
용어들은 통상적으로 그 경제적 행위가 국가 대 국가 혹은 대기업 간의
대규모

교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선입견을

불러일으킨다

7

.

따라서

소규모로 물건을 중개하거나 거래하는 상인들은 자신이 이 경제적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다. 더욱이, 라오스나 미얀마
출신의 단골 고객이 있어 간접적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적으로 상품을 ‘수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건과 상인이 이동하는 여러 거점 중 어느 지점을 교환의 현장으로 볼
것인가의 복잡함은 치앙라이에서 국경교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상응했다.
이에 연구자는 치앙라이가 국경지역이기에 국경교역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수사를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치앙라이 국경교역’이라는

7

치앙라이 상인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국경교역’, ‘수출’이라는 용어보다는 ‘물건을
판다’, ‘물건을 보낸다’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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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사람의 이동에 대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사물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를 지리적인
기반에

착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치앙라이

국경교역은

치앙라이의 국경을 거치는 것이라는 필수조건 하에, 치앙라이 도에
거주하는 상인과 사업가가 국경교역의 연망 속에서 교환의 주체로
참여하여

나타나는

과정으로

풀어서

이해하였다.

여기에는

치앙라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상품을 교역하는 행위를 포함하기도
하고, 치앙라이에 정주하는 사업가가 다른 지역의 상품을 다양한
규모로 중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동하는 국경교역 상인의 특성 상,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정해진
공간이나 고정된 집단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세 국경도시와 므앙
치앙라이의 상행위가 연쇄적으로 국경교역망을 이루고 있다는 특성도
연구자가 어느 한 공간에서 치앙라이의 국경교역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경교역의 공간적 연결의
축을 구성하는 국경과 므앙 치앙라이를 출발점으로 삼고 양방향으로
교역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자는 므앙 치앙라이나
국경도시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국경도시들을 이동하는 ‘다현지
민족지(multi-sited

ethnography)’(Marcus

1995)의

방법을

따랐다.

이것은 국경과 국경지역이 이동, 연결, 흐름으로 규정되기에 발생하는
현장연구의 방법적 특성이다. 우선 므앙 치앙라이의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국경교역의 연결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므앙의 도매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객 중에서 국경교역에 참여하는 상인을
만나 그들의 교역 활동에 동참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경도시에서
국경교역에

참여하는

상인을

소개받아

인터뷰하고

그들이

므앙

치앙라이나 다른 국경도시에 교역을 위해 이동할 때 동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사람을 다른 인맥을 통해 중복해서 만나게
되기도 했고, 여러 지점의 국경과 므앙의 시장 등 떨어져 있는 여러
장소들이 상인들의 교역 활동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경교역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앙라이 내의 국경상인과 장소들이 어떻게 국경교역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여타의 국경교역에 대한 민족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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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자 연구의 목표와 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은 한 국경마을만을 대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호연결과

분석하고자

하는

복잡성을

국경과

띠고

국경교역,

있으며,

그것이

국경상인의

본

분화의

연구가
핵심적인

측면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지 선정을 위한 2013년 11월 2주 간의 사전 답사를
시작으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여 간의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를 기획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류학과가
있는 쭐라롱꼰 대학교 정치학 대학의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본격적인
현장연구를 실행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일주일 동안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실질적인 방법은 만나고, 기다리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시장의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을 거들거나 시장
주차장에서 국경상인을 기다렸다. 시장에서 보낸 기다림의 시간은
시장의 일과를 파악하고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시장이 바쁜 오전 시간은 국경상인과 상인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때였지만,

길게

대화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기는

어려웠다. 시장을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시간 외에도 시장이 한가한
시간에

따로

약속을

지역경제협력에

대해

잡고

상인과

어떻게

인터뷰를

하며,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사업을

인식하고

적응시키고자 구상하는지 질문할 수 있었다. 때로는 국경에 방문하는
라오스 상인을 위해 운전을 해 주는 기사들과 연락하며, 그들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시장을 방문해 국경마을로 따라 나서기도 했다.
신속하게 상품을 구매해서 국경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의 활동 패턴 상,
이동하는 차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이 연구자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질문보다는

한

정보를

번의

제공해

동행이

주는

국경교역의

기회였다.
패턴을

여러
더

번의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국경포인트마다 구별되는 특징이나 규칙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국경교역

상인의

활동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것에

더하여,

치앙라이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치앙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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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의 활동을 참여관찰하였다. 치앙라이 상공회의소(Chiang Rai
Chamber of Commerce)는 치앙라이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소유한 상인이 주로 가입하는 사업가 단체로, 국경지역에 추진되는
개발 사업과 정책 제안을 지역 사회에 전달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국경교역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인을 돕는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치앙라이 상공회의소의 활동에 동참하고
관찰하면서 지역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거시적인 초국가적 경제협력이 지역 사회에 만들어내는 변화의
파장과 그것에 대응하는 지역 단위 사업가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상인은 자신의 사업을 소소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상공회의소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그 활동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보여주기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치앙라이의

상인

집단

내에서도

지역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인 집단 외에도 이민국, 세관원 직원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었으며, 지역 사회의 사회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락치앙콩(Rak Chiang Khong)과 고산지역 마을개발
재단(Hill Area an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과 같은 NGO
단체를 만나 다양한 시각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는 로컬 상인이 처한 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역 사회 혹은 국가적 맥락에서 개발 사업이 어떠한 현실적인 쟁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헌 자료가 치앙라이의 교역상인의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먼저, ADB의 GMS개발 계획 자료를 통해 치앙라이와
치앙라이와 연계된 지역에 어떤 개발을 진행시키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GMS 개발 실행 계획이나 성과보고서, 경제회랑 평가보고서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리고 태국 국내적인 맥락에서 개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네이션(Nations),

치앙라이

타임즈(Chiang Rai Times), 카우솟(Khaosod English), 타이 PBS(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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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등의 영문 언론기사 및 프라차타이(ประชาไท), 포스트투데이(โพสต์ทู

เดย์)와

같은 태국어 언론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로컬 차원에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치앙라이 도의
2010년-2013년, 2014년-2017년 개발 계획서와 2013년 도시 계획도를
수집하였고, 치앙라이 도청 홈페이지, 치앙샌, 치앙콩, 매사이 이민국
홈페이지와 세관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통계자료를 얻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국경에

2장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경지역의

재조명’에서는 태국 북부 국경이 시기별로 어떻게 재현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는지 살펴본다. 근대 태국 성립 시기에 태국 북부의
왕조가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치앙라이가
국경지역으로 탄생한 것을 보여준다. 미얀마와 라오스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태국의 반공주의가 북부 국경지역을 안보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대외적으로 국경교류를 단절한 냉전 시기의 국경을
기술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경을 단절한 시기에도 국경이
교역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 모순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본다. 끝으로
냉전이 종결되고 아세안의 경제협력이 시대적인 목표로 부상하면서
단일 시장 중심의 국가 간 협력이 국경을 다루는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태국

북부를

비롯한

국경지역이

경제협력시대의 발전이 기대되는 전도유망한 장소로 재조명되었음을
설명한다.
논문의 3장 ‘국경개발이 추동하는 국경도시의 변화와 특성’에서는
지역경제협력으로 인해 치앙라이 국경지역에 집중되는 개발 현상을
분석한다. 치앙라이 국경을 중국, 라오스, 미얀마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로,

항만,

철도

건설이

국경도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행위임을 기술한다. 국경교역을 개선하기 위한
45

인프라스트럭쳐의 건설이 국경지역에 대도시의 소비, 주거 공간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도시 경관 변화가 지역 주민들이
추상적인 지역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토대가 됨을 밝힌다.
또한, 치앙라이의 시장과 국경을 연결하는 상인들의 시공간적인 이동과
움직임이 국경과 도시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국경도시 체제를 이루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기술한다.

뿐만

아니라,

치앙라이가

지역경제협력의 계획 안에서 태국 북부와 이웃 국가의 국경도시들과
연결되는 과정이 국경도시 치앙라이의 성격을 변화하고 재규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논문의 4장 ‘국경의 다중성’은 국경교역이 이루어지는 실천을 통해
국경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치앙라이

내에

존재하는 다중적인 국경의 실체를 보여준다. 치앙라이에 존재하는
국경포인트의

위치와

법적

지위,

국경

이동의

규칙을

살펴보고,

다중적인 국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제시한다. 국경교역 상인의 실천
사례를 통해 국경포인트의 규칙과 상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국경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경개발로 신설된
새로운 국경포인트의 출현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국경포인트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국경들 간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을 기술한다.
이를 통해 국경이 단일한 통과점이나 규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 분산되어 다른 특성과 조건을 내재하는 다중적인 존재임을
증명한다.
5장 ‘국경교역 장의 변화와 상인들의 교역실천’에서는 지역경제협력
시대의 지역시장이 국경교역 장 내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상인들에게
새로운 교역의 전략을 요구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부르디외의 장
개념을 통해서 국경교역 장을 구성하는 자본의 구성과 상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분석하고, 국가의 국경정책과 지역시장의 확대가 장 내에
통용되는
살펴본다.

자본의

중요성과

국경교역이

종류를

지역시장으로

변화시키는
포섭되고

역동적인
경쟁이

과정을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어떻게 기존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국경교역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한다. 지역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무하는 국가와 민간의 다양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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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교역의

가능성과

기회가

늘어나지만,

기존의

국경지역에서

중시되었던 사회적 자본과 국경정체성에 기반한 교역을 지속하는
상인에게는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열린’ 국경을 추구하는
지역경제협력의 시대적 조건이 국경상인 내부를 분화시키는 양상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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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경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경지역의
재조명
2장은 란나(Lanna) 왕국이 근대 태국으로 통합되는 역사와 아세안
국가 공통의 화두인 경제공동체로서의 아세안을 추진하는 현재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경이 탄생하고 강화되고 유연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국경이 드러나거나 흐려지는 과정,
혹은 열리거나 닫히는 과정은 치앙라이가 국경지역으로 탄생하는
과정이자 국경지역이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국경지역을 어떠한 장소로 보느냐 하는 사회적
인식은 주변 국가와 국경도시 간의 교역 연결망을 단절시키고 연결,
재연결하는 과정과도 얽혀 있다. 본 장에서는 국경의 열림과 닫힘을
주도하는 근대 국가의 탄생 과정이 국경지역을 생산하고, 냉전시기에
‘닫혀 있던’ 국경이 지역협력을 통해 재개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AEC가 국가적, 초국가적, 지역적(regional)인 화두가 된 지금, 공동체
설립의

전제조건으로서

‘열린’

국경을

지향하는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태국의 국경이 시기별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장소로 인식되었는지 그 전반적인 경향성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국경의 통치화 과정과 국경교역 중심지의 출현
이 절에서는 사얌(Siam)

8

왕국이 국민국가 태국으로 거듭나는

시기에 란나 왕국이 사얌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란나 왕국의

8

사얌의 태국어 표기는

สยาม

이고 발음은 ‘사얌’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Siam 을 영어 표기로 적되, 한국어 표기는 태국어
발음에 따라 ‘사얌’으로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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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였던 치앙라이가 근대 태국의 국경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1) 중앙집권 체제와 국경지역의 통합

【지도 II-1-1】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근대 이전 도시국가 (란나,
란상, 몬, 시솽반나) (Ongsakul 2005: 12)
동남아시아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를 분할하고 지배권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태국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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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것이었는지,

태국

왕실과

사회

내부에서

외부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태동한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마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근대 국가로서 태국의 탄생은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힘과
왕조

내부에서

주도한

중앙집권화의

의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태국의 근대화는 대체로 라마 4세 시대(1851-1868)에 시작되어
라마 5세 쭐라롱꼰 왕(Chulalongkorn) 시기(1868-1910)에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 시기는 태국이 영국과 보우링(Bowring)
조약(1855) 9 을 맺으면서 서구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태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국주의 세력과 협상하며 근대 국가의 형태를
수립해 나간 핵심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존의 사얌 왕국과 주변 조공국이 하나의 타이 민족 국가로
결합되는

과정이었다.

태국

북부

지역

왕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공국이지만 독립된 도시 국가로서 유지되어 오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인 자율권과 민족적 정체성을 잃고 방콕의 사얌으로 완전하게
흡수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13세기에 멩라이 왕에 의해 건국된 란나 왕국은 16-18세기에
버마의 영향력 하에 있다가 18세기에는 도시국가의 형태인 므앙으로
쪼개져 버마로부터 독립한다. 란나의 수도였던 치앙마이는 1774년에
사얌의 조공국(tributaty state)으로서 동맹을 선언하고, 이로써 란나의
므앙은 사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Ongsakul 2005: 111). 란나와
사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도시국가인 ‘므앙(Muang)’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므앙은 마을, 도시, 국가를 의미할 정도로 그

9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태국의 문호 개방을 위해 여러 번의 무역 개방 조약을
시도하였다. 해외 무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을 확보하고 있었던 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편 전쟁과 일본의 개항, 2 차
영국-버마 전쟁(1852-1855)으로 서양의 위협을 인식한 태국 정부는 1855 년
영국정부가 파견한 사절단 존 보우링과 완전한 무역 개방을 약속하는 보우링 조약을
체결하였다. 보우링 조약은 영국인의 수출입 완전 자유화와 치외법권, 영국인 거주권
등을 담고 있는 불평등조약이었다(조흥국 2007: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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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다. 므앙은 크기, 권력의 정도나 종류, 행정 구조와 관계없이
통치 권력이 발휘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inichakul 1994:
49). 근대 국가는 지도 상의 위치와 경계 표시 없이는 상상될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태국 국가를 의미하는 ‘므앙 타이’
영토적

경계나

규모를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이고

10

, 즉 사얌은
유연한

국가

개념으로서 사얌의 내부 혹은 주변에는 더 작은 규모의 도시와
정치체로 기능하는 다른 므앙이 존재하는 위계적인 영주권의 형태를
띠었다. 큰 므앙은 작은 므앙을 보호하고 조공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그
위계가 높아진다. 그러나 조공관계는 하나의 위계로 유지되지 않고
므앙은 여러 므앙과 중복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조공관계에서
큰 므앙은 조공을 바치는 작은 므앙을 보호해야 하는 호혜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 므앙 간의 경계가 중첩적이고 조공관계에 기반한 위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앙 간에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강제력을 서로
미치지 않으며 독립적인 통치를 허용하였다(ibid. 81-84). 란나의
치앙마이는 므앙으로서 사얌과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국가로서의
독립성이 상당히 유지되었다11.
10

‘므앙’의 개념은 1941년 이후로 근대 지리의 문법을 따르는, 즉 영토적 경계를 갖춘
근대국가를 의미하는 ‘쁘라텟’으로 대체되었다. 현재 태국은 태국어로 ‘쁘라텟 타이’
로 불리운다. 이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므앙’이 선으로 구획된 근대적인 지리 경계

에 기반한 태국 국민국가 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다.
11

19세기 중엽 태국의 영토는 행정적으로 중앙 정부의 직접적 행정 통제가 미치는 방
콕 근방의 내지방, 내지방과 조공국 사이에 있는 외지방, 북부 치앙마이, 람빵, 람푼
(Lamphun), 프래(Phrae), 난(Nan), 라오스의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왕국과
같은 조공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조흥국 2015: 142). 이 중에서 조공국은 행정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지방의 행정보다도 더욱 자율적이었다. 조공국인
란나의 므앙은 독립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였고, 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얌과는 다른 법 제도를 독자적으로 유지하였고, 관할지역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Ongsakul 2005: 149; Ramsay 1976: 21). 사얌에서는
란나 므앙의 왕을 조공국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지만, 란나에서는 그를 왕으로 여겼
고(Ongsakul 2005: 129), 통치자는 관료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과 사법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Ramsay 197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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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란나 왕국의 종주국인 사얌 정부는 란나 왕국을 동등한
독립 국가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니었다. 옹사꾼(Ongsakul 2005)에
따르면, 사얌 정부는 란나 왕국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앙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였다. 먼저, 고위 관직은 사얌 정부가 하사하여 새로운
임명자가 방콕에서 공식적인 관직을 임명받도록 하였다. 또한, 사얌
왕의

즉위식이나

장례식에는

조공국의

통치자와

그

후계자가

참석하도록 하여 그들이 사얌에 복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관리 방법은 란나 왕의 충성심이 의심스러울 때 방콕에
보직을 주어 가까이 머무르도록 하면서 감시하는 것이었으며, 사얌의
왕이 이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ibid.: 151). 사얌
왕국과 조공국의 복속 관계는 조공국이 사얌 왕국에 공물을 바치고
왕국을 방어하는 의무를 갖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조공국의 경우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으로 만든 나무 장식을 왕실에 바치고 매년
토산물인 티크 목재를 보내야 했으며 왕실에 장례와 같은 의식이 있을
때에는 특별 세금을 상납해야 했다(ibid. 152).
하지만 이러한 조공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얌과 란나의 관계는
하나의 국가 체제 안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유연한 주종 관계 속에 있었다. 방콕은 므앙의 통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해준다면 그를 보호해 주는 관계였고, 므앙의 경제적 자원, 국민에
대한 통제를 하거나 자율권을 손상시키지는 않는 “상호 이해 관계에
의거한 연합”이었다(Ramsay 1976: 21).
란나의 므앙과 사얌의 관계는 서구 세력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면서 급격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북부를 비롯한 국경지역은
사얌의 조공국들이 위치한 곳으로 사얌의 느슨하고 유동적인 통치의
힘이 미치는 곳이었다. 왕국 간의 국경지역은 인접한 왕국의 주권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었으며,

국경지역의

주민들도 어느 한 왕국에 속하기보다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며 생활할
수 있었다. 위니차꾼(Winichakul 1994)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사얌
정부에게 근대적인 국가로서의 영토와 국경의 개념은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을 확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변방의 사얌의 조공국들은 자율권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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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조공국을 섬기며 유동적인 경계를 형성해 왔다. 당시의
국경은 위도와 경도로 구획될 수 있는 선(boundary line)의 개념도
아니었으며,

인접한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으로

규정되는

개념도

아니었다. 오히려 경계는 다른 왕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며, 국경은 다른 왕국으로 연결되는 통로이거나
완충지대의 개념이기도 했다(ibid.: 74-78). 국경은 산이나 강처럼
선으로 표시될 수도 있었지만, 나무나 돌, 탑이 있는 연못처럼 경계선이
구획될 수 없는 곳도 있었다(ibid.: 70). 그러나 서구 식민 국가와의
영토 갈등으로 사얌 왕국은 근대 국가의 국경 개념을 급속히 수용하여
사얌 왕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조공국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된다.
란나의 므앙이 사얌 왕국의 단일한 주권의 영역인 근대적 국경
내부로 편입된 것은 19세기 버마와의 전쟁 12 에서 승리한 영국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란나와 영토를 접하고 있는 몬(Mon) 왕국을 정복한 영국
식민자들은 란나의 주요 교역 대상이었다. 사얌은 조공국의 교역
정책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란나는 가까운 버마에 주둔한 영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다(Ongsakul 2005: 167-168). 특히 란나
지역의 풍부한 임산 자원을 교역하고자 했던 영국 식민 회사들의
벌목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목권에 대한 이중 계약의 문제가
발생했다(Ongsakul 2005: 169, Ramsay 1976: 22). 란나와 영국 회사
간의 벌목 분쟁 원인은 서구와는 다른 경계 개념 때문이었다. 경계
지역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권력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공국과 같이 조공국과 종주국의 권한이 중첩되는 곳이나, 두 개
이상의

12

나라와

주종관계를

맺는

곳에서는

소유자를

배타적으로

인도를 점령한 영국은 인도와 국경을 접한 버마의 영토를 침략한다. 1824-1826 년에
걸친 영국과 버마의 1 차 전쟁은 인도와 버마의 국경문제를 계기로 발생하였으며,
전쟁에 패한 버마는 서부 아라칸과 안다만 해협의 테나세림를 영국에 빼앗긴다.
이후 1852-55 년에 걸친 2 차 전쟁에서 패한 버마는 양곤을 비롯한 남부 지역을
빼앗겼고, 1885 년 3 차 전쟁에서 북부 지역을 빼앗기며 완전히 영국령 버마로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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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기 어려워 이중 계약이 발생한 것이었다(Winichakul 1994: 73).
19세기 말, 영국의 벌목 사업과 국경 분쟁에 대한 보상 요구로 사얌
정부가 조공국인 란나의 영토 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고, 근대
태국의 영토를 확립하고 란나 지역을 ‘국경’지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Ongsakul 2005: 173, Ramsay 1976: 23, Baker & Phongpaichit
2014[2005]: 53).
식민 세력과 란나 왕국의 국경 분쟁으로 사얌 정부는 북부 지역을
중앙집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사얌

정부는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태국의 영토를 보존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근대
국가로 이행하고자 행정구역 개편, 관료체제 정비, 세제 개편, 교육
제도

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낡은

추진한다.
정치

쭐라롱꼰

질서를

버리고

왕은

1868년

새로운

행정개혁을

국민국가

모델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Baker & Phongpaichit 2014[2005]: 51). 행정
개편과 중앙 관리의 파견은 지방 왕권과 귀족이 갖고 있던 특권을
폐지하고 북부 지역의 정치, 경제에 대한 결정권을 태국 정부의 권한
하에 복속시키는 과정이었다(Ongsakul 2005: 188, Ramsay 1976: 27).
쭐라롱꼰

왕은

1870년대

중엽

란나

지역인

치앙마이에

판무관(Commissioner)을 파견하여 이들이 지역을 통치하고 감독하도록
명하였다. 판무관은 초기에는 영토 방어 등의 군사적 분야에만 직권을
행사하였으나, 1880년대 이후에는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중앙 정부가 지역의 행정 및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데에 역할을
하였다(조흥국 2015: 144-145). 1899년 내무부는 도 단위의 행정
체계를

확정하였는데,

이것은

몬톤(Monthon,

도),

암퍼(Amphoe,

군/구), 땀본(Tambon, 면), 무반(Muban, 리)등으로 구성된 지방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각 행정단위의 수장 및 산하 관리의 기능을
확정하는 것이었다(조흥국 2015: 148). 행정개편으로 란나는 몬톤
파얍(Monthon Phayap)이 되었고, 이것은 란나가 조공국의 지위에서
사얌의 행정구역으로 완전하게 편입되는 사건이었다.
지역의 특권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공헌한 다른 하나는 세금
제도의 개편이었다.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은 지역의 자연 자원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지배와 그에 따른 특권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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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를 폐지하고 부역세와 벌목 수수료를 중앙 정부로 이전하는 제도
개편은 므앙의 통치자들의 자원에 대한 경제적 특권과 백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었다(Ramsay 1976: 25).
지방의 토착 가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란나를 태국 국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했다. 새로 시행한 부역세를 둘러싼
갈등이 란나 지역에서 반란 세력의 궐기로 표출됐다(Ramsay 1976: 28,
Ongsakul 2005: 205, Baker & Phongpaichit 2014[2005]: 51-52). 뿐만
아니라,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 태국 매사이와 버마 타찌렉
지역에 살면서 란나 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거주하였던 샨(Shan)
주민들이 거주와 이동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자 폭동이 일어났다.
1902년
주민들이

프래(Phrae)에서
관공서를

샨

주민들과

습격하는

부역세의

사건이

폐단에

일어났고,

궐기한

치앙라이,

람푼(Lamphun), 람빵 지역에서도 부역을 거부하는 항쟁이 잇따라
발생했다. 방콕에 많은 권한을 빼앗긴 지방의 통치자들이 이 사건을
지지하였다. 반란은 방콕 정부가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방콕 정부는 몬톤 파얍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폭동을
진압하고 프래의 통치자를 해임한 후 모든 부서에 방콕의 관리를
임명했다(Ongsakul 2005: 206, Ramsay 1976: 29-30).
1902년 프래에서 일어난 반란은 국경지역의 자치적인 통치를
억압하고

국경

이동을

통제하는

데

대한

반대로

일어났지만,

역설적으로 태국이 중앙집권적 체제를 개편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중앙 정부가 북부의 통치 집단을 위험
세력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게 했을 뿐 아니라, 북부 지방을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로 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 적극적인 대응책 중 중요한 하나가 북부 지역을 중앙과 연결하는
철도의

개통이었다.

태국의

근대화와

중앙집권화를

논하는

많은

연구들은 국가의 행정 및 세제 개편과 같은 관료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국가가 추진한
철도와 도로망 구축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북부 란나
지역을 태국 국가의 주권 하에 포섭하는 방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교통 발달은 란나 지역의 경제를 방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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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19세기까지

란나

왕국이

중앙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방콕과의 교통 및 통신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다(Ongsakul 2005:
149). 앞으로 살펴볼 치앙라이의 역사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철도와
도로 건설은 정치, 행정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영역에까지 중앙의
영향이 미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철도 역사를 연구한 카키자키(Kakizaki 2012)에 의거하면,
두 가지 주요한 요인, 즉 영국과 프랑스의 철도 노선 프로젝트 제안과
중앙 정부가 북부를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결합하면서
태국의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1860년 영국은 버마로부터 윈난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계획하였다.

그

중에는

버마의

몰메인(Moulmein, 현재의 몰라먀잉(Mawlamyine))에서 출발하여 태국
북부를

통과하여

윈난으로

가는

몰메인-딱-치앙라이-윈난

철도건설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1876년 이 노선의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1884년

태국

정부에

위

노선의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태국 정부에서는 이 철도의
건설이 태국 영토가 둘로 나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방콕에서 딱(Tak)까지 이동하는데 9일이 걸렸던 반면, 영국이
철도를 완성하게 되면 몰메인에서 딱까지 1일만 소요하면 다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도가 영국 세력의 접근성을 높여 태국 영토가
분할될 것을 우려한 태국 정부는 영국이 제안한 노선을 거절하고
차선책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이 몰메인에서 태국의 국경까지
철도를 연결하면 그 곳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방콕-치앙마이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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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II-1-2】 영국, 프랑스, 사얌의 철도 노선 계획(출처:
Kakizaki 2012)
태국 정부가 북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루앙프라방과 메콩강 서쪽 지역에서 일어난 윈난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원정대를

파견하는

때였다.

당시

사얌의

조공국이었던 루앙프라방과 메콩강 서쪽에서 태평천국의 난으로 이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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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윈난인 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1875년과 1883년 이를 진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두 번의 원정대가
반란을 진압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군사들의 식량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수로를 이용한 운송이
보편적이었는데,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북부 지역까지 운반한 식량을
육로로 운반하여 메콩강까지 이송하는 중간 과정에서 많은 식량을
잃었다. 이에 쭐라롱꼰 왕은 육로 수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도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방콕에서 북부에 이르는 철도 노선으로 핑 강을 따라
연결하는 노선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버마 국경과는 멀리 떨어진 난
강을

따라

람빵,

프래

등을

지나

치앙마이로

연결되는

노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북부의 많은 지역을 철도 노선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국내 노선이 영국의 몰메인윈난 노선과 연결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서 언급되었던 1902년 프래에서 일어난 반란을 계기로
실현되기 시작했다(Kakizaki 2012: 9-14).
이처럼 북부 철도의 노선 확정과 건설 착수의 과정은 서구
제국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

중앙이

북부

지역의

구석구석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함축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철도 건설 이후로 북부지역은 근대 국가 이전의 주변의
조공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사라지고

중앙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란나가 사얌의 조공국에서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근대 태국의 국경지역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란나의 경계지역에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란나와

인근의

므앙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하지만 근대 태국이 형성되면서
국가 간의 이동은 통제되었고, 태국 북부 국경지역은 중앙인 방콕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서구 식민 세력과의
접촉은 국경 개념을 변화시켰고, 사얌을 중앙집권화된 근대 태국으로
거듭나게

했다.

란나는

사얌의

조공국에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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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국경지역으로

2) 교역 중심지로서 치앙라이 도시의 성장
치앙라이가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간 것은 태국 정부가 중앙집권적
영향력을 국경지역까지 확장하는 시도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북부 지역에 교통 및 통신망을 제공하여 국가의 통치를 국경지역까지
효율적으로 미치고자 한 것이 치앙라이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제와
도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치앙라이에서는 철도와 도로의 확장이 시장을 형성시키고 도시의
상업이 확대되는 역사적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철도가 연결되면서, 북부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람빵 주까지 열차
이동이

가능해졌다.

1916년

람빵(Lampang)에

철도가

개통하였고

1921년에는 치앙마이까지 철도가 연결되면서 북부의 경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Kakizaki 2012: 15, Ongsakul 2005: 245). 람빵에 철도가
완공된 후, 파야오, 판(Phan), 치앙라이 지역으로 상인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도시 중심의 마을이 형성되었다(Prawatisat Muang Chiang Rai
2012:

358).

람빵에서

멈춘

철도는

치앙마이까지

연결되었지만,

13

치앙라이에는 현재까지도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

13

치앙라이에서 철도 개통은 아주 오랜 기간 계획 단계에 머물렀으나, 최근 지역협력
으로 인해 철도 건설이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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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II-1-3】 1922년 태국의 철도 교통 및 대중교통노선(출처:
Kakizaki 2012)
철도가 지나지 않는 치앙라이와 람빵을 연결한 것은 도로였다.
1924년

람빵-파야오-치앙라이를

거쳐

국경마을인

매사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되었다. 도로 개통으로 치앙라이의 상업과 국경
교역 시장의 유통이 방콕의 시장 및 산업과 긴밀해질 수 있었다.
정부에서도 치앙라이와 람빵 사이의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교역과
지역의 농업 관리에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특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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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운임으로 치앙라이까지 방콕의 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면,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치앙뚱과 중국 서남부의 윈난의 무역뿐
아니라, 메콩강을 따라 프랑스의 영향 하에 있던 라오스의 무역까지도
사얌의 손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Ongsakul 2005: 245,
Prawatisat Muang Chiang Rai 2012: 330-333 참조).
운송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람빵, 치앙라이, 파야오의 상업이
태국 중부의 상품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품은
람빵까지 철도로 운송된 후에 람빵 이북의 치앙라이, 파야오, 판,
매사이 등지로 퍼져나갔다. 당시, “람빵에서 치앙라이까지 생긴 도로는
차가 이동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였지만, 이 도로 덕분에 이동시간이
8일에서 6일로 단축되었고 8대의 우마차에 나누어서 운반해야 할 짐을
2대의 우마차만을 사용”해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기여를
하였다(Prawatisat Muang Chiang Rai 2012: 361). 치앙라이와 파야오의
상인들은 람빵으로 내려가 방콕에서 온 담배, 소금, 성냥, 건어물, 공장
생산의 직물 등을 구입했다. 당시 람빵은 미얀마 치앙뚱의 타이
야이(Thai Yai)14 상인과 윈난의 중국인 상인들도 상품을 교환하러 오는
상업의 중심지로 활기를 띠었다. 람빵에 철도가 등장함에 따라, 방콕치앙마이의 경로를 통해 물자가 유통되었던 기존보다 치앙라이와 북부
교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의 경제적
연결 고리는 끊어지고 치앙라이와 람빵의 경제 연결이 중요해지게
되었다(Prawatisat Muang Chiang Rai 2012: 334-335 참조)15.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상업과 소비가 근대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인 수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근대적인

14

타이 야이는 보통 미얀마의 샨 족으로 알려진 집단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인도의
아삼인과 아홈인이 포함되기도 한다(Wijeyewardene 1990).

15

람빵이 북부 지역에서 상품 분배의 중요한 입지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상당히 오
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치앙라이의 딸랏솟테사반(시청시장)에서 67년 전에
부모님이 시작한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에 따르면, 아버지가 가게
를 운영하시던 1970년대까지도 방콕에서 주문한 물건을 람빵에서 가져왔고 람빵의
경기가 좋았다고 회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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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란 기존의 마을이나 가정에서 수공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공장 생산의 표준화된 상품을 일컫는다. 태국 북부의 주요 생산품이
농산물과 같은 1차 산업인데 반해, 공업이 발전한 방콕 주변에서
공장의 생산품이 증가하였다. 치앙라이에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서
북부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공산품이

북부로

유통시키기

용이해졌다(Kakizaki 2012: 119-125). 도로가 주요 운송 방편이 되면서
물자의 운반 경로가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철도가 놓이지 못 한
치앙라이에도 상품의 유입이 빨라지며 상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도로가 철도보다 상품 운송에서 비용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철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물품 운송망을 재편성하였고 도시 간의
연결과 관계를 변화시켰다. 방콕에서 치앙라이까지 이르는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철도를

이용한

상품

이동이

줄어들자

치앙라이는

람빵보다는 도로 연결이 좋은 치앙마이 경제와 다시 긴밀해지기
시작하였다. 방콕에서 오는 물자가 고속도로를 따라 치앙마이를 거쳐
치앙라이에

도착하였다.

치앙마이가

북부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람빵은 북부 지역 경제에서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철도

및

도로

사정이

개선되고

물자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치앙라이의 상업은 번성하였고 상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치앙라이 도시에 상업을 정착시킨 것은 방콕으로부터 태국 북부로
이주해 온 중국계 상인인 화인들이었다. 태국에 이주한 화인들은 정부
관료와 유착 관계를 맺고 독점적으로 세금징수 역할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잉여자금으로 고리대를
운영하는 부정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화인은 축적한 부를 화인 공동체 내부에 투자하고 재축적하였다.
새롭게

이주한

화인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빌려주거나

신용(크레딧)의 형태로 투자하여 화인들이 태국의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조흥국 1999, Suehiro 1989, 1992, Ongsakul
2005).
태국 남부에서 태국 북부로 이주해 온 화인들은 치앙라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치앙라이에 화인 1세대가 정착한 것은 1906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이 치앙라이에 정착하여 상권을 장악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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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도시에

상업

종사자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된다(Prawatisat Muang Chiang rai 2012: 360).
이들은 철도 공사를 위해 노동자로 이주해 온 화인들이 치앙라이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먼저 정착한 화인 상인은 나중에 이주한 화인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고,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일을
훈련시켜주는 등 중국계 상인의 이주를 지원하였다. 성이 같거나 동향
출신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먼저 납품해 주는 신용(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물건을 빠르게 유통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도록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 덜한 북부의 시장으로 이주해 온
방콕의 화인 상인은 방콕의 화인 공동체와의 연대와 신용을 통해
방콕의 신상품을 빠르게 유통받아 쉽게 치앙라이 시장에 정착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화인 상인들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자식들의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나갔다(Ongsakul

2005:

239-243,

Prawatisat Muang Chaing rai 2012: 357-366 참조). 화인 상인의 신용
관습은 빠른 속도로 운송되는 상품을 지역에 유통시킬 수 있는 자본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상호부조의 지원과 연대는 지역의 상업이
확장되는 주요한 사회적 토대가 되었고, 치앙라이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방콕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화인 상인 공동체의 등장은 치앙라이 지역의 교역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기존에 치앙라이의 시장의 주역이었던 버마의 타이 야이 족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던
치앙라이와 태국 북부의 교역에 방콕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치앙라이의 타이 야이 상인은 버마로부터 영국의
상품을 우마차에 싣고 와 판매하고 있었다. 타이 야이 상인은 현금
거래를 했고 상품이 다 팔리면 새로운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상품의 양도 적고 순환 주기도 길었다. 중국계 상인들이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치앙라이 시장(지금의 딸랏솟테사반(시청시장))
주변의 프라싱 사원과 밍므앙 사원 주변에 타이 야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화인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치앙라이 시장은 이들이 장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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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Prawatisat Muang Chaing rai 2012: 362-363 참조). 당시 영국
영사는 “화인 상인이 진입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타이 야이
상인은 소규모의 상업 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ibid.:
362). 화인 공동체의 신용 거래 관습과 화인 간의 상호부조가 타이
야이 상인이 화인 상인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와 도로 시설의 개선과 화인 상인 집단의 성장은 현재의
치앙라이 상업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람빵과 같은 중간
기착지의 매개 없이 생산자와 공장에서 직접 치앙라이로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운송 비용이 절감됐고 많은 물자가 치앙라이로 유입될
수 있었다. 1950-1960년대에 므앙 치앙라이가 메콩 상류의 교역과
라오스

교역의

중요한

통로가

된

것도

이러한

기반에서

가능했다(Walker 1999:83).
이 시기는 농업 생산이 성장하며 생겨난 수요 덕분에 도시 밖
마을에도 작은 상점들이 생겨났고 상품 이동이 빨라진 도시가 상품
공급의 중심이 된 때이기도 하다. 소비품을 팔던 식료품점이 근대적인
쇼핑몰과 슈퍼마켓의 형태로 거듭났고, 지역에 새롭게 생겨나는 수요에
발맞추어 오토바이, 자동차 판매상과 철물 및 건설 자재, 전자제품
상업이 성장하였다(Prawatisat Muang Chiang rai 2012: 486 참조).
당시에 문을 연 상점들은 현재까지도 치앙라이의 구도심에 위치해
있거나,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자재,

부품,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상점은 대부분 화인 상인들의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상점은
부동산, 물류, 관광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토착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편으로, 상품 운송의 효율이 높아지고 지역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치앙라이의 중심 시장인 딸랏솟테사반이 설립되었다. 이
시장은 1950년 설립되어 시 정부(Thesaban=munincipality)가 관리하고
있으며, 상인들이 점포를 계약하여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에는 의류, 이불, 신발, 가방, 불교 용품, 과일, 야채, 육류 및 생선
등 신선식품, 식재료, 생활용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800여 개의 크고
작은 점포가 위치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인 타날라이 로(路), 숙사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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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따라낏 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사설 시장과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장소는 시 정부가
인가하기 이전에도 시장 근처에 있는 사원을 중심으로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프라싱 사원과 밍므앙 사원
주변으로는 타이 야이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딸랏솟테사반의
남쪽과 동남쪽에는 초기 이주한 화인 지도자의 집이 있어 그 주변으로
화인 상인들의 주거지가 밀집한 장소였다. 따라서 이 시장은 치앙라이
상업이 태동한 장소이자 므앙 치앙라이의 오랜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곳은 치앙라이 시내의 작은 시장과 치앙라이 도의 각
암퍼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상품 분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국경에
있는 암퍼의 시장과 그 곳에서 국경교역을 하는 상인들이 수출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도 II-1-4】치앙라이 구도심의 시장 위치 지도(구글 맵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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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전시기 ‘단절’된 국경
치앙라이의 상업이 성장해 나가던 20세기 중·후반, 세계 정치의
냉전 기류는 태국과 이웃국가의 국경을 공식적으로 단절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국가를
수립하는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국내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중국의 공산당 정권 수립으로 반공 세력인 국민당이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북부로 이주해 오면서, 국경지역은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갈등이
존재하는 태국 정부의 관심 관리 대상이 되었다.
치앙라이의 매사이 국경과 인접한 지역의 샨 족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영국 식민 정부의 통치 방침을 이어
자치 국가로 인정받을 것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50년
중국 국민당 세력은 샨 독립 세력이 점령한 미얀마 영토에 주둔하며
미얀마 산악지역의 소수민족과 함께 미얀마 정부를 위협하였다. 미얀마
정부에게 샨 독립 세력과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반공세력은 국경
수호를 위해 진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샨과 중국 국민당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미얀마는 치앙라이 국경과 인접한 샨 지역에 무력
침투를 감행했다. 1962년 네윈 장군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수립하면서
샨을 비롯한 민족주의 독립 세력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었다(이병도 2012; Pongsawat 2007: 116-117). 네윈 정권이
사회주의식 경제주의를 택하자, 민주주의와 반공정책을 택한 태국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이 태국 영토로 침투할 것을 우려했다.
태국 정부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역에 있는 소수민족과 국민당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경을 수호하고자 했다. 미얀마 반군 세력과
소수민족이 태국 국경지역에 머무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미얀마와
태국의 “완충지대”로 삼은 것이었다(이병도 2012: 77).
20세기 중반 태국의 국경 관리는 안보를 중점에 둔 반공주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반공
세력의 존재를 허용함으로써 태국과 미얀마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반공주의에 입각한 국경 관리는 역설적으로
국경지역의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교류와 교역을 양산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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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 버마의 네윈 정부가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모든
교역을

국유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자

내수

물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미얀마에서 수요가 높아진 태국
물품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을 통해 수입되었고,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교역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국경의

“완충지대”로 삼았던 국민당 세력과 소수민족은 차단된 국경교역을
매개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한편, 1954년 프랑스 군대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로얄 라오 정부 통치 하에 라오스가 독립을 이루었다. 독립 이후,
라오스는 사회주의 세력인 쁘라텟 라오(Prathet Lao)와 우익 세력인
로얄 라오 정부(Royal Lao Government)가 중립 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했지만 냉전의 풍파 속에서 중립 정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라오스를 원조하는 미국에 우호적인 로얄 라오 정부와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과 긴밀한 쁘라텟 라오가 대립했고, 1975년 쁘라텟 라오 군대는
비엔티엔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라오스에

사회주의

정부를

구성했다(Evans 2012).
쁘라텟

라오와

로얄

라오

정부는

라오스

영토를

분할하여

점령했는데,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 훼이사이는 우익 세력인 로얄
라오 정부군의 영향 하에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원조, 군대와
난민이 상시 거주하는 훼이사이에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치앙콩에서
태국 상품이 유입되었다. 워커(Walker 1999)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치앙콩의 상인들이 훼이사이에 물건을 팔러 강을 건너갔고, 미국의
원조로 세워진 병원으로 치앙콩 주민들이 치료를 받으러 드나들 정도로
국경이 자유로웠다. 국경 교역의 황금기였던 이 시기에 지금의 치앙콩
시내에

있는

상점들이

생겨날

만큼,

태국과

라오스의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국경 관계는 1975년 쁘라텟 라오가
훼이사이를 점령하고 라오스 사회주의 정부를 구성하면서 막을 내렸다.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태국 군부 정권으로 인해 라오스와의 교역
및 교류는 단절되고 말았다.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구성되었고, 태국 정부는
공산 세력이 태국 영토로 밀려올 것을 우려하여 양국과의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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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시켰다. 그러나 물자가 부족한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소수민족의 거주지인 국경지역 고산 지대에서
재배되는 아편 산업 덕분에 공식적으로 단절된 국경의 틈새에서
국경교역이 지속되었다.
일탈적인 교역의 중심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중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국민당 잔당 세력과 중국 윈난성 이주자의 군사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태국 매사이와 미얀마 타찌렉
국경은 샨, 국민당, 태국인, 로컬 주민 간의 공모로 마약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태국 상품을 밀수하는 불법밀거래의 장소로 악명이
높았다.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미얀마로 대규모 이주한
중국의 윈난 상인은 국민당 잔당 세력과 함께 미얀마 정부가 취한 난민
금지 정책을 피해 태국과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샨의 산악 지대에
머무르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자치를 요구하는 샨 족을 공격하자, 윈난
이주자와 국민당 세력의 일부는 태국의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의 산악
지역으로 이주하였다(Chang 2009).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산악 지대에
자리잡은 윈난 상인과 국민당 세력은 미얀마와 태국 간의 소비재
교환과 마약 밀거래를 가능하게 한 주 행위자였다. 미얀마 소비재의
80%

정도가

밀매를

통해

수입되었고

이

중

70%가

태국에서

수입되었는데(Chang 2012: 295), 소수민족 상인은 국민당 세력과
미얀마 반군의 보호 아래 미얀마 군대의 눈을 피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밀수품을 공급했으며, 그 대가로 세금을 지불하여 국민당과
반군 세력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국경이 단절된 시기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산악 지대에서는
불법적인 아편 재배와 유통이 이루어졌다. 윈난 상인과 국민당 세력은
미얀마, 중국, 태국에 흩어져 사는 윈난 이주자와 국민당 세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아편을 미얀마에서 필요한
태국산 소비재와 교환하였다. 아편 교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쿤사(Khun
Sa) 군대는 고산지대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소비재와 함께 아편을
유통하여 군사 세력을 유지한 대표적인 예이다(Chang 2012: 306).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도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역인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에서 쿤사가 재배한 아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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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아편 공급의 70%를 차지하였다(Swe & Chamber 2011: 3-4).
미얀마에서 재배된 아편은 라오스의 국경지역인 똔픙(Tonpheong)과
훼이사이에서

헤로인으로

가공되어

베트남,

미국,

서유럽

등지로

수출되었다. 마약 밀매로부터 흘러들어온 돈과 외국의 원조, 군대와
난민들이 상시 거주하면서 경제적 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국경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창하였다.
아편 거래는 국민당 세력, 반군세력, 고산지대 소수민족의 불법적인
영합만으로 가능한 활동은 아니었다. 황금삼각지대에서 생산된 아편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CIA가 국민당 잔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래되었다. CIA는 국민당 잔당이 판매한 아편을 구매하고 세계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국민당 잔당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태국 정부 역시
미얀마, 태국의 고산지대에서 미국, 서유럽으로 아편 유통을 허락하는
대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황금삼각지대에 퍼진 아편 재배는
국민당 잔당과 반군세력, 고산지대 소수민족이 자행한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국가와 미국,
중국의 군사 경쟁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Swe & Chamber 2011;
Tapp 1989).
아편 거래와 밀수품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었지만,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치앙라이의 국경은 ‘공식적으로’ ‘닫혀있는’ 형국이었다. 치앙라이의
교역은 방콕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치앙라이와 태국
중앙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묶여 있었다. 그러나 윈난
상인이 태국 소비재를 미얀마로 밀수하고 국민당 세력 등이 아편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닫힌’ 국경이 실제로는
침투 가능한 열린 국경이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태국의

정부가

국경

교역보다는 안보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퐁사왓(Pongsawat 2007: 125)은
당시의 치앙라이의 국경 상황에 대해서 국경의 교역은 태국 정부의
주된 국경 통치 사안이 아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매사이-타찌렉
국경이 타찌렉의 저항 세력을 통제하지 못한 미얀마 중앙 정부의
통치력 부족과 교역과 이주의 문제보다는 반공 세력을 규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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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한 태국의 국경 통치가 만들어낸 특수한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국경이 반공주의에 의해 닫혀 있었지만 교역보다는 안보를 강조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열린 전지구적인 시장 경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처럼

인도차이나

반도의

탈식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념적인 갈등은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간의 국경을 공식적으로 닫혀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국경을 통과하는 교류는 숨겨진 사실이었고,
국경교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닫힌 국경은 더 넓은 세계로의 열린 교역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국경이 단절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공산주의/사회주의와

하다.

대항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라오스와

중요한

미얀마의

것은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려고 한 태국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국경은 공식적으로 닫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닫힌’ 국경 정책이
만들어낸 조건 때문에 ‘불법적’이라 여겨지는 제한적인 교역 시장과
상인의 이동이 이 시기의 국경 활동의 지배적인 특징이었다.

3. 아세안지역협력의 대두와 국경 자유화
1980년대 이후의 시대적 분위기는 안보보다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는 그 동안 ‘닫혀 있던’
국경을

‘열린’

지역으로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

절에서는

아세안경제협력인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획과 북부 태국이 중요한
개발과

협력의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메콩유역

개발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열린’ 국경과 국가 간 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조명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아세안경제공동체: 자유무역과 국경철폐의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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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의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로,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
중립,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 아세안 외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추구해 왔다. 정치협력의 성격이 강했던 아세안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와 함께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확대하였다. 산업과 무역 분야에 집중된 당시의
경제협력은 회원국이 합작파트너가 되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협력과

쌍무적

혹은

일부

회원국

간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우대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협력으로
무역과

구성되었다(박번순

산업협력은

안보협력체로서의

그

2013).

성과가

성격이

그러나

미미하였다.

짙었으며

초기의

이

경제협력을

아세안의

시기의

협력은

표방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경제를 기반으로 안보와 정치 영역의 협력을 도모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동윤 2007).
이러한 정치적 이유 외에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더디게 진행된
데에는 경제, 산업 구조적 원인이 존재했다. 1980년대까지 사실상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아세안

회원국이

수입대체공업화에서 수출주도형공업화 정책에 입각하여 해외직접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외국인직접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기반한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아세안 5개국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Hew 2007: 1-3). 아세안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의 투자처가 되기를 자처하였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세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세안이 처한 시대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세계경제가 블록화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블록으로서의 아세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및
미국, 유럽 국가들의 아웃소싱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별
경쟁력보다는 아세안 단위의 교역 편의를 앞세우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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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개별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졌고,
중국으로 해외 투자가 이동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역내의 교역 장벽을 줄이고 생산
과정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나의 경제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이요한 2006, 이충열 2014, Austria 2012).
아세안 회원국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처를 유치하기 위해 아세안을
단일 생산기지화 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과 지역 단위로
경쟁에 나서고자 했다. 아세안의 초기 경제협력과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는 단일한 생산기지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역내에서의 자원과
생산부품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라오스와 미얀마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 아세안
회원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대한 지역통합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아세안 내외부의 정치, 경제 상황이 변화하자, 역내 협력은 다시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기존의 발전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고,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한 인도차이나 4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춘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생긴 것이었다(박번순 2012, Hew
2007).
국제 정세와 경제적 지형이 변화하면서 아세안이 단일 지역
시장으로서 갖는 의미가 커졌고, 경제와 교역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1997년 아세안의 정치 및 경제 일체화를 위한 구상이 담긴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발표되었다. 이것은 아세안 10개
국가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지향과
목표를 서술하고 있다. 아세안 비전 2020은 “재화, 투자,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균등한 경제 발전, 빈곤 및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는 아세안경제지역(ASEAN Economic
Region)(ASEAN Vision 2020)”을 만들 것을 협력의 내용으로 삼고
72

있는데, 이는 이후의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II(Declaration

of

지역주의를

2003년

ASEAN

Concord

구체화하였다.

Community)를

발리에서

이

채택된

II)에서

선언은

아세안정치공동체(ASEAN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아세안협력선언

경제

블록으로서의

아세안공동체(ASEAN
Security

Socio-Cultural

Community),
Community),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고 2020년까지 달성할 것을 공표하였다. 아세안이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국가 내부 문제를 상호간섭하지
않는 외교 원칙을 고수했던 만큼 경제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세안경제공동체 성립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경제 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아세안의 단일 시장화,
국경의

철폐와

세부에서

같은

합의한

자유무역

논리에

아세안경제공동체

기반한다. 2007년
청사진(ASEAN

필리핀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08)은 AEC가 추구하는 네 가지 분야의 목표를
설명하는데,

이는

자유무역

시장의

조건과

목표를

담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a)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이자, b)경쟁력 있는 경제
블록, c)균등한 경제 발전, d)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구하고, 이 네
가지의 목표는 각각 핵심 요소들로 구체화된다. a)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의
이동을 추구하는 내용을, b) 경쟁력 있는 경제 블록은 공정한 경쟁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과 이중 과세 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과
정책 수립을 그 요소로 삼는다. c) 균등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세안은 중소사업(SME)을 육성하고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를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와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
격차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하고, d)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해 아세안
외부와의

경제

관계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요소로 삼는다(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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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의 4가지 분야는 각각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내용과
달성 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목표의 달성은 AEC의 완성을 의미한다.
2007년의 필리핀 회담은 AEC를 당초 목표한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며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지역 단일화를
이전보다 가속화하였다.
여러 차례의 협정과 목표 조정을 통해 역내 단일 시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축적되어

왔지만,

AEC가

공식적으로는

출범한

현

시점까지도 AEC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역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AEC
추진을 위해 청사진의 4가지 분야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스코어카드는 목표 이행율이 상당히 높지만, 이것이 실제
경제

통합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코어카드는 국경 철폐를 점수화한 것으로서, 스코어보드의 이행률은
국경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5년 10월 아세안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4가지 분야의 달성률은 모두 90%를 넘거나
10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ASEAN Scoreboard 2015, Kotra
2016에서 재인용). 주요 항목인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이동에
대한 자유화 정책의 이행 정도를 스코어카드로 평가한 것을 살펴보면,
교역 상품의 관세 철폐는 98-99%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은 28% 안팎에
머물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형종 2015). 또한,
2010년까지의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박번순(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석유 등 1차 상품이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세안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전자 및 기계 부문의
비중은 하락했다. 이러한 사실은 역내 교역의 성장이 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원수출로 인해 나타난 것이며, 전자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는

역내에서

확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역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단일생산기지를
위한 투자보다 자원개발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역외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여전히 크나,
이것이 후발 회원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보다
74

선발 회원국에 투자되고 있고,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육성과는 거리가 먼 것도 문제이다(박번순 2013).
이와

같은

경향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관세 인하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으며, 비관세 장벽과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가 공존하여 단일 시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가 숙련 및 미숙련 외국인 진입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도 국가의 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 경쟁이 심할 뿐 역내
투자 협력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Kotra 2016).
성과에 대한 판단이 논쟁적인 가운데, 지속적인 정상회담과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기획해 제도화한 결과 마침내 2015년 말
공식적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을

공포하였다.

물론

AEC의

달성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며 실제 경제활동의 장에서 실행되는
측면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는
충족되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AEC가 추진되는 과정과 그
출범이 공표된 사실은 아세안지역의 교역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바야흐로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 중심의 역내
질서가 본격화되었으며, 역내의 국경교류가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더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시대적 조류가 형성된 것이다.
AEC의 현 실체는 그것이 목표하는 바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국내적인 제도 개선과 상호 협력을 기본적인 질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경제공동체 선언 그 자체가 현재 역내에서 발휘하는
힘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 국가
수립 과정에서 단절되었던 역내 국가 간의 경제와 교역을 ‘공식적으로’
재개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실제로 닫혔던 국경이 열리는 사회적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혔다고 간주되었던 국경이
‘자유롭고 열린’ 국경으로서 ‘표명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냉전과
정치적 갈등이 만연한 시기에 역설적으로 국경지역에서 비공식적인
무역으로 인한 경제 호황이 있었으며, 국경을 넘어 교류하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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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암암리에 유지됐다. 또한, 아세안경제협력의 추진 이후, 국경
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은 여전히
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국경에 산재하고 있다. 그러나 AEC가 역내
협력의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는 것은 아세안 지역 내의 새로운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내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 교류, 연결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물자와 사람이
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러한 ‘자유’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새로운 체제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메콩유역(the 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 국경의 물리적,
제도적 개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자유무역과 국경 자유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선언하고 아세안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일조하고 있다면,
아세안 내의 크고 작은 하위지역의 협력은 역내의 일부 국가와 외부
지역 단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발 정책으로 표출된다. 치앙라이가
중점 개발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된 메콩유역 프로그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AEC가 추진되는 중에도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지엽적인 경제
협력과 개발 프로그램은 동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세기 중반부터
아세안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는 아세안의 역내
경제협력을

꾀하는

하위

지역

간의

개발

프로그램인

메콩유역

프로그램이 1992년에 발족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세안보다 하위의 지역
단위의 경제협력은 소규모로 진행되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채택되었다(양승윤·이요한 1997: 14-16).
프로그램의 주최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메콩유역(GMS) 개발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향한 움직임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정의하며(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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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5), ADB와 아세안이 지역경제 협력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협력을 꾀하였다. ADB는 2007년 아세안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아세안의 경제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의 입장을 밝히고, 개발
격차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리적, 제도적 연결을 포함하는
목표의 양해각서를 2012년 체결하였다(ADB 2016: 11). 이처럼 AEC와
GMS 프로그램은 지역의 경제통합을 통한 빈곤퇴치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GMS는 중국 윈난성에서 발원하여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메콩강을
공유하는 6개의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 협력 단위로 묶는 지역으로,
아세안의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와 중국의 윈난성을
포함한다. 뒤늦게 아세안에 가입하여 경제 개발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개발에 주목하는 것이
GMS의 우선적인 정책으로 간주되었다(Verbiest 2013: 149) 16 . ADB는
GMS를 “260만 제곱미터의 대지와 3억 2천 6백만의 인구로 구성된
메콩

강이

만들어내는

자연

경제

지역(natural

economic

area)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ADB 홈페이지). 즉, GMS를 메콩강이라는
자연 지형을 메타포로 하여, 아세안의 5개국과 중국의 서남부를 하나의
거대한 자원 및 인구를 가진 시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단위의 경계 설정은 애초에 단일성, 통합성과는
여러 면에서 상충한다. 첫째, 아세안의 역외 국가인 중국이 자연스럽게
아세안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중국은 인접한 저개발 국가들을 대신하여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며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GMS 국가를 중심으로 아세안에 확산되도록 한다. 둘째,
메콩강을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문화, 종족, 지역의 차이를 무화시키고
16

GMS 이전에도 메콩 유역의 지역협력이 존재하였다. 1957년 메콩위원회(Mekong
Committee, 현재 Mekong River Commission)가 설립되었으나 당시에는 태국, 라오
스, 캄보디아, 남베트남이 가입하였고, 미국에의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다. GMS
프로그램은 아세안공동체의 발전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냉전의 분위기가 풀리고 중
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차례로 문호를 개방하는 시기에 본격화되었다(이상국
2015, Oehlers 2006). 이처럼 GMS는 아세안공동체의 발전과 역사적 맥락을 공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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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 이전의 이동의 역사와 종족적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성
있는 지역으로 재현된다. 개발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은 오랜 교역의 역사가 존재하였고, 메콩유역의 중국
서남부 지역은 종족 구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므로 지역 통합성이 높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질을 공유한다는 공동체 구성의 원칙은 2004년 메콩강을
공유하지 않는 광시좡족 자치구(광서장족 자치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이것이

허구적인

단위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GMS라는

하위지역(subregion)은 그 자체가 문제적이며, 시대와 주체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GMS가
중국을 포함하면서도 AEC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되는 것은 GMS를
포함하는 지역의 구성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담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구상하고 실현하는 상황의 문제적인 지점을
함축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GMS는

지역단일시장에

‘적합한’

경계로서 ‘국경없는’ 지역이 될 것이 강조된다. 지역단위의 경제적
이점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지는 ‘국경’은 경제 교류와 관련되는 절차의
축소와 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오엘러스(Ohelers 2006)는
ADB가 지역의 “정치적 국경”의 문제와 정치 통합과는 거리를 둔 채로
시장 통합의 사례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진 GMS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17.
ADB가 단일 시장으로서 GMS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역내
국가들이 보유하는 자원과 임금의 차이 덕분에 비교우위의 자원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자본, 인력이 이동하는 데 제약이 되는
제도적, 구조적 장애를 줄여 교역을 증가시키면 GMS 국가들이 작은
규모의 국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었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모의
17

아세안경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GMS가 지향하는 국경없는 단일지역시장은 생산 기
지로서 통합을 목표했던 애초의 계획과 달리, 교환 관계의 증식을 우위에 둔 시각에
서 “시장 마술에 대한 신념(faith in the magic of th market)(Ohelers 2006: 470)” 에
기댄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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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Ohelers 2006; 468,
ADB 2004).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GMS의 지역단위의 경쟁력은 역내
국가들의 물가 수준과 임금 격차에 기반할 때 유지되는 역설적 상황
역시 공유한다. 국가 간 이해관계와 차별화 전략이 GMS 경제활동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국경 없음’이 내포하는 정치를 방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S 개발은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국경 없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쳐를 개발하는 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집중된 ‘국경 없는 지역단위’는
국경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물리적 시설 개발을 중심으로 실현된다.
ADB와 중국의 예산 투입과 개발 추진력 덕분에 시설 개발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GMS는 높은 공간적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ADB의 GMS의 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목록은
2002년 프놈펜에서 열린 GMS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년전략협약의
5가지의

전략

목표와

GMS의

우선사업으로

플래그쉽(Flagship) 프로그램이다.
전략목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인프라 연결의 강화
국경교역과 투자의 촉진
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 강화와 경쟁력 증진
인적자원과 기술력 개발
환경 보존과 공유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플래그쉽 프로그램:
1. 남북 경제회랑
2. 동서 경제회랑
3. 남부 경제회랑
4. 통신중추와 정보통신 기술
5. 지역의 전력 연결과 교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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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11개

6. 국경교역과 투자
7. 사적부문의 참여와 경쟁력
8. 인적자원과 기술 능력
9. 전략적 환경 프레임웍
10. 홍수 제어와 수자원 경영
11. 관광개발
GMS의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플래그쉽

프로그램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개발, 전력 사업, 국경교역과 투자, 환경
문제 해결 전략, 홍수 및 물자원 관리, 관광 개발, 민간 영역의 참여와
능력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플래그쉽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MS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교통망,
전기 연결망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교역과 관광, 민간 투자 육성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을 토대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는 GMS
프로그램이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공간 통합의 물적 기반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그와 위타야팍(Rigg & Wittayapak
2009: 81)이 지적한 것처럼 GMS 프로그램의 기반에는 상호보완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들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국가들을 연결하고 있는 메콩강에 기반한
‘지리적 논리’가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GMS 사업이 단일시장의 물리적 기반을 닦기 위해 힘을 기울인
것은 사업의 예산 사용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여년에 걸친 GMS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예산은 ADB의 50억 달러, EU, 유라시아 개발 은행
등 ADB의 개발 파트너 기관의 46억 달러, GMS 국가의 예산 43억
달러와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ADB와 파트너국의 2.3억 달러로

18

리그와 위타야팍(Rigg & Wittayapak 2009)은 보완적인 경제를 가진 역내 국가들을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필
연적으로 불안정한 과정이며 경제 활동과 시장 통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환경 및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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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다(ADB 2011a). 2008년 중반까지 ADB 프로젝트 비용의
64%와 ADB의 자금 48%가 도로, 철도, 공항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도로, 철도, 고속도로 건설만을 위해
할당되었다(Glassman 2010: 59). 예산 집행의 규모와 비중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GMS 개발 정책의 ‘지리적,
경제적’ 통합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GMS 의 교통망 사업은 GMS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며, “시대적 조건은 마련되었으나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이상국

2015:

236)

메콩유역과

아세안이

단일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공간적 통합은 시설 개발과 국경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
추진과 병행되었다. GMS 사업은 AEC와 마찬가지로 역내의 관세
인하와

국경통과

대표적으로

역내의

비용의

감축을

물자와

위한

사람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경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월경교통협정(Cross-Border Transport Agreement,
GMS

역내의

물자와

사람의

국경이동을

이하

활성화할

CBTA)은
수

있도록

국경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1999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삼자 협약으로 출범하였으나 2001년에 캄보디아, 2002년 중국, 2003년
미얀마가 연달아 가입하면서, 2005년 제 2차 쿤밍 GMS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교역활성화와 투자를 위한 전략체제(Strategic Framework for
Action on Trade Facilitation and Investment)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세관 절차를 투명하고 단순하고 조화롭게 만들 것, 교역 로지스틱과
그와 관련된 시설들을 개발할 것,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맞는
검사와 검역기준을 이행할 것, 메콩유역의 사업가들의 이동성을 증진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ADB 2005). GMS CBTA는 인프라 시설
건설만으로는 국경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GMS의 ‘연결성(Connectivity), 경쟁력(Competitiveness),
공동체(Community)’의 ‘3C’ 목표 하에 GMS 사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CBTA는 “지정된 개방 노선 위의 차량, 상호
인정되는 비자와 면허를 가진 운전자, 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가진
상품들이 GMS 도로 교통 허용 체계를 따라 국경을 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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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이다. 이는 여러 국가를 거쳐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 한 국경에서
검사를 시행한 후 상품의 수량, 검역 결과, 목적지 등을 공유하여 다른
국경에서는 추가적인 검사 없이 직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싱글윈도우
검사,

싱글스탑

검사”와

같은

통일되고

압축된

절차를

통해서

국경이동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고자 한다(ADB 2011 b).
CBTA의 실행의 바탕에는 경제회랑의 완성과 국경의 여러 시설 건설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GMS의 도로 인프라 개발과 국경
절차 간소화 사업은 단일시장을 위한 물리적이고 행정적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MS 사업은 집중 가능한 역내 지역을 한정하고,
역내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아세안

시장에

이해관계를 둔 국가들의 적극적 주도 하에 경제협력을 부분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GMS 개발은 아세안
역내의 집중 협력 지역을 세분화하고 아세안 외부의 강한 협력 국가인
중국을 대동함으로써, 역내의 경제협력을 속도와 범위 면에서 빠르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3) 지역협력의 논리: ‘주변부’의 개발
인도차이나 반도의 저개발 국가들이 아세안에 후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제도적 격차는 경제공동체 달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아세안이 ‘경쟁력 있는 단일 시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균등한 발전’은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자 목표가 된다.
ADB가 GMS 개발에서 도로망 건설에 많은 예산과 비중을 할당한 것
역시, 균등한 지역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자 기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GMS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제시하는

모습은

아세안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ADB의
경제회랑 개발 계획이 지역을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로라는 물질화된 계획으로 주변부를 연결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임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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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개발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논리는 일차적으로 메콩유역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개발 기획은
아세안의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태국,
중국을 다른 수준의 발전 상태에 놓는다. 상대적으로 개발된 중국과
태국은 인근 저개발 국가의 시설에 투자하고 인적 교류를 지원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재분배할 것이 요청된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낙후한

지역”으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큰 원조의 대상지역”으로 위치지어진다. GMS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하 CLMV)과 같이 경제 발전이
뒤처진 국가들의 도로 시설은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이나 GMS의
중국과 태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GMS가 도로 및 교통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한 것도 CLMV 국가의 열악한 도로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역내의 시장과 도시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태국과 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CLMV의
풍부한 자원을 필요로 했고, 자국 내 생산품들을 판매할 시장을 찾고자
했다. 태국은 중국보다 질 좋은 공산품을 중국 및 CLMV 국가에
수출하고 중국은 GMS를 교두보로 넓은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이해관계 덕분에 태국과 중국은 CLMV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제 발전 정도의 격차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국가 간 비교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협력 계획은 국가 내부의 경제 격차에도 주목한다.
이는 ‘주변부’ 지역의 낙후한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중심 지역과
연결함으로써 균등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국가의 발전 모델과도
중첩한다. 가령, 메콩유역의 윈난성은 중국의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데,
중국 정부는 메콩유역 개발 프로그램을 서남부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낙후한 서부 지역에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지역경제 불균형을
타개하고자 한다. 서부지역은 티벳, 신장 위구르, 광시장족자치구,
몽골자치구 등 소수민족의 자치지역으로서 문화적 통합도가 낮고
중국의 동부 해안지역보다 GDP가 낮은 지역이다. 반면에 풍부한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통신 시설 등을 신설하고 외국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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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하여 앞으로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낙관 속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다(Phanishsarn 2006). 서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해안지역보다 아세안의 해안지역과 더 인접하기 때문에 GMS 개발은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GMS의
윈난성은 태국의 램차방(Laem Chabang) 항구와 베트남의 항구도시
하이퐁(Hai Phong)과 가까워 아세안 국가와의 지역통합으로 중국 서부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Krongkaew 2004).
‘주변부’에
상대적으로

시선을

산업

돌린

기반이

것은

열악한

태국의

경우에도

국경지역을

GMS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통해

개발시키는 것은 태국의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큰 축을 차지한다. 태국의
국경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삼림의 분포가 높은 반면, 방콕을 위시한
중부 지역은 산업시설이 집중하여 국토의 불균형이 심하다. 2010년
기준으로 GMS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치앙라이 도는 태국 전체
77개의 도 중에서 53번째의 GPP(Gross Provincial Product) 수준을
보인다. 에머랄드삼각지대(Emerald Triangle Areas)라고 불리며,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의 경제협력이 추진되는 시사켓 도(Jangwat Si Saket)의
경우에도 토지의 약 70%가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GPP가 1,165.87
USD로서

전체

77개

도

중

75번째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Supatn 2012). 태국 정부가 중부로 쏠린 경제 및 산업 집중도를
국경지역과 농업산간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은 GMS 사업의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GMS 사업은 저발전 국가와 발전 국가라는 초지역적인
차원과 저발전 지역과 발전 지역이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이원화된
도식에 기반하여, ‘주변부’ 지역을 분리해 내고 그것을 또 다시
경제회랑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주변부의 저발전 지역에
경제회랑을 건설하여 이동로를 마련하고, 이것을 산업화된 도시와
국가로 연결시킴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불충분한 교통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ADB 보고서는 GMS가 통합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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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GMS 사업 활동에 “공간적인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성장
중심(growth center)”이자 “집결지(nodal point)”를 필요로 한다(ADB
2010). 메콩유역의 발전의 촉매제로 추진된 계획은 도로망 건설이었다.
ADB는 주요 도로의 국경구간을 건설하고 개선하는 것을 GMS 개발
협력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삼았다.
경제회랑을 개발하는 것은 저개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노선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도로를 따라 확산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DB와 메콩유역 국가가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은 도로의
지리적 분포가 경제적 부를 확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발상을
보여준다. 경제회랑은 일종의 “연결자(connector)”로서 “생산, 교역,
기반시설을 특정한 지리적 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ADB 1998:
5-6, Ishida & Isono 2012:11 재인용). 경제회랑은 “경제활동의
중심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교통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까지 생산 활동을 연결하여 그 이익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ibid.: 11)된다. 이것은 외딴 지역,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개발의 부를 배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도로는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일 뿐 아니라, 진작된 경제적 효율성이
창출한 부를 확산하는 이동로와도 같다.
GMS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의 개념이 처음 채택된 때는
1998년 GMS 장관 회담으로, 이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생산, 교역, 인프라를 연결시키기 위한 기제로
정의되었다. 경제회랑은 위치, 교통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기반시설뿐
아니라, 경제 정책, 활동,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Thant 2012: 160161) 19 . 경제회랑은 “단순하게 A와 B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GMS

19

GMS 경제회랑은 “연계된 경제지역을 위한 기반을 포함하는 경제적 합리성, 경제활
동의 중심지를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시설, 회랑의 국경통과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된 정책과 절차, 장소 특화된(site-specific) 기반시설과 정책과 규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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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국경과 제조업 중심지와 산업 클러스터, 경제지역 등의 생산
중심지, 대도시와 수도 등의 수요 중심지를 연결”하고 “경제회랑의
주요 노선 주변과 노선을 따라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ADB 2016)”
것이다.
GMS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경제회랑은 도로가 지나는 특정 지점을
경제적인 중심지이자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설정한다. ADB
보고서는 “경제회랑이라고 이름 붙은 지역은 다른 도로들 중에서도
인프라 개발에서 우선시되고 경제회랑으로 변형될 필요가 있는 도로를
구획한

것(ADB

2016)”이라고

설명한다.

국가의

수도와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이거나, 교통 중심지이거나, 혹은 항구, 도로나
철도의 교차 지역, 국경지역과 같은 관문지역이 그 예로서, 이러한
지역은 산업이 이미 발전해 있거나 산업이 집결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선택된다(Kudo 2009). 이는 경제회랑이 개발을 위한 환경과
조건 조성에서 출현하는 생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회랑은
개발 과정에서 생산이나 교역의 중심지로서 선택된 전략적 지형이자,
미래의

개발

가능성을

담보로

자본,

산업,

사람

등을

유인하는

자기장과도 같다. 다시 말하면, 경제회랑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의 조건이자 발전의 과정이며 결과인 것이다.
이처럼 경제회랑이 어느 지점을 연결하고자 하고 연결하고 있는지,
각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어느 지역을 지나도록 개발되는지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건설이나 교통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특정 지역과 도시 발전의 구성적 과정과
결과를 내보일 수도 있다.
경제회랑이 현재의 모습을 지니기까지 경제회랑의 몇몇 구간이
삭제되거나 부활하는 여러 차례의 수정이 있었다. ADB가 사전 조사를
통해 기획한 “첫 단계 도로 프로젝트”는 7개 노선의 도로 건설을
제안한다. 1993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2차 GMS 정상급회담에서는
5개 도로 노선의 개발을 GMS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확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그 요소로 삼고 있다(AD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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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4가지의 노선을 차순위 프로젝트로 추가하면서 “두 번째 단계의
도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 있던
노선의

일부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1994년

4번째

GMS

정상급회담에서는 새로이 추가된 구간을 포함한 9개의 노선에 대한
최종

초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Appendix

1).

이

때까지는

‘교통회랑(transport corridors)’으로 불리었으며, 몇몇 구간이 추가되고
기존의 몇몇 구간이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R3A와 R3B의 결합지점이
치앙라이에서 파야오로 바뀌며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외환 위기로
도로건설 시행에 차질을 빚어 오다가 1998년 제 8차 GMS 장관급
회담에서 ‘경제회랑’의 개념이 확정된 이후, 2000년 9번째 GMS 장관급
회담에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
당시의 경제회랑은 9개의 노선을 남북, 동서, 남부회랑의 세 개의
벨트로 구성한 것이었는데, 이 단계에서 9개의 노선은 또 다시
수정되었다. 앞선 ‘교통회랑’에서 변경되었던 R3A와 R3B의 합류점이
파야오에서

다시

치앙라이로

수정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Appendix 2). 이후에 교통부문전략조사(GMS Transport Sector
Strategy Study)와 메콩유역교통포럼(Subregion Transport Forum)을
거쳐 9개 노선의 회랑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이 노선이 2007년
14번째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되었다(Appendix 3)(Ishida & Isono 2012).
9개 노선의 ‘경제회랑’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기본적인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제안되었던 교통회랑 초안보다 경제 성장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지리적 기획이라고 평가되었다(Ishida & Isono 2012).
경제회랑 계획 과정은 회랑이 지나는 도시들이 어떤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고 미래에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인지
설명한다. 9개의 노선으로 결정된 경제회랑은 동, 서, 남, 북 회랑과,
남북, 동서, 동북 회랑, 중부회랑, 남부해변회랑으로 명명된다. 이
중에서도 남북회랑와 동서회랑은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메콩유역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회랑보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역이다.
치앙라이가 중요 합류점인 남북경제회랑은 중국 윈난성의 성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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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으로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를 지나 치앙라이를 거쳐 태국의 남북을
가로지르며

방콕까지

연결되는

약

1800km에

달하는

도로이다.

남북회랑은 다른 회랑들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저개발국가인 라오스와
미얀마의 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저개발 지역을 연결하고 중국과
태국 간의 교역의 효율과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남북회랑은 중국 윈난성의 성도 쿤밍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며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라오스, 미얀마로 갈라지며 두 개의 하위 노선을
만든다. 경제회랑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치앙라이는 R3 도로 노선에서
제외되었다가 R3 도로의 합류점으로 다시 포함되었는데, 치앙라이가
남북경제회랑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치앙라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Route 3의 A노선(R3A)인 라오스
노선은

중국의

모한(Mohan)-라오스

보텐(Boten)

국경을

지나

라오스의 도시 루앙남타(Luang Namtha)를 거쳐 라오스의 훼이사이태국의 치앙콩 국경으로 연결된다. 이 노선은 치앙라이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태국 내륙의 도시들을 지나 방콕으로 연결된다. 한편,
Route 3의 B노선(R3B)인 미얀마 노선은 중국의 멍하이(Menghai)미얀마의 몽글라(Mong Lah) 국경을 거쳐 미얀마의 치앙뚱을 지나
미얀마의 타찌렉-태국 매사이 국경에 이른다. 이 노선은 치앙라이를
통과해 R3A와 만나며, 태국의 내륙 도시들을 거쳐 방콕에 이른다.
남북회랑은 육로를 통해 이동하는 물류를 방콕 근교의 태국 최대의
물류향인

램차방

항구로

연결하거나,

말레이시아 국경을 목적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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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도의

도로를

따라

【지도

II-3-1】

GMS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s)의 R3A, R3B 노선도 (출처: Tsuneishi 2013: 208)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리고 더 멀리는 싱가포르까지 확장
가능한 남북경제회랑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얽힌
지리적 산물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구상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제시한 이
계획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일대(一帶)’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일로(一路)’를

제안하고

있다(KOTRA

2016).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토를 4종 4횡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으로 지역협력의 실행을 구체화했다. 2015년 7801억 위안(약
136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 계획은 중국 대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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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 격차를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전자신문
2015. 4. 7 일자).
태국은

서쪽으로는

미얀마,

북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GMS의 경제회랑은 방콕을 중심으로
태국 국토의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태국의 동서회랑 20 과
남북회랑이 지나는 주요 도시와 국경지역은 도로가 이어주는 국가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특징과 관련하여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을 계획하였다.
경제회랑 개발이 도로와 거기에 부착되어 개발을 추동하는 여러
조건들이 이식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경제회랑은 개발이 펼쳐지는
장소들의 집합으로서 개발의 대상 지역을 선별하고 나누고 연결하는
산물이다.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을 연결시키는 목표는 ‘주변부’
지역이 지역협력 개발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였고, 국경을 중심으로
산업이 낙후한 지역에 도로 시설과 산업 육성 정책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상이자,

개발로

아세안경제협력에서
인해

전도유망한

국경,

주변부는

경제상황을

개발의

맞이할

수

중점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였다.

4. 태국 정부의 개발주의와 국경지역의 재조명
태국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통합 달성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치 시위와 비민주적인 정권

20

동서회랑은

베트남의

동부

해안지역인

다낭(Danang)

라오스의

사반나켓

(Savannakhet)- 태국의 묵다한(Mukdahan) 국경을 지나 태국 영토를 동서로 가르
며 내륙의 주요 도시인 콘캔(Khon Kaen), 핏사눌록(Phitsanulok), 딱(Tak)을 지나
태국의 매솟(Mae Sot)-미얀마의 미야와디(Myawaddy) 국경을 거쳐 미얀마로 연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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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로 얼룩진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는
AEC를 통한 경제 발전과 국민 단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식적인 달성 시점이 다가오자 AEC와 그 비전을 소개하는 기사와
정부의 연설이 각종 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는데, 정권의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태국 정부가 AEC를 새로운 경제발전의 시대의
시작으로 표상하는 것을 보여준다.
1) 정권 교체와 인프라 사업의 위기
태국의 정부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위시한 국가경제 개발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쿠데타로 등극한 현
정권의 수립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국 정부가 AEC를 비롯한
지역의 경제협력을 국민에게 전달할 때 활용한 언설과 훈육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경제 개발 수사가 정권 유지와 정당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쁘라윳(Prayut Chan-o-cha) 정부는 2014년 5월 태국의 19번째
쿠데타로

출현한

Shinawatra)

전

과도내각이다.
총리의

19번째

사면을

쿠데타는

무리하게

탁신(Thaksin

통과시키려

하는

잉락(Yingluck Shinawatra)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AD, 일명 옐로우 셔츠)와 2010년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한

정치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독재민주주의전선연합(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 일명 레드 셔츠)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한다는
명목으로 수행되었다. 2006년 탄핵된 21 탁신 전 총리의 동결된 재산 중
21

2001년 국민선거로 탁신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여겨
졌다. 탁신 정부와 그가 이끄는 타이락타이 당(Thai Rak Thai Party)은 의회의 의석
을 과반 이상 차지하였고, 소수정당의 난립과 다당제 연립정부로 비롯된 정치적 불
안을 해소하는 듯했다. 그러나 타이락타이 당의 1당우위제는 균형 있는 의회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며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모습을 보였다. 탁신 정부는 태국 남부 지역
무슬림을 탄압하였고, 탁신의 가족 기업인 친(Chin) 그룹의 부정부패를 보도한 언론
을 통제하였으며, 친 그룹의 주가조작과 탈세를 원인으로 방콕과 중산층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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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2010년 태국 북부와
북동부 지역민이 주를 이루는 반독재민주주의전선연합이 방콕 시내를
점령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반독재민주주의전선연합의 시위가 시내
대형 건물의 방화와 무장 시위로 격해지자 정부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대응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태국 내부 정국이 불안과
갈등에

휩싸였다.

아피싯(Abhisit

Vejjajiva)

정부는

반독재민주주의전선연합의 시위가 해외에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지원 하에 자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시위대의 폭력을 테러로 규정하고
탁신을 테러범으로 수배하기에 이르렀다(Dalpino 2011). 태국 정치에서
탁신의 영향력을 없애고자 하는 헌법 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시행된 선거에서 탁신의 여동생이 이끄는 프어 타이 당(Pheua
Thai Party)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잉락이 태국의 28번째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3년 잉락 정부는 쌀수매정책과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 예산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2014년 5월 쁘라윳은 태국의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쿠데타 정권을
수립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과도 정부의
수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잉락 전 총리를 실각시킨 주요한 명분은 과도한 예산 남용이다. 그
중에서도 농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쌀 수매 가격을
고가로 책정한 정책은 탁신과 잉락의 정치적 토양인 농민들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7년 7월 대법원은 잉락 전
총리가 쌀을 고가로 수매하며 국고를 낭비했다는 혐의로 350억 밧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017년 7월 25일자). 메가프로젝트 사업
역시 잉락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2조 밧을
차입하여 추진하려고 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문회를 진행하였다(연합뉴스 2016년 12월 28일자). 2012년 잉락
총리는 2조 2천 밧(약 634억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에 투입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장기 계획의

잃었다. 특히, 친 그룹의 주가조작과 탈세는 탁신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쿠
데타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김홍구 2008: 2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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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메가프로젝트는 AEC 시행을 대비한 작업이었다.
당시 교통부 장관은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태국을 아세안의 중심
무대로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진술했고, AEC와 함께 진행되는
GMS, ACEMECS

22

등의 지역협력에서 태국을 중심 무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 뿐 아니라 “주요 도시들이 AEC 덕분에 더욱
중요해질 것” 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이 지역의
연결(regional

connectivity)을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Nations 2013년 1월 7일자). 이 기사에
따르면, 잉락 정부가 2020년까지 교통망 건설을 위해 계획한 사업은
55개에 달하며, 투입하고자 한 비용은 약 660억 달러이다. 이 중
31개의 사업은 철도 교통 개발에 해당하였고, 그 예산은 42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도로 개발 사업이 13개로 약 16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기획되었으며, 나머지 7개의 수로 인프라와 4개의 항공
인프라 개발 사업이 각각 40억, 30억 정도로 할당되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

대출안은

상대

정치

세력으로부터

예산

낭비로

비난받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안을 예산남용으로 판결하면서 잉락
정권의 해임 사유를 제공하였다. 특히 막대한 비용의 고속철도 사업이
공격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고속철도

건설

이전에

‘더러운 도로’를 먼저 정비하라”고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의 무익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하였다(Khaosod 2015. 6. 2일자).
한편, 잉락 정부는 국경지역의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건설을

계획해

왔다.

이웃국가와

협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국경지역을 교역과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특별경제지역을
구상한

것이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y

and

Society Development Board)는 5곳의 주요 국경지역의 개발 전략을
조사하였으며,
22

특별경제지역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자,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의 약자. 아세안
국가들의 인기 투자처인 CLMV 국가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주
도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그 목표가 아세안과 유사하여 미니 아세안이라고 여겨지기
도 하였다(Sucharithanarugs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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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고용 등의 사안에 대해 국회에 적절한 계획을 제출하는 역할을
위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Bangkokbiz News 2013. 9.
18일자 기사). 고속철도 건설을 포함한 교통망 개발 사업은 국경지역에
위치할 특별경제지역 개발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교통망을 통해 도시와
국경, 이웃국가와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국경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공동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포함한 경제개발사업, 쌀 수매
정책의

포퓰리즘

정책

시행은

잉락

정권의

탄핵을

몰고

왔다.

예산남용이라는 비난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예산대출안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반대 세력이 잉락 정부를 탄핵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

해임에

직면한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태국과

아세안지역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아세안 투자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잉락 총리는
“인프라개발사업은 불평등을 축소하는 데 핵심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 예산 대출안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Royal Thai
Government 2014. 3. 25일자, Thai PBS 2014. 3. 12일자).
교통시설 개발의 메가프로젝트와 특별경제지역과 같은 국경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잉락 정부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대비하여 태국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번영과 아세안 지역에서 허브를 담당해야 할 태국의 운명을
대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정권에 위기를 몰고 왔고 총리가 해임되고
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차질이 발생했다. 2013년 말 잉락 정부의 부패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의 시위가 지속되고 총선이 연기되면서,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3 . 지연된 사업은
23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규모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짜오프라야 강 외 25개
의 강의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11조 5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우며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해외 수출이라는 평가를 받았지
만, 2014년 쿠데타 정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관리 사업 입찰을 무효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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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기반산업

건설과

국경지역경제특구

사업

이외에도, 태국-미얀마 공동 추진의 다웨이(Dawei) 경제특구 건설,
국영전화회사의 통신망 설치 사업 등 국내외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이었다(연합뉴스 2014. 2. 10일자 기사).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불법적으로 이양한 이후,
군부세력이자 친왕세력인 현 정부가 반대세력이었던 잉락 총리의 개발
사업들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국내외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려와 달리, 잉락의 메가프로젝트의 ‘실정’에 의해서 등극한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가개발 사업의 추진을 선언하였다.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 정부에 외화를 차관하고 노선을 협의하는 일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국경의 경제특별지역 사업도 재개하였다.
2) ‘기회’의 시대로 들어서며
흥미롭게도 새 정권은 자신이 끌어내린 기존 정권의 정책을 상당
부분

지속하였다.

메가프로젝트는

다른

오히려

것도
정부가

아닌

전

총리의

국민들에게

탄핵

사유였던

협조하도록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전
정권이 아세안을 강조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고 역설하는 동일한
수사를 사용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쁘라윳 총리는 매 주 금요일 밤 9시 국민대담의 형식으로 연설을
펼치고 있다. 연설은 “태국국민에게 행복을(Return Happiness to
Thailand)”이라는 이름으로 금요일 밤 9시마다 공영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중간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방영한다. 연설의 내용은 쁘라윳
정권이 국민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현안 전반과 국정 일정에 대한 보고, 국가 행사에 대한
안내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정치적 화합과 희생을 당부하는 현 정권의 정치적 입장을

서 현재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정부기관에 380억 원의 손실을 남겼다(연합뉴스
2017. 6.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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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매 주 방송되는 담화 형식의 연설은 정부가 경제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국가사업이 무엇이고, 추진 목표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텍스트이다. 담화의 전반적인 논조는 태국의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국가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개혁안과 개발계획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개별적인 이해를 주장하기보다 정부의 기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담화는 권위주의적인 쿠데타 정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책의 합당성을 피력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을 설득, 회유하거나 반발하는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협박의 어조를 띠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협조와 희생을 요청하는 근거는 AEC의 시작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로의 진출이다. AEC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시대는 기회의 시대이자 도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담화는 앞으로 다가올 AEC를 위해서는 경제계획에 대한 개인의
이견을 내세우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정부의 개혁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례 II-4-1】 2015년 6월 26일 총리 대국민 담화24
...다음 이슈는 내가 국제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에
중요성을 둔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 아세안도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안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세안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략)... 모든 회원국의 국민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아세안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높이 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할

24

출처: 태국정부 홈페이지(금요 담화 연설문) http://www.thaigov.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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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사례 II-4-2】 2015년 7월 24일 총리 대국민 담화
우리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에너지, 쓰레기 관리, 철도와
도로, 수도관리체계, 산업 투자와 같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경제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내 모든 지역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오직 농업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농업과 비오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의 형태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는
해결방안을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일한 아세안 공동체를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분쟁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뒤쳐질 것이고 많은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측면에 대해서 충돌한다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산은 집행될 수 없고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사례 II-4-3】 2015년 10월 9일 총리 대국민 담화
....AEC의 출현은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안정과 개혁
없이는 기회가 도리어 어려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정부 영역, 사적 영역,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담화 내용에는 정부의 경제계획에 대한 반대 세력들에게 반대를
지속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크게

뒤처지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과 비난을 담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의 주축인 빈민과 농민들이
현 정부의 개혁과 경제 계획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불화를 일으키자
이에 대해 훈계하는 어조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업으로는 국경지역의 특별경제지역 사업과 중국 및 일본과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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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속철도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두 계획
모두 농민과 빈곤층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반환하고 보상을
해야 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의 토지 사용권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진압하는 하나의 대응으로써, 아세안을 제 때에 대비하지 못 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번영의 기회를 놓칠 것이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협박 섞인 독려의 메시지를 담화에서 빈번하게
전달하였다.
담화에서 현재의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불편과 불평등은
시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의 경제적
효과로 보상될 것이 약속되었다.
【사례 II-4-4】 2015년 10월 23일 총리 대국민 담화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몇 가지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온 반면, 나머지는 부진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고 태국 경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년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정부가 해 온
일들을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위해 연결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경제 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중소규모와
대기업들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 경제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시작되는

‘내년’은

태국

경제가

나아지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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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로 약속된다. 내년에 있을 변화의 실체만큼이나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내년’이라는 시점도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수사들은 현재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불투명한 약속으로
봉합하는 수단이었다.
이처럼 태국 정부에게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경제 사업은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내세워 쿠데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봉합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제 발전 계획은 정치적 입장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한 공통의 목표로 표방된다. 구
정권과 신 정권 모두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쿠데타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국가경제발전에 방해되는 것으로 몰아세우며,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개발에 대한 핑크빛 수사가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반정치 기계(anti-politics machine)(Ferguson
1994)”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사업과
공명하며 그 자체로 발전을 현실로 인식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지닌다. 국가의 청사진을 곧이곧대로 믿든 안 믿든 반복되어
제시되는 경제발전의 수사는 개인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게 하는
참조로 기능하며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국경지역의 재조명: ‘주변’에서 ‘중심’으로
GMS와 AEC는 공통적으로 개발이 덜 되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농촌이나 주변부를 육로, 수로, 항로 등을 통해 연결시켜 균등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산업 중심
지역이나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국경지역이 국경을 초월한
시장을 추구하기 위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왔다. 국경은
아세안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아세안의 힘을 끌어들이는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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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였다. GMS 개발과 AEC는 권력의 영토적 경계와 국가 간
충돌의 장이었던 국경지역을 그 자체의 구조와 통치의 기술을 요하는
기능적인 경제 지역으로 재접합한다(Arnold 2012, Arnold and Pickles
“지리적

2011).

중심이자

지역

경제협력의

교차로”로

조명받는

국경지역은 “프론티어”라는 위치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Hirsh 2009).
GMS와 AEC는 ‘개발되지 않은 역내 국가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맥락에서 출발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가장 덜
개발되었기에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의 프론티어’로서, 이들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혁이 아세안 공동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아세안의 프론티어’와 국경을
모두

면한

태국은

역내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며

GMS

경제회랑을 연결하는 ‘중심’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태국

정부가

역내

경제협력에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롱깨우(Krongkaew 2004)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중국의
값싼 상품과 서비스가 밀려들어올 것을 의식하여 태국 북부 국경을
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가 시장의 힘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중국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태국 남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압력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이점으로

태국이

인도차이나

받아들이고

반도에서

차지하는

경제협력에

지리적인

적극적으로

위치를
동참하게

되었다(Krongkaew 2004: 996-997).
태국이 지역 구도 속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중국과 아세안
경제를
엄밀하게

연결할

수

따지자면

있는

정치경제학적

역내에서의

‘중심’은

위상
어느

때문이었다.
국가의

그러나
입장에서

조망하는가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GMS의 지리적인 중심 입지를 주장한다. GMS 회원국의 지리적인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은 접근의 용이함과 다른 지역과의 연결에서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워 지역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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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한편으로 미얀마와 같이 GMS 회원국의 지리 배치에서는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국가도 자신들이 역내 협력의 중심이 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모든 지역협력의 목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세안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아세안으로 매개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아세안의
‘중심’이라는

입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협력과 동시에 경쟁의 무대에 서게 된 태국
역시도 그 지리적 ‘중심’을 강조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그
중심성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태국이

‘중심’을

점한다는

주장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국제적 입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의
교통시설을
‘중심’은

개발해야한다는

그것을

점하기에

의지로

귀결되었다.

주장된다기보다는

모두가

그것을

주장하는

향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유인하고 주장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사례 II-4-5】 2015년 7월 10일 총리 대국민 담화
...태국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지역의 허브가 되기 위해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만 합니다. 아세안은
세계의

허브가

될

것을

목표합니다.

몇몇의

사업은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 이것은 태국의 철도 서비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자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타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도,
교통, 항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교역과 투자
활동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
‘중심’을 주장하는 수사는 더 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시킨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의 시행은 더 많은 투자와 교역을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여론이 제시하는 ‘중심’에 대한 수사, ‘발전’의 기대를
높이는 수사는 ‘거짓’과 ‘호도’라기보다, 국가와 국민 혹은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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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각하고 개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발전/개발을 추동하는 힘으로 동력화되기도 한다.
태국이

중심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태국을

다른

국가와

연결하는 접점지역, 즉 국경지역이 새롭게 중요한 개발과 관리의
대상으로 부상함을 의미한다. 개발의 한복판에 놓여있음과, 발전의
수혜의 중점 대상임을 증명하는 “중심”의 수사는 국가 차원에서
국경지역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GMS와 AEC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을 살펴보면, 치앙라이를 포함한 태국 국경지역이 새로운 기회와
자원의 땅으로 국가의 관리와 투자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MS 사업의 경제회랑 위에 있는 국경지역의 대부분이 태국의
“관문도시(gateway city)”라고 명명되며, 입지 상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지역협력의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의미화된다.
‘관문도시’는 새로운 시대인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곳이자 개발과 정비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공간으로 표명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경지역에 건설되는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이다.

특별경제지역은

초국가적인

지역

경제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관심이 집중된 공간이다. 국경지역은 중심과 축을
이루는 주변부라는 대척점에서 국가의 주요한 개발 대상이자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 때, 국경지역은 국가 간의 교류를 ‘여는
관문’이자, 지역협력의 새로운 시대의 기회의 땅으로서 의미화된다.
개발은 기존의 중심과 주변의 도식에 기대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변을 중심부로
격상시킨다. 개발이 전제한 장소의 위계는 개발을 기획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역전되며 개발의 결과와 효과와는 관계없이 역전됨
자체로 의미를 갖게 된다. 주변부는 개발이 진행되는 현 시점과 개발
효과를 가늠하는 미래 시점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다. 개발이
주변부를 가시권에 들여놓는 순간, 본래의 위계는 은폐되고 개발이
제시한 발전의 전망 속에서 주변부의 미래가 제안된다.
잉락 정부 때부터 국경의 특별경제지역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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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지역이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태국 정부는 2000년
초부터 국경의 특별경제지역을 구상해 왔으나, 예산의 문제와 정치
불안, 이해집단의 갈등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Pongsawat 2007). 2013년
잉락 정부가 이를 국가의 대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동부, 북부, 서부,
북동부 국경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진척하였지만, 정치 불안과 군부
정권의

수립으로

또

다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메가프로젝트를

백지화시킬 것으로 보였던 쁘라윳 정부는 집권 2개월 만인 2014년 7월
특별경제지역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묵다한, 뜨랏, 매솟, 사다오,
아란야쁘라텟을 특별경제지구로 선정하기로 하며 특별경제지역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Royal Thai Government 2014년 7월 15일자 기사).
그리고 2015년 1월 19일에는 1, 2차로 단계화된 특별경제지역 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 특별경제지역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 서부 딱
도(매솟),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동북부 묵다한 도,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동남부의 사깨오 도와 뜨랏 도(Jangwat Trat)이고, 연구지인
치앙라이는 2단계 특별경제지역 단위에 포함되었다. 특별경제지역은
‘특별할 것도 없이’ 태국의 거의 모든 국경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별경제지역 사업은 태국 전 국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재조명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국경이 포함된 가운데 어느 지역의 사업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국경지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해당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증폭시켰다. 농지와 산지를
조건으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던 국경지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면서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아놀드(Arnold 2014)는 역내의 자유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한
동력인 GMS 프로그램이 국가로 하여금 ‘모호한’ 지역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고 지적한다(Arnold 2014: 745). 교역 자유화와
시장 단일화를 꾀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경제협력의 계획은
국경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교역 및 이주 등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증가하고 관리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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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된다(Glassman 2010). 국가 간 경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및 시설 개발은 국경지역을 초국가적인 자유
지대이자

국가

통제가

집중되는

모순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국경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기존에 국가개발 계획에서
주변화되어 있던 지위에서 ‘중심’의 반열에 오른다. 모든 개발은
국경지역으로 집중되고 국가 예산이 지역 개발에 투여되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공표하는

순간

민간의

투자가

국경지역으로

유입되는 연쇄적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경지역이 국가 경제의
중심부로 등극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세안경제공동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경지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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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경개발이 추동하는 국경도시의 변화와
특성
아세안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간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간의 접경지대를 개발의 대상이자 중심지역으로 만들었다.
개발이 국가의 주변, 국경지역에 집중할 때에 그 개발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개발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3장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설계된 경제회랑 건설이 치앙라이에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낙후된’ 지역에 개발이 실행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의
발전과 기회를 상상하게 하는 물리적 지표가 됨을 분석한다. 그리고
국경지역에 집중된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이 국경교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와 외부 장소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국경을
둘러싼 개발은 국경과 외부의 장소를 경제적, 공간적으로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도록 하며, 국경지역을 여러 장소와 연결하고
묶음으로써

여러

층위의

‘지역(region)’에

대한

장소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국경경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프라스트럭쳐 개발과
개발을 의미화하고 개입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 국경교역을 매개로
하는 이동과 주변 상업 도시와의 연결이 탈중심적이고 분산된 형태로
국경도시의 관계적 특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1. 개발의 산물: 발전의 물질적 지표
국경교역을

위한

개발은

국경지역에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을

집중시킨다. 새로운 인프라는 국경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국경과

므앙,

외부의

도시와

장소를

연결하는

속도와

지형을

변화시킨다. 무엇보다 도로, 다리, 항구 건설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경제활동의 판도와 이동의 경로를 바꾸어 놓을만한 개발은
지역주민에게 추상적인 지역협력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심상을
남긴다. 지역주민이 추상적인 지역협력의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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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저변에는

지대하다.

개발로

국경주민에게

생겨난

물리적

지역협력개발이

경관이

미치는

영향이

실행되는

과정이

물리적

공간과 함께 해석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1) 도로와 철도의 건설: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지표
(1) 도로의 완성: 발전의 지표
먼저,

메콩유역

혹은

아세안과

같은

초국가적/지역적

시장의

관문으로 치앙라이를 위치시킨 남북경제회랑이 치앙라이 도 내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메콩지역협력의

맥락에서는 남북경제회랑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쉽게 ‘R3(Route 3)’이라
불리는 이 도로는 태국 내에서는 1번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1번
고속도로는

방콕으로부터

아유타야-사라부리-롭부리-나콘사완-

깜팽팻-딱-람빵-파야오-치앙라이를 지나는데, 이는 쿤밍과 방콕을
종착점으로 삼는 남북경제회랑의 태국 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앙라이 도 내부에서 보면, R3 도로는 라오스를 통해 뻗어나가는
R3A와 미얀마를 통해 뻗어나가는 R3B로 나뉜다. R3A는 치앙라이의
암퍼(시, district)

25

판, 암퍼 매라오를 지나 치앙라이의 도청 소재

도시인 암퍼 므앙 치앙라이에서 암퍼 위앙 차이, 암퍼 파야 멩라이를
지나 암퍼 치앙콩의 라오스 국경으로 이어지고, R3B는 동일한 노선이
암퍼 므앙 치앙라이에서 갈라져 암퍼 매짠을 지나 암퍼 매사이의
미얀마 국경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이 도로는 므앙 치앙라이와 여러

25

태국의 시 자치제는 땀본(Tambon, sub-district), 암퍼(Amphoe, district), 므앙
(Muang, city), 나콘(Nakorn, metropolitan)으로 구별된다. 나콘은 가장 큰 형태로서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하며, 인구 밀도가 3000/k㎡ 여야 한다. 므앙은 도청이 위
치하고 있는 도시이거나, 인구가 최소 1만 명 이상이고 인구 밀도가 3000/k㎡ 이어
야 한다. 땀본은 가장 작은 도시 자치시 형태로서, 땀본의 행정기관이 소재하거나,
인구가 7천명 이상이고 인구 밀도가 1500/k㎡여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의 보조금
을 제외한 연 수입이 5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ongsawat 2007). 태국의 행정체
계는 땀본(구)-암퍼(시)-짱왓(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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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퍼를 연결하는 중추이며, 북부의 다른 지역이나 치앙라이의 여러
암퍼에서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이다.
2014년 네이션 기사에 따르면, GMS의 경제회랑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차지하는 것은 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는 R9으로 역내
운송류의 41.1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R3A 노선이 전체
운송률의 21.57%의 사용을 차지하였다. R3B 노선은 7.84%의 이용률을
보여 15.59%를 차지한 캄보디아-베트남을 연결하는 R1 노선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The Nation 2014. 2. 4일자). R3도로는
치앙라이 내에서뿐 아니라, GMS의 경제회랑 중에서도 운송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로이다.

【지도 III-1-1】 치앙라이의 R3도로(남북경제회랑) 노선
라오스, 미얀마, 태국 북부와 중국을 엮는 남북경제회랑의 완성은
‘고대 교역 루트’가 재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남북경제회랑 건설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1200여 년 전 당나라 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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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아시아

전역에

차를

판매하던

루트가

부활하였다”고

보고하였다(ADB 2014.12.12. 게시물). 중국 윈난 상인이 라오스를
가로질러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이동하던 카라반 무역 루트가
남북경제회랑으로 인해 재탄생하였다는 평가였다. 태국과 중국의 도로
수준만큼 라오스의 국내 도로가 정비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육로 이동은 제한되어 왔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메콩유역 개발에
주도적인 아시아개발은행이 R3A의 라오스 구간 건설을 지원하였고
중국과

태국

사이의

라오스

구간인

228km

도로가

2008년에

완공되었다. 남북경제회랑/R3의 라오스 구간이 완성된 사건은 중국,
라오스,

태국의

교류

환경의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언급되었다.

남북경제회랑의 “단절된 구간(missing link)”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교역과 관광을 증진시키고 도로로 연결되는 지역이 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었다.
도로의 완성은 치앙라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전도유망한 장소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지역사회에서도 도로는 발전의 상징이자 변화의
촉매로서 도로 건설로 인한 영향과 효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중국과 라오스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치앙라이 국경지역을
통해 연결된다는 사실은 지역 경제 변화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지역 신문은 “R3A 노선 진전, 모든 분야에서 준비해야” 라는 제목으로
“R3A 도로가 태국경제과 산업에 중요한 도로”이며 “태국의 기회이자
치앙라이 주민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신문은 중국과
단축된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이 도로 덕분에 치앙라이가 치앙라이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의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되었다”고
서술한다(Mengrai Thurakit 2007년 11월 16일 주간지). 당시 치앙라이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파타나 씨는 자신이 스크랩해 놓은 지역신문
기사를 제공해 주며 이 시기가 치앙라이의 상인과 사업가가 GMS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고

준비를

시작하던

때”였다고

회고하였다. 이전까지도 치앙라이 주민들은 GMS가 무엇인지도, GMS
사업이 지역의 경제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 했다고 하였다.
여러

차례

정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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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면서

GMS

사업이

치앙라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공유하면서 지역주민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 시점이라고 했다.
파타나 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앙라이에 도로가 확장되는
사건은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도로가 지역사회에 닥쳐올 변화와 미래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였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협력에 대한 핑크빛
전망과 경제 성장을 찬사하는 원조 기관의 보고서의 논조와는 상반되게
지역협력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개발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변화나 경제적 효과는
실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미미했다. 지역협력 계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고, 관심을 갖는 정도도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지역 주민에게도
‘변화’와 ‘발전’이 실체를 가진 현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AEC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실제로 있는지 알기 위해 질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로 건설이나 교통 시설 개선 사업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AEC 혹은
GMS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혜택을 받지 못 한다고 여기는
주민에게도

도로는

지역협력의

진행

과정을

감지하고

도시를

‘발전’시킨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현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도로는
공간적 현상을 넘어서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도로의 물질적인 확장은
도로가 형성되는 전지구적인 맥락과 일상의 생활이 접하는 지점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발생시킨다. 특히,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는 다른
사회와의 연결, 침투, 확장을 의미한다. 지역통합은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을 통해 분리되어 있었던 경제와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상상을 유통시킨다. 달라코글로우(Dalakoglou 2010)가 연구한 그리스와
알바니아의 국경의 사례 역시 도로는 사회주의 이후의 알바니아가
그리스를 통해 유럽연합의 일부에 통합되어 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도로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도로에 대한 일상적인 담론을 나누는 행위는 도로가
“추상적이고 거리가 먼 전지구화의 과정”의 “근접하고, 가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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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결과”(Dalakoglou 2010: 133)임을 보여준다. 치앙라이의 R3A
도로 역시, 아세안과 메콩유역을 통합하고 연결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R3A 도로는 지역통합이 약속한 경제발전과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산물이자, 로컬 경제가 지역경제협력으로
통합됨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지표였다.
(2) 철도 건설의 번복: 불확실성의 지표
도로만큼이나 치앙라이 주민이 오래도록 기대해 온 개발이자, 도로
완공과 상반되는 가장 신뢰할 수 없었던 계획 중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철도 건설이다. 치앙라이는 남북경제회랑의 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중국의

쿤밍으로부터

고속열차

노선이

건설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4년 7월 30일자
방콕포스트지는

중국과

태국

정부가

태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고속열차를 건설하기로 한 사업에 대하여 태국의 현 정권인 평화와
질서를 위한 국가위원회(NCPO)에서 7400억 밧의 예산을 승인했다고
보도하였다.

태국

정부는

태국

북동부의

농카이와

방콕

남부의

맙따풋(Map Ta Phut)을 연결하는 737km 노선과 치앙라이 치앙콩과
방콕 북부의 반파치(Ban Phachi)를 연결하는 655km 노선에 각각
3900억 밧과 3400억 밧의 예산을 할당하였고, 2015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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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2】 고속철도 계획 (Bangkok Post 2014. 7. 30.)
태국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치앙마이에서 끊겨 있어
치앙라이는 철도 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다. 태국의 철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건설된 이래로 적절한 보수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교통과 비교할 때 매우 낙후한 상태이다. 고속철도 건설을 중국과
논의하면서 태국의 철도 노선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철도가 존재하지
않던

치앙라이까지

고속철도를

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치앙라이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물론 치앙라이에 철도가 놓일 것이라는 계획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정작 중국과 합작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도 잉락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치앙라이까지 연결된 철도 노선을 확장하기로 계획이 논의되어 왔다.
19세기에

야심차게

기획된

윈난-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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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

계획은

이미

1990년대에 건설 논의가 재개된 적도 있었다(Walker 1999: 66). 중년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철도를 놓는다는 이야기는 했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기획을 비웃기도 하였다. 앞으로 치앙라이에 철도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서도 꼭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을

덧붙였다.

철도

사업은

오랫동안

번복되고

지연되면서 수십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계획이었다. 철도가 놓인다는
계획은

치앙라이에서

오래된

‘약속’이자

‘거짓말’인

한편

그만큼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대해 온 사업이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연말

APEC 정상회담에서

“실크로드”를

재구현하기 위해 태국 정부에게 철도 건설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면서,
태국 내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속도를 내었다. 그러나 치앙콩과 농카이
노선

중

중국

정부가

원하는

태국의

농카이-맙따풋

노선에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Bangkok post 2014. 11. 12일자, Thai PBS
2014. 12. 19일자). 중국은 서남부 지역으로부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까지 철도 건설에 투자하고, 이 노선을 이어 농카이에서
태국의 공업지역인 라용까지 건설할 것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농카이
노선을 선택함에 따라 치앙라이에 건설하기로 한 철도 노선 계획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례 III-1-1】 철도계획 취소에 대한 깐 씨의 반응 (2015. 3. 11.)
치앙라이가 AEC 때문에 발전할 것이라고 말은 많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차 놓는 것도 치앙라이에 지나간다고 하더니만
농카이로 열차가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정부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실제로 AEC 때문에 어떻게 변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치앙라이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앙콩에 다리 놓으면서 발전할
거라고 해서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치앙콩도 매우 조용하거든요.
기차마저 치앙콩이 아니라 농카이로 지나가니 여기에 땅 사고 투자한
사람들은 다 죽어날 거예요.

(중략) 사실 치앙라이는 미얀마랑 라오스

두 나라랑 연결되는 국경지역이라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치앙라이는 중국이랑 가까운 것 밖에는
강점이 없는데 중국에서 농카이로 기차를 놓으니 이제 모든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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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그 쪽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사업인 철도 건설 계획에서 치앙라이가 배제된 것은
사람들이 AEC를 비롯한 지역협력 전반에 대한 불신을 대변하는
사례였다. 정책은 오랫동안 논의되면서 그로 인한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중도에
무산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때문에 주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관망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였다.
치앙라이 철도 건설 계획은 중국이 그 노선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의 계획 속에서는 지속되었다. 태국 정부는 프래
도의 덴차이(Den Chai)에서 므앙 치앙라이까지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2016년 11월 태국 정부는 프래의
덴차이와 치앙라이 치앙콩의 323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노선을 760억
밧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56년 동안 보류되었던
노선을 재개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Chiang Rai Times 2016. 11.
29일자). 이 소식을 인터넷 메신저로 연구자에게 전해준 치앙라이의
인포먼트들은 여전히 이 계획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듯하였다. 워낙
오랜 기간 계획과 지연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앙라이의 특별경제구역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도 사업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철도가
놓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내보였다.
도로와 다리의 완공과는 상반되게, 철도 건설의 과정은 지역협력에
대한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남겼다. 치앙라이에 기획되었던
대표적인 철도 사업의 무산은 로컬 상인이 앞으로의 지역협력의
불확실성을 강렬하게 확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로와 마찬가지로
철도 건설 계획은 주민들이 치앙라이가 지역개발계획에 속해 있으며
그것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고속철도 노선이 취소되면서 지역협력에 대한 신뢰도도 급감하였으나,
이 역시 지역협력이 치앙라이와 어느 정도로 가깝게 작동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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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역협력이 제안하는 경제발전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철도와 도로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쳐의 건설계획과 진척 상황은 주민이 지역 차원의 개발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상업/소비공간: 민간영역의 도시 및 국경 개발 참여
도로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고 그 효과를 분배하고자 기획된
‘연결자(connector)’로서

개발에서

경제회랑의

역할은

치앙라이의

장소적 성격과 부합함과 동시에 국경지역의 도시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도로의

건설은

도시가

확장되고

소위

도시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의 생산을 유발한다. 도로는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에서

공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고속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확대되는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은 발전한 도심과 퇴보한
주변의 발전의 격차를 인식하도록 한다.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속도와 질서를 가진 시공간적 경험이다(Harms 2011).
R3 고속도로는 그 자체로 ‘발전’의 표식이지만, 도로를 따라 생겨나는
‘도시의 경관’을 통해 도시의 ‘발전’을 가시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넓어진 R3 도로는 국경으로의 이동을 양적, 질적으로 증가시켰고 도로
주변에 근대적 상업 시설을 유입시켜 도로를 따라 길게 확장된 도시의
지형을 만들어냈다.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은 정부의 도시 계획보다 민간
영역의

투자와

개발

사업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샤트킨(Shatkin 2008)은 아시아의 도시화에서 “행위자가 중심이 된
분석(actor-centred

analysi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닐라의

도시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영역”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는 지방 및 중앙 정부, 민간 개발자, 도시 소비 계층, 외국 계획가나
건축가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민간 행위자’라고 제시하며, 이들의
참여와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마닐라를

기획하는

“도시계획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planning)”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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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민영화”는 도시 발전과 계획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보다는 다양한 민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획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계획을
추진할 만한 권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민간영역에
의존하면서 개발자와 공조할 때에 나타난다. 치앙라이 개발 역시
정부와 초국적 개발 기구의 강력한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의
범위가 사회기반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민간의
자본이나 개인의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 건설 이후에 민간 영역의 투자가 유입되면서 치앙라이 도시의
경관을

변화시켰고,

경관의

변화는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협력의

수사가 주장하는 미래의 발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연구자가 연구를 준비하고 시작한 2013년은 R3A 도로가 지나가는
치앙콩에

네

번째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완공되어

개통한

시기였고, 이로 인해 치앙콩 뿐 아니라 치앙라이의 다른 도시에도 경관
상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때였다.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의
건설을 전후로 치앙콩에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유인한 상업 시설과
부동산

투자

현상이

고조되었다.

R3A가

국경포인트로

진입하는

지점에는 새로운 상가건물(뜩태우)이 건설되고 있거나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국경포인트 가까운 곳에는 새로운 시장이 건설되었고 카페와
식당을 겸하는 가게가 생기기도 했다. 다리가 건설되면서 국경에 상업
및 산업 시설이 유입되고 관광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고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민간의 자금과 시설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다리 주변에 남아 있던
농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증축됐고 농촌의 경관이 뒤섞여 있던 도시
경관에 상업 공간의 특성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치앙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계의 대규모 투자와 국내의
대형

회사의

사업이

진출하였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로지스틱 회사가 물류 창고와 냉동고 건설 부지를 확보하여 10억 밧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치앙콩 구청 앞에
유명한 민간병원이 진출하기 위해 병원 부지를 마련해 놓았고,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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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6 의 계열사인 CP Land에서는 메콩 강변에 1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Posttoday 2015. 4. 17일자).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치앙콩의 발전에 주목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체와
시설이 치앙콩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국경도시가 개발되고 민간 투자가 유입되자, 국경과 떨어진 므앙
치앙라이까지

파장이

미쳤다.

지역주민은

국경교역의

성장이

국경도시뿐 아니라 므앙 치앙라이의 상업까지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국경교역이 국경과 므앙 치앙라이의 시장을
연결하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교역 활동이 일어나는 주요 거점은
국경지역일지라도

국경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로

개발의

효과를

확산시킨다. 장기적으로 치앙라이의 발전을 내다보는 사람 중에는
치앙라이 교역의 전반을 관망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서 므앙 치앙라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치앙콩에서 물류통관업무 대행 사업을 하는 카이
씨는 중국의 수출업자가 지금은 치앙샌과 치앙콩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음 목적지로 므앙 치앙라이를 염두에 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투자자가 므앙으로 관심을 옮기는 이유는 국경도시에 투자를
하면 한 국경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지만, 므앙에 회사를 세우면
매사이,

치앙샌,

치앙콩

모두에서

국경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국경교역의 증가가 므앙에 대한 개발 관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증명하듯, 타 지역에 기반을 둔 대형 유통마트와
건축자재와 인테리어를 판매하는 대형 체인점 등이 므앙 치앙라이의
R3 도로변에 지점을 열었다.
타 지역으로부터 치앙라이가 미래가 유망한 ‘시장’으로 보이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대형

소비

체인의

입점이었다.

치앙라이에

소위

근대화된 상업 및 소비 공간들이 등장한 것도 R3이 크게 이슈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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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그룹은 세계 5위의 농식품 대기업이다. 방콕에서 종자상으로 시작한 중국계 비
즈니스로 화상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 러시아 등 세계 1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그룹이다. 그룹의 연매출은 465억 달러이며, 이 중 식품 사업인 CP 사업이
1/3을 차지한다. 주력 사업은 사료와 새우, 닭의 냉동가공사업이나 최근에는 세븐일
레븐과 같은 유통업과 통신업에도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허남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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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 이후라는 점은 국경지역 개발 및 지역협력 개발과
치앙라이 도시의 변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대표적으로, 센트럴 백화점은 태국의 세계적인 식품 그룹인 CP
그룹

계열사의

소비

유통

상점으로

2011년에

므앙

치앙라이에

개점하였다. 이 백화점은 주로 수도인 방콕과 그 주변의 대도시에
입점하여 있으나 태국 전역으로 지점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방콕 이외의 도시에 백화점을 건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국경도시인 우돈타니, 매솟 등에 진출하면서
국경개발 붐에 일조하고 있다. 태국 사회에서 센트럴 플라자 백화점이
입점한다는 사실은 지역의 경제와 소비 수준이 좋아졌다는 지표가
된다고 여겨지는 만큼, 므앙 치앙라이에 백화점이 입점한 것은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정책과 민간이 공조하는 도시 개발의 모습은 동남아시아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정부는 전지구화 시대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여기에
기업이 공간 생산에 참여하며 전지구적인 근대성과 민족주의의 꿈,
소비와 관련된 경제 성장이 뒤섞인 도시공간을 창출했다(Yeoh 2005).
마찬가지로, 지역 시장 단일화 시대에 국경교역 도시를 육성하는
국가의

정책은

도시에

연결,

속도,

효율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인프라스트럭쳐를 생산하고, 소비와 유통에 관여하는 기업이 공간
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국경교역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미래와
꿈을 공간화한다. 연구자와 대화하던 한 대학생은 센트럴 플라자
백화점이 개점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자신하며, 고등학생이던
당시에

백화점에서

매일같이

서점을

들르고

문구류를

구매하며

즐거워했기에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컬의 백화점과는 다른 공간
구조와 상점으로 구성된 백화점의 등장은 주민의 소비와 여가 생활에
선명한

변화를

남겼고,

백화점의

입점은

그야말로

지역

사회의

발전사에 한 기점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태국 유명 백화점과 소비점의 입점과 같은 사건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기며 치앙라이의 변화의 지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치앙라이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또 다른 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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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치앙라이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천천히 발전 및 확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였다.
치앙라이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흔히들 말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긍정과 발전이 느린 후발 도시라는
비판의 복합적인 인식이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체된 도시에서 발전은 대형 상점과 백화점의
등장으로 명백해졌다. 대형 상점과 백화점이 등장한 것을 변화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주민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문물이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다. 새롭게 소개된 상업시설이
접해보지 못한 도시의 경험을 제공하기에 열광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경험했거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까지
낙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지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주민에게
새로운 변화의 징조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도시의 상업 시설이
입점한 것은 주민에게 치앙라이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표로서 이해되었고, 동시에 상권의 성장과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도 국경교역의 발전과 국경개발과 함께 인식되고
있었다.
3) 신 주거공간: 외국인 유입에 대한 기대
장소는 물리적 위치만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과 경험이 포함된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헌목 2013). 장소는 인간의 실천을 통해
사회, 역사, 지리적 의미를 담으며 나름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어떤 장소에는 특정한 경관이 어울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관의 존재는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연구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협력 개발로 주목을 받은 국경도시를
답사하던 2013년, 당시 연구자의 눈에도 이질적으로 보인 경관은 R3A
도로 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콘도미니엄 건설 현장이었다. 이 건설
현장이 연구자의 눈에 띄었던 이유는 우리로 치면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 해당하는 도시 밀집 주거의 형태가 논밭을 배경으로 허허벌판
도로 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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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II-1-1】 치앙라이 콘도 (구글 거리뷰)
콘도미니엄의 출현 역시 국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을 따라
등장한 것이었다. 치앙라이에 진출한 한 콘도미니엄 건설사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추진한 2조 밧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개발 지역을 열어주었다”며, “핏사눌록, 치앙라이 등지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The Nation 2013년 10월 4일자).
방콕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2011년에 센트럴 백화점이 치앙라이에
들어온 이후로 9개의 콘도미니엄 건설 프로젝트가 므앙 치앙라이
지역에

계획되었다.

대부분의

콘도미니엄은

방콕에

기반을

둔

대형건설사의 사업이었고, R3A 고속도로 변에 부지를 잡고 2013년
연말과 2014년에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Bangkok Post 2013년 11월
14일자, 2014년 8월 27일자). 이 기사에서는 건설 회사가 치앙라이를
포함한 북부를 “인프라 개발과 국경교역으로 경제 붐이 예상되어
부동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한다. 치앙라이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수요가 예상되자, 콘도미니엄뿐 아니라 대규모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계획하고 진출한 것이다.
콘도미니엄은 고급화된 공동주택 유형으로, 대형건설사가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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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걸고

짓는다.

외국인의

태국의

공간,

콘도미니엄은

혹은

중국의

콘도미니엄과

‘농촌’과

열등한

대비되는

같이

문명화된

‘도시/도시인’의 공간(Wu & Webber 2004, Pow 2007)이자, 싱가포르의
콘도미니엄과

같이

상류

계층을

지향하는

젊은

도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공간(Pow 2009)으로서 도시성과 계층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치앙라이에 새로
건설된 콘도미니엄은 출입 카드를 등록하고 차량을 통제하며, 단지 내
피트니스와 수영장과 같은 공동 시설을 주민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배타적이고 고급화된 콘도미니엄은 대도시 거주자가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콘도미니엄은 방콕에서도 도심의 지하철과 지상철을
따라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외국인이나 도심으로
통근하는 젊은 세대가 주 수요층이다. 또한, 도시 밀집 지역에 유리한
공동주거형태인

콘도미니엄은

방콕에서는

흔하지만,

유용

가능한

토지가 도심 주변에 남아 있고, 출퇴근에 불편을 줄 만큼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는 치앙라이와 같은 지방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이 독립된 마당과 2층 구조의 주택을 짓고
살거나 건설사에서 지은 집을 사더라도 주택단지의 집을 사는 경향을
비추어볼

때,

콘도미니엄은

기능적,

공간적

특징이나

의미상으로

치앙라이에서 새롭고 이질적인 주거 공간이다.
콘도미니엄의 수요가 불투명해 보이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이
추진하는

콘도미니엄

단지는

빠르게

조성되었다. 2013년

11월에

연구자가 방문하였을 당시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콘도미니엄
건설부지에

꽂힌

회사의

팻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2015년에는 건축 속도가 눈에 보일만큼 빠르게 진행되더니 이내 분양
준비가

완료되었다.

콘도미니엄

사업을

치앙라이
제외하고

로컬

건설사에서

방콕에

기반을

진행한
둔

한

곳의

대형건설사의

콘도미니엄은 2년 이내에 공사를 완성하였고 분양 홍보를 시작하였다.
콘도미니엄은 10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백 2십 만
밧(한화

약

3900만원)

정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신축한

고급단독주택의 가격이 1백 8십 만 밧에서 2백 2십 만 밧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도 비쌀뿐 아니라, 실제 주민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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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수요를 반영한 주거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콘도미니엄뿐만이 아니라 치앙라이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붐을 이루었기 때문에 건설사의 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 중에는 도로 주변으로 상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혹은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건설은
지역

거주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지역

주민이

건설

주체가

되었기보다, 방콕의 건설사가 R3A 건설 등으로 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앙라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파악하고 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달랐다. 즉, 외부의 대형 회사가 AEC를 염두에 두고 치앙라이 지역에
외국인이나 외지인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2013년
방콕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 완공과
R3A 확장 등의 경제 요인이 치앙라이의 콘도미니엄 및 주택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보고한다(Bangkok Post 2013년 11월
14일자). 방콕포스트 기사에서는 당시 치앙라이에 20여 년 전에 건설된
단 한 채의 콘도미니엄이 있고 그 거주자의 90%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 이것은 치앙라이에 외국인 거주가
증가하여 콘도미니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제가 깔려
있음을 보여 준다. 콘도미니엄은 태국에서 외국인이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한 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은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에
콘도미니엄은 전체 소유자의 50% 미만까지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었다. 즉, 치앙라이가
아세안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관련 사업가와 외국인이 치앙라이에
거주지를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이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 지은 콘도미니엄에
대한 외국인 수요는 많지 않았다. 어떤 콘도미니엄 단지는 중국인이
20~30%를 구입해 두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치앙라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인근 도시 치앙마이의 콘도미니엄
시장이 중국인의 구매로 호황을 맞는 것과 대비되는 현실이었다. 다만
한 유명 콘도미니엄 단지의 대부분의 소유자가 방콕이나 외부 대도시의
투자자들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매해 두었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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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미래의 수요를 기반으로 건설된 콘도미니엄은 현실적 수요와의
괴리 때문에 물량이 남아돌았다. 콘도미니엄을 분양할 당시 계약했던
사람들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중도에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남은 물량을 팔기 위해 콘도미니엄의 판촉행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콘도미니엄은 분양가보다도 낮은 할인가로 판매되었고,
실거주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매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어 있는 곳이 많았다. 콘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던
외국인도 오지 않았고, 콘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을만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도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콘도미니엄 사업은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콘도는
도로, 상업시설, 국경의 인프라스트럭쳐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변화와
발전의 열망을 표상하는 건축물로 의미가 컸다. 콘도미니엄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의 시각적 존재는 변화의 과정을 증빙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의 이름과 자본이 가진 힘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주민들은 ‘권위적인 것’들의
존재에 비추어 미래를 전망하는 시각을 교정하기도 한다.
캄 씨는 치앙콩의 농업 종자상을 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다. 그의 가족은 치앙콩 우정의 다리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 상가 건물을 짓고 분양할 정도로 AEC가 가져올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와의 인터뷰는 치앙라이에 진출한
대기업의 존재가 AEC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핑크빛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III-1-2】콘도미니엄과 치앙라이의 발전 (2015. 8. 4.)
캄 씨: 콘도미니엄이 치앙라이에 매우 많죠? 맞아요. 이건 과잉
공급이에요. 수요는 아직 오직 않았어요. 왜냐하면 AEC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이 가게를 지었다 쳐요. 손님이 오기 전에 문을
여는 것. 손님이 오면 문을 여는 것. 이것과 같은 문제죠.
연구자: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캄 씨: 확실히요. 중국인이 올 거고, 라오스인이 올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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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도 오겠죠. 알다시피 태국은 AEC에서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도 상품을 팔 수
있어요.
(중략)
연구자: 이런 생각을 당신의 다른 친구들도 하나요?
캄 씨: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미래를 보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죠. 상품을 사고 팔고 그 뿐이에요.
그렇지만 벌써 치앙콩은 변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올랐죠.
(중략) 그들은 그저 현재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들은 지금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에요. 기회를 찾는 사람은 기회를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설사가 오는 거예요. 치앙라이 주민이 돈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방콕에 있는 건설사가 와서
짓는 것이죠. 대기업은 좋은 마케팅이 있고 전략이 있죠. 그들은 미래의
전망을 보죠. 그들은 이미 고려하는 거예요. 치앙라이와 치앙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지난 해부터 AEC가 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콘도미니엄은 AEC가 가져올 ‘미래’와 ‘잠재력’이라는 바탕 위에,
‘앞으로

다가올

번영의

미래’를

현실화하는

지역협력의

‘물질적

증거’였다. 콘도미니엄은 발전의 가능성과 번창하는 미래를 투영한다.
대형건설사가 치앙라이를 사업 확장처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발전의 증거가 된다.
국경도시는 국경과 관련한 활동으로 공간적 변화를 맞이한다.
국경경제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안고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들이 치앙라이에 출현하였다. 새롭게 생산되는 소비 및
주거 공간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지역 내외부에서 기원한
발전에

대한

‘전망’과

‘열망’은

변화를

추동하는

순환의

전면에

등장하고, 뒤따르는 투자와 개발의 결과인 물질적 근거들은 또 다시
‘전망’과 ‘열망’을 점화하며 발전의 동력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고,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천천히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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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오히려 더 두드러진다. ‘열망’은 현재의 ‘결핍’ 속에서 활발히
운동한다. 발전의 진전이 희미한 치앙라이의 상황은 열망이 운동할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도시와 국경의 상호의존적 관계
지역경제협력은 국경을 비롯하여 국경경제와 관련된 여러 장소에
개발의

경관을

생산하고

효과를

파급시켰다.

이것은

국경경제가

접경지역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의 사람과 상품의
연결을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국경개발은 치앙라이의 국경도시와
므앙의 상호의존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 절에서는
므앙과

국경도시의

상호의존적인

개발

기획이

국경교역

실천의

시공간적인 유동과 연계된 사실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국경교역을
위한 개발이 야기하는 변화가 치앙라이의 국경도시와 므앙의 의존적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3+1의 개발기조: 세 국경도시와 므앙 치앙라이의 연계
지역경제협력 개발 현상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국경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접경지역에 집중된 개발이 국경과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또
다른 개발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국경개발은 교역 상품의 생산지나
배송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동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국경을 개발하는 것, 혹은 국경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접경지대 이외의 지역의 변화와 개발을 동반하게 된다.
치앙라이의 도로망 확장은 국경과 도시, 국경과 국경 등을 연결하고 그
연결이 개발을 여러 장소로 확산시키며 도시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처럼 국경개발은 국경과 연결된 다른 장소에 또 다른 개발이
시작되거나 병행되는 과정이다.
국경개발의 이러한 특성은 도시를 유동, 흐름, 초국적인 연결이
만들어내는 혼종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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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Massey, Amin 2002, 2004; Jones 2009)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도시와 지역을 ‘관계적’으로 읽어내는 장소에 관한 이론은 국경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물자와 사람, 국경교역을 매개로 엮이는 다양한
도시와 장소들, 국경을 향한 연결의 목표와 그것을 구체화하는 도로와
같은 산물이 만들어내는 국경지역의 개발과 국경도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개발이 국경과 므앙을 어떠한 관계에 놓고 연결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국경도시에

어떠한

교역활성화를
특성과

위한

기능을

정책

및

부여하며

시설

개발이

특정한

세

사업으로

구체화되는지 살펴보자.
치앙라이 도에는 국경교역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세 곳의
국경도시가 있다. 행정구역 상 세 마을은 치앙라이 도의 세 암퍼의
땀본 위앙(Tambon Wiang)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위앙은 도시를
칭하는 치앙(Chiang)의 북부어로, 여러 땀본으로 구성되는 각 암퍼의
땀본 위앙에는 상업 및 행정이 밀집해 있다. 통상 ‘치앙샌, 치앙콩,
매사이’가 칭하는 장소적 의미는 교역시장과 상점이 밀집해 있고
국경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경포인트가 위치한 중심가, 땀본 위앙
치앙샌, 치앙콩, 매사이를 말한다.
치앙라이의 국경이지만 세 국경도시의 역사와 장소적 특징은
상이하다. 이는 각 마을에 구별되는 역할을 부여하여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세

국경도시는

모두

교역의

중심지이지만, 치앙샌은 항구도시, 치앙콩은 물류도시(logistic city),
매사이는 교역도시(trading city)로 불리우며 특화된 방향으로 기획된다.
이 세 국경도시의 간략한 역사와 지리적 특징, 국경교역 수치를 통해서
각각이 치앙라이 지역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으면서도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인구 5만명(2012년 기준)의 치앙샌은 “항구도시와 관광도시(므앙
행

타

르아

래

므앙

텅티아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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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샌은

1세기

중국

윈난으로부터 이주해 온 타이 족이 세운 요녹 왕국의 수도였다 27 .
메콩강을 끼고 정주한 치앙샌 왕국은 11세기까지 도시 국가의 형태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앙샌은 13세기 란나 왕국 수립과 함께
란나로 포섭되었지만, 북쪽의 샨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양국의
교역로이자

란나

왕국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지역

교역망의

전방이었다. 그러나 1804년 버마의 침략으로 치앙샌은 폐허가 되었다가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회생한다. 버마 세력에 대한 견제 때문에
치앙샌은 과거의 경제, 정치적인 중요성을 상당히 잃게 되었으나, 메콩
상류

항구라는

입지

덕분에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Ongsakul 2005, Pongsawat 2007, Walker 1999).
치앙샌은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흔적으로 오래된 사원들과 유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북부 지역의 역사유적지로서도 중요하다.
치앙샌과

치앙라이

정부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삼아

치앙샌을

관광목적지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 도시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관광객의

수가

많지

않아

관광업보다는

메콩강을 이용한 수상 운송과 교역이 중심산업이다.
항구도시의 정체성은 늘어나는 수출입 양으로 인한 새로운 항구
건설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2003년 치앙샌 시내에 제 1 치앙샌
상업항(Chiang Saen Commercial Port)을 건설하였다. 메콩유역 개발을
위주로 지역협력을 진행하면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였고

2003년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치앙샌 항구를 이용하는 연간 교역량이 12-15% 비율로 빠르게
증가하였다(Bangkok Post, 2008. 6. 2일자). 정부는 치앙샌 항구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고도(古都)인
치앙샌 시내는 옛 사원과 성곽 등의 역사유적지가 남아 있어 제 1
치앙샌 상업항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할 뿐 아니라, 물류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이에
2009년 5월 치앙샌 시내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제 2 치앙샌

27

요녹(Yonok) 왕국은 문자화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은 역사 이전 시기 (pre history
period)로 구분된다. 고고학적 발굴에 기반하여 이 시기의 역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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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항 건설을 착수하였다. 제 2 치앙샌 상업항은 10명의 소수 직원이
상주하며 창고도 없이 운영되던 기존의 항구와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차별화되었다. 컨테이너 차량의 대기 및 주차 장소, 대형 화물을 옮기기
위한 크레인 시설은 물론 온도조절이 가능한 창고까지 갖추었다(PAT
News 2012 March Issue 32). 2012년부터 제 2 치앙샌 항구가
본격적으로 주 항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신식 시설을
갖춘 항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은 치앙샌이 메콩강을 이용한 수상
운송에서 중요한 입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편, 약 8만 5000명의 인구를 가진 매사이는 “교역 도시 (므앙 행
깐카)”로 칭한다. 그러나 매사이가 국경교역의 중심지가 된 것은 오래지
않았다. 매사이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 강과 인접하다는
지리적인 특징만 있을 뿐 도시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28 . 2장의 태국의
근대적

국경의

성립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사이는

19세기에

치앙샌이 중심으로서 영향력을 잃고, 영국의 지배를 받는 버마 왕국과
태국의 국경을 사이 강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국경도시로
탄생하였다(Pongsawat 2007).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가 국경을
강화한

20세기

중반

이후

매사이에

국경포인트와

세관사무소가

구축되면서 국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뒤늦게 국경이 된 매사이의 국경교역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1988년

미얀마가

대외적으로

국교를

재개하면서부터이다. 1997년

태국과 미얀마의 월경조약에 따라 매사이에 상설국경포인트가 생기면서
매사이의 상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매사이와 면한 미얀마 영토는 샨
족의 자치지역으로, 미얀마 정부와 대치하는 샨 족과 와(Wa)족의 군사
충돌로 매사이와 타찌렉의 국경은 자주 단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필요한

생필품의

대부분이

태국으로부터

유입되었기에

매사이는 미얀마와 태국 간의 교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특히, 샨 지역과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분포해 있는 국민당 잔당과

28

치앙(Chiang) 이라는 의미를 도시, 즉 현대의 므앙(Muang)과 같다. 치앙콩, 치앙라
이, 치앙샌 모두 도시라는 의미를 갖는 지명인 데 반해, 매사이는 사이 강(Sai River)
을 뜻하는 지명이다.

127

쿤사(Khun Sa) 군사 세력이 밀매하는 마약 경제는 매사이 국경시장과
교역 붐에 일조하였다(Pongsawat 2007: 265-288). 매사이의 교역은
여전히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화인 상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치앙라이 내에서도 마약 밀매와 연결되어 있는 비밀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매사이가 도시와 왕국의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북부 태국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일찍이 건설된 덕택에 근대 태국이 성립되는
시기부터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므앙

치앙라이에서

매사이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R3B 도로는 1번 고속도로에 해당하며
방콕에서부터 연결되어 방콕의 화인 상권과 매사이 화인 상인 집단을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2000년대에는

미얀마와의

교역이

재개되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매사이 시내 중심에 있던 제 1 사이강 다리
국경포인트의

업무가

포화

상태가

되었다.

매솟(Mae Sot)

국경

다음으로 대 미얀마 국경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매사이는 2006년
국경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량화물을 전담하여 통관시키는 용도로
제 2 사이강 다리를 건설하였다.
20세기의 공식, 비공식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매사이는
남북경제회랑의 한 지류인 R3B가 연결되고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서 교역 중심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의 국내 사정이
불안하고 도로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치앙콩과 라오스를 관통하는
R3A 만큼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매사이를 통한 국경교역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마지막으로, 인구 6만여 명이 사는 치앙콩은 “상품교환 및 물류
도시(므앙 순끌랑깐쁠리안타이 래 끄라짜이씬카, Logistic City)”로
불리운다. 현재는 메콩을 잇는 육로 교통로이지만, 메콩강과 인접해
있는

치앙콩은

18세기까지

도시국가

난(Nan)의

항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난과 치앙콩은 중국과 라오스 교역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지만 라오스의 므앙싱(Muang Sing)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교역루트에서

중요성을

잃었다.

치앙콩은

19세기

말

프랑스가

루앙프라방 지역을 점령한 이후 태국의 국경이 되었다. 라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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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1960년대에 치앙콩은 이웃 훼이사이와 똔픙
지역에 주둔한 로얄 라오 정부 세력과 미국의 원조 캠프 덕분에 경제
호황을 맞이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라오스 훼이사이에 더
많은 상업 및 오락 시설이 위치하여 치앙콩 주민들이 병원이나 극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강을 건너 이동했다. 라오스의 외국상품과 태국의
식재료를 교환하는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당시의 경제 호황은
현재의 치앙콩 시내의 중심 시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에도
치앙콩은

훼이사이와

루앙프라방에

이르기까지

메콩강을

이용한

교역으로 호시절을 맞았다(Waker 1999).
치앙콩이

교역의

중심지역으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남북경제회랑인 R3A가 지나고 메콩강을 잇는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건설되면서이다.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연결하고 있지만, 중국과 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엮인 산물이다. 태국과 라오스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11km에 달하는 다리 건설을 위해 태국과 중국이 4480만 달러의
건설비용과 250만 밧에 달하는 기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이
다리의 건설로 수혜를 얻는 국가가 누구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리
건설을 위해 태국은 70억 밧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중국은 라오스
정부에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차관해 주었다(Bangkok Post 2011년 2월
16일자). 중국 정부는 라오스 측의 다리 건설 책임 분에 대하여 기술과
건설 총괄 업무를 위한 중국 인력을 파견하였고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인의 값싼 건설 노동력을 투입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였다.
2013년 다리 건설이 완성되면서 중국과 태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최단 노선 위에 위치한 치앙콩은 육로 교역의 물류 중심지로 주목을
받았다. 치앙콩의 다리 건설은 라오스 훼이사이와 치앙콩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더 넓은 규모(scale)의 시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다. 다리 건설은 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중국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띠었다. 치앙콩과 훼이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는 중국 자본과 시민을
유인하는 “자석”으로서 상상되었다(Lin & Grundy-Warr 2012).
이처럼 국경교역 증가를 목적으로 도로와 항만 시설의 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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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

위치한

세

국경도시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국경도시는 국경교역의 지형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부여받았다.
교역항이었던 치앙콩은 육로의 관문이 되었고, 역사도시 치앙샌은
항구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으며, 매사이는 시장 개방으로 교류가
강화된 미얀마와의 국경교역 관문이 되었다.
국경교역에서 세 도시가 각기 다른 역할과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치앙라이의 개발은 어느 한 장소에 집중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복수의
국경도시와 므앙 치앙라이, 그리고 치앙라이 외부의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 국경개발의 주요 화두이다. 농업을 제외하고는 도소매 상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세 국경도시의 국경교역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은 치앙라이 전반의 경제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경도시의
제한된

교역

역할이

공간에서

활동에서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상품이

통과하는

국경교역은

않는다.

단순히

국경은

그

지점으로서
국경도시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통과하고 가로지르는 움직임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국경도시의
개발과 국경교역의 성장은 국경 외부의 다른 상업 중심지와의 긴밀성
속에서 상호영향을 받는다.
도식화된
개발계획에서

개발

전략인

발췌한

【그림

국경개발

III-2-1】

내용이다.

이

는

치앙라이

표는

도

국경도시를

치앙라이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 강조하고 있다. 치앙라이 도에는
국경을

면한

다른

암퍼가

있음에도,

이

세

도시가

치앙라이의

국경도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는 인접한 국가의 특성,
연결된 도로의 경로, 수로 혹은 육로의 강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고 방콕과 태국 중/북부의 다른 도시로부터 이웃국가들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로서 치앙라이를 강조하고 있다. 국경교역을 중심으로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 방점을 둔 개발 내용은 세
국경도시와 므앙 치앙라이가 상호의존적이며 더 넓게는 다른 도와
도시들과의 연결 속에서 발전 가능함을 보여준다.
도청에서

제시한

개발

계획의

도표는

국경교역으로

연결된

장소들의 역할과 비중을 반영한다. 치앙라이의 발전, 도시 성격의
변화가 국경도시와 므앙의 여러 지점이 연결되고 의존하여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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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계획을 주도하는
정부의 시각과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과 개발의
중심점이 여러 장소에 흩어져 나타나는 국경지역의 발전상과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III-2-1】 치앙라이 개발 계획 (출처: 치앙라이 도 개발 계획
2014-2017)
치앙라이의 발전상은 국경지역의 도시가 독립적인 기능이나 영토적
경계로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선, 국경의 도시는
국경의 개발 정책과 상호작용한다. 치앙라이의 세 국경도시와 치앙라이
도의 도청 소재지인 므앙 치앙라이는 국경이 작용하는 파장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의존적이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여기에서

국경도시는 국경에 위치한 치앙샌, 치앙콩, 매사이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의 규모를 갖춘 므앙 치앙라이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치앙라이에서는 므앙과 세 국경도시가 만들어내는 연결망이 국경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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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이룬다. 아민은 도시와 “지역의 지리는 유동, 연결, 다중의
지리적

표현의

비영토적이고

존재론이

작동하는

규모적이지(scalar)

것(Amin

않은

2004:

경계와

34)”으로서,

배치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국경도시는 국경의 상업 활동이 국경도시와 므앙의 상업 및
경제 공간을 연결할 때에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행정적 경계나
국가의

경계로

규정할

수

없는

유동적이고

비영토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국경도시의 특징은 개발 계획 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교역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실천에도

반영된다.

국경개발이 다중 장소를 연결하며 진행되는 근원에는 유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국경의 삶이 깔려 있기 때문임을 국경교역의 시공간적인
연결을 통해 살펴보자.
2) 국경교역의 시공간적 유동
국경교역은 치앙라이 시내와 국경을 오가는 상인들의 이동과
교환과정의

연쇄로,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그

시공간적인

보여준다.

흐름을

므앙의

통해

시장과

도시와
상점은

국경이
국경교역

상인들의 교환장소이자 이동 경로로서 공간적으로 연결된다. 므앙
치앙라이의 상인은 국경교역만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국경도시의 상인과
거래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경교역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경상인의 이동 궤적에 따라 국경의 각 장소들은 시간대별로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국경교역 상인의 이동과 교환으로 국경과
므앙의 공간이 구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치앙라이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딸랏솟테사반은 도시의 역사와
함께 한 시장이자 도시의 경제 상업의 중심지이다. 대도시의 시장이나
상권과 비교할 때에는 작고 남루해 보이지만, 치앙라이의 상품 분배는
이 시장의 상점들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이
시장이 치앙라이 지역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장과 시장 주변에는 규모 있는
도매상점이

위치하여

국경교역을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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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품

유통의

시작점으로

【사진 III-2-1】 므앙 치앙라이 딸랏솟테사반
므앙의 시장과 국경의 시장이 국경교역의 시공간적인 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구자가 참여자를 만나고, 기다리고,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한 사실이다. 연구자는 국경상인이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므앙 치앙라이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시장의 상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국경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 시장의 상점에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라오스 상인이 직접 와서
도매로 물건을 구입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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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을 인터뷰하면서 도시의 시장이 국경교역의 한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바쁜

시장통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국경상인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오래 기다리고 앉아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을 관찰한다고 해도 누가 국경상인이고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웠고, 정신없이 일하는 주인에게 일일이 묻기도 힘들었다.
또한, 가게가 한 칸 씩 분리되어 있고 마주보는 상점들 몇 곳 외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시장 상점의 공간 구조 상 한
상점에 오래 앉아 관찰한다고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2015년 3월, 연구자는 친구이자 치앙라이 상공회의소 전
회장의

딸인

라캉과

함께

치앙라이

도

외곽의

한

암퍼로

공양(thambun)을 하러 가기로 했다. 라캉은 자신의 가족들이 주로
찾는 스님을 모시고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옆 뭉므앙 사원을 먼저
찾았다. 연구를 시작한 서너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시장을 지나고
방문하던 연구자의 인지 지도 속에 뭉므앙 사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늘
부산하고 지저분해서 사원의 성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창 문을 닫아 놓고 있어 사원에 들어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날 철창문 안의 사원 마당에서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원 앞마당에는 픽업트럭과 오토바이가 빽빽이 주차되어
있었고, 한 쪽에서는 작은 트럭에서 해산물을 그물로 퍼올려 담아 다른
픽업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몇몇 사람이 영수증을 쓰고 돈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은 각 암퍼에서 온 시장 상인이었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해산물이 올라올 때마다 므앙의 도매상에 와서
해산물을 사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는 한 사람은 딸랏솟테사반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는 따오 씨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매사이의 꼬사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마 씨였다. 그는 매 주 두 번씩 해산물이 배송되는 날에
맞춰 따오 씨의 가게에 와서 해산물을 사다가 매사이의 시장에서 판다.
특히 마 씨가 있는 매사이의 시장은 미얀마 국경과 가까워, 저녁마다
국경을 넘어 장을 보러 온 미얀마 사람들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곳이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국경상인의 교환 현장을 마주한 이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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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래 모습을 사원 마당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시장과 바로 붙어 있는 뭉므앙 사원은 시장의 상인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공간이자 물류 차량이 정차하는 공간이며, 불교 행사일이면
시장의 상인들이 찾아와 공양을 하고 불공을 드리는 곳이다. 사원
마당에는 사업의 번창을 도와준다고 여겨지는 큰 불상도 놓여 있는데,
이 불상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 안을 드나들고 불상 앞에서
거래를 성사하기도 한다.

【사진 III-2-2】 뭉므앙 사원 마당의 거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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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이 사원의 마당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여느
재래시장이 그렇듯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자 사원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내주었다. 그마저도 차량이 많아지자 주차를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주차 관리할 사람들도 필요해지면서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고 출입문도 닫아 놓았다. 시장과 가까워 물건을 옮겨 싣기 좋고,
주차장에서 물류를 바로 배분할 수 있는 등의 편의 때문에 상인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었다.
사원 마당은 시장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마실터 같은 곳으로,
이곳의 정자에서 시장상인은 신문을 돌려보거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도

했다.

사원

마당은

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상인들이 주차를 하는 만큼, 사원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어디에서 온 누가 시장에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자는
사원 정자에 앉아 상인들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14년 동안 주차를
관리해 온 꿍 씨로부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국경상인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뭉므앙 사원은 도시의 시장과 국경을 연결하는 교역의
시작점이었다. 이 사원이 상인들의 흐름을 전부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사원을 중심으로 시장상인을 추적하면서 므앙의 시장과 국경교역의
연결망을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 이곳에서 연구자는 국경상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국경마을로 향하기도 했다.
【사례 III-2-1】 치앙라이 시내에서부터 매사이 국경으로의 동행
(2015. 4. 24.)
금요일은 따오 씨의 가게에 방콕의 마하차이 시장에서 구입한
해산물이 들어오는 날이다. 오전 7시가 넘어 매사이를 출발한 마 씨
부부가 오전 10시쯤이 되어서 사원에 도착했다. 이미 마 씨 부부가
주문한 따오 씨 가게의 냉동식품이 끌수레에 담겨 주차장에 놓여
있었다. 마 씨의 부인 차다 씨는 곧바로 따오 씨의 가게로 향했다. 차다
씨는 따오 씨에게 새우를 구매하고 다시 사원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따오 씨의 누나 가게에서 파는 새우도 구매하였다.
마 씨 부부의 차를 얻어 타고, 함께 매사이 시장으로 향했다. R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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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 다른 해산물 가게를 또 들렀다. 이 가게
역시 오랫동안 방콕 시장의 해산물을 치앙라이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집인데,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집에 큰 냉장창고를 두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마 씨는 신선한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물건이 들어오는 날짜가
다른 여러 가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매사이 가는 길목에 있는 매짠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매사이에 도착하니 오후 12시 반이었다. 차다 씨의 가게가 있는 꼬사이
시장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고 새로
사온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곧바로 향했다.
매사이의 꼬사이 시장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장으로 꼬사이
거리에 위치한 상점과 노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로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소스류 등의 먹거리를 파는 시장이었다. 거리에서 채소를
도매로 리어카에 실어 보내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차다 씨는
이들이 므앙 치앙라이의 촉짜런 시장에서 채소를 사다가 미얀마에 있는
상인에게 보내는 상인이라고 했다. 픽업트럭에서 내려진 농산물을
오토바이 수레가 실어서 사이강의 다리 국경포인트로 가져다 준다고
했다.
오후 3시쯤 되니 노점이 모두 들어섰고, 한눈에도 미얀마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의 사람과 태국인이 섞여서 장을 보기 시작했다. 마
씨의 가게에도 타찌렉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미얀마인 단골이 와서
유창한 태국어로 오늘 필요한 식재료를 사 갖고 갔다.
마 씨 부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경지역의 상인은 므앙의 여러
가게를 들러 필요한 물건을 구비해 간다. 이들은 므앙의 상인과 미얀마
고객을 매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비슷한 공간적 경로로 므앙의
시내와 국경지역을 오간다. 국경상인 중에는 특정한 품목을 판매하는
상점을 열지 않고, 개별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물건을 구매해 주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므앙 치앙라이를 방문할 때마다
대형 도매 상점, 시장, 농산물 시장, 옷 가게 등등 시내의 여러 곳을
방문한다. 이들은 국경도시와 므앙 사이를 이동하고 중간중간 여러
상점을

방문하며

교역을

위한

장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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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진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낸다. 국경상인의 교역 실천은 시내와 국경을 하나의 교역망
안에서 공간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은 연결된 공간들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궤적을 만들어낸다.
【사례 III-2-2】므앙 치앙라이에서 치앙샌 항구까지 동행 (2015.
6. 13.)
치앙샌의 국경을 넘어 오는 상인의 짐을 운전해 주는 노혹 씨가
오늘 시내에 장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 노혹 씨의 고객은
치앙라이 시내에서 갖가지 음식 재료를 산다. 그는 육류, 생선, 채소를
시장에서 구입하고, 주류, 음료수, 각종 소스류를 매크로(도매마트)에서
구매한다. 노혹 씨와 같이 오는 고객은 오늘 어떤 연유에서인지
출입국심사에서 불입국 판정을 받아서 다시 라오스로 돌아갔다고 했다.
오전 11시쯤 시장에 도착한다고 하여, 전에 노혹을 만났던 따오 씨네
가게에 앉아서 기다렸다. 노혹 씨는 자신의 고객 대신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서 차량에 실었다. 딸랏솟테사반의 따오 씨네 가게에서 닭고기와
싸이끄럭(소시지류)을 대략 2만 밧 어치 주문했다. 보통은 매크로에
들르지만 오늘은 곧장 채소 도매 시장인 촉짜런 시장으로 이동했다.
촉짜런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야채 가게에 가서 주문한 물건을
기다렸다. 오후 2시가 조금 못 되어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고, 야채를
30-40분 동안 픽업트럭에 차곡차곡 실었다. 오후 2시 40분경 촉짜런
시장을 떠났다.
치앙샌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치앙샌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노혹 씨는 라오스에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거의 도착했다고 알렸다. 치앙샌의 삼리암텅캄 항에 차를 세우고,
노혹은 주문한 물건의 영수증들을 모아서 세관 사무소로 갔다. 고객이
입국하지 못한 지라 살짝 긴장되어 보였고, 어쩌면 물건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낮은 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영수증을
확인한 세관원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돌려주며 보내도 좋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오늘 노혹이 주문한 상품의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세관원도 영수증을 그다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항구에는 이미 물건을 배에다 실어줄 미얀마 출신의 일꾼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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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노혹 씨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적어서 확인하고 그
종이를 라오스에 있는 고객에게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다. 물건을 다
내리고 나니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노혹 씨는 차를 몰고
매사이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치앙샌에서 하루 더 머물러 치앙샌
일요시장을 보고 가기로 했다.
앞의 마 씨 부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혹 씨는 오전 중에
국경지역을 떠나 므앙 치앙라이로 이동한다. 미리 주문한 물건을
확인하고 싣는 일을 위해서 치앙라이 시내의 각 시장에서 머무는 시간,
국경과 므앙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들이
시내와 국경을 일상적으로 오가고 머무는 시간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국경과 도시에 시공간적인 궤적을 형성한다.
국경교역의 연쇄가 각 장소에 언제 결집하고 해산하는지는 한
장소의

‘시간

감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선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연구자가 상인을 기다리는 딸랏솟테사반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이전이 가장 분주한 시간이다. 기다리던 국경상인을 므앙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 이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역시도
국경교역의 시공간적 이동의 패턴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연구 초기에는 그 이후에도 행여나 누가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럴 때마다 꿍 씨는 사원 정자에 앉아 있는 연구자에게 이 시간까지
국경상인이 오지 않으면 오늘은 므앙에 오지 않거나 이 시장을 들르지
않은 것이라며 연구자를 돌려보내곤 했다. 오후 1시 이후에 시내를
방문하는 국경상인이 없다는 것은 앞의 상인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국경으로 돌아가는 시간 배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역 상인의 이동과 시간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시내뿐만은
아니었다. 치앙콩에서 옷을 파는 픙 씨는 연구자에게 국경마을을
흐르는 교역의 시간을 일깨워준 또 다른 사람이다. 픙 씨의 가게는
치앙콩 왓루앙 항 앞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에서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관찰하기 좋았다. 픙 씨는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왓루앙 항을 수시로
어슬렁거리는 연구자에게 항구를 관찰하기 좋은 시간을 말해주곤 했다.
그에 따르면, 시내를 들러 물건을 사온 차량은 대개 치앙콩에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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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 이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오후 4시가 되면 왓루앙 항에 물건을
실은 차량이 많이 정차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후 1시 이후에 므앙
치앙라이의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상인들이 국경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오후 6시에는 통행이 끊기는 국경의 시간을 반영한 교역의
시간적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경교역은 상품과 상인이
이동하는 장소들과 국경이 일정한 패턴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경도시는

국경과

연계된

다른

장소와의

의존성을

보여주고, 국경교역의 실천에 따른 상인의 이동과 그 주기적인 패턴이
발생시키는 교역의 궤적에 의한 상호관계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국경이
교환의 장이자 드나듦의 장소로서,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고 이동
주체들이 기착하는 다른 장소들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국경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국경은 그것이 닫혀있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것을 관통하거나 관통하지 못하는 흐름에 의해 규정된다.
교역상인의 이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적인 흐름은 국경이
고정된

장소/지점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경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장소들에 의해서 국경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치앙라이와 태국 북부 도시의 연결
국경교역의
국경과

태국

경제적
북부

파급력이

도시들의

연대

중요해지면서,
속에서

국경도시

변화를

겪게

체제는
되었다.

국경지역인 치앙라이는 태국 내에서 주변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지만,
초국적인 경제협력을 계기로 국경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태국
북부의 다른 도시들과 경제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 절에서는
치앙라이의

상인

집단이

경제적

세력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지역경제협력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특정 도시 혹은 지역과 국경을
어떻게 결합할 것을 요청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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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부 지역의 경제적 세력화: 북부 10개도의 연합
국경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국경

및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경은 더 이상 국가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다는
홍보와 막대한 자본 투입은 기존에는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던 지방에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었다.
태국은 방콕과 그 주변의 산업 단지를 끼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와
지방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하다. 태국의 경제는 공히 방콕 경제
중심이었으며, 그 외의 지역은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어
수많은

인구를

방콕으로

이동시켰다(Mills 1999).

그런데

태국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지방으로 확산된 데에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업가나 지역 세력가들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맥베이(McVey
2000: 2)는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메트로폴리탄의 국제적 연결, 대기업,
중앙정부의 정치만큼이나 지방 사업가들의 역동과 지역의 세력가들의
영향력이 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도마다 구성되어 있는 상공회의소는 지방의 사업가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전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주요 단체 중
하나이다. 치앙라이 상공회의소 역시 치앙라이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영향력을 가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상공회의소(Provincial
Cambers of Commerce)는 1980년대 쁘렘(Prem Tinsulanonda) 정부 때
설립된 것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민간 영역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조성된

기업

단체(business

association)였다.

상공회의소는 지방 경제를 위해 정책을 건의하고 정부의 계획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각자의

지역과

사업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Montesano 2000: 103-104).
지역 상공회의소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출신 지역과
사업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와 방콕의
이권에 편향된 정책이 중점이 되는 상황 속에서 태국 상공회의소 조직
자체의 중앙관료제적 성격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민간
영역의 활동이 상공회의소 조직으로 공식화되면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지만 지방 경제를 다루는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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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경제적 권력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태국 북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민간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북부 태국의 경제적
연대를 구현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4개국 경제협력을 위한
태국 북부 10개도 상공위원회(Committee for the Economic Quadrangle,
10 Chambers of Commerce Northern Thailand, CEQC)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CEQC의 4년 임기 회장직을 2008년부터 연임으로 지내고 있는
치앙라이 상공회의소 전 회장 파타나 씨는 CEQC가 발족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례 III-3-1】 CEQC의 발족 (2015. 3. 3.)
(10CEQC와 TCC의 차이를 묻자)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TCC)가 너무 방콕 중심이고 중앙 정부 중심이다 보니
북부 지역 이슈를 더 부각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부의 10개
도에서 합심해서 만든 거예요. 북부에는 메콩협력이 있어서 지역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었고, 10개 도가 합심하니 더 힘도 세져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CEQC는 태국상공회의소 외부에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같이 일하는 것이 많아요. CEQC가 태국상공회의소 활동에
포함되면서 점점 명성을 얻었고 정책 입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CEQC는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치앙마이, 난, 파야오, 딱, 람빵,
람푼, 매홍손(Mae Hong Son), 프래, 우따라딧(Uttaradit) 10개 도에 있는
비즈니스 영역과 메콩 상류국 4개국(라오스, 미얀마, 중국 윈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협력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인터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EQC는 북부지역의 경제적 이권을 표출하기
위하여 태국 상공회의소의 산하 조직인 지방상공회의소와는 별개로
10개 도가 힘을 합친 민간 조직이다. 메콩협력과 같이 북부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제

문제가

수도

방콕의

사업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자 비슷한 처지에 있는 10개 지역 사업가가
뜻을 모은 것이었다. CEQC의 경제협력을 위한 활동은 메콩유역
개발이라는 초국가적인 경제협력을 업고 세력화될 수 있었다. CEQ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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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상류국인

라오스,

미얀마,

중국과

함께

Joint

Economic

Quadrangle Chamber of Commerce를 구성하고, 4개국이 협력하여
세미나, 엑스포 개최, 도시 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주최한다. 이웃 국가들과 경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
메콩협력을 주도하는 단체로 명성을 얻었고 태국상공회의소와 정부
활동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국내적인 권력의 불균형을
초국가적인 스케일을 동원하여 역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중앙에서
멀다는 약점이 국경 혹은 이웃국가와의 가까움을 통해 극복된 것이다.
CEQC의 활동을 살펴보면, 미얀마, 라오스, 중국 윈난, 그리고
북부 태국이 어떻게 경제적인 이점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치앙라이와 주변 북부지역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강력히 드러난
것은 2015년 3월 18일부터 20일에 걸쳐 개최된 “제 3회 북부 로지스틱
국제 세미나” 자리에서였다. 세미나는 치앙라이 도 정부와 태국 무역
위원회(Board of Trade of Thailand), CEQC의 후원으로 치앙라이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2015 북부 로지스틱 포럼(Northern
Logistic Forum)’과 ‘2015 북부 로지스틱 페어(Northern Logistic
Fair)’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GMS 국가인 중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공무원과 주요 인사들, 태국 북부 10개 도의
공무원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주요 연사와 발표자로 참가하였고, 이
외에도

치앙라이의

공무원들과

로지스틱

사업가들이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크게 첫 날의 페어 행사 및 회의, 둘째 날의
로지스틱과 관련한 강의, 셋째 날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지역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도 18일 오후 “북부 10개도 도지사와 GMS 국가의
영사와의 컨설팅 미팅”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은 상공회의소가 북부
10개 도와 GMS가 연대를 얼마나 강하고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른 세션이 공개 강연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세션에는 GMS 국가의 영사와 태국 북부 10개도 도지사 혹은
10개도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만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도에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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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GMS와 관련된 계획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각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나 문제들을 차례로 발표한 후, 그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 회의의 전반적인 논조는 북부 10개 도와 GMS 국가들이 GMS
계획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것이었다.
GMS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공평하게 모든 지역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두가 중심임을 주장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모두가 중심이 될 수 없으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지역에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한다. 이 이익 분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태국의

변방

지역의

대표자로서

기대와

불안을

공유하며, 어느 한 도가 개발의 혜택을 독점하지 말고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함께 나누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사례 III-3-2】로지스틱 포럼에서 난 도지사의 발표 (2015. 3.
18.)
8개의 도 모두 프로젝트가 있으면 진행시켜야 합니다. 기회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가까이에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 (중략)...
나는 경제의 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경제의 순환은
어떤 한 도, 어떤 한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협력해야 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그 이익이
무엇이든 간에 양측에 모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불이익도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0개의
도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 관광부장관이 난 도에
방문해서 관광 진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 도가 혜택을 얻게
되면 다른 도는 손해를 보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원을

그려본다면,

사람들이

훼이꼰(Huay Kon, 난 도의 라오스-태국 국경)으로 (태국에) 오면 난에
올 것이고, 난에 왔으면 다음 행선지로 갈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파야오, 치앙라이로 갈 것이고, 남으로 내려간다면 프래, 우따라딧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핏사눌록, 람빵도 갈 수 있지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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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협력을 보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라봐야지 서로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도이건 우리가 파트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려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후략)...
난 도시자의 발표는 개발이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때에 그것을 이웃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연결’을 강조한다.
그가 관광을 예로 든 것처럼 관광객이 어느 한 국경으로 입국하면,
인접한 북부지역을 함께 둘러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관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고르게 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난 도지사의 아이디어는 세미나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거나 어떻게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토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GMS 국가와 태국 북부 10개 도가 국경교역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경제적 입지와 경쟁력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태국 북부 10개 도 중에서도 국경교역량이 가장 많고 국경개발이 가장
진전된 딱 도의 매솟과 GMS 국가 중에서도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경제협력에서 경제적 지리적 패권을 장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은 목소리로 서로 협력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S 개발 계획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적극적인 개발 주도국인 중국의 쿤밍 영사는 시종일관 중국
중앙 정부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북부 태국과 GMS
협력 국가의 동등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의 영사와 대표, 상공회의소
회원은

모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불균형을 줄이고 이익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는 진지한
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앙’에 대한 성토와 수도와의 발전
격차에 반감을 가진 소수 집단의 모임의 성격을 띠었다.
각각의 지리적 입지와 경제적 상황이 다른 지역의 대표자들이지만,
국경지역 혹은 아세안의 저발전 국가의 대표라는 점이 이 회의의
참석자들을

하나로

결집시켰다.

이는

“저발전

지역을

균등하게

개발하겠다”는 메콩협력 목표의 근본적인 구도가 주변부 지역의 연대를
추동하며 경제적, 물리적인 밀착력을 높이는 것을 보여준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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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이 회의의 제안은 ‘균등한 발전’을 원하는 태국
북부

지역

내부,

연결시키고자

메콩유역과

하는

로컬

태국

차원의

북부

지역을

기획이

더욱

강하게

지역경제협력

사업을

재구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저발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지역협력은 그 거점지역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을

생산했지만,

이것은

소외된

지역의

여러

행위자/주체가

스스로를 거점 지역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정치를 출현시켰다.
2)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의 상호의존적 관계
세미나 자리에서 북부의 각 도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다른 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치앙라이가 다른 북부 지역과
어떠한 경제적, 지리적 상황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된 ‘로지스틱 포럼’의 세미나 자리에서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의 공항을 연계하고 치앙마이와 GMS 지역에 버스 노선이
생겼을 때의 관광 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사례 III-3-3】로지스틱 포럼, 치앙마이 상공회 대표 발언자
(2015. 3. 18.)
... 항공로에 관해 말하자면, 지금 치앙마이에 하루에 200노선이
뜨고 있습니다. 하루 2만 명이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항을 짓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치앙마이

공항

하나만으로는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치앙라이 공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치앙마이에 안개가 심해서 두
차례

치앙라이

공항을

사용했습니다.

...

...

치앙마이는

18개의

국제노선이 취항할 것입니다. 그린 버스도 치앙마이-쿤밍- 치앙마이루앙프라방 노선을 개통할 것이고요. 만일 기차가 생기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도 1시간이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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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상공회 대표는 치앙마이의 넘치는 관광 인원을 수용하지
못 하자 제 2 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항 신설보다는 가까운 치앙라이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공항이라는 명색이 무색하게 두 개의 국제노선만을 보유하고 있는
치앙라이 매파루앙 국제공항을 치앙마이의 제 2공항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시설 활용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태국 북부와 메콩 상류국의 협력과 지리적 연결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치앙라이와 치앙마이라는 북부의 두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친화적이다. 이것은 국경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국경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치앙마이 상공회의 욕구와
관광을 포함하여 북부 지역의 최대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는 치앙마이의
동력을 공유하고 싶은 치앙라이 상공회의 욕구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욕구는 공항의 기능을 분배하자는 제안과 두 도시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증축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다.
두 장소의 상호친화성은 국경의 다리와 항구 시설이 개선된 이후로
치앙라이와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에서 드러났다. 건설이
계획된

도로는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연결하는

모토하이웨이와

치앙콩으로부터 치앙마이까지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연결하는 우회
도로이다. 이 두 도로의 목표는 치앙마이와 국경을 빠르게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경교역의 방식과 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 영향력이 큰 도시와 국경을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운송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수출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역내의 교역을 진작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치앙마이의

국경과

거리가

사업가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경교역에

참여하는

상업의
것이

규모가

큰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이동의 편리성에 있어 도시 간 차이가 줄어든다면
치앙라이가 국경지역으로서 이점을 누려왔던 도시의 경제적 입지가 더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주민의 입으로 직접
표출되었다. 우회 도로는 말 그대로 치앙라이 도심을 우회하여 국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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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를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상품과 사람이 치앙라이에 유입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상품을 중개하는 상인이 많고 상품 가공 생산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치앙라이

상권을

고려할

때,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는

치앙라이의 시장과 상권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치앙라이 상공회의소의 회의 자리나 세미나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는

치앙마이-치앙라이

연결

도로의

건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상인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러한
건설이 막대한 투자 금액 대비 정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의심, 치앙라이 주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비판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목소리는 치앙마이와 치앙라이가
거리상, 시간상으로 가까워질수록 치앙라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동의 효율성이 가져올 다른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의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단점은 부분적인 것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장에는

근본적으로

치앙라이가 독립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사례 III-3-4】 는 치앙라이와 치앙마이를 잇는 우회도로가
치앙라이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치앙라이상공회의 회원인 스아 씨가 자신이 가진 정보와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스아

씨의

설명

속에는

치앙라이가 다른 도시에 의존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사례 III-3-4】 치앙라이-치앙마이의 상호의존성 (2015. 9. 26.)
스아 씨가 아이패드로 구글 지도를 펼쳐보이며 우회(바이패스)
도로 노선을 설명하였다.
스아: 바이패스는 지금 치앙콩에서 길을 닦고 있는 것을 파야오
도와 람빵 도로 연결시켜 치앙마이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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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3시간이 걸리는 길을 2시간에 갈 수 있게 빨라지죠. 그리고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의

모토웨이는

현재

치앙라이와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거리 상으로는 180km 정도로 동일한데 직선으로
길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차량이 이 도로로 치앙마이까지
달리면 2시간이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콘테이너 차량의
경우는 치앙마이까지 현재 3시간이 걸리지만 새 도로로 달리면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해요.
(바이패스, 제 2 공항, 모토하이웨이 사업이 오히려 치앙라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묻자)
스아: ... 치앙라이가 온전하게 이득을 얻기는 어려워요. (마시고
있던 크고 작은 커피잔을 각각 탁자 가운데에 옮겨 놓으며) 만일
치앙마이라는 큰 컵에 물이 꽉 차서 넘치면 그 넘는 것을 받아서 옆에
있는 작은 잔이 이득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하나의 컵이 다
차고 다시 새로운 컵을 가져다가 채우는 방식이 아닌 거죠.
스아 씨가 표현한 것처럼,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경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치앙라이가 경제적으로
대도시인 치앙마이를 압도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치앙라이가 국경중심의 산업 및 물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획이나 지역경제협력의 구상과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다.
치앙라이의 입지가 가진 현실적인 가능성은 북부 최대도시이자 최근
10여 년 동안 괄목할 성장을 보이는 치앙마이의 도시화와 상업화에
기대어

성장의

국경도시로서

몫을
갖는

나누는
이점이

것이다.

물론

작용하였고,

여기에는

치앙마이의

치앙라이가

경제

발전을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와 상업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차적인

입지라는 한계, 치앙라이의 중심성이 강화되기보다는 다른 도시와
분산된 효과를 공유해야 하는 주변적인 입지가 치앙라이의 지배적인
특징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치앙라이의

상인과

주민은

국경개발로 주목받은 치앙라이의 이러한 한계와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경제협력이 약속한 미래의 발전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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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라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와 경제적, 물리적 연결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지역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위계에
기반하고 있다. GMS 개발의 이면에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패권을
쥔 국가들의 이권이 깊숙이 개입되어 역내의 국가 간의 차등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국가 간 위계는 역내 국경교역의 내용을 결정한다.
지역협력

개발로

태국에서도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

주변부인
교역을

치앙라이

지역의

활성화시켰지만,

교역의

대부분은 국경을 마주한 라오스와 미얀마가 아닌 대중국 수출입이 주를
이룬다(Swe & Chambers 2011). 지역협력의 정치경제학적인 연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초국가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은 출발선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Glassman 2010).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발생한다. 국경지역은
초국가적 지역협력이 출발하는 ‘관문’ 지역이자 경제 발전이 잠재하는
곳으로

주목받지만,

경제,

정치적으로

주변부적인

위치에

있었던

국경지역은 국내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성장하지는 못한다. 지방의 중심 도시인
치앙마이나 수도 방콕은 기존의 산업 및 상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국가적인 경제 통합 과정에서도 치앙라이보다 더 많은 경제적 교류와
성과를 나타내며 초지역적인 도시로 성장한다(ibid.: 82-98). 이와 같은
발전의

불균형은

지역경제협력의

역설이자

국경지역의

위기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과의 연결과 협력을 구상하는 로컬 차원의 기획들은
국경개발이 지방과 중앙의 중심 도시로 경제적 부를 집중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국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경개발의 진행은 국경지역과 도시(므앙)를 연결하며 동시적이고
연쇄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한편, 국경교역을 중심으로
치앙라이 내부와 외부의 연계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함을 보여준다.
어느 한 장소가 어떤 장소와 연결되고, 그 장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는

중요한

의제가

되고,

특정

장소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컬 차원의 계획으로 현실화되었다. 치앙라이를 포함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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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지역

간의

연대가

중요해지고,

그

중에서도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는 지역경제협력으로 얻어지는 혜택을 공유하고 의존할 수
있는 도시로 상정되었다. 치앙라이와 북부 지역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특히 치앙마이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갈수록 국경도시
치앙라이의 성격은 이들 도시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나간다.

4. ‘지역’의 상상: 확장되는 공간/장소감
남북경제회랑은

메콩유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동시에 이것은 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도시와 국가를 하나의
‘지역’이자 ‘시장’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지리적인 실체이기도 하다.
남북경제회랑은

치앙라이의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서두에

항상

소개되고 강조되며 지역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려는 목표,
의지, 교역 관계를 생성하는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산물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의 상징성은 비단 담론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도로는 추상성이 높은 경제개발과 지역협력의 담론을
현실 상황에서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된다. 현지에서
도로가 연결되는 국경지역과 도시는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 메콩유역의 교역 사업을 진작하기 위한 세미나는
도로를 통한 ‘지역(region)’, ‘시장’을 상상하도록 하는 장이었다.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 29 의 주도 하에 진행된 태국, 미얀마,
중국의 사업가들의 사업파트너 연결 사업인 비즈 매칭 세미나(Biz
Matching

Seminar)는

도로를

매개로

‘지역’을

상상하고

‘시장’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2015년 4월 4일 타찌렉에서

29

메콩연구소는

GMS

6

개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 GMS 국가의 전문가와 자문위원단이 인적 자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방

정부

및

조직과

있다(http://www.mekong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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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최된 세미나는 치앙라이, 치앙마이를 포함한 태국 북부 사업가들과
미얀마 사업가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메콩유역의 개발 프로젝트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메콩연구소는

역내의

사업가들이

서로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며 세미나와
비즈니스 매칭 사업을 후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메콩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원의 강연 내용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사업과

지리적

입지를

메콩유역의

남북회랑 개발 계획의 구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례 III-4-1】남북경제회랑 교역 증진 행사 강연(1) (2015. 4. 4.)
연구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 남북경제회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통역
후 대답을 기다리며)… 누가 알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자)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도시

타찌렉에
중

계십니다.

하나입니다.

타찌렉은

남북경제회랑의

남북경제회랑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ADB는 “회랑을 따라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메콩연구소)와 다른 관련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은 “회랑에 위치한” 여기에 계신 사업가
“여러분”들과 상공회의소가 “회랑을 따라서” 사업과 투자를 진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통역)
이 모든 프로젝트의 효과와 결과는 남북경제회랑의 로컬과 지역
경제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경제회랑을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고 상호교역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중략)
2014년의 프로젝트는 남북회랑 위의 6개의 주(provinces)와 2개의
도시, 5개의 마을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쿤밍, 진홍, 멩라,
모한, 라오스의 루앙남타, 보깨오, 미얀마의 타찌렉, 몽라, 치앙뚱,
태국의 치앙샌과 치앙콩을 포함하는 치앙라이, 치앙마이가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태국

북부와

남북경제회랑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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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프로젝트

샨

지역에

주에서
있는

연구원의 발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가들에게 남북경제회랑을
소개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이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원은 발표에서 “회랑을 따라서”라는
구절에 힘주어 발음하였다. ‘남북경제회랑’이라는 도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개발 기구들의
입장이 세미나 강연에 반영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원이 남북경제회랑 위(along the Corridor)의
지역을 강조한 것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지리적 감각을
깨우는 것이었다. 중국인 연구자가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고 통역이
뒤따랐다는
용어가

점과

‘남북경제회랑’이라는

아니라는

점을

말이

감안한다면,

일상적으로
참석자들이

사용되는
‘GMS의

남북경제회랑’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역’의 감각을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강연들이 R3A, R3B 도로를 소개하고 각 도로
위에 위치한 도시와 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건설 현장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의 의도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 도로가 지나는 지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지명을 나열하는 과정은 도로가 지나는 도시와 국경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각인되어 연결되는 과정이었다. 연구원은 타찌렉과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에서 온 참석자들을 호명하며, 이들이 이
도로

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지목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사업가들은 다름 아닌 ‘남북경제회랑 위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분류되는 것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도로라는 지리적 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도로를 통해 연결되고 하나의 ‘시장’과 ‘지역’으로
묶인 집단이었다.
도로 위의 사업가는 하나의 지역과 시장을 구성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자로 호명된다. 참가자의
특권을 강조하는 것은 메콩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NSEC(NorthSouth Economic Corridor) E- Platform Business Database를 소개하는
연구원의

발표에서

잘

드러났다.
153

이

웹사이트는

메콩연구소에서

남북경제회랑에

위치한

도시와

지역에

있는

사업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역내에서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었다. 연구원은 참석자들에게 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업을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사례 III-4-2】 남북경제회랑 교역 증진 행사 강연(2) (2015. 4. 4.)
연구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를 소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남북경제회랑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지만, 이것은 무료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의

주소는

www.nsecbiz.com입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분은 바로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랑 도시에 있는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품을
업로드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사업가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분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남북회랑위의) 도 정보(provincial profile), 모든
도시들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타찌렉의
정보가 있고, 중국에서는 쿤밍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회랑
도시에 있는 800개의 회사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회사 정보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
만일

당신이

사업을

갖고

있다면

-사업 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업 정보를 이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회랑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 정보, 상품 정보, 상품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랑 도시에
있지 않은 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자로서

요청사항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회랑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매자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 파트너를 찾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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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을 PPT 화면을 띄워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레지스터 아이콘을 누르면 3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I
want to buy 아이콘은 당신이 구매자임을 의미합니다. I want to sell은
당신이 판매자임을 의미합니다. 판매자의 의미는 무엇일가요? 여러분과
같이 회랑도시(corridor city)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는 어디에 있는 회사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어느 곳이어도 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BDSO입니다.
이것은 Business Development Service Operator로 상공회의소나 SME
협회(중소기업협회)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중략)…

지금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 등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대부분은 판매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회랑 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 (중략)…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회사 정보, 상품 정보, 구매자 요청사항, 회사의
이벤트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랑 도시에 있지 않은
구매자는 회사 정보와 구매자 요청사항 만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후략)
연구원의 플랫폼 소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연구원의 발표가 영어와 통역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청중은 사이트
주소를 받아 적으며 아주 상세하게 제시한 가입 절차를 경청하였다.
사업가가 주목할 만한 시장 정보가 제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인 만큼, 플랫폼 소개는 매우 유용한 정보였을 것이다.
메콩연구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가입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은 회랑 도시에 있는 사업가와 그렇지 않은 사업가를
끊임없이

구분하였다.

회랑도시에

있는

사업가는

자신의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처를 구할 수 있고, 구매자로서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회랑도시에 있지 않은 사업가는 단지 구매자로서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회랑도시에 있는 사업가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와 시장이 열린 것 같이 비춰졌다. 상품 판매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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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참석자 가운데에서도 태국의 참석자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는데, 비즈 매칭 세미나에 참석한 태국인은 주로 자신의
생산품을 가지고 온 반면, 미얀마와 중국 사업가들은 구매자로서
참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남북회랑에 위치한’ 자신들의 ‘판매자’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도로라는

지리적인

실체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회랑’이라는 도로는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이 아니라, 그들이

상품을

접근할

판매하기

위해

수

있는

‘시장’이자

‘기회’였다.

치앙라이와 타찌렉에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판매자’로서의 지위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남북회랑으로 연결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함께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어넣었다.
이처럼
차원에서

도로는

지역을

지역적

하나로

결속력을

연결할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상상의’
상카마니는

GMS의

하위지역화(subregionalization)는 메콩 강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와
지역이

상상되도록

하는

지오바디(geo-body)임을

주장한다

(Sangkhamanee 2009). 지오바디는 사람, 사물,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영토의 정의이다. 지오바디는 국가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방식이며, 동일한 지리적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낸다(Winichakul 1994:133). 메콩강이라는 지리적
매개로 구획된 지역의 단위는 도로를 통해 상상되는 지리적 단위가
되었다. 이제 도로가 하나의 연결된 공간을 인식하도록 하는 또 다른
지오바디(geo-body)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남북회랑은

‘지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개가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도로를 통해서
다른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남북회랑 상에 놓인 각
도시들은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서, 가깝고 접근 가능하며 자원과
시장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도로와
같은 기술은 상상적인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유도성을 갖는다.
도로에 기반한 상상은 새로운 세계나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한다(Sneath et al. 2009).
남북경제회랑 도로는 치앙라이의 발전을 몰고 오는 매개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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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도시와 장소를 치앙라이와 연결하고 개발을 확장시키는 통로였다.
또한, 국경교역은 국경과 도시를, 국경과 북부 태국을 시공간적으로
압축하고 연결하며 국경교역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해
유기적으로

묶는다.

국경개발은

중심성이

약한

주변부에

개발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그와 더불어 개발의 효과와 그로 인한 발전을
다양한 장소로 분산시키는 특징 역시 보인다. 지역협력이 꾀하는
경제적

‘지역’이라는

발전이

광범위한

지리적

연합체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국경지역 발전과 국경도시의 특성은 더욱더 분산적이고
탈중심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5. 상호의존적인 연결의 장소
치앙라이가 인근 국가의 국경, 도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태국
북부의 다른 장소들, 중부 경제 중심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전지구화의 도시 간 연결 속에서 매우 지엽적인 사실일지
모른다. 전지구화 시대에 도시와 장소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체제 속에서 도시 간 연결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역할이 부각되는 글로벌 도시와 제 3세계의 중심지인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치앙라이와 같은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정치,
경제적인 연결의 양상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그 동안
“세계 도시 지도 밖에 존재했던(off the world cities map)” 주변부
도시들이

새로이

‘글로벌

도시’의

기능을

차지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변부 도시들이 단순히 1세계 도시의 질서를 따라
성장하는
주고받으며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고

국가적,

지역적

주장한다.

차원에서

이러한

도시가

장소들이

영향을
전지구적

자본주의로부터는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전지구적인

경제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Robinson 2002: 536~538).
치앙라이는 농업 경제가 주를 이루고 산업과 유통의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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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된

지역이었다.

이루어졌고,

경제적인

정치적으로도

지역경제협력이

국내적,

투자나

영향력을

초국가적으로

개발이
갖지

중요한

상대적으로
못했다.

의제로

덜

그러나

부상하면서,

치앙라이는 경제 규모가 상이한 여러 장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경제협력이라는 지역의 맥락은 국경지역을 글로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연결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역내의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쳐를

국경지역에

집중시켰다.

인프라스트럭쳐는

사람들에게 국경너머의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세계 경제의 일부로서 치앙라이의 국경교역과 경제를 인식하도록
만든다.
국경도시는 다른 도시와 장소와의 연결을 통해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발전한다. 국경지역의 발전은 국경도시와 므앙 치앙라이를
얼마나 빠르게, 어떠한 경로로 연결할 것인지, 각각의 장소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통해 구상된다. 국경은 국경너머 다른
국가의 교역 거점 도시와도 연결되고, 태국 국내적으로도 국경과
가까운 지역 혹은 방콕 중심 경제로부터 도태되었던 태국 북부 지역의
여러 장소들과 연결된다. 지역적 차원의 경제 통합은 국내 경제에서도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치앙라이 국경지역을 로컬, 국내, 지역적 차원의
네트워크가 경합적으로 결집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앙라이는 방콕보다도 더 ‘초국가적 도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주의’는 경계가 없고 불연속적이고
상호침투가능한 전지구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Brettell 2000). 전지구적인 이주를 양방향적인
이동으로 이해하는 초국가주의의 개념은 네트워크와 이동의 움직임,
활동성,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행위자들에 더 주목하는, 전지구화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초국가적 도시’ 개념 역시 자본의 이동이
특정 도시에 기능을 집중시키고 초국적 자본이 도시의 사회적, 공간적
형태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힘이 된다는 글로벌 도시의 개념에서 더
나아간다.

스미스는

진행들이

뒤얽혀

“복수의

있는

공간

복잡한

스케일에서

사정(스미스

사회적

상호작용과

2010[2001]:

211)”을

주목하는 시각으로 초국가적 도시의 개념을 제시한다. 초국가적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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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능과 자본의 이동뿐 아니라, 종교, 종족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도시를 연결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의 결집이나 세계 경제의 위계 내에서의 고정된 연결의
특성을 보이는 글로벌 도시보다 초국가적 도시는 더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가진 연결들로 나타난다.
치앙라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경교역의 시공간적인 흐름은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도시와

치앙라이의

국경도시들이

교환

행위자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교역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므앙 치앙라이의 시장은 오전 시간이면 교역 상인들의
행렬로 분주하다. 교역 상인이 국경마을로 향하고 난 오후의 시장은
한산한

반면,

오후

시간의

국경에서는

시장에서

사

온

상품을

수출하려는 상인들의 움직임이 바쁘게 나타난다. 국경개방시간의 제약,
국경과 도시 간 이동, 시장에서의 구매활동, 국경에서 상품을 운송하고
수출하는 행위는 주기적인 패턴을 각각의 장소에 남긴다. 치앙라이의
국경도시와
국경도시

므앙을
체제

이어주는

속에

국경교역의

있으며,

교역

흐름은

상인의

이동과

이들이

하나의

교환

활동이

국경도시를 연결하고 도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경제협력은 태국의 국경이자 제 3세계의 주변부에 초국가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중심에 대응하는 주변 지역들의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생성한다.

지역경제협력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앙라이는 태국 북부의 도시들과 산업을 연계하거나 도로나 항구와
같은 기반 시설을 공유하며 도시 간의 연결을 추구한다. 태국 북부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인 치앙마이는 치앙라이 국경과 물리적인
연결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는 치앙라이가 치앙마이의 경제성장에 더욱
의존하는

상황을

기대하였지만,

만든다.

오히려

지역경제협력으로

치앙마이와

국경지역의

발전을

협조하고

산업적

긴밀하게

이해관계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은 이차적이고 주변적인 치앙라이의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이처럼 국경도시는 국경과 연결되는 다른
외부의 장소들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 치앙마이가 국경교역과
관광산업
국경도시로

등에서
성장할

괄목할

성장을

것인가에도

보이는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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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치앙라이가

영향을

미칠

어떤

것이다.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의 연계가 강화되는 한 국경도시 치앙라이의
성격은 이 두 도시가 어떠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스트럭쳐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경은 이동과 연결의 장소이다. 지역경제협력은 이러한 국경의
성격을

증폭시킨다.

국경경제가

언제나

다른

장소들의

경제를

연결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국경도시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확장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국경교역이라는 초국가적인
교류는

치앙라이의

각

장소들이

교역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주변 지역과 국경지역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경합적인 속성은 장소 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성과 그 변화는 도시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설명해준다. 치앙라이 국경교역의 네트워크가 주변 도시로
더욱 확장될 때, 도시의 성격도 주변 다른 도시들과 함께 맺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국경지역의 도시는
국가 간, 지역 간 영토적 경계를 가르는 연결과 협력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며, 배후의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규정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과 연결망 속에서 존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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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경의 다중성
국경개발은 국경과 국경을 둘러싼 장소들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지역’이자 ‘시장’임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경교역
활성화를 위해 건설된 인프라스트럭쳐와 국경정책의 출현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국경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방향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국경교역과 함께 이동하는
교역 행위자가 경험하는 국경의 다중성과도 중첩된다. 국경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법적 지위, 국경 교역이 이루어지는 방식, 교역 상인의
사회경제적 자본의 차이, 교역의 대상인 상품에 대한 규제, 각기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 국경포인트의 규칙 등과 같은 요소들의 결합이다. 이
변수들의

조합은

각각이

하나의

국경으로서

기능하며

동시적인

상황에서 다른 형체인 ‘국경들’을 드러낸다. 다중적인 ‘국경들’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며 어떻게 경합하고 변이하는지는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출현한

새로운

국경포인트와

국경완화

정책의

실행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국경의 규칙과 국경을 만들어내는
여러

요소의

조합이

어떻게

다중적인

국경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고, 아세안경제협력을 계기로 도입된 국경정책이 국경교역의
유동과

연결을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재구축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국경을 구성하는 규칙
1) 국경포인트의 유형
국경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경계지역으로서 국경을 접한
국가의 정치외교적 관계에 따라 규정되고 통제된다. 국가 단위에서
보자면, 치앙라이는 미얀마와 라오스 두 국가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와 인접하고 있는가에 따라 국경의 규칙이나 국경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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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다르다. 물론 같은 국가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국경인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심지어 같은 국경도시 안에서도 국경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 내에도 여러 곳의 국경포인트가 존재하고, 각
국경포인트마다 쓰임새도, 이동하는 사람들의 특성도 상이하다. 국경의
다중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경포인트의

법적

유형을

구분된다.

첫째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국경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줏판댄타원(จุดผ่านแดนถาวร), 즉 상설국경포인트이다. 내무부의 외무과
문서에 따르면, “줏판댄타원(상설국경포인트)은 국경을 접한 양국의
방문객, 관광 및 운송 차량 등이 교역, 관광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양국이 허가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상설국경포인트의
설립은 내무부 장관이 허가하며 내무부가 상설포인트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치앙라이 도 내에 줏판댄타원에 해당하는 곳은 매사이의
2곳(태국-미얀마 국경의 제 1, 제 2 사이 강 다리), 치앙콩의
2곳(태국-라오스 국경의 바크 항,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
치앙샌의 2곳(태국-라오스 국경의 치앙샌 항, 삼리암텅캄)이다.
국경포인트의 두 번째 유형은 줏판댄추아크라우(จุดผ่านแดนชัว่ คราว),
즉 임시국경포인트이다. “임시국경포인트는 일시적으로 국경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곳”으로 정의된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임시국경포인트가

시간을

그

연장하거나

목적을

다한

법

규제를

경우에는

완화하며,
폐쇄된다.

임시국경포인트는 내무부 장관이 국가안보위원회 사무국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신설할 수 있다. 임시국경포인트는 매우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열리는

특별

국경포인트로서,

치앙라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유형은 줏펀쁘론프아깐카(จุดผ่อนปรนเพื่อการค้า), 즉 교역을
위해 규칙이 완화된 국경포인트이다. 이것은 “국경 양국의 국민들을
돕고

지역

차원의

국경포인트이다.

주민

이곳에서는

관계를
양

지원하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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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목적에서
이해를

열린”

기반으로

임시적으로

소비재,

필수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의

국경

이동을

허용한다. 줏펀쁘론은 내무부의 허가 아래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무부의 허가가 있으면 도지사가 신설할 수 있는 만큼,
국경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로컬 수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로컬 차원의 교역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소규모 교역의 경우에 상설국경포인트보다 간단한
절차와 비용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치앙라이 도에는
매사이에 4곳(빵하 항, 사이롬저이 항, 꼬 사이, 딘담 항), 치앙샌에
1곳(수안덕), 치앙콩에 1곳(핫바이), 위앙깬(Wiang Kaen)에 2곳(쨈뻥,
후웨이륵),

텅(Toeng)에

1곳(롬포텅)으로

총

9곳의

줏펀쁘론이

존재한다.

【지도 IV-1-1】 치앙라이 국경포인트
이 외에도 공식적인 이름과 규제가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항구가 존재한다. 메콩강 변에
자리잡은 마을은 주민이 사용하는 작은 항구를 갖고 있다. 국경이기
이전에 생활터전인 메콩강은 주민의 낚시터이자 이동로였다. 배를 가진
주민은 마을 항구에 배를 정박하기도 하고 배를 통해 물건을 나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마을 항구는 주민이 마을 이장에게 납부하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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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관리된다. 메콩강을 통해 밀입국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 항구를 다른 지역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마을
항구에서 허가된 활동 이외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을 주민이
감시하고 관리한다.
이처럼 각각의 국경포인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치앙라이의 국경처럼 국가가 정한 국경포인트의 법적 지위가
국경포인트의 사용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공식적인 국경과
비공식적인 국경을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경교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법적 지위와 역사적 맥락을 가진 국경포인트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에 어떻게 다른 규칙을 부여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규칙이

국경교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경절차를

요구한다.

살펴보아야 한다.
2) 이동의 규칙
유형이

다른

국경포인트는

각기

다른

국경포인트 별로 출입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다르고, 준수해야
하는 상품 수출 규정도 다르다. 여기에서는 국경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상품의 세관 절차의 규칙을 살펴보고, 국경포인트의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1) 이동 주체와 신분증
국경을 누가 이동하는가에 따라 국경의 규칙은 다르게 적용된다.
월경하는 사람의 국적과 시민권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달라지고, 비자의 필요성 유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경을

이동할

때에는

이동하는

주체의

국적/시민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추가적으로 비자
등이 필요하다. 치앙라이 국경에서 이동 주체가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가는 이동주체의 거주지 혹은 출신지에 따라
달라지며, 국경에서 사용한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월경 이후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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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태국 국경에서 라오스로 국경을 이동할 때 태국인이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임시이동증(temporary

여권,

주민증으로

borderpass),

발급받을

수

국경이동증(borderpass)이

있는
있다.

첫째, 태국인은 여권으로 라오스에 입국할 수 있다. 둘째, 태국인은
라오스로 입국할 때에 태국 국경에서 주민증을 가지고 임시이동증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지역 주민은 국경이동증으로 라오스에
입국할 수 있다. 국경이동증은 국경지역 주민에게만 발급해주는 것으로,
여권과 같은 형태로 출입국 도장을 받아 인접해 있는 시와 도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경이동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한번 만들 때 350 밧의 비용이 들지만,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단, 여권처럼 생긴 이
이동증의 모든 페이지에 도장이 채워지면, 350 밧을 내고 새로운
이동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IV-1-1】 치앙콩 주민의 국경이동증
이동에 필요한 각종 신분증은 이동주체가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이동주체의 국적, 시민권, 주거지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시민권적 지위마저 함축하고 있는 문서이다.
국경에서 여권과 국경이동증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거지 정보를 통해
이동에

대한

특권과

제약을

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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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경이동증은 양국의 정부가 합의하여 국경에 인접한
암퍼(시/구)의 주민에게 발급해주는 특별 이동증서이다. 이것은 국경을
접한 암퍼에서만 발행해 준다는 점에서 주민의 지역 소속을 드러내는
신분증이다. 치앙라이에서는 매사이, 치앙샌, 치앙콩과 이들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

훼이사이와

미얀마

타찌렉

지역의

주민만이

이

국경이동증을 발급받아 서로 이동할 수 있다. 치앙라이 주민이라도
다른 암퍼나 므앙 치앙라이 주민에게는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경이동증은

국경도시의

주민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신분증이다.

국경이동증을 발급받는 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보다 더 값싼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기에 편리하다. 국경이동증을
소지한다는 것은 국경공동체의 소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만큼 더
손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을 얻은 것이다.
여권이나 국경이동증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함축한다는 또 다른
이유는 증서를 획득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앙라이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로
3시간 가량 이동해야 하는 치앙마이까지 가야 했다. 여권은 발급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신청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했다.
불과 2~3년 전부터 치앙라이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종식되었지만, 이러한 현실은 이웃국가의 라오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심지어 라오스에서는 국경지역의 주민에게 발급해 주는
국경이동증조차도 멀리 떨어진 대도시로 이동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이동증이 일종의 특권적 편의의 증서라는 것은 치앙콩에 오는
라오스 상인 중에서 국경이동증 없이 입국하는 이가 많다는 데에서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국경이동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왜 태국에 상품을 구매하러 오는 라오스 상인이 국경이동증을
만들지 않는지 궁금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라오스 상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태국인을 통해 국경 너머의 사정을
건네 들을 수 있었다. 라오스 상인과 오래 거래해 온 치앙콩의 디 씨는
연구자의 의문에 훼이사이에 사는 라오스 인이 국경이동증을 만들려면
대도시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하러 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때, 임시이동증으로 국경을 넘어왔다 가는 것이 더 이해타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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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발급받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치앙라이에서도 여권을 발급해 주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고,
치앙라이 시청에서 발급해주던 국경이동증을 치앙콩 구청에서 발급해
주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제는 여권이나 국경이동증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상인 중에서도
소량의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이라는 점이다. 디 씨가 국경이동증을
발급받는 것보다는 주민증을 이용해 잠깐씩 입국하는 것이 이해타산에
더 맞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비용을
들여 멀리까지 국경이동증이나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국경이동증과 여권은 국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서류일 뿐
아니라, 이웃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체류 공간을 규정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여권을 가진 태국인과 라오스인은 각각 라오스와
태국에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여권을 가지고 이동할 때에는 국가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 주민증으로 임시이동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라오스인과 태국인은 3일간 머무를 수 있다. 다만, 태국인은 라오스의
보깨오 도 내에, 라오스인은 치앙라이 도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국경이동증을 가진 경우에는 라오스인은 치앙라이 도
내를, 태국인은 훼이사이 시 내로 체류 공간이 제한되며,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다.
이동 주체가 소지한 신분증의 종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각
국경포인트에서 이동을 허가할 때 필요로 하는 신분증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상설국경포인트는 여권, 국경이동증,
임시이동증의 모든 신분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지어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진 상설국경포인트 중에서도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상설국경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월경에

적용되는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설국경포인트는 지역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여권 소지자는 통과할 수
없다. 치앙콩의 바크 항이 그 예인데, 상설국경포인트이지만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허가하지

않고

오직

양국

국경이동증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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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민증이나

교역 중심의 국경포인트인 줏펀쁘론에서도 여권으로는 출입국 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강을 건너 오는 것을
출입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줏펀쁘론을 통해 출입국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역을 위해 잠시 국경을 건널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민증을 제출하면 약식으로 출입을 허가하는 간이 임시이동증을 준다.
이것은 상인이 국경포인트에 열린 정기시장이나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줏펀쁘론 근처에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마을 항구의 경우에도 줏펀쁘론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이 불가능한
곳이다. 라오스인은 대부분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 치앙콩의 마을
항구에 배를 정박하여 강둑에만 머무르다 돌아간다. 마을 항구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관습적인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용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치앙콩의 훼이맹 마을은 마을 이장이 항구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 항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마을 항구에서 불법적인 이동이나
상품 교역이 일어나는 것을 상호 감시한다. 메콩강이 국제하천이므로
강에 머무는 것은 국경을 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
주민은 배를 타고 강의 상하류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항구를 통해
라오스 영토로 출입국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라오스 인도 마을
항구를 통해 태국으로 입국할 수 없으며, 마을 주민은 항구를 통해
불법 입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한다.
국경포인트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다른 신분증을 이용할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떤 신분증으로 어떤 국경포인트를
통과했는가에 따라 이동 가능한 범위와 체류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상설국경포인트를 통과하면 치앙라이에서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이동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줏펀쁘론을 통과하면 잠시 동안 체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간이
임시이동증을 발급받는다. 즉, 동일하게 주민증을 사용해서 국경을
건넌다고 해도 국경포인트가 상설인가 줏펀쁘론인가에 따라서 발급해
주는 임시이동증의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주민증, 국경이동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은 국경이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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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권은 국경을 넘어 국가
전역을

장기간

돌아다닐

상설국경포인트에서만

사용할

수
수

있다는
있는

한계가

이점이
있다.

있지만,
주민증으로

발급받은 임시이동증은 줏펀쁘론이나 상설국경포인트를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여권보다는 더 짧은 기간 체류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범위도 좁다. 이동주체가 소지한 신분증은 국경포인트에서 허용하는
규칙과 조응하며 이동 주체의 자격을 다르게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동주체가 어떠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국경 통과와 체류에
다른

법적

효력이

발효되고,

국경포인트

별

규칙들과

결합하여

이동주체의 월경가능여부, 이동경로, 행동반경 등을 제약받는 요인이
된다.
(2) 교역상품과 세금
국경을 이동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통관절차는 국경교역의 흐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소규모 교역에서처럼 상인이 물건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경우, 즉 사람과 물건이 하나의 이동체로서 결합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 상품 통관 절차는 국경을 규정하는 중심
요인이다. 상품은 종류와 양 등에 따라 관세, 검역, 수출입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아세안에서

국가

간의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기로 논의하고 있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무관세로

여겨지는

농산물의

품목이

농산물이다.

경우에도

품목별로

하지만

사실상

다른

규정을

적용받거나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관 시에 신고와 검역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경포인트마다 수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교역 상품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교역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국경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먼저, 교역 상품의 품목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농산물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심지어 농산물은 수출입과 출입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마을 항구에서도 별도의 서류나 신고 없이 수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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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품목이다. 다른 소비재와 달리, 농산품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해 왔고, 마을 내에서도 오랫동안 이웃 마을과 농산품을
교류해 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재나 필수품, 의약품과
같은 상품은 허용되는 가격 한도에서 줏펀쁘론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다.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모든

종류의

상품은

상설국경포인트에서 통관 관련된 서류와 세금 정산 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상품의 목록, 수량, 가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와

물품을

대조한

후에

필요하다면

수출세를

지불한다.

세관사무소에서 물건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상품이
검수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 등도 상설국경포인트의
수출 절차에 포함된다. 이처럼 국경포인트마다 사람과 상품에 적용되는
법적인 규칙이 다르고 월경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상인은 각자의
이동 거리나 편의성, 수출입하는 물건의 종류와 양,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각각의 국경포인트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교역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국경포인트에서는 5만
밧(약170만원)

이하의

가치를

가진

상품은

별도의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수출입
상품의

가치가

5만

밧

이상이

되면

세관

신고가

가능한

상설국경포인트에서 수출해야 한다. 상설국경포인트가 아니지만, 5만 밧
이상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경포인트가
존재한다. 바로 줏펀쁘론 국경포인트이다. 로컬 교역을 증진하는 취지로
사용되는 줏펀쁘론에서는 생필품에 해당하는 경우 50만 밧 이하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가 주어진다.
줏펀쁘론에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인은 수출 상품
목록과

금액을

물품인지를

적은

증명하고

서류를
세금을

작성해서
지불해야

50만

밧

한다.

이하의
그러나

가치의
실제로

줏펀쁘론에서는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꼼꼼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생략된다. 핫바이 줏펀쁘론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물품의
양과 가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세관원에게 세금을 냈다. 상인의 픽업 트럭 혹은 그보다 큰 6륜 트럭에
실린 물건에 대한 수수료로서 차 한 칸 당 얼마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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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것은 세금을 ‘마오(เหมา)’한다고 칭하는데, ‘마오’는 전체를
‘어림짐작으로’ 금액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엄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밀수의 방식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실제로 이 금액이 종종 국고에 환수되기 보다는 이민국 직원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도 하였다. 국경의 공식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줏펀쁘론 국경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세금’ 절차는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의 대리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지불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은 태국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관행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행은 국경을 관리하는 ‘쁘띠주권’ 혹은
국가의 대행인이 스스로 국가가 정한 합법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국가 권력의 불안정성과 합법성의 불완전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Revees 2014; Jusionyte 2015; Singh 2014).
그러나

이러한

대금

지불은

상인

입장에서는

뇌물이기보다

국경교역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었다. 국경 절차의
실천 과정에서 세금은 국가가 수출입 혹은 판매에 대한 소득 세율을
엄밀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자신이 낸 세금이 이민국
직원이나 관세청 직원에게 돌아가는 ‘탁상 밑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상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세금 지출과 동일했다. 실제로 연구 기간
동안 상인이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들이 사용한
‘세금’이라는 용어는 국경무역에 대해 국가가 과징하는 것이기 보다는
국경을 통과하는 전반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가에 내는 법적 세율의 금액, 그 세액을 낮추기
위한 뇌물, 절차상 요구되는 수수료, 수수료와 함께 추가로 지급되는
뇌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을 세금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권력 대리인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지불되는
비용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돈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은 비단 줏펀쁘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엄중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상설국경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이러한 실천의 공식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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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경포인트의 지위에 내재된 공식성이나 비공식성에 의해서
교역 실천의 성격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줏펀쁘론의 국경교역 실천은 상설국경포인트의 국경실천과 대비되는
비공식적인

국경교역

방식이

아니라,

국경포인트의

위치와

규칙,

수출하는 상품의 양과 종류, 상품의 이동경로와 목적지의 조건의
조합이 결합한 다른 국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을 적절하게 낮추는
방법을 추구한다. ‘마오’의 방식을 이용하는 상인은 세금을 ‘마오’ 하는
방식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 금액이 낮고
편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줏펀쁘론을 이용하는 이유는
국경 절차를 처리하는 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출입
물건의 세금은 주로 물류 회사가 정리해서 처리해주는데, 줏펀쁘론을
이용하는 로컬 상인은 물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대량으로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자주 국경무역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량 수출업자가 한 종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것과는 달리
줏펀쁘론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여러 종류의 생필품이 뒤섞여 있었다.
따라서 매일 혹은 하루건너 여러 종류의 상품을 수출하는 상인은 매번
서류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이렇게 한 차를 통째로 세금 계산해서 지불하는 빠른 방식을 선호한다.
세금을 ‘마오’하는 방식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고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 없는 ‘효율성’을 제공하는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수출하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국경 이동이 가능한 국경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은 교역 양에 따라 상인이 이용하는 국경포인트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준다. 소규모로 상품 교역을 하는 상인은
교역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거나
절차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경포인트를 이용한다. 상인들은
자신이

수출하는

상품이

무엇이고

그

양이

얼마인지,

어느

국경포인트와 가까운 마을로 수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국경포인트를 선택한다. 이는 다중적인 국경이 출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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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필요한 신분증

이동가능거리
라오스, 태국

여권

전역

주민증을
상설국경

임시이동증

포인트

국경마을

세관 신고

기간
30일
5만

보깨오

이용한

체류가능

도/치앙라이 도

3일

밧

이하

밧

이상

무관세
50만

통관가능
모든 품목 가능

주민에게

훼이사이 시/

발급되는
국경이동증(보

치앙라이 도

7일

더패스)
5만
주민증을

이하

밧

이하

무관세

이용한
줏펀쁘론

밧

간이

임시이동증

줏펀쁘론에만
체류

공식적인

50만
1일

통관가능

출입국 불인정

식재료,

소비재,

의약품

등

생필품
공식적인

마을항구

출입국 불인정

체류불가

체류불가

수출입 불가

【표 IV-1-1】 국경포인트별 출입 및 수출입 규칙
【표 IV-1-1】은 국경포인트 유형별로 요구하는 출입 신분증,
월경 후 체류 가능한 공간과 기간, 통관 가능한 물품과 세관 규칙을
정리한

표이다.

흐름으로
치앙라이의

국경포인트의

구성되는
국경은

다중적인
합법적으로

규칙은

국경상인의

국경의

기본적인

월경할

수

있는

이동과
토대를
국경의

물자의
이룬다.
장소가

여럿이며, 각각의 국경포인트는 법적 지위에 따라 이동 가능한 물자와
사람의 신분을 다르게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중적이다. 다중적인 국경은
각각의 국경포인트의 장소, 법적 규제를 기반으로 각 국경을 이동하는
상품과 사람의 이동에 의해서 존재론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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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경험의 다중성
국경상인에게 국경실천이란 국경을 넘는 방법, 국경교역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개인이 각 요소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하나의

경험적

산물인

국경을

생산한다.

이

절에서는

치앙콩과

위앙깬에 위치한 여러 유형의 국경포인트를 이용하는 교역의 사례를
통해 국경을 규정하거나 제약하는 여러 가지 규칙과 조건, 실질적인
절차적 과정이 상인 개개인의 조건과 결합하여 다중적인(multiple)
국경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 로컬 교역 친화적 국경: 줏펀쁘론
태국과

라오스

국경의

우정의

다리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치앙라이에서 국경 이동은 메콩강을 배로 건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오스 상인들은 배로 강을 건너 치앙라이의 국경마을이나 시내의
시장에 들러 물건을 사서 돌아가는 일이 익숙하다. 이들은 메콩강 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국경포인트 중에서 이동 거리가 가깝거나 절차가
간편한 곳을 이용한다.
절차와 규칙의 측면에서 로컬 상인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경포인트는 줏펀쁘론이다. 교역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국경포인트인
만큼, 비교적 주민의 출입국도 자유롭고 교역 물품을 운송하는 절차도
편리하다. 행정구역 상 암퍼 위앙깬에 위치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치앙콩 상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쨈뻥 줏펀쁘론의 예를 통해 어떻게
줏펀쁘론의 국경이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쨈뻥 줏펀쁘론에서
라오스인과 태국인 모두 주민증을 가지고 20 밧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약식의

절차로

발행된

임시이동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줏펀쁘론으로 입국한 경우, 줏펀쁘론의 규제에 따라 이동과 귀국에
제약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줏펀쁘론은

출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라오스 상인은 국경포인트 근처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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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줏펀쁘론의 국경이 닫히는 오후 6시 이전에 귀국하는 조건을
어기지 않는다면 라오스 상인이 치앙라이 도 내를 이동하는 것을
제약하지는 않는다. 즉, 줏펀쁘론으로 약식으로 입국한 라오스 상인에게
실제로는 하루 동안의 체류가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 IV-2-1】 줏펀쁘론 쨈뻥 항의 모습

【사진 IV-2-2】 줏펀쁘론 쨈뻥 항 이민국 사무소
치앙콩에 조사를 하러 간 어느 날, 5~6명이 무리지어 온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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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을 픙 씨의 가게에서 만날 수 있었다. 치앙콩 왓루앙 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픙 씨의 가게는 라오스 상인이
많이 찾는다. 친척인 환 씨가 치앙콩에서 20여 년 전에 하던 옷 가게를
픙 씨에게 물려주고 치앙라이 시내로 가게를 이전하면서, 픙 씨는 환
씨를 대신해서 국경을 넘어 도매로 물건을 사러 오는 환 씨의 라오스
손님을 상대하고 있다. 픙 씨는 환 씨의 치앙라이 시내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옷을 도매로 떼어 온다. 환 씨는 픙 씨에게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도매로 물건을 넘겨 주어, 픙 씨가 기존의 자신의
라오스 고객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사례 IV-2-1】 줏펀쁘론의 국경 1
픙 씨의 가게에 옷을 사러 온 라오스인에게 어느 국경을 통과해
왔는지 물으니 쨈뻥 줏펀쁘론을 통과해 왔다고 했다. 5~6명의 라오스
상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차를 대절해서 쨈뻥에서부터 치앙콩 시내까지
온 것이었다. 쨈뻥은 치앙콩 시내에서 30여 분 떨어진 곳이므로,
치앙콩 시내의 상설국경포인트인 바크 항을 두고 멀리 돌아온 이유가
궁금했다. 라오스 상인에게 쨈뻥으로 입국한 이유를 묻고 있으니 픙
씨가 그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다. 라오스 상인의 집이 쨈뻥
줏펀쁘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그 곳으로 입국한다는 것이었다.
줏펀쁘론을 통과한 경우에는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치앙콩 시장과
상점가에 물건을 구매하고 일을 보고 돌아간다고 했다. 이들도 이미
가게에 오기 전에 치앙콩 시내의 여러 상점을 들러 과자와 식재료,
생활용품 등을 여러 꾸러미 사 갖고 온 참이었다. 픙 씨의 가게에서
필요한 옷을 주문하고는 다른 상점에 들러 오겠다며 가져온 짐들을
가게에 맡겨두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함께 국경을 넘어 온
라오스 상인들이 픙 씨의 가게에 모였고, 각자 구매한 여러 종류의
상품 보따리를 챙겨서 대절한 차량에 모두 함께 타고 떠났다.
픙 씨의 가게에서 만난 라오스 상인의 국경경험은 줏펀쁘론의 국경
규칙이 국경을 통과하는 주체의 국경실천을 구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민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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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임시이동증을

가지고

줏펀쁘론으로

입국했다.

출국을

위해서는

오후

6시

이전에

줏펀쁘론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상인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적
범주는 가까운 치앙콩 시내로 제한되었다. 또한, 줏펀쁘론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인들은 50만 밧 이상의 상품을 살 수 없다.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역시, 옷, 신발, 식재료 등과 같은 생필품에 한정된다. 즉, 픙 씨
가게에서 만난 라오스 상인의 국경은 쨈뻥이라는 장소, 라오스 신분증,
20 밧의 수수료, 치앙콩 시장에서 산 50만 밧 이하의 생필품으로
이루어진다.
픙 씨의 가게를 방문한 라오스 상인에게 쨈뻥 항의 위치, 줏펀쁘론
국경포인트의 규칙 조건은 국경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일 뿐이다.
특정한 장소에 국경 규칙이 적용되는 국경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경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은 특정 장소의 국경에서
규칙에 따라 이동하는 사람과 사물이 있을 때 비로소 활성화된다.
라오스 상인이 쨈뻥 항을 건너는 절차와 월경의 규칙에 의거해서
치앙콩까지 이동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돌아가는 일련의 실천이 바로
하나의 국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경실천은 라오스 상인과 픙 씨의
거래를 연결하며, 치앙콩이라는 지리적 경계에 놓인 치앙콩 주민과
라오스 상인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냈다. 즉, 국경은 주어진 국경규칙을
전제한 이동과 흐름이 만들어낸 연결과 그 연결이 만들어낸 사회적,
지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경포인트의 위치와 조건이 국경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경실천의 여러 요소들의 결합이 국경을 생산한다는 관점은
국경규칙

이외의

요소가

개입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서

국경이

증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치앙콩에서 어떤 조건으로 국경을 넘는가는
월경 이후의 교역활동의 조건이 된다. 픙 씨의 라오스 고객에게
국경규칙은 국경을 넘는 검문의 시점과 영토적 경계에서 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은 이후의 활동과 체류를 제약하였다. 국경은 그 장소적
특성과 법적 규칙에 더하여 어떠한 사람과 사물이 이동하는가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그러나 월경 이후의 이동 능력, 치앙콩 시내로 이동할
교통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쨈뻥 국경을 건너온 라오스
상인의

국경

요소들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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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이후에

다른

국경경험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줏펀쁘론을

통해

국경을

넘은

상인들의 사례를 비교해 보자. 픙 씨의 가게에 방문한 라오스 상인의
경우처럼, 줏펀쁘론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포인트로부터 멀리 이동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줏펀쁘론을 통과하고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 국경 상인도 있었다.
【사례 IV-2-2】 줏펀쁘론 국경 2
치앙라이 시내의 환 씨 가게에서 만난 한 무리의 사람들은 태국인
운전자와 라오스인 고객이었다. 태국인 운전자는 환 씨의 친척으로
핫바이에 살면서 국경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날은 이웃 마을
고객인 라오스 상인을 데리고 므앙 치앙라이까지 차를 몰아 그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들은 암퍼 치앙콩의 줏펀쁘론인 핫바이에서
입국했고, 저녁에 다시 줏펀쁘론 핫바이를 통해서 라오스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통은 라오스 고객이 태국인에게 주문을 해서
물건을 사지만, 가끔은 이렇게 라오스 고객이 직접 태국으로 건너와
물건을 사기도 한다. 그럴 때에는 상인들이 자신의 차로 운전을 해서
물건을 사고 운반하는 일을 도와준다.
【사례 IV-2-2】 의 경우 줏펀쁘론을 통해 입국한 라오스인은 당일
체류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태국인의 도움으로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므앙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시내의 더 큰 시장과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고, 시내까지 대절한 픽업 트럭에 물건을 실어
돌아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라오스인 상인의 국경실천은 앞선 줏펀쁘론 쨈뻥을
경유한 라오스 상인의 실천과 차이를 보인다. 환 씨의 가게에서 만난
라오스 상인의 국경실천의 조건은 치앙콩 픙 씨의 가게에서 만난
라오스 상인과 마찬가지로 쨈뻥이라는 국경포인트, 주민증을 이용한
쉬운 월경 조건, 50만 밧 이하의 생필품이라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여기에는 므앙 치앙라이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핫바이 마을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가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착하였다. 이 요소의 결합 덕분에 국경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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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앙의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환 씨의 도매 상점에서 더 값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국경실천은
환 씨와 라오스 상인의 거래를 연결하고 므앙 치앙라이라는 지리적
위치에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냈다.
이 두 사례는 줏펀쁘론을 통과한 라오스 상인의 월경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고

이동하고

교역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인이 연결하는 장소와 교역의 방식은 질적으로 다른 국경을
만든다. 다른 국경실천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각기 다른 사회적, 지리적
경계로서 국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경은 다른 장소와 규칙,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미 다중적이지만, 동일한
국경 규칙과 조건 속에서도 추가적인 요소에 의해서 또 다른 국경으로
증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마을 간 교역의 지름길 국경: 마을 항구 왓루앙
상인은 상품을 옮기는 국경의 절차가 쉽고, 손쉽게 서류와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호한다. 치앙콩 시내의
중심에 있는 왓루앙 항을 통과하는 국경은 로컬 교역이 선호하는
국경실천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국경포인트는 외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앙라이의 15곳의
국경포인트(상설국경포인트와 줏펀쁘론)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을
이장과 주민의 통제 하에 주민의 일상적 사용을 위해 이용되는 마을
항구이다. 왓루앙 항 주변은 상점가가 발달해 있고 시장과도 가깝기
때문에 오랜 세월 마을 주민인 상인이 교역상품을 운송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왓루앙 항은 국경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라오스와 태국 국민의 출입국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경교역 마을로서
성장한 치앙콩의 특성 상, 상점가와 인접한 왓루앙 항은 줏펀쁘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왓루앙 항에는 관세청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 관세청 직원이
일주일씩 교대로 상주한다. 또한, 이민국 직원이 라오스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었다. 원칙적으로 라오스인이 치앙콩에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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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설국경포인트인

바크

항이나

우정의

다리를

통해,

국경이동증이나 주민증으로 발급받은 임시이동증을 가지고 50 밧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입국해야 한다. 하지만 왓루앙 항에서 라오스인은
주민증을 가지고 100 밧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약식으로 입국할 수
있다. 상설포인트가 아닌 국경에서 주민증만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줏펀쁘론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입국 절차이다. 심지어
치앙콩에서도 왓루앙 항을 제외한 다른 마을 항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곳을 통해 입국하는 라오스 인들이 치앙콩
시내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가는 훼이사이 주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오스인이 배를 타고 왓루앙 항으로 들어오면 이민국 직원이
약식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양국의 출입국
절차는 상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왓루앙 항에서는
마을 주민을 포함한 태국인은 라오스로 강을 건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태국 측에서 왓루앙 항의 라오스 인 입국에 상대적으로 더
허용적인

이유는

라오스인의

소비가

치앙콩의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도 왓루앙 항으로 라오스인이 출입하는
것을 국경마을 간의 교류 차원으로 간주하고 허용하고 있다.
왓루앙

항에서는

라오스인의

입국뿐

아니라,

상품

운송에도

예외적인 허용 조항을 두고 있다. 수출입 교역이 금지된 다른 마을
항구와는 달리 왓루앙 항에서는 5만 밧이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라오스 상인은 물건을 구입할 때에 자신이
출국할 항구를 알려 주는데,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왓루앙 항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왓루앙 항에서는 치앙콩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을 오토바이에 달린 짐수레에 싣고 항구에 가져다 주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상설국경포인트는 아니지만 상점가에서 가장 가까운
왓루앙 항은 치앙콩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절차상 가장 편리한
항구로서, 소량의 교역 물품이 통과하는 빈도가 높은 곳이었다.
왓루앙 항은 예외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규칙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5만 밧 이하의 상품을 수출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서류와
상품의 가치를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픽업 트럭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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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상품을 수출하는 상인은 국경 절차의 부담을 덜 느끼며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를 이용한다. 연구자의 관찰 중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물건을 수출할 때에도 세관공무원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례 IV-2-3】 왓루앙 항 세관 절차 (2015. 8. 12.)
왓루앙 항에서 물건이 옮겨지는 것을 관찰하는 동안 항구의 길목에
서서 짐수레와 트럭에 실려 오는 물건을 감시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을
볼 수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세관공무원에게 항구의 수출입 규칙을
묻자, 그는 이 항구는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씩 파는
물건이 수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적은 수량의 물건을 실은 짐수레와 트럭이
지나쳤고 별다른 서류 제출이나 검사 없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픽업트럭에 닭을 한 가득 실은 차량이 항구 쪽으로
들어왔다. 공무원은 차량에 다가가 상인이 낸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상인이

낸

서류

신고에

오류가

있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가져오도록 요청하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연구자에게 닭
주인이 주문받은 대로 kg을 단위로 작성해서 서류를 냈는데, 수출하는
마리 수 단위로 서류가 필요해서 수정해 다시 내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에게 세관원 자신이 직접 몇 마리인지 확인하지 않고
상인들이 ‘알아서 적어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다리 쪽
상설국경포인트와 달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작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이 먹고 살게 도와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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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V-2-3】 치앙콩 왓루앙 항

【사진 IV-2-4】 왓루앙 항 세관공무원과 교역차량
세관공무원이 상품의 가치와 수량을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고
상인이 제출하는 서류만 확인하고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왓루앙 항에서
국경규칙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왓루앙 항의 특별한
규칙과 느슨한 국경절차 집행은 국경의 일상적인 실천이 ‘비공식’적인
국경을 만들어내는 사례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왓루앙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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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사람이 출입국할 수 없으며 교역항으로 이용될 수 없는
마을항구인데다가, 상품을 수출하는데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며 그 양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항구의 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마을항구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주변 상점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 항구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점이 밀집한 왓루앙 항은
상품을 수출하는 중요한 통로로 마을 주민이 정한 규칙 하에 운영되어
왔다. 마을에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보트운전사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협회는 배 운임 비용과 운행 순서를 정해서 왓루앙 항에서 일어나는
국경 이동을 관리한다. 왓루앙 항에서는 협회에 등록되지 않거나
협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외지인의 배가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회원들의 배를 순번제로 운행하면서 운임료를 받고 항구 유지비를
충당했다. 1년에 한번씩 항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왓루앙 항을
방문하여 보트운전사의 면허를 검사하고 등록 비용을 걷어가는 것이
국가가 국경을 관리하는 유일한 활동이었던 반면, 보트운전사협회가
왓루앙

항에

협상하면서

정박하는
사실상

배를

왓루앙

통제하고,
항의

상품의

이동과

운임을

수출을

결정하고
독점적으로

통제하였다(Walker 1999). 그러나 GMS 체제의 등장으로 국가의 관리
기제가 크게 작동하는 바크 항이 생기면서 왓루앙 항에서 거래되던
원거리의

대량

교역

물자의

이동이

바크

항으로

이전됐다(Sangkhamanee 2008). 이와 함께 왓루앙 항에도 세관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면서, 왓루앙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보트운전사협회는 국가의 국경 통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민국과 세관 사무소가 왓루앙 항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실상 보트운전사협회와 마을 주민의 자치적인 국경 통제는 국가가
항구 사용을 제약한 규칙에 종속되며 적법한 항구의 이용을 국가의
시선에서 자치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국경포인트의 증가와
국가 관리 체제의 정비는 마을 항구를 국가 관리 체제로 포섭하는
과정이었다.
국가의 국경관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왓루앙 항은 바크
항이 생기기 이전의 수출항으로서의 관습적 사용을 세관과 이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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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하에 허용하고 있는 독특한 항구였다. 왓루앙 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경포인트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 항구의 지위에 있고
관습적인 이용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 때문에 이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역으로 치부되어 왔다. 왓루앙 항은
바크 항이 신설된 이후 항구의 기능이 축소되고 야간에 불법적인
밀수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항구로

분석되었다(Sangkhamanee

2008). 그러나 왓루앙 항 국경은 국가의 감시 관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국경이동에 적용되는 규칙이 부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곳의 국경실천은 국가가 허용한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외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중적인 국경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왓루앙 항의 국경은 왓루앙 항의 규칙과 그 규칙을 조건으로 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통해 구성되는 상설국경포인트의 국경과는 다른
국경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이동은 라오스 상인에게만 한정되며, 라오스
상인의 이동은 주민증과 100 밧의 수수료를 통해 가능해진다. 왓루앙
항에 작동하는 규칙에 따라 상인의 이동은 치앙콩 시내로 한정되고,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5만 밧 이하의 소량 상품만이 이 국경을
이동할 수 있다. 즉, 왓루앙 항, 라오스 상인의 주민증, 수수료, 5만 밧
이하의 소량 상품이라는 요소들이 결합하여 왓루앙 항을 통과한 하나의
국경을 형성하였다.
왓루앙 항에서 나타나는 국경은 국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다른 국경과는 구별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왓루앙
항을 통한 국경은 소규모 교역을 하고 왓루앙 항에 접근하기 용이한
치앙콩과 훼이사이 주민에게는 가깝고 비용도 적은 편리한 국경, 즉
‘자유로운’ 국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을항구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법적 지위의 사람(연구자와 같은 외국인)과 대량의 상품의 이동을
원하는 조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닫힌’ 국경이다. 여러 요소들에 의해
하나로

구성되는

국경의

다중적인

특징은

하나의

국경정책이나

국경포인트의 절차가 절대적으로 자유롭거나 열린 국경이 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그 국경이 존재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왓루앙 항의 사례는 지역경제협력의 맥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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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국경을 ‘열린’ 국경으로 만들고자 한 정책이 여러 국경 중
하나의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

이러한

조건이

추구하는

자유로움과 열림의 정도 역시 절대적인 국경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반증해 준다.
3) 대량 교역 친화적인 국경: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
메콩강을 국경으로 삼는 치앙콩에서 바크 항이 상설국경포인트
역할을 해 왔다. 강을 건너는 것이 국경을 건너는 유일한 절차였기에,
메콩강에서 사람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이나 항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실천하는 주요 행위자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치앙콩과 라오스의 훼이사이를 연결하는 제 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건립되면서, 국경실천의 선택항이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곳은 기존의 국경포인트가 배로 연결되는 항구인데 반해, 육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국경포인트이다. 또한 치앙콩 시내에서 강 하류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는 국경절차와 국경이동 허용의 측면 등에서 기존의
국경포인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경경험을 생산한다.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는 상설국경포인트이기에, 양국의 국민은
여권, 주민증을 통한 임시이동증, 국경이동증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 이 곳을 통해
라오스와

태국을

왕래할

수

있다.

이곳은

외국인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라오스와 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포인트였다.
상설국경포인트인
해당하는

교역

우정의

다리

물품의

국경은

통관을

50만

주로

밧

이상의

처리하는

가치에

국경이다.

상설국경포인트인 바크 항에서도 50만 밧 이상의 물품을 수출입할 수
있지만 치앙콩 시내의 좁은 도로 사정과 컨테이너로 운반된 상품을
선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다리가 건설된 이후에는
사실상 대량 교역품은 이곳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다. 우정의 다리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

규칙의

측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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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면

다른

어떤

국경포인트보다도 더 넓은 범위의 이동을 허용하는 국경이었다.
우정의 다리의 출현으로 국경 통과 절차의 측면에서 국경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살펴보자. 국경을 건너는 인적 주체의 입장에서
우정의 다리를 통한 국경경험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것은
외국인인

연구자가

가장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국경경험의

변화이기도 했다.
연구자가 연구지역을 답사하던 2013년 10월은 다리 개통 이전의
시점이었다.

당시

처음

치앙콩을

방문한

연구자는

바크

항의

상설국경포인트에서 여권에 도장을 받아 라오스 훼이사이 국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현재

라오스인과

태국인이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시내의 끝에 위치한 바크 항에서 이민국의 출국심사를 받고,
항구에서 손님을 태우는 작은 배를 타고 5분도 안 되어 훼이사이
국경포인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를 시작한 2013년 말부터는 외국인은 치앙콩에서
라오스로
통과해야

입국하기
했다.

위해
바크

태국-라오스
항과

우정의

우정의

다리

다리

국경포인트를

국경포인트

모두

상설국경포인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리가 생긴 이후 바크 항은
줏판댄타원‘프아텅틴’,

즉

‘지역(로컬)을

위한’

상설국경포인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크 항의 상설국경포인트는 태국인과
라오스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경포인트로 변경된 것을 의미했다.
외국인은

바크

항을

이용할

수

없으며,

태국인과

라오스인도

주민증이나 국경이동증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 있으나 여권을 사용한
월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일한 상설국경포인트이지만 두
개의 국경포인트는 다른 국경절차와 규칙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국경포인트의 용례도 달라진 것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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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V-2-5】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
동일한 상설국경포인트이지만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를 통한
실질적인 이동절차는 이전의 바크 항의 국경포인트를 통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우정의 다리가 시내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환승 절차가 추가되었다.
만일

치앙콩

시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라면,

치앙콩과

다리

쪽을

왕래하는 셔틀을 60 밧의 요금을 내고 타야 한다. 심사장 앞에 내려
출국 도장을 받은 후, 태국 출입국사무소와 라오스 출입국사무소
사이에 놓인 다리를 건너기 위해 한국의 중고버스로 운행되는 셔틀을
25 밧의 요금을 내고 이용한다.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는 라오스
훼이사이 시내에서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훼이사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70 밧의 비용을 내고 뚝뚝을 타고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바크 항과 마주하고 있는 훼이사이
시내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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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1】 치앙콩-훼이사이 국경이동경로
바크

항과

우정의

다리

국경은

상설국경포인트라는

점에서

허용되는 출입국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출입국 심사에 대한
국경절차는 동일하다. 그러나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은
교통수단을 환승하여 상당한 거리를 돌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동절차를
요구했다. 연구자가 다리 쪽 국경을 이동할 때 실질적인 절차가 추가된
것은 라오스 인과 태국인이 우정의 다리를 통과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지

임시이동증으로

주민이

국경을

이동해야

하는

넘는

형식적인

상설국경포인트의

절차는

여권이나

규칙을

따른다.

그러나 실질적인 절차는 시내에서부터 국경포인트까지 이동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고 또 다시 다리를 건너 라오스 국경에 도착한 이후에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우정의 다리 국경은 신분증, 치앙콩
시내에서
교통수단과

다리까지
비용,

이동하는
다리에서

교통수단과

비용,

훼이싸이까지

다리를

이동하는

건너는

교통수단과

비용이라는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우정의 다리의 장소의 차이는 치앙콩과 훼이사이 주민에게 이 국경이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은 요인을 필요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를

육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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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우정의

다리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수립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는 ‘간편하고 빠른’
경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정의
다리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른 국경을 경험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부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대체로 우정의 다리를
통한 국경이 편리한 경우는 마을 간 이동보다는 장거리 이동일 경우,
다리를 이용하는 비용과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는 컨테이너 화물 차량으로 교역을 하는
대규모

수출입

회사가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가 대량 교역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치앙콩 주민 칭
씨의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 중반의 칭 씨는 치앙콩에 신설된 우정의 다리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수출입 및 운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2년부터
중국과 태국 사이의 채소 수출입을 담당하는 이 회사를 시작하였다.
4명의 사무실 직원과 컨테이너 차량 25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방콕에

있는

회사가

원하는

중국산

채소와

과일을

수입하고,

치앙마이와 태국 중부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를 쿤밍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가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국인 사업가
둘을 알게 되면서, 태국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 회사를
소개받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인은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칭 씨는 중국인 상인 둘이 없었다면 자신은 중국 회사와 함께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사 설립 이전, 라오스 수출
물류를 담당하던 칭 씨는 라오스로 수출하는 일거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다가 중국 판로를 개척하며 재기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중국 회사와 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중국 회사와 연락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인 둘이 담당하고 있으며, 칭 씨의 회사는 태국에서
농산물의 수입 수출을 위한 서류 작업과 국경 절차를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칭 씨의 회사 직원은 수출하는 농산물이나 중국에서 온 농산물이
국경을 통관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과 차량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물건을 확인하고 농산물 검역을 받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인터뷰 요청을 했을 당시, 칭 씨는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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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서 오면 농산물 통관 절차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대강 마무리할 때쯤, 칭 씨의 회사 컨테이너 차량이 치앙콩의
우정의

다리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준비한

서류를

챙겨서

검역소로 향하는 칭 씨의 직원 두 명을 따라 나섰다.

【사례 IV-2-4】 우정의 다리 국경심사 절차
칭 씨 회사 직원의 차량을 따라 까이의 차를 타고 국경심사장에
따라 갔다. 국경심사장에 도착해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야채와 과일을
실은 컨테이너 차량이 출입국 심사장 오른편에 줄지어 서 있었다.
직원은 준비한 서류를 검사관에게 전달했고, 검사관도 인보이스 서류를
가지고 서류 상의 상품 목록과 수입한 상품을 확인해 보았다. 검사관은
나에게 들고 있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서류에 적힌 물건이 들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관의 허가 아래 직원은
컨테이너 뒷문을 열고, 실려 있던 중국산 배추와 컬리플라워, 브로컬리,
양상추를 종류별로 두 세 개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다른 직원
하나가 흰 비닐 봉지에 이것들을 담아서 검역을 담당하는 사무실로
이동했다. 사무실은 출입국 사무소 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검사관이
야채를 잘라보고 털어보고 확대렌즈로 들여다보며 병충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출입국 절차가 끝이 났고,
직원들은 다시 회사 사무실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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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V-2-6】 대량 교역 친화적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
칭 씨는 치앙콩에서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수출업과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다. 비록 치앙콩을 거쳐 농산물을 수출입하고 있었지만, 이
교역에서 상품이나 사람이 치앙라이에서 기착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정의 다리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교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도 방콕이나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즉,

우정의

다리

국경은

장거리

교역의

통과점으로서 중요한 국경포인트였다.
칭 씨의 교역 상품이 이동하는 국경은 소규모 상인이 상품과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국경을

실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상인은 상품을 직접 들고 국경을 넘기 때문에, 국경은 신분증이나
이동 범위와 수단과 같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요인과 상품의 종류와
양과 같은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대량 교역에서 상인의
이동은 부재한다. 물품이 중심이 된 이동이므로, 국경은 상품의 종류와
양, 검역과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와 컨테이너 차량의 등록증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수출입 상인은 구매 서류 상의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다. 다중적인 국경은 국경의 장소와 국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성격이 드러나고, 특정 국경이 특정한 교역과
이동에 더 적합한 성격을 띠는 것을 설명해 준다.
치앙라이 도내의 시장에서 만난 로컬 교역 상인이 우정의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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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하거나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연구자가 태국인이 다리를 통해 출입국하는 것을 참여관찰한 것은
메이의 약혼자 놋씨와 훼이사이 영업에 동행한 때였다.
【사례 IV-2-5】 자가용으로 치앙콩 우정의 다리 국경 넘기(2015.
10.5.)
놋 씨의 차로 우정의 다리에 도착해서, 놋 씨가 주민증을 가지고
임시이동증을 받는 것을 기다렸다. 35 밧의 임시이동증 발급 수수료를
낸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 통과를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 놋
씨는 차량과 관련한 재정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와 더불어, 차량
명의자와 놋 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200 밧의
수수료를 낸 후, 차를 타고 출입국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출국심사를
받고 차량 여권과도 같은 차량허가증(international transport permit),
차량등록증, 방금 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통과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 밧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태국 출국
심사를 마치고 다리를 건너야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50밧의
다리통행료를

내고

라오스

입국

포인트까지

달렸다.

라오스

입국사무소에서 내려 입국 심사와 차량 입국 심사를 받았다. 놋 씨가
정차해 놓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고, 라오스
공무원이 200 밧의 차량 처리 비용을 내라고 했다. 다시 차를 타고
라오스 세관사무소에 가서 차량 비용으로 250 밧을 지불했다.
(중략)
훼이사이에서 돌아올 때에는 라오스의 출국 심사장에서 차량
출입비용으로 100 밧을 지불하고, 우정의 다리 통행료 60 밧을
지불했다. 태국 국경포인트를 지날 때에는 별다른 비용 없이 입국
수속을 하고 치앙콩으로 돌아왔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으로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여러 준비 서류와 수속 수수료가 필요했다. 차량
이동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왕복 1060 밧이 지불되었다. 바크 항에서
배로 국경을 넘을 때 1인당 배 이용료가 40 밧인 것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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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차량이 국경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을 통해 차량이 완불된 자가 소유라는 점과 세금이
완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많은 태국인이 차량을 장기간에 걸쳐
할부로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자격을
얻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았다. 태국인 놋 씨가 개인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례에서 이동하는 주체의 신분과 임시이동증이 국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차량등록증, 차량허가증,
수수료, 할부가 완납된 자동차라는 물질적 요인이 국경을 실행하는
요인이었다. 치앙콩과 훼이사이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리 국경을
통해 왕래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배와 항구를 이용하는
다른 국경의 용이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국경인 다리 건설은 새로운 국경 규칙과 국경실천의
조건을 출현시켰고, 원거리에 있는 상인을 연결시키고 상품을 대도시로
이동시키며 국경의 지리적, 사회적 경계를 국경포인트로부터 먼 곳으로
위치시켰다.

이곳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상설국경포인트와

동일한

규칙을 가진 국경일 뿐이지만, 국경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이 국경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인
모틸리티(motility)를 요한다. 어리는 이동하는 경로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성이 많아지는 것은 이동의 잠재력인 모틸리티를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육체적 특성, 교통 통신에 대한 접근성, 시공간적 제약, 지식,
면허 등이 모틸리티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그는 모틸리티가 높을수록
이동의

기회가

많아지고,

모틸리티를

갖는

사람들의

자본이

더

강화된다고 분석한다(어리 2014: 89, 112).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는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 이동해야 하는
수고와 비용이 들거나, 자가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차량 통행료와 출입국심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모틸리티를 필요로 한다. 이동의 잠재력이
높은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떤 상품의 이동을 위해서는 간단하고 빠른
국경이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집단이나

상품의

이동의

관점에서는 복잡하고 수고로운 국경이다. 우정의 다리 국경 포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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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형 운송업체 차량들만 드나든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교역의
종착지가 방콕이나 중국 서남부의 쿤밍이라는 점은 이 국경이 특정
국경이동주체와 특정 시장 혹은 도시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친화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정의 다리 국경포인트의 용례를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중적인 국경은 특정 국경과 특정 집단 간의 친밀성을 설명해
준다. 특정 종류의 상품의 흐름이나 특정 교역 집단에 따라 국경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다. 다른 국경포인트와 비교할 때
우정의 다리 국경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절차가 강화된 지점으로 대형
교역 상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소규모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 상인에게 우정의 다리는 이동하기에
번거롭고

비용이

소모되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국경이다. 우정의 다리 국경은 기존의 국경과는 다른 성격의 이동과
연결을

출현시켰으며,

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국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4) 요소들의 결합으로서의 국경
각 국경포인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치앙라이의 국경은 여러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지위에 따라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법적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국경포인트가 위치한 마을의 상황과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서 다른
국경으로 나타났다.

유형

상설국경
포인트,
우정의
다리

필요한

이동가능

체류가능

신분증

공간

기간

라오스
여권

세관 신고
5만

/태국

30일

전국
보깨오

이용한

도/치앙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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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하

밧

이상

무관세
50만

주민증을

밧

통관 가능
모든 품목 가능

임시이동증

이 도

국경마을
주민에게

훼이사이

발급되는

시/치앙라

국경이동증(보

이 도

7일

더패스)

상설국경
포인트,
바크 항

주민증을

보깨오

이용한임시이

도(쾡)/치

동증

앙라이 도

3일

5만
50만

훼이사이

발급되는

시/치앙라

국경이동증(보

이 도

이하

밧

이하

무관세

국경마을
주민에게

밧

통관
7일

가능하나

사용 감소
모든 품목 가능

더패스)
5만
줏펀쁘론,
쨈뻥

이하

밧

이하

무관세

주민증을
이용한

밧

간이

임시이동증

줏펀쁘론
에만 체류

1일

50만

통관 가능
식재료,

소비재,

의약품 등 생필품
원칙적으로 수출입
불가

5만

라오스인만
마을항구,

약식절차

왓루앙

통해

마을항구
입국 에망 체류

허용

사실상

밧

이하

무관세 수출 허용

1일 체류 5만 밧 이상 수출
가능

불가하나

세관

신고 시 수출 허용
식재료,

소비재,

의약품 등 생필품

【표 IV-2-1】 암퍼 치앙콩과 위앙깬 국경포인트별 교역실천방식
국경포인트의 규칙은 국경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규제의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규칙은 그 자체로 국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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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경상인의 실천과 결합하여
구체화된다.【표

IV-2-1】는

치앙콩과

위앙깬의

국경포인트별

교역실천의 사례를 바탕으로 【표 IV-1-1】의 국경포인트별 규칙이
실제로 어떠한 국경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정리한 것이다.
줏펀쁘론을 이용하는 로컬 교역 상인은 사실상 당일 체류를 허가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국경이동 행동을 보여준다. 마을항구 왓루앙 항은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라오스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불법적인 교역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어진 규칙이 사람과 상품의 실질적인 이동과 결합하는
실재하는 국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행위자는 특정 국경의 장소를 선택하고 그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야 한다. 혹은 국경 행위자가 충족할 수
있는 국경의 조건에 따라 국경의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국경 행위자는
상설국경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 줏펀쁘론으로 이동할 수 없다.
여권을 가진 국경상인은 그것이 합법적인 신분증이라고 할지라도
줏펀쁘론이나 마을항구를 이동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이다. 다중적인
국경은 하나의 기준 하에 더 허용적이거나 더 엄격한 차이를 갖는
국경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경포인트 간의 규칙을 넘나들 수
없다는 것은 국경이 다른 국경으로 존재하고, 그 국경이 연결하고
경계짓는 것이 다른 대상임을 의미한다.
국경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구성되는 실체라는 점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상인과 교역의 방식이 특정 국경과 더 밀접하게 결합하는가를
보여준다. 왓루앙 항은 대체로 국경도시의 시장 상인들 간의 소규모
교역을 매개로 하며 치앙콩과 훼이사이를 연결하고 구별하는 국경인
반면, 우정의 다리 국경은 치앙라이와 루앙남타, 혹은 방콕과 쿤밍을
연결하며 대량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와 상인들의 교역에 적합한
국경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말이다. 다중적인 국경의 사례는 국경교역과
이동의 맥락, 이동주체의 처지에 따라 적합하고 더 자유로운 국경은
국경규칙의 허용성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국경은
누군가에게는 국경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국경으로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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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중적인 국경 각각은 국경규칙과 그에 결부된 월경 주체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맥락이 결합된 것이다. 개별적인 국경은 국경을
넘는 사람이 누구인가, 국경을 넘는 물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상품의
가치는

얼마인가,

국경교역의

종착지가

어디인가의

요소가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사람과 상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국경포인트의 위치와 근접성과 같은 물질적인 환경 역시 국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국경이동의 지리적인 위치, 장소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수단, 국경의 인프라스트럭쳐, 서류 등이 그
예이다. 국경 규칙이 국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결부된 실천을 통해 국경이 존재하게 된다. “존재는
사회물질적인 매일의 실천에서 유지되거나 사라져버리는(Mol 2002:
6)”것이다. 국경이라는 존재는 여러 요인들이 실천을 통해 결합하거나
탈락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경을 실행하는 실제적인 능력들이 열려
있다면, 국경은 다중적인 것이다(ibid.: 51). 다중적인 국경은 개별
국경이 그 자체로 다른 사회적 함의를 지니며 다른 국경을 실행하는
주체들에 내재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경교역망의 단절과 조정
국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실현됨에 따라 국경의 다중적인
실천은 더욱 두드러진다. 새로운 규제가 출현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과정은 국경의 복잡한 양상을 증폭시키면서 국경 간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 절에서는 치앙라이의 국경 절차가 ‘열린 국경’과 ‘교역 증진’을
지향하며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쳐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국경간의 조정을 만들어내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유로운 교역을 위한 국경정책의
변화가 로컬 교역의 실천과 유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국경마을과 므앙의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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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 신설과 국경들 간의 조율
(1) 치앙샌 항구의 신설과 치앙샌 국경상인의 쇠락
국경교역을 증진시키려는 목표는 새로운 국경포인트를 신설하는
실천으로 구체화된다. 국경교역 상품의 수출입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대형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국경교역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천 여 년이 넘는 교역항구의 역사를 지닌 치앙샌의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상설국경포인트 치앙샌 항구는 라오스, 미얀마, 중국을 오가는
상품을 나르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치앙샌은 라오스와 미얀마를
거쳐 메콩 상류의 쿤밍의 남쪽에 위치한 진홍(Jinhong)까지 이르는
루트의

출발점이다.

치앙샌

항구는

4개국

교역(Economic

Quadrangle)의 중심지이자, 넓게는 GMS의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항구이다. 중국과 태국의 교역이 중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 이후로
급증하였고,

치앙샌

항구를

이용하는

교역

물량이

많아지면서

항만시설의 증축이 불가피하였다.
2003년 제1 치앙샌 상업항(Chiang Saen Commercial Port)을
증축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고, 2009년 제 2 치앙샌 상업항을
건설하였다. 기존 항구의 수용 능력이 작고 통관 처리 속도가 느려
그에 따른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구가 신설되고 새로운 국경포인트가 생기는 과정은 기존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았다. 국경은 매끄럽게
증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경정책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새로 생긴
제 2 치앙샌 상업항은 시설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제 1 치앙샌
상업항보다 약 10km 남쪽에 위치하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제 2
치앙샌 상업항을 이용하려면 메콩 상류 국가인 중국, 라오스, 미얀마와
교역할 때 왕복 20여km 더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화물 선박의 연료 비용과 이동 시간이 증가했다. 새로운 항구의 위치는
치앙샌 항구를 이용하는 사업가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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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건설 계획을 지지한 치앙라이상공회 전 회장이었던 파타나
씨는

몇몇

사업가들이

자신에게

항구

건설을

반대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파타나 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처럼(Bangkok Post 2008. 6. 2일자), 새로운 항구가
앞으로 성장할 역내 교역량을 대비할 때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기존의 항구 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항구를 이용하는 일이 사적인 친분과 뇌물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파타나 씨는 새로운 항구가 생기고
시스템이 공식화되면 제한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항구에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믿음을
밝혔다.
【사례 IV-3-1】 치앙샌 항구 건설에 대한 파타나 씨 인터뷰(2014.
11. 13.)
과거에는 치앙샌 항구가 작아서 많은 배들이 화물을 트럭에 싣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했어요. 그래서 세관 직원이나
항구의 직원들이 처리를 빨리 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을 수도
있었고 관세를 적게 내는 편법이 가능했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항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야 빠른 선적이 가능하고, 다른
항구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국가의 항구가
로지스틱 비용이 10% 미만에 이르는 데 비해 치앙샌 항구는 로지스틱
비용이 18%에 달해 경쟁력이 없었어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가 필요했죠. 새 항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모종의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시스템이 표준화되거나 투명해지지 않으면,
돈을 가지거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투명하고 대형 항구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공정하게
해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제 2 치앙샌 항구가 개항한 이후로 대형 선박의 통관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항구의 위치가 운송비용을 높인다는 불만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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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어 제 1 치앙샌 항구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다. 본래 제 2
치앙샌 항구가 생기면서 제 1 치앙샌 항구는 관광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제 1 치앙샌 항구를 100톤 규모의 라오스 선박만
이용할 수 있는 교역항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 2 치앙샌 항구는
300톤 이상의 중국 대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도록 하여 두 항구의
기능을 구분하였다. 새로운 상설국경포인트는 기존의 국경포인트의
기능과 역할을 분배하고 양자의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화된
것이다.
치앙샌의 수입품목은 대부분 중국산 마늘, 사과, 배 등인데 항구가
신설되고 FTA도 체결되자 중국산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경교역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농산물을

유통하는 태국의 로컬 상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치앙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 때
중국 선박으로부터 사과를 수입하는 중개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치앙샌 교역의 증가가 로컬 상인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과정이었음을
설명해 주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 어머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있는 사과 시장에서 중국인에게 사과를 사서 파는 중개상이었다고
했다. 당시에 중국 선박이 사과와 배를 싣고 와 항구에 정박하고는
사과와 배를 팔아줄 치앙샌 상인을 찾아 다녔다고 했다. 수의 어머니도
중국 상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과를 수입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되파는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아무 연고도 없이 찾아온 중국 상인이
치앙샌 주민에게 의지해서 사과를 판매했지만, 이들이 점점 태국의
시장을 파악하게 되면서 중간 상인이 필요 없게 되었다. 태국에
정착하는 중국인이 생겨나고 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태국
내 시장 사정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치앙샌 주민이
아닌 다른 중개상인을 매개로 하거나 직접 방콕의 도매 시장에 상점을
열어 사과와 배를 수입하게 되었다. 수의 어머니도 거래해 오던 상인이
밀린 외상 비용도 갚지 않은 채 거래를 끊어 결국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치앙샌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농산품인
사과와 배가 가장 싼 시장으로 ‘사과항’이라는 명성을 누렸지만, 지금은
메콩 강변에 남은 몇 곳의 사과 노점상이 과거의 사과항으로서의
200

흔적을 보여줄 뿐 예전의 명색을 찾기 어렵다.
치앙샌 시장의 변화는 수의 어머니의 개인사뿐 아니라 치앙샌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6년 2월 1일자
쁘라차타이(Prachatai)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잘 기술하고 있다.
【사례 IV-3-2】 “FTA이후 치앙샌 주민에게 나쁜 영향 미쳐”
1994년부터 치앙샌 항에 중국 상선이 사과와 배를 싣고 오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중국 상선은 배 한 척에 사과 4-5천 상자를 싣고
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중국인들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고
치앙샌 주민들에게 사과를 팔았다. 치앙샌 상인들이 세금을 지불하고
치앙샌 전체에 사과를 분배하는 일을 맡는 방식으로 사과 수출이
이루어졌다. 상자를 배에서 나르고 옮기는 일마저도 치앙샌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당시의 치앙샌의 경기가 좋았다고 주민들은 회고한다.
치앙라이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사과를 사러 상인들이 치앙샌을
찾았고, 사과 가게들은 하루에 7-8천 밧 정도의 이윤을 남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물류 창고를 지어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가들이 사과 수입에 뛰어들면서 소규모의 자본으로
중개를 하던 치앙샌의 상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2003년
태-중 FTA가 시작되면서 심각해졌는데, 2005년 46개이던 사과 가게
점포 수가 이듬 해인 2006년에는 24개로 줄어들면서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가 확연히 드러났다(Prachatai 2006년 2월 1일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역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시설이 보완되자 치앙샌의 교역은 외부의 대규모 사업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치앙샌에서

세금

절차를

조율해주고

소규모로 여러 상인이 사과를 수입하여 분배하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교역 규모가 커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나지만, 실상 교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치앙샌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치앙라이의 정책과 교역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수는 연구자가 얻은 치앙라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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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었다. 수와 연구자는 치앙콩에 다리가
생기면서 치앙콩 주민들의 사업이 점점 배제되는 경향이 보이는 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치앙콩도 10년 전의 치앙샌처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치앙샌에 새로운 항구가 생기고 교역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과 경제에 나타난 변화는 단순히 치앙샌의 과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유사한

논리로

국경에

대한

개발과

지역경제협력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지역 사회 내에서 복제되고 있었다.
(2) 치앙콩 국경의 신설과 국경 관리의 변화: 왓루앙 항, 바크 항,
우정의 다리
치앙샌의 과거는 치앙콩의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국경개발이
이루어지고 국경포인트가 증설되면서 치앙콩의 국경교역과 로컬 상인의
교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치앙콩의 국경은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이
재개되고

양국의

활성화되었다.

교역과

당시의

관광이

교역은

증가한

왓루앙

1980년대

항구에서

주로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워커(Walker 1999)의 연구에 따르면, 상점가 한가운데 위치한 루앙
사원(왓루앙) 앞의 마을항구에서 교역 상품의 운송이 이루어졌다.
치앙콩과

훼이사이

통행을

지배적으로

담당하는

왓루앙

항에서

보트운전사 협회는 국경을 유지하면서 국가 간 이동을 매개하는 주요한
국경 행위자였다. 치앙콩 바크 항이 공식적으로 국경교역 관리 시설로
등장하였지만 그보다는 로컬 행위자가 관리하는 국경의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통해 워커는 국경의 규칙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행위자가 국가에
한정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는 치앙콩의 교역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태국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출신의 보트운전사협회가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운송을 담당하는 치앙콩
훼이사이 사이의 무역이다. 두 번째는 치앙콩의 태국 상품이 메콩강을
건너 훼이사이에 운송된 후 라오스 화물선에 다시 실려 루앙프라방과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원거리 교역이다. 셋째는 신설한 치앙콩 바크
항에

정박한

라오스

화물선에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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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교역이다. 끝으로, 훼이사이까지 배로 운반한 화물을 트럭에 싣고
육로로

이동하는

교역이

있다(Walker

1999:

97).

치앙콩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은 최종적인 교역 목적지와 유형에 관계없이 치앙콩과
훼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두 마을 주민이 깊게 개입해야만 가능했다.
강을 사이에 둔 국경에서 마을과 마을의 교류는 배를 운영하는 마을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은 국경 통제와 교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연구를 기억하고 있는 치앙콩 주민은 이 시기가
치앙콩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고 경기가 가장 좋았던 때라고 회고하고
있었다. 치앙콩과 훼이사이가 연계된 장거리, 단거리 교역이 국경교역의
대부분을

이루면서

국경마을이

교역의

중심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지역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관리하는 시대적 맥락은
국경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규칙과 로컬이 국경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를 변화시켰다. 1990년대에는 국가가 교역 체제 구조를
관리하는

가운데

로컬의

실천에

따라

국경이

유지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GMS라는 국가를 초월한 권역적인 규제 하에서 교역이
추진되고

국경과

그

공간

관리를

둘러싼

경합이

발생했다(Sangkhamanee 2009: 6). 상카마니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바크 항에 대량 교역 운송선을 정박할 수 있는 심수항(deep water
port)을 2004년 새로 개방하면서 국경을 규제하는 데 있어 프론티어
커뮤니티가 관여해 왔던 왓루앙 항의 작동방식과는 상이한 규제 방식이
출현하였다. 이는 국경교역에 대한 국가의 실행과 관리가 강화된
계기가 되었다. 라오스 세관원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교역상품을
라오스 육지에서 상품을 내리거나 태국의 바크 항에서만 내리도록
규제하였고,

왓루앙

항구가

로컬

항구로서

작동하던

것을

금지시켰다(ibid.: 7). GMS 체제의 시작은 국가 별로 통일된 국경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를 국경이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주체로 만들었다. 라오스 장거리 교역을 담당하는 선박이 왓루앙 항에
정박하는 일은 사라졌고, 소규모 교역을 하는 상인들만이 왓루앙 항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트운전사협회가 가졌던 독점적인 권한과 규제가
힘을 잃었다(Sangkhamanee 2008). 새로운 항구의 출현과 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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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국가의 제도 정비가 국경을 다스리는 지배적인 기술로 등장한
것이다.
국경이 새롭게 생성되고 규칙이 부가됨에 따라 국경의 지배적인
사용 방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작동하던 국경교역의 방식도
변화한다. 상카마니는 치앙콩의 국경 무역이 GMS 이후 일괄적인 관세
절차 때문에 치앙콩의 중간 브로커의 인맥을 통하지 않고 처리하게
됐고, 더 이상 과거의 로컬 네트워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한다.

교역은

생산지로부터

직접

이송되어

통관하는

교역

매커니즘에 따라 실행되었다. 바크 항에 주재하는 세관사무소에 배의
선착, 화물 대기, 관세 처리를 대행해주는 관세처리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루앙프라방과 같이 원거리 교역을 하던 라오스 상인이
치앙콩을 방문하지 않고 대형 화물선을 가진 라오스인 선주가 이들의
대리인이 되었다(Sangkhamanee 2008; 2009).
상카마니의

분석과

같이

국가의

국경

관리는

GMS라는

초국가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에 의해 성격이 달라진다. 지역협력은 국경
체제를 변화시키고 국경교역으로 이어진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는
마을과

마을

혹은

국가

대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하위지역/초지역적으로 확장된다. 이것은 기존의 교역 방식을 압도하는
다른 유형의 교역 연결을 생산하고 소상인과 국경마을의 이익을
삭감한다.

초지역적인

경제협력의

영향

때문에

라오스의

원거리

교역에서 로컬 소상인의 교역 네트워크는 사라졌다. 하지만 접경지역
간의 교역 네트워크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대량 교역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었다. 바크 항이 건설된 이후 왓루앙 항은 과거처럼 독점적인
국경으로 기능할 수 없을지라도 치앙콩 시내 상인들의 소규모 교역을
위한 국경으로 유지되었다. 새로운 국경정책은 기존의 국경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통일된 국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국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칙을 가진 국경을 만들고 오래된 국경과 새로운 국경들
간의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을 야기한 것이다.
2013년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 국경의 신설은 기존의 국경
절차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국경 절차의 실행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치앙콩 중심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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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m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다.

다리는

므앙

치앙라이로부터

치앙콩으로 확장되는 R3 도로 노선 위에 위치하였다. 국경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국경의 존재가
그 흐름을 어떻게 재방향화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리 국경은
기존에 이동의 장벽으로 존재했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많은 주체와
더 넓은 범위의 이동을 포함할 수 있는 국경으로서 국경의 이동을
확장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경이 설치되는
것과 그것이 국경마을 중심 밖에 위치했다는 것, 그리고 다리 신설
이후 기존의 국경의 역할과 다리 국경의 역할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경실천을 가시화하고 문제시하고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알 수 있다.
다리 개통 전에는 바크 항을 이용하여 대량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의 왕복 2차선 도로로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이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교역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경포인트를 마을
밖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반대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새로운

국경포인트가

신설됨으로써

다리

국경이

마을에

있는

상설국경인 바크 항의 일부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바크 항의
상설국경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게

되면서

훼이사이와 치앙콩을 왕복하는 배의 이용이 줄어들고 마을 전체의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다리를 완공하기 전까지는 이민국, 세관사무소, 치앙콩 정부 모두
다리 국경이 바크 항의 외국인 입국업무를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민을 안심시켰다. 다리 국경은 본래의 목적처럼 대량
컨테이너 이동과 대도시의 장거리 교역을 돕는 ‘산업과 로지스틱’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고, 치앙콩 중심가에 위치한 국경은 기존의 역할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리가 개통되자마자 바크 항의 외국인
출입국 업무가 정지되었다. 태국 정부가 원인이 아니라 라오스 정부의
재정적 이유 때문이었다. 라오스 훼이사이 이민국은 여권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를 이중으로 구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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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이사이 항구의 업무를 다리 쪽으로 이동시켰다 30 . 이에 따라 치앙콩
시내의 바크 항은 더 이상 외국인이 출입국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상설국경포인트(จุดผ่านแดนถาวรเพื่อท้ องถิ่น,

줏판댄타원프아텅틴)’으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외국인의 출입을 다리 국경 쪽으로 이동시키자 치앙콩 시내의
상점가와 식당, 호텔 등 관광 업소의 영업이 침체되었다. 치앙콩을 통해
훼이사이에서 장거리 여객선을 타고 루앙프라방 등으로 라오스 여행을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바크 항을
이용해 출입국하던 시기에는 새벽 배를 타고 루앙프라방으로 출발하는
여정에 맞춰 외국인 배낭 여행객이 치앙콩에 도착하여 하룻밤 투숙하고
이동하였다.

그러나

다리

국경이

생긴

이후로는

치앙콩

시내에

진입하기 전에 우정의 다리로 이동하는 삼륜차(툭툭)를 타고 국경을
넘어 라오스 훼이사이에서 루앙프라방으로의 여정을 준비한다. 치앙콩
시내에서 다리 국경을 건너 훼이사이 장거리 여객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치앙콩 중심가까지
이동해서 머무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다리 국경이 가져온 일순간의 변화로 치앙콩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 메콩강 환경보존을 위해 일해오던 치앙콩의 환경 NGO 단체인
락 치앙콩 그룹은 환경보존 문제에 더하여 마을의 이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락 치앙콩 그룹의 회장인 띠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 타 지역 NGO와 손을 잡고 도
정부와 치앙콩 정부 등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다리 국경 때문에 관광업이 타격을 받고, 메콩강에서 운행하는 배

30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이면에는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주
민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우정의 다리 근처에 호텔을 건설하고 라오스
이민국 일대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나카라 나콘이라는 회사
가 다리 국경을 통과하는 이동을 독점하기 위해 라오스와 태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
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한국의 AAC Group이라는 회사와 태국 자본의 합작 회사로
라오스 영토에 있는 우정의 다리 근처에 호텔, 면세점, 버스 정류장, 물류창고, 주유
소, 냉장창고,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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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치앙콩 구도심의 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입장이었다31.
치앙콩의 게스트하우스 사장이자 치앙콩 관광업 협회 회장인 타완
씨 역시 정부가 “중국과의 비즈니스, 도로, AEC, 산업단지 같은
이야기만

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누구도

이

마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분노했다. 그는 “시민의 삶과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개탄했다.

치앙콩의

이러한

문제는

진보적인 채널인 Thai PBS의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다큐를 통해
방영되기도 하였고, 이 방송에서 띠 선생님과 타완 씨는 인터뷰 때와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다리 국경의 출현은 치앙콩 국경포인트의 이용 방식을
변화시켰다. 마을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경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마을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고 국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경의 신설은 단순히 하나의
국경을

더하는

것이거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주체에게만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국경이 하나 더해짐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물리적인 국경과 그 제도, 그리고 그 국경을 통해
삶과 생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영위하던 국경들 역시도 변화하고
조율되어야 했다.
(3) 국경 간의 마찰과 경합
치앙콩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경 신설의 사건과 맞물려
국경을 다중적으로 분화시키고 국경 간의 경합과 조율이 발생하고
31

락 치앙콩 그룹의 띠 선생님은 ‘1 므앙(도시) 2 스타일(หนึ่งเมืองสองแบบ, 능 므앙 성
뱁)’ 이라는 도시 계획을 치앙콩 정부와 치앙라이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있었다. 이
것은 치앙콩의 구도심을 관광, 환경, 전통을 중심으로 보존하고 다리 주변의 신도심
은 산업, 로지스틱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양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스타일을 유
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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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었다. 2015년 6월, 치앙콩 마을의 국경포인트를 둘러싼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역

주민과

상인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했던 왓루앙 항의 이용이 금지된 것이다. 라오스 인들이 약식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었던 이 국경포인트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용이 금지되는 사건이었다.
【사례 IV-3-3】 왓루앙 항의 라오스 상인 출입국 금지 (2015. 6.
25.)
오후 12시 반 버스를 타고 오후 3시쯤 치앙콩에 도착했다. 원래도
정기시장(딸랏 낫)이 서지 않는 날에는 조용한 마을이기는 하지만, 비가
와서인지 시내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으려고
시내를 걷다가 가까운 왓루앙 항 쪽을 먼저 보고 가기로 했다. 픙 씨가
가게 앞을 지나 걸어가는 나를 보고 불러세웠다. 오늘따라 시장이
조용하다며 인사를 나누는데, 픙 씨는 어제부터 왓루앙 항에 이민국
직원이 약식으로 처리해주던 라오스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배가
정박하거나 출발할 때마다 200 밧씩 돈을 걷어가며 항구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배가 다니지 않으니
라오스 사람들도 오지 않고 물건을 주문해도 배 삯을 높게 지불해야
하니 거래가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하루에 200 밧을 걷는 것도
아니고, 매 번 200 밧씩 내면 누가 배를 운행하겠느냐고 픙 씨의
아내인 디 씨가 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매 주 금요일마다 서는 정기시장을 보기 위해
나왔다. 왓루앙 항의 제재 때문인지 평소의 장날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비를 뿌리는 날씨도 한 몫 했다. 픙 씨의 가게에 들어가니,
오늘은 왓루앙 항의 규제를 조금 풀어줬다고 했다. 태국 배 주인으로
구성된 협회는 400 밧을 모아서 지불하라고 하고, 라오스 배 주인은
개별적으로 배 한 척당 200 밧씩 내라고 했단다. 어제의 규제보다는
낮아진 비용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왓루앙 항구로 라오스인이 입국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치앙콩으로 들어오는 라오스 상인들은 바크 항에서 공식적으로
입국 절차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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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국이 왓루앙 항의 라오스 인 입국을 금지하고 배 정박에
비용을

부과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치앙콩

왓루앙

임시이동증이나

시내의

항으로

국경이동증을

상점은

큰

수

없다면

입국할
가지고

정식으로

타격을

받았다.

바크

항에서

입국하면

되었다.

기존에 치앙콩 시내에 오는 라오스인들이 모두 왓루앙 항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치앙콩 시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픙 씨는 왓루앙 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치앙콩 시내의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주민들은 도대체 왜 왓루앙 항에서 라오스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세관공무원도 이민국
정책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민들의 불만에 동조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렸다. 라오스 쪽에서 태국 배에 비용을 부과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도

했고,

라오스인이

불법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리 쪽 국경과 바크 항의 사용을
공식화하려고 한다는 심증은 근거가 없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리가 개통되면서 상설국경포인트인 바크 항에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이 때문에 치앙콩의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앙콩

주민의

교역에서

중요한

국경포인트인 왓루앙 항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자 주민들은 새로운
국경포인트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더 심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되면 국경이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연구자의 말에 디 씨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되면
대기업처럼 절차에 맞춰서 수출하는 기업이야 편해질지 모르지만, 배를
사용해서 적은 양을 수출하는 소상인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교역을 아주 못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양이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왓루앙 항을 통제한 지 5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 치앙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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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루앙 항을 줏펀쁘론으로 승격시키자고 하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인협회, 보트운전사협회, 상점의 짐을 항구로 나르는 일을
하는 오토바이협회가 이름을 걸고 왓루앙 항을 쨈뻥처럼 줏펀쁘론으로
승격을 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왓루앙 항에서 여러 번 마주친
마을 이장은 왓루앙 항이 줏펀쁘론이 되면 라오스인이 쉽게 올 수 있고
마을의 시장과 경제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줏펀쁘론’이라는 법적 지위는 없지만 이민국 세관사무소까지 갖추고
있는 왓루앙 항은 마을의 오랜 관습적 절차에 따라 사실상 줏펀쁘론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줏펀쁘론’으로 인정만
된다면, 로컬상인이 중심인 마을 간 교역이 더 안정화될 것이었다.
줏펀쁘론이라는 국경포인트의 지위는 왓루앙 항의 국경활동에 법적인
제약을 강화할 것이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왓루앙 항이 지속적으로
과거의 관습적 용례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국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줏펀쁘론’이라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사진 IV-3-1】 왓루앙 항에 걸린 줏펀쁘론을 요구하는 현수막
그러나 2016년 9월 치앙콩을 다시 찾았을 때, 왓루앙 항을
줏펀쁘론으로 승격시키는 일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디 씨는
관계부서인 이민국 직원, 경찰, 치앙콩 구청 공무원, 세관원이 모여서
210

회의를 했으나, 다른 부서는 동의한 데 반해 이민국에서 허가를
거절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가까이에

바크

항과

다리가

있으니

줏펀쁘론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것 같다고 하거나, 줏펀쁘론으로
결정되면 라오스 쪽과도 협의를 해야 하니 태국 쪽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왓루앙 항을 통제하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이 정책의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의 국경포인트가 생겨나면서 다른
국경들에도

직간접적인

여파를

줏펀쁘론이

되는

왓루앙

것은

미쳤다는
항의

것이다.

독립적인

왓루앙

문제가

항이

아니었다.

줏펀쁘론이 불허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주민들 사이에
오가는 추측은 왓루앙 항의 국경이 다른 국경포인트와의 관계 속에서
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여러 국경들 중의 특정한 국경은 유지되거나 열리지만, 또 다른
특정한 국경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국경은 다중적으로 존재하지만
다중적인 국경은 분절적으로(fragmented)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국경이 생기면 그 국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존의 국경들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기존에 자유롭게 열려 있던 국경은 부분적으로 역할이
조율되고 그 역시 다른 국경들에 영향을 미친다. 왓루앙 항에서는
실패하였지만 국경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요구가 또 다른
사건이 되어 국경규칙을 재규정하고 이것은 또 다시 국경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국경의

신설과

조정의

과정이

어떤

행위자에게는

극단적인

국경경험의 변화를 동반할 수도 하지만, 어떤 행위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왓루앙 항의 규칙은 변하였고 이 항구를
이용하는 라오스 상인들의 국경은 사라졌다.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치앙콩의 상인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가까운 바크 항을
이용하는 라오스 상인과 장거리 대량 교역 상인은 왓루앙 항의 변화를
감지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국경포인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규제하는 규칙들을 근간으로 다중의 국경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국경이 신설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상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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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적인 국경이 어떻게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준다.
2) 국경 이동 조건의 변화와 국경시장의 공간적 이동
국경을 자유화하기 위해 수반되는 정책의 변화와 국경 이동을 돕는
시설의 등장은 국경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변화시킨다. 국경 개방
시간이 연장되고 역내의 대중교통 수단이 증설되는 것과 같이 다중적인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국경에서 더 넓고 멀리 떨어진
시장과 상인이 국경교역에 깊이 통합되었다. 이동의 반경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이

변화하자

국경지역

중심의

국경시장이 므앙 치앙라이의 시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자유로운’ ‘열린’ 국경을 만들겠다는 추상적인 목표는 국경 개방
시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현실화되었다. 일차적으로 국경을
건널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경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느끼게

만든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국경 개방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인식되는

국경이

경우를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더
종종

느슨해지고
발견할

공식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열린

있었다.

2015년

초에

기대했지만,

역내

수

출범할

것을

것으로

주체들이 상호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이를 2015년 12월 31일
연말로 연기한 터였다. 공식적인 출범 시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출범을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체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역내의

경제가

하나가

되고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오히려 더 경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경 개방 시간이 연장된 것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조짐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사례 IV-3-4】 국경시장으로서 므앙 치앙라이의 도매 시장
치앙마이 시장에서 야채를 도매로 구매해 치앙라이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촉짜런 시장의 창은 나에게 치앙마이의 도매 시장과 치앙라이
시장을 비교해 주었다. 치앙마이 시장은 치앙라이와 인근의 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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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로 야채와 과일을 사러 가는 시장이지만 ‘국경시장’은 아니라고
했다. 촉짜런 시장은 라오스 사람도 오고 라오스나 미얀마에 팔기 위해
야채를 사러 오는 국경상인이 오는 곳이라서 치앙마이와는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
창에게 AEC가 되면 이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냐고 묻자, 창은
갑자기 이미 AEC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AEC는 이번 연말에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으니, 창은 이미 국경을 닫는 시간이 오후
6시에서 밤 9시로 연장된 것이 이미 AEC나 다름없다고 했다. 매사이
국경포인트가 오후 6시에 문을 닫았지만 이제는 밤 9시에 국경을
닫는다고 했다. 라오스 국경도 여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라오스
상인이 므앙 치앙라이에 온다고 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대비하는 정책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국경
포인트의 개방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국경포인트의 출입국 사무소가
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국경이 열리는 시간이다. 2009년과 2015년의
국경포인트 개방 시간 규정을 비교해보면 몇 곳의 국경포인트의 개방
시간이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태국-라오스 국경
태국
지역
(암퍼)

라오스
국경포인트

치앙콩 항

치앙콩

핫바이

지역(쾡)
보깨오 도
훼이사이
보깨오 도
똔픙

출입시간
2009년

2014년

2015년

08:00-18:00

08:00-18:00

08:00-18:00

06:00-18:00

06:00-18:00

06:00-20:00

06:00-20: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08:00-20:00

08:00-20:00

09:00-15:00
(매주

보깨오 도

(2013년

다리

훼이사이

신설)

치앙샌
삼리암텅캄

보깨오 도
똔픙
보깨오 도
똔픙

목,

금요일만)

우정의

치앙샌 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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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국경
줏펀
쁘론
상설
국경
상설
국경
상설
국경

보깨오 도

수안덕

훼이사이
보깨오 도

쨈뻥

훼이사이

위앙깬

보깨오 도

훼이륵

텅

훼이사이
사야부리

롬포텅

도 컵

08:00-18: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매

월

5,

10일만)

줏펀
쁘론
줏펀
쁘론
줏펀
쁘론
줏펀
쁘론

【표 IV-3-1】 태국-라오스 국경개방시간 연장
태국-미얀마 국경
태국
지역
(암퍼)

미얀마
국경포인트
제

1

사이강다리

타찌렉

제

타찌렉 주

2

사이강다리

매사이

타찌렉 주

빵하 항

타찌렉
타찌렉 주
타찌렉

사이롬저이

타찌렉 주

항

타찌렉

꼬 사이

딘담 항

타찌렉 주
타찌렉
타찌렉 주
타찌렉

출입시간

분류

2009년

2014년

2015년

06:30-18:30

06:30-18:30

06:30-21:00

06:30-18:30

06:30-21: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00-18:00

06:30-18:30
(2006년
신설)

상설
국경
상설
국경
줏펀
쁘론
줏펀
쁘론
줏펀
쁘론
줏펀
쁘론

【표 IV-3-2】 태국-미얀마 국경개방시간 연장

【표

IV-3-1】과

【표

IV-3-2】를

살펴보면,

국경포인트에서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태국-라오스 국경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태국-미얀마 국경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네 번째 태국-라오스 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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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신설된 이후로, 2009년에는 오후 6시에 닫혔던 태국-라오스
국경 중 일부 국경포인트에서 2014년에는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연장

개방되었다.

사이강다리의

국경포인트는

30분이 늦은 미얀마 시간으로 개방하는 관계로 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열린다. 그러나 이곳도 앞선 사례에서 창
씨가 말해준 것처럼 2015년 개방 시간이 밤 9시까지 연장되었다.
국경

개방

점차적으로

시간의

국경

‘국경없는’

연장은

제약을

축소해

가는

AEC의

과정의

실현을

일환이다.

위해
국경이

증설되고 개방 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태국에 들어오는 미얀마와
라오스인과 이들 국가로 이동하는 태국인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상대국가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국경 개방 시간이 연장되면서,
물류가

이동하는

흐름과

시점에도

변화가

생겼다.

치앙라이

상공회의소의 전 회장은 2015년 2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매사이의
국경교역이 얼마나 활발한지 확인하려면 오후 3~4시 사이에 매사이의
사이강다리에 있는 국경포인트 앞에 가보길 권했다. 오후 3~4시쯤
되면, 국경이 닫히기 전에 미얀마의 타찌렉으로 넘어가기 위해 물건을
실은 미얀마 차량 번호를 단 썽태우와 뚝뚝이 줄지어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얀마의

국경은

6시

30분에

닫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매사이의 국경 개방 시간이 밤 9시로 연장되면서,
매사이 국경포인트의 저녁 풍광이 변화하였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5시 이후부터 국경포인트 앞의 야시장과 저녁 식사를 만들어
파는 노점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저녁 어스름이 지는 시각에도 뚝뚝과
썽태우가 줄지어 서 있고, 시장 안에 있던 상인들도 가게를 정리하고
물건을 챙겨 나와 노점을 펼치고 저녁 장사를 시작한다.
이처럼 국경 출입 시간을 연장하는 사소한 정책 완화에도 국경을
이동하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졌다. 여전히 시간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국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경 개방
시간의 변화만으로도 국경교역을 위한 상호작용과 교환의 장소가
물리적인 국경선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하고 확장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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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콩의 우정의 다리 개방 시간이 길어지자 상인들이 이동하는
범위가 확장되었고 국경교역이 매개되는 경계도 물리적인 국경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였다. 태국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라오스 상인이
므앙 치앙라이까지 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므앙
치앙라이의 한 가방 가게 주인은 얼마 전 라오스 고객이 다른 때보다
늦은

5시쯤에

가방을

사러

왔다고

했다.

보통은

오후

2시경에

딸랏솟테사반에 와서는 가방을 사서 국경이 닫히기 전에 치앙콩에
돌아가도록 서둘렀다는 것이다. 저녁 5시에나 온 라오스 상인을 보고
국경이 닫히지 않느냐고 염려했더니, 국경은 8시에 닫히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직접 국경교역 상품을 수출하지 않는 이 상인은
자신은 국경이 그렇게 늦게까지 열리는 줄 몰랐다며, 상인이 제 시간에
국경을 통과할 수 없을거라는 괜한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경포인트의 개방 시간은 라오스 상인이 점점 더 태국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켰고, 국경마을에서 이루어졌던 교역을 국경으로부터
멀어진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치앙콩 시내의 시장을 이용하던 라오스의
소상인도 물건의 종류가 더 많고 값이 싼 므앙 치앙라이 시내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치앙콩에서 므앙
치앙라이로 전환되면서, 국경교역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경계가 도시로
이동한

것이다.

가변적이고

이동하는

국경의

성질을

‘모래

위의

선’이라는 은유로 표현한 것처럼(Parker & Vaughan-Williams 2009),
국경교역의 주체가 대면하고 교환을 실행하는 경계인 국경은 움직이고
이동한다. 국경선은 물리적인 위치의 측면과 사회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모래 위의 선’처럼 지워지고 이동하고 다시 그어졌다.
이 외에도 국경 간 이동 수단이 증가하면서 교역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 치앙콩 시내의 왓루앙 항 앞에 자리한 픙
씨의 가게는 주로 훼이사이에서 오는 라오스 상인들에게 옷을 판다. 픙
씨는 므앙 치앙라이에서 도매 옷가게를 하는 환 씨의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도매로 옷을 주문한다. 그는 매 주 토요일 오전에 옷을
주문하러 직접 픽업트럭을 몰고 므앙 치앙라이에 방문한다. 그 외에도
가게에 재고가 모자랄 때에는 전화로 환 씨에게 옷을 주문한다. 그러면
환 씨는 주문한 옷을 포장해서, 치앙콩 행 정기버스에 실어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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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픙 씨의 국경교역은 므앙 치앙라이와 라오스 시장을 중개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사촌인 환 씨네 가게는 므앙 치앙라이 시내에서 손꼽히는
의류 도매점으로 버스 터미널 근처에 큰 상점을 갖고 있다. 이곳은
라오스 상인이 많이 방문하는 가게로 유명해서, 다른 상인들이 라오스
사람을 만나려면 이 가게에 가라고 말해 줄 정도였다. 환 씨네 가게는
므앙 치앙라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라오스 상인이 옷을
사러 왔다. 국경마을에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명의 상인이 한꺼번에 오면서 픽업트럭을 빌려 타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환 씨네 가게에서 라오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인 ‘Beer Lao’ 무늬가 박힌 티셔츠를 쌓아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라오스 상인 중에는 환 씨의 가게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직접 므앙 치앙라이에 와서 물건을 보고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급할 때에는 원하는 제품을 전화로 주문하기도 한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므앙 치앙라이에서 출발하는 치앙콩 행 버스에
주문자의 이름을 적어 포장한 옷을 실어 보낸다. 버스 번호와 도착
시간을 라오스 고객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버스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라오스 상인이 치앙콩의 버스 정류장에 가서 짐을 받아 가지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간다. 일반 대중 버스는 주문한 상품을 보낼 수 있는
값싸고 편리한 운송 시스템이다. 물건 분실의 우려가 있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급할 때 버스편은 짐을 보낼 수 있는 손쉬운
방편이었다.
치앙콩에

다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므앙

치앙라이에서

루앙프라방까지 직행하는 관광 버스 노선이 생기면서, 므앙 치앙라이
시장은 버스 노선의 경유지인 라오스의 도시 루앙남타의 시장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 노선은 므앙 치앙라이에서 치앙콩의 다리를
건너

남북경제회랑을

따라

치앙콩

국경으로부터

190km

떨어진

루앙남타에 정차한 후 루앙프라방으로 운행한다. 관광버스 노선의
신설은

교역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건의

출현이었지만

므앙

치앙라이와 루앙남타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일주일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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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 출발하는 이 차량으로 환 씨는 루앙남타에 있는 라오스 상인이
주문한 옷을 보내기도 했다. 환 씨의 딸은 나에게 루앙남타에 보내는
짐에

라오스

상인의

이름을

적으면서

한

자루에

200

밧이면

루앙남타까지 보낼 수 있으니 운송비 측면에서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했다. 이것은 관광과 교역 시스템이 예상치 못하게 결합하여 기존의
교역망을 대체하는 것을 보여준다. 원거리 시장으로 향하는 교통
사정이 개선되면서, 소규모 상인도 여러 가지 선택항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항은 교역을 위해 정교하게 기획된
계획이 아닌, 관광버스 노선 신설과 같이 교역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요인들이 적어도 소규모 교역에 한해서는 교역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던 국경마을의 이권을 점차 분산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었다.
라오스인이 므앙 치앙라이까지 이동하기가 수월해지고 국경마을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치앙콩의 픙 씨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아직까지 환 씨와 픙 씨는 라오스 상인과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최근의 조건이 환 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 씨와 풍 씨의 교역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국경마을을 중심으로 므앙과 국경마을이
공간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왔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국경마을을 중심으로 엮인 므앙과 마을 간의 도식은 더 넓은
지리적 범위와 장소들과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재정의되고 다른 장소와
시장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라오스 상인이 므앙 치앙라이까지 와서 도매로 물건을 사 가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사이라고 시장
상인들은 증언한다. 이 시기는 남북경제회랑이 완성되고 다리를 놓기
위해 도로가 정비되며 태국과 라오스 국경지역을 이동하기 편리해진
때이다. 므앙 치앙라이까지 상품을 구매하러 온 라오스인이 다리 국경
개통을 계기로 정비된 도로 사정 덕을 보게 되었으며, 이들의 이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므앙의 시장 상인이 예기치 않은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므앙 치앙라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이 확장된 것은 호재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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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었다. 태국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었기에 시장에 가면 매일매일
손님이 없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할 정도였지만, 라오스 단골 상인이
방문하는 가게에서는 라오스 상인 덕에 매상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라오스 상인이 점점 더 므앙 치앙라이로 진출하게 되는
경향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았다. 2016년 9월 방문한 환 씨의
옷가게에서 그 동안 라오스 고객의 수가 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환 씨의 딸은 요즘 태국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나마 라오스 손님이 와서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경개방시간의 연장, 새로운 관광버스 노선의 개통,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진 도로의 상태 개선이라는 몇 가지 조건의 개입은
국경교역의 연결망을 변화시키고 이동시킨다. 국경정책과 기반시설의
변화는 국경을 이동하는 상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월경 이후의
경로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경마을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교환 활동은 상대적으로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므앙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래

연결의

정도가

낮았던

원거리의 장소들이 국경교역의 연결망 내로 결집하였고, 공간적으로
국경/경계가 이동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며 복잡화된 것이다.

4.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과 국경실천의 (비)공식성
태국-라오스, 태국-미얀마를 구분하는 ‘국경’은 인식의 차원에서
추상화되고 동질화된 존재이다. 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국경교역을
실천하는

것

역시,

태국인과

라오스인,

태국인과

미얀마인이라는

대표화되고 재현된 주체의 이동을 상정하고 상상하도록 한다. 또한,
국경은

‘열린’

국경과

‘닫힌’

국경으로

재현될

수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와 메콩유역 개발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은 아세안의
국경을 ‘열린’ 국경으로 표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시민을 대표하는 누군가의 경험을 모든 사람들의 국경으로 동질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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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이 추구하는 ‘열린’ 국경은 국경의 실재가 아니라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국경의 상태를 표현할 뿐이다. 하나의 질서가
다중화되고 하나의 질서가 복수의 질서들로 변화할 때 단일한 질서라는
수사는 그 힘을 잃는다(Law & Mol 2006[2002]: 7). 국경의 여닫힘의
양극단 사이에는 조건을 달리하며 ‘열린’ 국경이 존재하고, 이는 다른
종류의 연결과 이동을 포함하는 국경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 국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자체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일 때, ‘열린’ 국경은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상태로 존재한다.
국경실천을 주목하는 것은 국경을 국민국가의 경계나 국가 권력이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국경은

‘국경

없는

지역화’

속에서도

“다양한

정도의

열림과

투명성(Passi & Prokkola 2008: 14)”을 보이는 경계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핀란드와 스웨덴 국경마을에서 벌어진 양국의 협력을 위한
행사는

유럽연합이라는

경계

안에

공존하는

두

국가가

여전히

일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경
없는 협력 행사의 장소는 공교롭게도 물리적인 국경 그 자리에서
열리며 양국의 참여자들이 공간적인 국경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공한다. 양국의 참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차이를 경험한다. 국경은 형식적이고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경계와 장벽을 통해 유지된다. 이처럼 국경은
국경에 대한 관념과 구체적인 실천이 모여서 복합적인 성격이 동시에
공존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치앙라이 국경의 다중적인 사례들은 국경이 복합적이고 다른
양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경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경이동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경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국경이동증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여력이 없는 주민은 주민증을 가지고 임시이동증을
발급받거나 줏펀쁘론을 통해 국경을 넘어야 한다. 법적 지위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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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포인트는 각기 다른 규칙으로 월경하는 주체의 이동거리와 상품의
양을 규제한다. 국경포인트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국경포인트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배로 이동하는 국경인가
혹은 다리를 통한 육로 이동인가에 따라서 국경의 경험과 규제의 양상
역시 달라진다. 여기에 국경을 건너고 이동할 수 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국경마을이나 므앙의 도매시장에 단골 상점이 있는지의 여부는
국경

이후의

이동을

포함한

국경경험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더

허용적인 국경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동 주체의 사회적
지위, 소속, 경제적 형편에 종속되어 있다. 어떤 국경포인트를 주로
이용하는지, 혹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의 문제는 사회적인 차이와
국경상인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주체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국경은 그 국경의 주체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경은 세부적인 요인에
의거하여 복합적인 실체가 된다. 어떤 한 측면에서 국경이 열리고
닫히는 차원이 아니라, 한 국경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국경의

자유와

이동성이

결정되며,

이것은

국경상인의 경제적 기회와 자유의 폭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요인들이 결합한 다중적인 국경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국경들 간의 조정, 경합, 갈등을 일으킨다. 각각의 국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새로운
국경포인트가 신설된 것은 기존의 국경포인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었던 국경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우정의 다리가 신설된 것은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하나의 국경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정의 다리를 통과하는 국경의 조건이 생겨난 것이다. 새로운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적인 국경들 간의 조정과 경합이 일어난다. 국경들
간의 조정은 한 국경포인트가 닫히거나 열리는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경포인트 간의 역할이 대체되거나 국경포인트를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변화시켜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정의
다리를

통과하는

조건이

생기자

왓루앙

항의

기능을

법적으로

보존하려는 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다중적인 국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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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모습이다.
국경실천을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시각은
국경실천의 과정 중 특정 요인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으로 국경실천의
성격을
세관이나

규정한다.

국가에서

이민국의

관리

직접적으로

하에

관리하는

국경통과가

국경인지

혹은

이루어지는지와

같은

합법성의 문제가 국경실천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국경은 국경 통과의 과정 속에 개입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구성되며 이는 국경실천을 어느 하나의 요인을 근거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대체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은 입국과 체류,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하는 교역상품의 거래,
국경 통제가 느슨한 국경포인트를 통한 교역과 이동 등은 비공식적인
국경실천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공식성과

비공식성

자체는

경제활동이나 국경이동의 연속선상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입국한 라오스 상인이 소규모의
상품을
혼재되어

신고없이
있다.

구매해
상인의

가는

상행위에는

출입국은

국가의

합법성과
관리

하에

비합법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품의 수출입은 국경 관리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의
영역에 속한다. 한편, 상품의 구매 단계에서는 태국 상인이 세금을
지불하고 판매하는 합법적인 상행위에 의해 거래된다. 국경실천의 여러
구성 요인들 중에 어느 한 요인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한 요인은
불법적일 수 있으며, 국경실천의 연속적인 행위 속에는 비공식과
공식이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합법성의 기준도 재고해야 하는데,
상품의 수출입이 세관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허용한
수출입 한도에서 상품을 신고없이 수출하는 행위와 출입국 기록은 남지
않지만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간이 이동증을 발급받고 출입하는 왓루앙
항의 라오스 상인의 입국 관행은 그 실천의 불법성과 합법성을 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기록이 남지 않는 이동행위를 허용하던 왓루앙
항에 갑작스럽게 라오스 상인의 이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발동하면서
라오스 상인의 왓루앙 항을 통한 입국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경실천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그 경계가 유동적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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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성과 비공식성이 어떠한 요인의 공식성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것인지에 따라 그 국경 이동의 가능성이나 국경에 입혀지는
불법성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국경을

공식과

비공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 국경실천의 어느 지점에서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지 분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범주화한다. 하지만
국경의 다중성을 통해 과연 어떠한 요인이 국경의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국경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한 정책은 국경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인 엄격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기존의 항구에서 통용되었던 간소한
입국

절차는

금지되었고,

상인들은

입국

기록을

남기는

국경을

이용하도록 규제받았다. 그러나 국경 이동의 절차적 엄격성 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불법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교역 상품의 양을
축소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행위는 국경실천의 합법성을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줏펀쁘론에서 세금을 ‘마오’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국경실천 방식으로 남아 있었고, 신고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출 물량을
조작하는 관행 때문에 국경교역의 통계 수치는 실제 교역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량교역을 하는 회사들이 세금 업무 대행
회사를 통해 세금을 감축받는 것과 같은 행위는 국경이동의 합법성을
규정하는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처럼

국경을

자유화하는

움직임은 국경 통과의 절차적 적합성에 치중하는 국경 통제를 낳았고
절차적 합법성 여부가 치앙라이에서 나타나는 국경실천과 교역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국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차이를 파악하고 어떤 요인을 중점적인 합법과
불법의 대상으로 가르는가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국경실천에 가하는
규제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국경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절차적
엄중성과 신고의 의무가 강화된 국경교역의 자유화 방침은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상인과

재편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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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방식을

중심으로

교역을

V. 국경교역 장의 변화와 상인들의 교역실천
이 장에서는 아세안경제협력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지역 시장의
질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경정책의 실행이 국경교역의 방식과 교역
관계를 어떻게 재조직하며 국경상인의 교역 실천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국경교역을

하나의

위하여

장으로

부르디외의

규정하고

장

분석에

개념을

활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부르디외는 “장은 하나의 망으로, 혹은 위치들 사이의 객관적 관계들의
지형(보네위츠 1997: 71)”이라고 정의한다. 국경교역의 장은 권력의
구조 내에서 다른 자본을 가지고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며 국경교역을
하는 상인들의 객관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상인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려고 시도하는 실천은 국경교역 장에서 상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 보유한 자본의 양과 내용, 장 내에서 우위에 놓이는
자본의 종류에 종속된다. 장 개념은 국경정책의 변화가 국경교역 장의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장 내의 자본과 질서의 변화와 조응하며
나타나는 개별 상인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장’은 특정한 질서와 특정한 자본이 우월한 내깃돈의
역할을 지속하는 고정된 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은 국가와 같은
외부의 힘을 굴절시키는 정도에 따라 자율성을 유지하며 고정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장의 질서가 변하며 사회의 계급
공간에

가까워지는

상동성을

가질

수도

있다.

장

개념은

아세안경제협력이 시장에 부여하는 주문과 국가의 국경정책이 국경교역
장의 질서를 어떻게 변동시키는지 분석하는 틀로서 분석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자신이
처한

장

내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국경규칙의 변화가 낳은 장의 변화가 상인들의 사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협력이
촉발한 국경개발 정책이 국경지역과 국경상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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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교역 장의 구조
치앙라이의

국경교역

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국경상인이 경험하는 국경은 국경교역의 형식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국경교역의 양상은 국경교역 활동의 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다중적인 국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국경교역 장에서 행위자의 위치를 배치하는 특성과 다름없다.
국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국경교역 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과 국경 이동을 매개하고 교환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장 내의 행위자들이 어떠한
실천을 하는가는 “장의 특수한 논리, 즉 각 장의 목표(내기에 거는
돈)를

결정하고

그

게임에

필요한

자본의

종류를

규정하는

논리(부르디외 2005: 217)”인데, 국경교역 장에서는 장의 논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바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다.
치앙라이에서 국경교역을 하는 상인의 경제적 지위는 보유한
사업의 규모와 비례한다. 치앙라이 교역상인 내부의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체 태국 시장에서 보자면 대부분이 소상인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치앙라이라는 지역 사회 단위로 살펴본다면, 상인
내부의 경제적 차이는 확연하며 이들이 교역사업을 유지하고 시작하는
과정 역시 구별 가능하다.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시장 상인을 유형화해 보면 대략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므앙 치앙라이에서 규모가 큰 상점을
가지고 도매업을 하며 국경교역 상인과 거래를 하는 부류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해산물을 판매하는 따오 씨와 옷가게를 운영하는 환 씨처럼
꽤 큰 규모의 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직접
라오스의

국경상인과

거래하며

국경교역에

참여하거나,

라오스와

미얀마 상인의 주문을 받고 온 국경지역의 태국 상인에게 도매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국경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므앙
국경도시에

치앙라이에서
거주하는

도매
상인은

사업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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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는

상인들의

부류이다.

고객이자

이들은

므앙

치앙라이의 도매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라오스 상인을 대상으로
도매로 상품을 수출하며 국경교역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환 씨의 사촌이자 치앙콩에서 라오스에 옷을 도매로 팔고
있는 픙 씨, 따오 씨의 가게에서 해산물을 가져다가 파는 매사이의 마
씨, 므앙 치앙라이의 채소 도매상에서 야채와 과일을 가져다 판매하는
치앙콩의 누 씨가 이 유형에 속한다.
또 다른 부류는 치앙라이 내에서는 경제적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다.
포함하여

활발하게

대부분의
대부분

여러

치앙라이

하나의

종류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상점과

부류이다.

이들의

알만한

운영하기보다는

사업을

동시에

사업을

사업은
하는

국경교역을

유지한다.

므앙

치앙라이에서 치앙라이 특산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스아 씨가 이 부류에 속한다. 그의 부모님은 치앙라이 도심에서 대를
이어 자동차 부속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모님의 가게에는
라오스와 미얀마로부터 자동차 부속품을 구매해가는 단골 고객이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스아 씨는 방콕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족 사업을
잇기 위해 치앙라이에 돌아와 부모님께 호텔 사업을 제안하여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변에 큰 기념품 가게를 열어
관리하고 있으며, 태국 특산품을 중국 시장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국경교역 장에서 경제적 자본이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국경교역 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국경교역 장에서 사회적 자본은
장의 질서를 구성하고 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경교역 장은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국경을 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국경교역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은
상호 면식이 있고 조직화된 관계의 견고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 즉, 한 집단에 대한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Bourdieu 1968: 51). 국경교역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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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교역 관계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연고의 유무로서 국경 너머의
시장을

매개하는

거래

상대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경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이다. 국경의 규칙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국경마을 공동체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다.
세 집단 중에서 사회적 자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픙 씨, 마
씨, 누 씨와 같이 경제적 자본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국경 가까이에서 국경상인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국경도시에 거주하면서 국경공동체의 성원권을 갖고 있어 국경이동이
수월하고 국경절차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은 세관 직원이나
이민국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동네

이웃으로

지내왔다.

국경관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지면서 이들과의 친분 관계가
과거만큼 국경사회의 질서를 지배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자본은 국경상인이 교역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국경도시의 상인은 이웃나라의 국경상인과도 친인척 관계를 맺거나
이웃 간의 오랜 인연을 유지해 온 경우가 많은데, 결혼, 장례, 집들이와
같은 경조사에 상부상조하면서 인간적인 유대를 맺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은 국경 거래를 지속하는 공고한
교역관계망에 반영되어 이들이 국경사업을 지속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국경교역 장은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조직된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교역 장에서 교역 사업의
규모나 교역량은 경제적 자본과 관련 있지만, 많은 국경연구들이
국경교역에서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은 장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세안이 하나의 시장이 되고 시장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지역적
범위로 뻗어나감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국경시장을 지역시장으로
확장하고 마을 대 마을의 국경교역이 아닌 초지역적인 교역에 걸맞는
사업과 상인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국경교역 장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형식을 변화시킨다. 국경교역 장에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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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장의 질서를 결정하는 내기돈이지만, 이것은 고정불변의 자산이
아니다. 자본의 가치는 국가가 새로운 국경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변화한다. 국가는 장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외부의 힘이다. 일정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의 위치는 국가의 국경
정책으로 인해 변화한다. 국경교역 파트너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은 국가의 개입과 함께 공식화되고 다변화되고, 상인들이 국경교역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장 내의 개인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2. 국경교역 장의 재조정
1)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경정체성 역할의 축소
새로운 국경을 만들고 국경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자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이자 ‘열린’ 국경을
경험하는 것이다. 열린 국경은 특정 집단에게 해당되는 배타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기존의 국경이 폐쇄적으로 자원화되었던 시대와는
다르게

국경의

공공재성을

강화한다.

국가

전체의

교역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획한 국경 정책은 로컬 교역이 유지되고 있는
질서와 체제에 변형을 가한다. 국경 접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로운’

국경교역의

질서는

국경교역

장을

유지해

온

접경지대의 장소적 의미와 국경주민의 소속감과 국경정체성이 장
내에서 갖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국경교역은 마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했기 때문에 국경을 접한
마을이나 도시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치앙콩의 누 씨와 그 가족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국경교역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경교역의 장에서 가족 내에서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치앙콩의 누 씨는 시어머니가 20여 년 전부터 시작해 온 농산물
수출을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은 며느리인 누 씨와 딸인 르아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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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하던 일을 조금씩 양도받고 있는 중이다. 10여년 전 결혼한
누 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니면서
국경교역에 필요한 정보와 자본을 전수받았다. 먼저 좋은 채소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므앙 치앙라이 도매 시장의 상인들과 안면을
익혔다. 3년 정도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도매 시장의 상인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구매하는 방법을 배웠고 라오스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업무
역시 시간을 두고 전수받았다. 라오스 상인과 안면을 익히고 그가 어떤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지 그의 성향과 구매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혼자

주문을

받고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누 씨에게 라오스 상인에게 보내는 채소의 주문,
구매, 배송에 대한 일을 일임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누 씨에게
완전하게 일을 넘기게 된 것은 누 씨가 상품의 가격을 적는 일을
마지막으로 익힌 때였다. ‘영수증을 작성하는 일’은 시세와 주문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윤을 붙여 계산하는 일이므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오랜 숙련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 일까지 완전하게 전수받고 난
후에야 시어머니는 라오스에 채소를 수출하는 일을 며느리에게 모두
맡겼다.
한편, 태국 과일을 수입하는 중국 상인은 아직도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한다. 중국 상인도 태국어를 할 수 없고 시어머니도 중국어를 할
수 없음에도,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시어머니와 중국 상인은 주문에
관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집안의 누구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주문을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 중국 상인 간의 거래는
라오스 상인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어머니는 중국 상인에게
과일 주문을 받고, 라오스 중개인이자 배 수송을 맡아주는 선주에게
과일과 영수증을 준다. 라오스 중개인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과일을
나르고 운임료를 받는다. 라오스 중개인이 라오스 항구에서 대기하는
중국 상인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문과 거래는 시어머니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므앙 치앙라이의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르고 주문하는 일은
딸인

르아

씨에게

맡겼다.

르아

씨가

어머니의

사업을

완전히

전수받지는 못 했지만, 르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니며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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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안면을 트고 중국 상인이 원하는 과일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현재 르아 씨는 새언니인 누 씨와 매일 치앙콩에서 므앙 치앙라이
시장으로 출근하여 주문한 물건을 사서 픽업트럭에 싣고 돌아오는 일을
맡고 있다.
이처럼 누 씨와 르아 씨가 부모가 하던 거래를 이어받는 일은 거래
고객을 인수받거나 물건을 사고 보내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
과정에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구매하는 법, 주문을 받고
주문을 전달하는 법, 시세와 물량을 파악하고 가격을 정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포함되었다. 부모 세대의 교역활동은 부모가 쌓아온
고객망과 그 간의 거래 관계를 전수받음과 동시에 교역활동에 관련된
지식이 대물림되어야 했다. 사회적 자본은 가족 성원들이 서로 교역을
도우면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다.
국경교역의 장에서 필요한 문화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경교역은
긴밀한 사회적 관계에서만 파악 가능한 미묘한 규칙과 방법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국경교역 당사자 간의 관계는 시장의 이해관계와 장기간의
거래로 형성된 신뢰관계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는 상호 통용되는 내밀한 규칙에 의거한다. A와 B의 거래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히 값싼 물건을 주었거나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 성립된
거래관계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이것이 가내에서 내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해야 하는 지식으로서 전승된다.
이제까지 국경도시 주민은 이웃 국경도시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성 덕분에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거래는 근거리 시장 간의
일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 관계의 성립과
유지가 국경교역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었다. 또한, 누 씨의 사례와
같이, 마을 항구가 주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경마을에 소속됨이 국경교역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경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는 국경의 경제적 삶에서 중추가
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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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가 새로운 국경포인트를 통해 국경을 자유화하고자
시도하면서 마을 주민의 일상적이고 친숙한 국경 관념은 국경교역에서
더 이상 특권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국경교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장소적, 사회적 소속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 씨 가족은
새롭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상인에 의해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누
씨가 라오스에 거래하는 농산물의 양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원인 중 하나는 라오스 상인이 직접 므앙 치앙라이의 도매 시장에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치앙콩에서 므앙
치앙라이까지 도로가 점점 개선되고 라오스 상인을 위해 차량을 대여해
주고 운전해 주는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라오스 상인이 직접 므앙
치앙라이를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졌다. 라오스의 시장
상황도 변화했다. 라오스 도매 상인의 구매 규모가 커지면서 차를
대절하거나 심지어 국경개방시간을 초과할 경우 므앙 치앙라이의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 구매와 운송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했다. 또한, 라오스의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자
농산물 교역을 하지 않던 주민이나 외지인이 라오스 상인의 주문을
받는 일이 늘어난 것도 누 씨와 같은 국경상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라오스에도 휴대전화 보급이 많아지면서 라오스 상인은 전화로 태국
상인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상점으로 물건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라오스 상인과의 친분 관계나 면대면 거래의 방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국경도시와 국경도시 간의 근거리에서 작동하는 교역의
방식이 힘을 잃게 되었다.
연구 기간 동안에도 누 씨의 사업이 국경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누 씨네 어머니로부터
과일을 수입하던 중국인 상인이 태국 전역의 농장과 대형 도매
시장으로 직접 거래를 시작하면서 누 씨 가족과의 관계를 깬 것이다.
【사례 V-2-1】 국경시장의 확대와 국경교역관계의 단절 (2015. 8.
5.)
농산물 도매시장 촉짜런에서 누 씨와 르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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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아 씨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과일을 싣고 있다고 했다. 평소보다
이르게 이미 과일이 짐칸에 다 실린 후였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온
이유는 요즘 훼이맹 마을의 항구에 채소와 과일을 보내는 차량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기라 강물이 많고 물건을 싣기도
어려운데, 최근 한 마을 주민이 다른 외지 사람이 주문한 물건을 마을
항구에서 내려주는 일을 대행하면서 항구에 차량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와서 물건을 싣고 치앙콩으로 보내야
제 시간에 맞춰 중국 상인이 과일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항구 사용
문제로 어제 밤에도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르아 씨의 어머니에게 과일을 사 가던 중국 상인이
더 이상 르아 씨 가족에게 과일을 주문하지 않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각 도의 시장을 돌며 과일을 주문해 배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태국인 중개인과 함께 시장을 알아보고 물건을 구매하러 다닌 후에
다른 주민에게 부탁해 훼이맹 마을 항구로 물건을 보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국 상인은 과일 품질을 까다롭게 고르고 마음에 안
들면 주문한 물건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비난했다.
누 씨의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중국 상인은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누 씨 가족과의 거래를 끊었다. 그리고 중국
상인은 다른 마을주민에게 약간의 대금을 지불하고 그를 대리인으로
세워 훼이맹 마을 항구를 이용하며 별다른 신고와 절차 없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이점을 누렸다. 누 씨의 가족과 훼이맹 항구에 나타난 상황은
중국과 태국의 농산물 수출입 시장의 확대와 아세안과 중국의 교역
자유화가 국경 거래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마을 주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마을 항구가 외부인의 교역을 위해 변이적으로 이용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 시장에서 태국 과일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과일 수출업
상인이 늘어났다. 비단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수출을 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상품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졌다. 태국과 중국의
교역 장벽이 FTA 이후 사라졌고 관광과 비즈니스를 위한 중국인의
태국

입국이

용이해지면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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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태국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해졌다. 치앙라이에 쿤밍 직항 노선이 생겼고 치앙라이 국경을
통해 중국인은 비자 없이 중국 차량을 이용해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국경 통제나 이동의 측면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경상인은 태국
전역을 다니며 상거래를 확장할 수 있었다.
누 씨의 마을 항구에서 벌어진 갈등은 마을 항구가 본래의
기능보다 외지인의 사업에 이용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했다.
르아 씨는 자신과 거래를 하던 중국 상인이 다른 마을 주민에게 마을
항구에 물건을 보낼 테니 라오스 항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마을

항구는

앞서

국경포인트의 규칙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을 주민의 이동이나 생계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었다. 마을 주민이 중국 상인의 수출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누 씨네와 같이 마을 항구를 통해
농산물을 수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마을 주민의 활동과는 달랐다. 누
씨네와 같이 농산물 거래를 직접 해야 하는 마을 주민 입장에서 중국
상인을 위해 마을 항구 이용을 대행해주는 주민의 행위는 제재할 수는
없지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되던 국경이 마을 주민의 조력을 얻은 중국 상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르아 씨와 누 씨의 가족이 유지해 왔던 국경교역의 우위는 상당히
와해되었다. 국경도시는 국경이 모두의 자원이 되기 이전에 국경의
정체성을 가장 잘 체현하고 그것이 배타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장소였다. 국경주민은 국경의 관습적인 절차를 활용하거나 국경상인과
마을 주민과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원활하게 교역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들에게 ‘모두에게 열린’ 국경이 생겼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경시장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자본이
특권을 상실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국경시장은 국경마을 혹은 도시
간의

장터

교역에서

국가가

중요한

단위가

되는

지역(regional)

시장으로 편입된 것이다. 근거리 교역에서 교환체계는 ‘열린’ 국경 정책
때문에 경쟁적인 방식으로 변하였고 국경시장에서 국경지역은 일종의
선점 영역을 내놓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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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형식: 치앙라이상공회의소 성원권
국경교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경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장되면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된 국경교역 장의 구조도 변화한다. 국경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국가정책의 보조를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집단을 국경교역 장에서 유리한 행위자로 탈바꿈시켰다. 지역 시장을
향한 국경교역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 정부, 민간
비즈니스 단체 등은 지역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지역 시장과 국경교역의 변화를 가장 발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하는
집단은

치앙라이상공회의소

치앙라이상공회는

치앙라이

소속의
내에서는

상인

및

사회경제적인

사업가였다.
지위가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상공회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상공회 회원의 추천을 받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을 검토하는 내부
심사를 거쳐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상공회 회원은 치앙라이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입 회원 수보다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적지만, 활동을 주도하는 집단이 치앙라이 내에서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것도 특징적이다.
치앙라이상공회 활동을 주도하는 사업가는 주로 화인 상인이었다 32 .

32

태국의 상공회의소가 민간 영역의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에 화인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이는 상공회의소가 화인 중심의 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국 사회 전반에서 화인이 상업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 조직의 화인은 중국인 정체성과 전통을 고수하며 해외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화인 집단과는 다르다. 후자의 경우 중국의 출신
지역에 따라 협회를 조직하고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과 중국 학교 교육을 시키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화인 집단이라면, 상공회의소의 화인은 중국인
정체성이 많이 남지 않으며 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화인이다. 치앙라이에도 동향
출신자들로 구성된 화인 상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외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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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사업은 치앙라이에 상권이 형성되던 시기에 시장이나 구도심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생필품이나 자동차 부품,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작은 점포에서 시작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현재 규모 있는
상점이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자전거 부품상, 오토바이 딜러를
거쳐

성장한

치앙라이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유통회사,

건설자재

유통업으로 시작하여 건설 자재 수출을 겸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
자동차 부속품 판매와 호텔 사업을 겸하는 사업가 가족이 대표적인
예이다
치앙라이상공회는 국경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국경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체를 구성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

정부와

치앙라이

지방

정부는

국경지역 개발 계획을 치앙라이상공회에 공문으로 보낸다. 상공회는
회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단체의 이름으로 전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치앙라이상공회

회원들

중에는

도지사나

도청

고위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얻은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상공회는 치앙라이 도와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국경개발 관련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공동주최하면서
국경지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상공회의 영향력 덕분에
회원들은 치앙라이의 개발 계획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치앙라이상공회 활동은 지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상인이 국경교역 파트너를 만나고 교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가 되었다. 그 중 한 사례가 민간 사업가들이
다른 국가의 사업가들과 교류하고 관심있는 비즈니스 정보와 상품

배타적이고

조직 내부 규율이 엄격하며 중국과의 종족적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족적 특징을 불문하고 사업을 기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치앙라이 상공회의소의 조직과는 다르다. 치앙라이상공회는 태국 사회에 동화된 화인이
중심이 된 조직으로서 상공회 조직의 활동과 체계 역시 종족적 색채보다는 태국
중상층의 사업가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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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매칭’ 활동이었다. 2015년
치앙라이에서 열린 세 차례의 세미나는 강연과 함께 비즈니스 매칭
사업을 진행하였다. 비즈니스 매칭 사업은 치앙라이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상인들이 참여하여 상품을 소개하고, 라오스와 미얀마 구매자가
태국 상품을 관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례 V-2-2】 Biz. Matching 사업 (2015. 4. 4.)
미얀마 타찌렉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Biz Matcing 사업에 참석하는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출신의 상인들이 오전에 치앙라이상공회 매사이
분회의

회장이

운영하는

매사이

메콩델타

호텔에

모여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참석한 사람 중에는 세미나에만 참관을 신청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가져오거나

교역상대를 구하기 위해 Biz Matching에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호텔의 세미나 실은 강의석과 오른쪽에 작은 방들로 구분되어
있었다. 작은 방은 오늘 Biz. Matching에 참여하는 사업을 종류별로
나눠서 매칭을 하려는 장소였다. 세미나실에서는 청중을 위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 중간에 미리 분류해 놓은 매칭 세션을 호명하였다.
매칭 세션은 신청한 상인과 상품의 사업 영역을 분류하고 해당 영역에
관심 있는 미얀마 사업가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한 방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농업, 관광,
로지스틱 세션으로 나뉘었는데, 순서대로 세션을 호명했고 신청자는
해당하는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준비된 탁자에 각자의 상품과 준비해 온 상품
설명서나 안내책자를 펼쳐 놓고 앞에 앉은 태국 상인이 미얀마인
구매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서로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명함을 주고받아 추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호텔에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저녁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 그래도 많은 태국 상인이 판매할
상품에 관심을 갖는 구매자가 많았던 듯 보였다. 치앙마이에서 헬스
관련 제품을 가져왔던 한 여성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명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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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진 V-2-1】 비즈니스 매칭
타찌렉에서 열린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은 비교적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진행되었던 사례이다. 기존의 다른 비즈니스 매칭 사업과
다르게 사업의 분야를 나누어 관심 분야가 같은 사업가가 만나 상품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태국 측
사업은 총 37개였고 참여한 사람 중 60%가 매칭 사업을 계기로
거래상대자를 구했다. 반나절의 매칭 행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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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상품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상대 사업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상보다 큰 성과였다. 민간조직의 활동이 주축이 된 비즈니스
매칭 사업으로 국경교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이 국경교역
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 매칭 사업과 같이 국경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인회와 같은 민간단체에 의해 다각화된 것은
국경교역 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이 행사에 참여한 상인의
구성을 통해서, 국경교역이 접경지대라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지역과 시장을 흡수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태국
측 참석자의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치앙라이 상공회보다 치앙마이
상공회 참여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경에서의
거리와 관계없이 기존에 국경에 관여하지 않았던 집단이 국경교역 장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공평해지면서’

수

있음을

국내적으로

보여준다.

상업

경쟁력을

국경에
가진

대한
지역의

접근성이
사업이

국경교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넓어진 것이다.
둘째, 행사의 후원과 참석자의 신분에서 알 수 있듯이, 상공회의소
소속이 국경교역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행사가
지역상공회를 통해 홍보되었기 때문에 상공회 회원이 아닌 상인은
행사를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신청할 기회도 얻지 못 했다. 물론
상공회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였고, 지역상공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일이 많지 않았다. 국경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지만
구매자를 만날 수 없는 태국 상인에게 상공회에서 개최하는 비즈니스
매칭 사업은 사회적 자본을 보완할 수 있는 경로이다. 국경교역을 하지
않았던 상공회 회원들은 상공회 활동과 내부 정보를 통해 교역 사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만남을 주선한 이 사업은 국경교역과 그로
인해 출현하는 ‘국경’이 기존과는 다른 연결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른
종류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가능해짐을 보여준다. 기존의 국경교역
장에서는 국경이라는 장소에 기반한 정체성이나 국경지역에 거주하며
친인척 혹은 이웃 관계인 외국 상인과 유지하는 사회적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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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경교역이
국가적 사업이자 지역적(regional) 사업으로 거듭나면서 교역은 다양한
장소와 지점을 연결하는 행위가 되었다. 국경도시 대 국경도시보다
대도시 대 대도시, 즉, 거리에 관계없는 분산된 지점 간의 연결을 통해
교역 관계가 성립된다. 국경교역을 위한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매칭
사업 같은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경정책에 대한 정보와 국경교역을 촉진하는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다. 상공회라는
특수한 조직은 국경교역 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자본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은

국경교역

장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던

국경교역

파트너와의 사회적 관계를 생성해내는 매개가 되었다.
국경교역 촉진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참여와 개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인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어 내며
국경교역 장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국경 절차를 통일하고 지역
시장으로 교역을 확장시키려는 목표는 국경교역에 참여하는 상인
집단의 외연을 넓혔고 국경교역에 필요한 정보와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는 활동과 제도 역시 확대시켰다. 국경교역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이었던 국경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약화된 반면, 국경변화에
발맞춘 조직적, 제도적, 경제적 조건을 갖춘 상인의 교역 접근성이
높아졌다. 국경교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이 바뀌고 국경교역 장
내에서 필요한 자본의 양과 종류가 변화함에 따라 국경상인의 장 내
위치도 변경되었다. 누 씨의 사회적 자본이 사라졌거나 치앙라이상공회
상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 총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지만, 장 내의
질서가 국경정책에 의해 변화하고 통용되는 자본의 가치가 조정됨에
따라 상인들의 장 내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경교역 장에서 상인들은 자신이 가진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교역 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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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과 국경상인의 전략
소수의 제한적인 상인이 국경교역을 해 왔던 때와는 달리, 국경교역
관계 자체가 이동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놓였다. 이 절에서는
국경교역의 가능성이 변화하는 장 내에서, 상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이들의 교역 전략 방향을 결정하고, 시장 환경과
조응하며 교역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1) 경쟁적인 시장 환경과 교역 관계망 유지의 전략
오랫동안 교역을 유지해 왔던 상인들은 선점적으로 지켜왔던
그들의 국경교역망이 해체되는 위기에 놓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의 확장은 교역망의 확장과 변동을 의미하는 가운데 상인들은 점해
왔던 교역의 연결망을 존속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1) 교역 관계망 이탈을 방지하는 투자
치앙라이 내에서도 더 많은 상인이 국경교역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쟁 사업이 국경교역에 참여하면서 장 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상인은 중간 매개 단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목표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쉬웠다. 국경도시의 국경상인이 므앙의 도매상점에
고객을 빼앗기는 일, 방콕을 비롯한 대도시에 기반하고 있는 회사가
국경도시의 상권을 장악하는 일이 국경교역 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경교역에 참여하고 있던 상인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국경교역 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딸랏솟테사반의 해산물 도매상 따오 씨는 라오스 상인에게 직접
물건을 팔거나 라오스 상인이나 미얀마 상인의 구매를 대행해 주는
국경상인과의 관계를 통해 국경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따오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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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국경교역으로

이익을

보려면

라오스

상인의

구매가

늘어나거나 자신과 외국 상인을 매개하는 중개 상인의 매출이 늘어나야
한다.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

시설이

정비되고

국경시장으로서 치앙라이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따오 씨 가게에는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오는 라오스 상인이 늘어났다. 한 예로,
루앙남타에서 오는 해산물 상인 띡 씨는 일주일에 3~4차례 왕복
280km 거리를 오가며 새우, 오징어 등의 해산물, 닭고기, 소시지 등의
가공 육류와 어묵, 야채 등의 먹거리를 구입해 간다. 루앙남타에서
치앙라이까지 당일치기 방문이 가능한 것은 남북경제회랑 건설로
라오스의 도로 사정이 좋아진 덕분이다. 다른 상인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구매하는 띡 씨가 고객이 된 것은 따오 씨의 사업에 큰 이득이
되었다. 띡 씨 외에도 루앙남타에서 고정적으로 오는 상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따오 씨의 가게 매출이 증가했다. 국경정책이 도로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따오 씨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하지만 국경 시설이 개선되고 교역 환경이 나아지면서 치앙라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따오 씨에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시작은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을 의미했다. 따오 씨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언급할 때에 대형 마트의 입점을 상기했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예전같지

않다고

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인해서

국경시장으로서 므앙의 시장이 확대되는 사실의 다른 한편에는 시장의
확장을 능가하는 경쟁이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치앙라이 시내에 대형유통체인 업체가 입점할 때마다 따오 씨의
가게는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다. 연구자가 연구를 마무리하던
2015년 말미에는 치앙마이에 본점을 둔 대형 식품 유통업체가 R3
도로 변에 문을 열면서 따오 씨의 가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따오 씨는 도매유통체인 매크로가 치앙라이에 입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운송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윤을 적게 붙이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지해 나갔다. 특히, 가게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경상인이 새로운 상점으로 거래를 옮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평소
구매를 많이 하는 라오스 상인 띡 씨에게는 파격적으로 낮은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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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물건을 제공했다. 따오 씨는 띡 씨의 가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곧 자신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고, 띡 씨가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따오 씨와 오래 거래를 한 매사이의 상인 마
씨에게는

선매후불의

관행인

신용(크레딧)을

제공하여

마

씨가

지속적으로 따오 씨의 가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오 씨는
거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띡 씨에게도 신용을 제공할 지를
고려하는 중이었다. 따오 씨는 여행을 핑계 삼아 루앙남타에 있는 띡
씨의 가게를 찾아가 보고는 가게도 크고 믿을 만하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와, 띡 씨에게 신용을 제공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따오 씨는 라오스 상인이 자신의 국경교역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간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상품을 제공했다. 따오
씨가 띡 씨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은 가게 직원들도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지만, 따오 씨는 당장 얻는 이윤이 적더라도 띡 씨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오 씨는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을 제공하거나 물건 값을 낮춰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이 국경교역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치앙콩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픙 씨도 따오 씨와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 그는 므앙 치앙라이의 환 씨의 도매점에서 옷을
가져다 라오스 상인에게 판매한다. 라오스 상인이 므앙 치앙라이
시장의 환 씨 가게로 직접 방문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픙 씨는
라오스 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그는 라오스 상인들이 자신의 가게보다 므앙의 환 씨 가게를
점점 더 많이 찾는 이유가 라오스 상인이 옷 외에 다른 상품을 므앙
치앙라이의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픙 씨는 라오스
상인이 자신의 상점에서 찾지 못 한 상품을 므앙의 도매 상점에서
구매해 두기 시작했다. 라오스 옷 가게 상인이 함께 파는 학생용
운동화, 체육복과 가방을 가게에 구비해 두었고, 필요한 경우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상품을 물어서 사다 주기도 했다. 환 씨가 운영하던
치앙콩의 가게를 이어받았다는 채무의식 때문에 픙 씨는 자신의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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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씨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가져다 놓고 라오스 상인이 환 씨의
가게에 덜 방문하도록 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픙 씨는 라오스 상인을 자신의 가게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상품도 함께 팔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고,
환 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추가적인 품목을 주문받기 시작했다.
따오 씨와 픙 씨는 국경교역 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선점하고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경교역 장에서의 우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상인들의

이동

반경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상인들과의 거래 관계도 그만큼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픙 씨와 따오
씨는 라오스 상인과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투자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고 교역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교역 상인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이었다. 이윤을 덜 남기거나 새로운 상품을 매장에 구매해 두면서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경교역을 유지해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국경교역 장의 변화는 교역을 위한 사회적 관계 자체를 변동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국경교역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 상인들간의 교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경제적 자본이다. 국경교역 장의 변화는 장기간
국경교역 상인과의 거래를 유지해 온 상인들조차도 경제적 자본에
종속되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2) 교역 관계망을 축소하기

국경교역 상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국경정체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국경교역 장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국경상인과의 관계를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치앙콩 훼이맹 마을에서 라오스
상인과 중국인 상인에게 농산물과 과일을 수출하는 누 씨의 가족은
국경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어머니 대부터 이어져 온 교역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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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상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누 씨의 사업은 작년보다
주문량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치앙콩에도

누

씨처럼

라오스

상인에게 농산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상인이 늘어났을뿐 아니라,
라오스 상인이 직접 므앙의 도매시장까지 직접 가서 농산물을 사는
일이 점점 쉬어졌기 때문이다. 누 씨는 교역상인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상인에게 전력을 다하는 전략을
택했다.
누 씨는 현재의 거래 방식이 비용 소모가 많다고 생각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픽업 트럭 한 칸을 채우지 못할 때에도 매일매일
차를 몰아 므앙과 치앙콩을 이동해야 했다. 게다가 누 씨 가족은
주문받은 물량뿐 아니라 도매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거나 값이 많이
떨어진 물건을 사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누 씨 가족이
매일 므앙의 도매 시장에 가는 이유는 주문이 매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산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매일 어느 정도의 양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 씨는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에 가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때에 도매상으로부터 품목과
물량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 씨가 매일같이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도매시장의
상인들과 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누 씨와 함께 시장에
동행할 때에도 상인들이 누 씨를 불러 자신의 물건도 사갈 것을
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누 씨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 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서 보관하거나 값싸게
라오스 상인에게 판매하면서 시장의 공급을 소모해 주었다.
외부인이 볼 때에 누 씨의 가족처럼 이미 국경교역 상인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상당히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해 온
경우라면 사업 허가를 얻어 육로를 이용한 대량 수출입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누 씨에게 치앙콩의 한 호텔
사업가가 농산물 수출을 같이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태국산 상품의 수출을 국가가 장려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
농산물 수출입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내고 더 많은 거래처를 다양한 지역에 확보하는 것은 지역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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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되면 전망 있는 사업이 될 것이었다. 더구나 농산물과 같은
무관세 상품은 지금처럼 라오스 상인을 중개자로 두고 중국 상인과
교역을 하는 것보다 직접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편이 비용이나
절차적 측면에서 더 용이할 것 같았다. 그러나 누 씨는 사업 인가를
얻어 농산물을 수출하는 일이 자신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례 V-3-1】마을 항구를 이용한 국경교역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2015. 7. 22.)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정부에 신고를
해서 수입을 해도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하고 사업
허가를 위해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농산물을 수출하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달리 검사도 하지
않거든요. 컨테이너로 싣고 (다리 육로로) 가는 경우에는 국경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해요. 우리처럼 상인이 품질을 확인하고 갖고 갈 때에는
사실 품질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중국 상인은
품질이 좋지 않으면 주문해 놓고도 물건을 사가지 않는걸요.

【사례 V-3-1】에서처럼 누 씨가 농산품 수출입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마을 항구 이용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을 항구를 이용한
국경교역 방식이 더 쉽고 편리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 씨가
농산물을 대량으로 교역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누 씨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경을 실천하는 것이자 다른 국경관계망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누 씨가 거래하는 라오스 상인은 훼이맹 마을 항구로 배를 타고 와
주문한 상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매해 간다. 과일을 수입하는 중국
상인 역시 라오스 선착장에서 기다리다가 라오스인 선주가 싣고 온
과일의 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상품을 선적하기 전, 과일과 채소의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려는 상인과의 거래는 마을
항구에서 이루어지기에 적합하다. 만일 수출입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가 검역하는 우정의 다리 국경을 이용한다면, 외국
상인들은 상품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품을 돌려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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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마을의 항구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수출입하는 누 씨가 상품의
이동의

방식을

바꾼다면

지금과

같은

국경교역망을

유지하기란

어려워진다. 누 씨 가족이 맺고 있는 국경교역망은 누 씨 가족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을 항구가 누 씨뿐 아니라 누 씨에게
농산물을

구매하는

상인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국경이기에

유지가능한 것이다.
중국인 상인과 문제가 생긴 후, 가족의 교역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던 누 씨는 지금의 국경교역 방식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단골 국경상인을 상대로만 농산물을 수출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주문량이 줄고 있음에도 운송 비용과 수요가 없는 물건을
사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누
씨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상인과 거래하는 상인이 생겨나자, 더
이상 여러 상인과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누 씨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누 씨는 르아 씨에게 적은 양을 구매하더라도 구매한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면 지금의 수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상의했다. 르아 씨 역시
자신들과 오래 거래를 한 소수의 국경상인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제공하기만 해도, 지금과 똑같은 수입을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동의했다.
누 씨의 가족은 거래하던 국경상인이 다른 태국 상인과 거래를
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여러 명의 국경상인에게 많은
양의 농산물을 교역하던 구매 방식은 국경상인이 이탈해 가고 있는 누
씨 가족의 사업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다. 누 씨는 운송 횟수를
줄이거나 구매 규모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에
더하여 국경상인 및 시장 상인과 맺고 있는 국경교역망을 축소하고자
했다. 국경상인들 간의 유대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이 국경교역
장에서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누 씨에게 마을 항구를 통한
국경으로 맺어진 국경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역 관계가 쉽게 맺어지고 끊어지는 상황에서 국경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누
씨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추려내고 그 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지불했던 비용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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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경교역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누 씨의 국경교역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관계는 국경상인뿐
아니라, 국경교역 상품을 조달하는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국경교역 장에서 사회적 관계의 다발성이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게
되었다. 누 씨는 이 중에서 유지가능하고 교역에 도움이 되는 관계만을
선별해야

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

씨가

마을

항구를

통해

국경교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왔던 조건을 고수하는 전략 하에
이루어졌다. 누 씨는 불필요한 시장 상인과의 관계와 불안정한 교역
상인과의 관계를 제거하면서 국경교역 장에서 국경정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오 씨, 픙 씨, 그리고 누 씨는 장기간에 걸친 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국경교역 장에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교역 상인과의
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이것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장
내에서의 활동의 이득을 살펴야 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들의
사업은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며 지역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도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와 불필요한 관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며 국경교역
장의 역동에 대응하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상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과 그 종류, 그리고 기존의 교역
관계망의 성격과 국경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원에 의해 선택되었다.
국경교역 장이 지역시장으로 포섭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자원은
과거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대규모 교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역시장의

질서와

국경

정책은

소규모

국경교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한 이들의
미시적인 전략은 장 내 변화의 역동 속에서 소규모 교역상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2)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경로
국경교역에

참여해

왔던

상인들이

경쟁

상황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국경교역의 경쟁에
247

새롭게

뛰어드는

상인들은

국경교역망을

생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시장 육성 활동을
통해 국경정체성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국경교역망을 만들어 나가거나, 국경의 물리적 변화를 활용하여 교역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
(1) 중국 시장을 연결하는 상공회 활동
아세안의 경제협력으로 중요시된 것은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
성장이다. 신문기사와 총리의 대국민담화 등에서 흘러나오는 언론
정보는 태국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중국을 태국 상인이 진출해야
하는 유망한 시장으로 조명하였다. 2015년 5월 20일 포스트투데이의
기사는 “치앙라이, 중국을 점령하는 태국 SME의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시장에서 질 좋은 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국내에서 태국 상품을 구매하려는 인구가 많다고 강조한다. 이 기사는
중국으로 통하는 육로 관문인 치앙라이를 태국 상품 교역에 적격한
지역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아세안의 지역경제협력은 아세안 내부의
단일 시장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아세안을 단위로 하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비중을 둔다.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논하면서도 인접한 아세안
국가보다 중국 시장을 더 전도유망한 시장으로 조망하며 중국과의 교역
사업의 진작을 요구하는 것이 태국 정부의 주된 입장이었다.
치앙라이에서도 중국과 교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규모가 크고, 태국과 가까운 쿤밍에서 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이 치앙라이 상인이 중국과의 교역 사업에 매력을
느끼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가족 사업을
돕는 젊은 상인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치앙라이상공회 산하의 ‘젊은 세대 사업가 모임(Young Enterpreneur of
Chamber of Commerce, 이하 YEC)’ 회원들은 중국과 교역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치앙라이상공회는 치앙샌, 매사이, 치앙콩 세 마을의 분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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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C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

YEC는

태국의

모든

지역상공회의소에 있는 산하 조직으로, 35세 이하의 젊은 상인이
가입할 수 있다. 치앙라이 YEC의 회원은 주로 치앙라이상공회에
가입한 치앙라이 상인과 사업가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젊은이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의 사업을 걸고 모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회 활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이

치앙라이상공회에서

자녀

활발하게

세대에도

활동하는

상인의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들의

YEC

참여율이 높았다. 상공회 회원들이 자녀에게 상공회 활동에 참여해서
현재 치앙라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배우고 공부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YEC의 회장 스아 씨는 중국과의 교역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부모님의 사업을 통해 이미 미얀마와 라오스
상인과의 교역을 경험하였다. 그는 새로운 교역 사업처로 중국 시장이
유망하다고 생각했고,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쿤밍 박람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 공부해 나갔다. 치앙라이에서 기념품
가게를 열어 운영하고 있는 스아 씨는 박람회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의
태국인 유학생의 도움으로 중국에 태국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태국 과자, 말린 과일, 라탄 가방,
화장품 등을 팔고 있다. 스아 씨는 태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중국에서
창고와 재고 관리, 물품 배송 업무를 맡게 했다. 여러 번의 중국
박람회를 경험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스아
씨는 관심 있는 다른 YEC 회원에게도 중국 박람회에 같이 갈 것을
권했다.
중국 박람회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구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 시장이 태국 상품의 주 수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 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재했다.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태국

상품이

무엇인지, 중국 시장에 상품을 유통시키는 방법이나 세관 절차, 상품
판매와 보관과 같은 교역 전반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중국과 교역을
시행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중국 박람회는 중국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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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진 YEC 회원이 국경교역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연습하는 장이었다.
2015년 9월 10여 명의 YEC 회원이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태국
상품 박람회에 참여했다. 쿤밍의 한 쇼핑몰의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태국 상품 박람회에는 총 100여 개의 부스가 열렸고 그 중 5개의
부스가 치앙라이 출신의 상인이 마련한 상품으로 채워졌다. 치앙라이
YEC 회장인 스아 씨의 주도 하에 YEC 회원이거나 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에 참가했다.
출발하기 전, 박람회 참가자들은 상품을 육로로 쿤밍으로 배송했다.
치앙라이에 소재한 운송 회사는 쿤밍까지의 운임이 배차가 넓고 운송이
오래 걸려, 참가자들은 치앙마이에 있는 운송 회사를 선정해 상품
배송을 맡겨 상품을 쿤밍으로 보냈다. 그리고 참가자 본인들은 행사
전날 방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쿤밍에 도착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는 박람회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문구와 함께 이들을 위한
출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별다른 출입국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 일행은 쿤밍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을 따라 행사장 근처의
호텔로 이동하였고, 도착하자마자 행사장으로 가서 육로로 쿤밍에
배송된 상품을 받고 판매를 준비했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장에는 상품
부스와 작은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태국
공연을 하고 태국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장터도 열렸다.
행사장에는 중국으로 유학이나 교환학생으로 온 태국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여 통역을 맡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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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3-1】 쿤밍의 태국 상품 박람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열린 쿤밍
박람회의 성과를 판매 면에서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실패라고 할 수
있었다. 참가자 중에서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고 온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그렇지만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회원들은
중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적인 방법을 학습하고
중국 소비자에 대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으며 생면부지의 시장에서 교역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행사 직전 중국 시장으로 상품을 포장해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치앙라이와 쿤밍의 육로 배송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치앙라이는 중국 시장과 가까웠지만 치앙라이에 유통되는 중국 상품은
여전히 방콕을 통해 분배되었고 치앙라이의 상품 역시 방콕을 경유해
선박으로 중국에 운송되고 있다. R3 도로와 우정의 다리의 완공으로
육로 운송의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육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못한 상인들은 육로 운송 서비스가 얼마나 정비되어 있는지,
치앙라이에서 쿤밍까지 육로 배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비용과 소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쿤밍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치앙라이와 쿤밍의 육로 운송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적절한 비용과 운송 시간을 가늠하고 학습하는 것이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YEC 회원에게 쿤밍 박람회는 중국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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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회원들은 준비해 온 상품을
중국인이 시식하고 구매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 무엇이고 선호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갔다. 태국인
유학생들은 각 부스에서 중국인 소비자의 논평을 통역해줘 참가자가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시간을 내 행사장 외의 시장이나 쿤밍 시내를 돌아보았다. 쿤밍에 자주
오는 스아 씨는 태국인 유학생의 도움을 구해 처음 쿤밍에 온 친구들을
쿤밍 최대의 의류 도매시장과 번화가로 안내했고 관광과도 같은 일정은
시장 조사의 일환이 되어 버렸다.
쿤밍에서 열린 박람회를 통해 중국인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중국
시장 진출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된 회원도 있었다. 태국
과자를 판매하러 온 뚜 씨는 중국으로 태국 상품을 수출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치앙라이에서 이름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
사업을 돕고 있는 뚜 씨는 태국 상품을 수출하는 중개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이미 지난 5월에 열린 쿤밍 박람회에 참석하여 중국 시장을
관찰한 경험이 있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태국 상품 수요가
많다고 해서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난 5월 쿤밍 박람회를
알게 되었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YEC 회원 일행과 함께 쿤밍에
왔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박람회 관람만 하면서 여행을 겸해서 중국을
접했지만, 이번 행사에는 관심을 공유하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직접
판매자로 참석하였다. 식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뚜 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사가는 과자, 캔디 류를 생산회사로부터 주문해서
박람회에 가져왔다. 뚜 씨는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제품이 중국에서 팔릴 만한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태국 간식을 수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중국인 사업가가 뚜 씨에게 상품 중개를 이유로 연락을 해 왔다는
것이다.
【사례 V-3-2】 박람회를 통해 중국 수출 사업의 기회를 얻은 뚜
씨 (2015. 11. 5.)
지난 번 쿤밍 행사 이후에 연락이 온 중국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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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매한 제품말고 다른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서, 내가 태국에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해
주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쿤밍에 다른 중개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태국 상품이 인기가 많거든요.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정하는 것과 그 상품을 파는 중개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죠. 연락
온 중국인과 어떤 다른 상품을 수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품
배송은 어떻게 할 건지, 돈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단계에 있죠.
뚜 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YEC의 활동은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젊은 상인에게 시장을 탐색하고 교역 파트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태국과 중국 정부가 후원하고 지역 상공회의소가 참가한 공식적인
박람회는 태국 정부가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법, 태국 생산 회사에 상품을 주문하는 법, 상품을 중국
시장으로 운송하는 방법 등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되었다.
또한 박람회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만난 중국인 사업 파트너와 교역을
성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중국인이 원하는 상품 판매를
위한 공식적인 중개자가 되기 위한 작업, 상품 구매 대금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터득하는 과정이었다. 국경상인의 교역 관계, 상품의 구매와
운송방법에

대한

지식이

가족을

통해

전수되던

것과

달리,

상공회의소와 정부가 주도하는 박람회나 교역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국경교역을 시작하고 교역 관계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과
전수의 장이 된 것이다.
치앙라이상공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경사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스아 씨처럼 중국 시장을 먼저 경험한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아 씨는 관광을 겸해서
253

회원들에게 중국 시장을 소개해 주었을뿐 아니라, 창고와 재고를
관리하는 법을 설명해주고, 중국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태국인을 다른
회원에게 소개해 주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원들에게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알려주었다.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지역

차원의

국경교역에서 상공회의 인맥은 확대된 지역시장에서 필요한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었다.
국경교역을

지역화하는

기획은

로컬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국경교역의 질서를 ‘공식적이고 투명한 체계’ 속으로 포섭해 나가고자
한다. 국경교역의 질서는 공식적인 협력의 틀 안에서 ‘적법한’ 방식을
추구하는 활동과 상공회 소속 상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이나 관세 절차 없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국경의 방식이 아닌,
육로 교역을 통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정부가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을 후원한다. 정부와 상공회의 합작인 공식적인 박람회는
교역 관계망이 부재한 상인들도 국경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박람회를 통한
지역 시장에 대한 교육과 사업 기술 습득은 아세안지역협력의 질서가
침투한 국경교역 장에서 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국가가 정책을 통해 국경에 개입한 것은 다중의 국경이 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국경교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인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YEC
회원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자본과 치앙라이상공회
회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경교역 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

시장

형성

과정에서

국경교역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 YEC의 젊은 사업가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에 의한 실천이 아니라, 부모의 사업 기반으로
형성된 경제적 자본과 국경교역 장에서 새롭게 영향력을 갖게 된
사회적 자본이 국경교역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도로가 매개하는 교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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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의 장에서 국경마을과 국경정체성의 특혜가 축소되는 과정은
치앙라이 내에서도 국경교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인들을 유인하는
동기가 되었다. 국경교역 상인과 거래해 온 관계가 없거나,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해

주는

상공회의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시장은 국경을 연결하는 인프라스트럭쳐를 통해
열렸다.
링의 가족은 므앙 치앙라이에서 알루미늄 및 철강 자재를 파는
일을 한다. 전직 교사였던 링의 어머니가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여 링의
세 자매 모두 이 일을 돕고 있었다. 링 어머니의 가게에는 치앙라이
각지에서 오거나 가까운 파야오 도에서 오는 고객이 주를 이룬다.
그러던 2~3년 전부터 라오스 상인이 국경에서 태국 차를 대절해
방문하여

도매로

물건을

주문해서

사가는

일이

늘어났다.

링의

어머니는 라오스와 미얀마를 상대로 하는 시장이 점차 커진다고
파악하고 둘째 딸에게 미얀마 국경지역인 매사이에 가게를 내주었다.
둘째 딸은 주로 매사이 국경을 넘어 오는 미얀마 상인과 치앙샌 국경을
통해 매사이 시장을 찾는 라오스 상인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한다.
2014년 연말에는 막내 딸인 링에게 치앙콩에도 가게를 낼 것을
권유하였고, 링과 링의 약혼자가 치앙콩에 창고와 가게를 겸하는
건물을 짓고 라오스 시장을 담당하도록 했다.
2015년 8월 링 씨는 가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치앙콩에
창고와 가게를 열며 국경교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링 씨의 상점은
외견상으로도 치앙콩 시내의 상점보다 규모가 컸지만, 교역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는

치앙콩

상인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졌다. 링 씨는 므앙 치앙라이의 어머니 가게에 오는 라오스 보깨오
상인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게를 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고객망이라는 사회적 자본 역시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국경도시의
네트워크와는

상인이

지속적이고

비교하기

어려운

장기적으로
미약한

유지해왔던

것이었다.

또한,

단골고객
링

씨는

국경도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과 라오스
상인과 거래하는 방식을 새로이 터득해야 했다. 링 씨는 라오스 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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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알아듣기

어려워했고,

라오스

상인이

주문하는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작업에 혼선을 빗기도 했다. 북부 태국어와 유사하다는
라오스 언어임에도 치앙라이 출신인 링 씨 역시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았고, 더욱이 방콕 출신인 링 씨의 약혼자는 북부 태국어를 할 수
없어 중부 태국어로 어렵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해 나가야 했다.
링

씨와

그의

약혼자

멍

씨에게

국경도시의

시장은

같은

치앙라이의 시장임에도 매우 다른 시장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경제적인
자본은 국경지역에 새로운 상점을 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들에게 국경교역에서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방식, 국경 절차와 같이
국경에서 통용되는 지식 및 문화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치앙콩 주민이 국경공동체에서 축적해 온 사회적 자본은 외지인인 링
씨와 멍 씨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링과 멍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앙콩에서의 사업에 잘 적응해 나갔다. 링과 멍 씨는 치앙콩에도
이미 자신들과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경쟁 상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국경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했다
【사례 V-3-3】 라오스 훼이사이 시장 조사 (2015. 10. 5.)
링 씨의 약혼자인 멍 씨가 오늘 훼이사이에 갈 예정이라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겠냐고 연락을 해 왔다. 오후가 되어 상점이
한산해지자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 훼이사이의 가게와 시장을 둘러보러
출발했다.
메콩강을 따라 훼이사이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는 많은 중국인
회사가 중국어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상점이 많은 훼이사이 항구
쪽으로 들어가서 길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멍 씨는 오전에 물건을
주문한 고객의 가게를 먼저 찾았다. 상점 직원에게 물건을 전해 주고
선물로 가져간 과자를 전달해 주었다. 다음으로 다른 고객의 가게를
찾아 갔다. 그들에게도 과자를 전달해 주면서 오늘은 친구인 나를
구경시켜 주러 왔다고 말하는 등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는 이 근처에
또 다른 스테인레스 가게가 있는지를 묻고 근처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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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를

돌아다니며

스테인레스

가게로

보이는

작은

가게를

발견하였지만 주인이 없어 허탕을 치고, 마을 주변 시장 근처를 한
바퀴 돌았다. 스테인레스 가게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 가게를 찾아보기로 하고 R3A 도로로 향했다. 훼이사이 시내
외에는 보깨오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멍 씨는 무작정 R3A
도로를 따라 운전하며 북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마을이 나오기도 하고
간간이 상점도 눈에 들어왔다. 가다가 길가에서 작은 가게이지만
스테인레스 작업을 하는 가게를 발견해서 차를 세웠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없어 내부를 살펴보니 이미 멍 씨네 가게를 한번 찾아간 고객의
가게였다.
다시 R3A 도로를 따라 가게와 시장이 보이는 곳을 찾아 이동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기껏해야 식료품 가게, 자동차 부품이나 건설 자재
가게가 좀 눈에 보일 뿐이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곳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딱히 스테인레스 상점은 보이지 않았다. 태국 통신사 신호가
계속 잡혔지만 어느 정도 지점을 벗어나니 구글 지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가 R3A의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멍 씨는 주민증으로 임시이동증을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보깨오 도
경계를 넘을 수 없었다. 다시 국경 쪽으로 되돌아갈 것을 고민하는
와중에 좀 큰 마을이 나타났고 그 곳에서 한 가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만 찍어서 돌아왔다. 멍
씨는 돌아가서 이곳에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가게를 끝으로 U턴을 해서 R3A를 따라 국경 쪽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도중 길가에 화려하게 새 집을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집 대문이나 창문 등에 스테인레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멍 씨는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집 안에
들어갔다. 멍 씨는 집주인에게 스테인레스 작업을 하는 기술자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치앙라이에 있던 가게인데 새로 치앙콩에 문을
열어서 홍보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링의 약혼자 멍 씨의 훼이사이, 보깨오 여행은 말 그대로 발품을
팔아 시장을 찾는 현장이었다. 고객에게 전달할 선물을 준비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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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라오스 국경을 넘어가 가게를 찾고 전화번호를 얻고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 날 직접 만난 상점 주인은 없었지만,
새로 발견한 두 곳의 가게와 스테인레스 기술자의 전화번호를 얻어온
것으로 멍 씨와 링 씨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가게를 소개했고, 전화 통화한 라오스 상인들이
직접 치앙콩의 링 씨 가게를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다. 이 현장은 국가가 국경교역의 자유화를 운운하며 홍보할
때 주로 등장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트럭이 줄을 지어 국경을 이동하는
장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두세 곳의 새로운 가게를 찾고, 전화를 걸어
가게를 홍보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시장을 찾아 나선 보깨오
여정은

국경지역에서

국경개발은

교역이

확장되는

아세안경제협력이라는

거대한

현실적인
변화의

모습이었다.

청사진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소한 방법이 국경지역의 교역 연결망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건설된 도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들의
국경사업에 도움이 되었다. 도로 건설의 주목적은 장거리 교역의
속도를 높이고 대량 교역이 수상 수단을 거치지 않고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치앙라이의 국경상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은
도로가 건설되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링의 사업만해도
국경절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경교역의 교환거리나 규모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에 국경마을에서 소규모로 상품을 거래해 왔던 방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링의 고객 대부분이 훼이사이의 상점을 운영하는
라오스

소상인이었고

방식이었다.

즉,

소량의

치앙라이

상품을

지역

왓루앙

내부에서

항으로

상인들의

교역

송출하는
관계를

확장하고 재편성하는 방법은 기존의 교역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경제협력의

기획의

결과가

그것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대량교역이나 기업화의 방식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새롭게 생긴 다리와 도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링 씨와
멍 씨가 시장을 조사하고 고객망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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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국경은 더 많은 상품을 빠르게 이동시키겠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미지의

시장을

외지인에게

열어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교역을

확장시켰다. R3A 도로가 일종의 이정표가 되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고객을 찾아나서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애초에
도로와 우정의 다리를 신설할 당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도가 있었을 리 없지만, 국경정책은 그것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로컬교역에 영향을 미쳤다.
도로의 예기치 않은 활용은 링 씨와 같이 국경교역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미비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했다. 링 씨는 라오스에 친분이 있는 국경상인을 알고
있지 못했고, 라오스 상인을 소개받을 수 있는 상공회의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의 장거리 교역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따라 라오스 시장을 탐방하고 상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 두 종류의 사회적 자본이 모두 부족했던 링 씨에게
우정의 다리와 도로는 국경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게 해 주는
매개가 되었다.
이처럼 국경교역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동하는
과정은 국경교역 장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났다. 중국과의 교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경제 정책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민간 사업가 단체의 활동에 반영되었다. 치앙라이상공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경교역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는 젊은 상인들이 중국의
낯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주었다. 또한, 국경을
자유롭게 하는 인프라스트럭쳐는 국경교역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데 일조했다. 국경교역의 장에서
교역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는 아세안지역경제협력을 계기로 변화하는
장의 질서와 환경에 맞게 자신이 가진 다른 여러 종류의 자본을
활용하는 상인들의 전략에 의해서 확장될 수 있었다.

4. 국경교역 장의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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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정책이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국경교역의 가능성의 장에서
상인집단이 선택하는 전략은 상이하다. 태국산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경의 절차를 개선하고 상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국경교역 장에서의 활동이 모든 치앙라이 상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다. 치앙라이 상인 중에서 국경교역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교역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국경교역 장의 변화로
찾아오는 기회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이들에게 국경교역은 정말로
경제적 기회인가?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의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라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국경교역 관계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시장 질서에 맞는 국경교역 사업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없었다. 역내 국경교역을 통한 이점을 누리려면
새로운 시장의 기준과 규율에 걸맞는 상품, 상인, 사업체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국경교역 사업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규율적 성격을 띤다.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다른
요건이 존재한다.
치앙라이

상공회의

전

회장인

파타나

씨는

2015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단체로부터 지역 상인이 국경정책의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에 대한 특강을 요청받아 강연을 다니고 있었다. 그가
연구자에게 들려준 자신의 강의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사례 V-4-1】 로컬 상품의 브랜드화 (2015. 11. 2.)
(치앙라이에서 생산된 커피, 차, 남프릭,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상품을 보여주며) 이 중 어떤 것을 수출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과일을 건조 가공해서 판매한다면, 과일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부터 세금 없이 수입할 수도 있고 수출을 할 때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상품 재료의 출처가 어디이고
가공의 장소가 어디인지 세관에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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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

해요.

이 커피는

수출할

수 없어요.

이미 수입이

된

인도네시아 과자를 봐요. 이렇게 브랜드도 있고 인증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사진

V-4-1】

브랜드

인증을

받은

상품(왼쪽)과

로컬

브랜드

로고만을 사용하는 커피(오른쪽)
파타나 씨가 지적한 바처럼 치앙라이의 로컬 상품 중에는 정식
브랜드로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 많다. 【사진 V-4-1】에서처럼 대부분
가내나 마을에서 제작하여 로컬에서 통용되는 ‘브랜드’와 ‘로고’를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상품이 아세안
지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상품의 원료 혹은 완제품의
생산지와 국가가 표기된 공인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로컬을 초월하는 상위의 스케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증이 필요한 것이다.
아세안이

추구하는

단일시장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의

산업

생산품에 대하여 관세를 절감해주어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을 목표 시장으로 하는 제품을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하도록 하고, 산업과 물류 시설 등을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달리 말하면, 아세안의 역내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세안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증과 역내에서 통용되는 브랜드 등 아세안의 규칙에 따라 상품과
사업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로컬 브랜드와 상품은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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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인증될 수 있도록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통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국 북부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치앙라이 상인에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북부

지역의

특산품인

향신료가

들어간

소시지(사이우아)를 외할머니 대부터 대를 이어 생산하는 비슈 가족은
어머니와 딸 둘이 가업을 이어 치앙라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어머니 이름을 로고로 디자인 해 만든 스티커는 비슈 가족의 상품을
표시하는 ‘브랜드’였고, 치앙라이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이 브랜드
소시지는 꽤 명성이 높았다.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에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기도 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다른 상인이 태국산 제품을 중개하는 데 그치는데 반해, 비슈 씨
가족의 사업은 태국 북부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그것이 지역 시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국경교역에 진입할 경우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했다. 치앙콩에서 국경사업을 하는 친구의
남편이 비슈네 가족의 소시지를 중국의 시솽반나(Sipsongpanna)에
가져가 판 적이 있었는데 판매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슈 씨도
소시지가 지역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동안 쌓아온 명성 덕분에 비슈 씨의 가족에게는 사업을 확장할 만한
경제적인 자본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슈 씨 본인은 국경교역
경험이 전무했고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인과의 관계가
부족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시지를 국가가 제안한 국경교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 생산, 포장, 판매 등 가족 사업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했다. 로컬 상품으로서 비슈 씨의 상품
수출이 아세안의 국경자유화 혜택을 완전하게 누리려면, 비슈 씨의
소시지가 치앙라이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증명하고 세제 감면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시지의 재료, 식품 가공의
위생, 사업의 안정성을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구자는 딸
비슈에게 왜 소시지 브랜드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는지 물었다. 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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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지역상품인증(OTOP)

33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포기하게 된 이유를 들려주었다.

【사례 V-4-2】 인증 절차에 대한 비슈 씨의 입장
OTOP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식약청 검사, 위생 검사도 받아야 하고 준비할 것이 많았죠.
소시지는 엄마가 제부랑 같이 만들어서 포장하고 나랑 내 동생이
엄마랑 같이 시장에 나와 파는 거에요. 만약에 OTOP을 신청하려면
승인이 날 때까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가족 모두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청이 나는 기간 동안 소시지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기라도 하면 외할머니 대부터
해 온 이미지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걱정되고요.
비슈 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슈 가족이 소시지를 정식으로
식약청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인증 받지 않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첫째,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사업이 가족 사업이라는 특징상
인증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가족
성원이 생산과 판매를 전담하는 구조에서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둘째,
인증 절차의 불확실성이다.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동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특성 상 인증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 생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만일이라도 등록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명예가 실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온 로컬 브랜드일지라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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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ambon One Product의 약자이다. OTOP 제도는 탁신 정부가 마을 공동체의
특산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하나의 땀본(subdistrict)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선정하여 생산을 돕고 태국 전역으로 상품 판매를 장려한다. OTOP 인증
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생산에 투입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OTOP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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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브랜드의 유명세와는 관계가 없는 과정이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도 기존에 쌓아 온 브랜드의 명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슈 가족의 선택을 결정한 것은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기반하였다.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추상적인’ ‘미래의 가치’일 뿐 아니라,
모든 절차가 무사히 통과할 때에 가능한 ‘조건부 이익’ 이었다. 반면에
‘현재’ 그들의 실천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실재하는 이익이다. 맛과 품질로 인정받은 현재에
효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고, 이 명성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호텔, 식당을 비롯해 믿고 찾아주는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측되는, 혹은 미지의 고객을 기대하며 이 모든 현재의
이점을 포기하고 탈피하라는 것은 감수하기 힘든 위험이자 섣불리
뛰어들기 힘든 모험이었다.
지역경제협력은 국경시장에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태국산 상품을 지역 시장으로 원활히
유통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역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태국산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상인 일부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국경 정책이 불완전하게
시행되고, 정책이 공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을 가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그 결과가 국경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자신이 속해 있는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은 상인이 지역 시장에서 적합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상품을 생산하고 사업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들은 국경교역 장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거나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맞추기보다 장
외부에서 유지하던 기존의 사업 방식과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치앙라이가 지역 시장에서 중요한 관문이 되었고 치앙라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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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태국 상품의 생산과 교역 방식은 지역적 차원의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가 지역적, 전지구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상인들이 국경사업에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본, 사업이
운영되어 왔던 역사와 교역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각자의 기회는 상인들 개개인의 세계에 존재하는 가능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슈 씨처럼 로컬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던 명성과
판로의 안정성이 보장된 상인에게 새로운 인증제도를 통해 브랜드를
인정받고 판로를 찾아야 하는 지역 시장은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지역 시장은 넓고 기회가 많다고 이야기되지만, 비슈 씨와
같이 국경교역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도 자본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지역 시장의 활성화가 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치앙라이와
것이라는

같은
기대는

국경지역의
지역

상인에게

시장에

새로운

적응할

수

시장으로

있는

조건을

부상할
가진

상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상인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발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의 생산, 유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를 예견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되기보다, ‘열린’ 지역 시장의
존재가 이들의 세계와 조건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장 질서의 조정과 교역상인의 선택
국경교역 장이 더욱 확장되고 치앙라이 시장이 점차 지역 시장으로
편입되어 가는 가운데 상인의 삶에도 변화가 닥쳐온다. 국경절차를
개선하는

정책이

어떻게

장

질서를

변화시켰고

개인의

전략을

조건지웠는가는 상인들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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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아세안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와

그

정책적인

내용은

국경교역 장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세안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정책은 실제로 국경을 자유화하는 측면이 있고, 더 많은 상인에게
국경교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경교역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인들도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교역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경교역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회는

아세안지역시장의 자유화를 꿈꾸는 정책이 국경교역 장의 질서와
구조를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경교역 장은 국경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질서였지만 국경정책이
국경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서 경제적 자본이나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경교역에서

통용되었던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질서로 재편되었다.
국경상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국경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제 이러한 관계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자본과
물질적 매개를 통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다. 치앙라이와 관련된 국경의
개발과 국경교역을 진작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커졌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상공회의소의 활동을
통해 교역을 위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국경교역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지라도,

새롭게

생긴

국경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할 수 있는 상인들은 교역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국경교역 장에서 필요한 사회적 관계는 고정불변하기보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가하거나, 이동수단의 편리성이 강화되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한다.

국경의

인프라스트럭쳐, 국경 접근성과 지역 시장에 대한 정보, 국경교역을
지원하는 국가 및 민간 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 등은 변화하는 국경교역
장에서 국경상인이 교역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국경교역 장 내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자원과 전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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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 장 내의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제각각의 내깃돈과
성향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자유로운 국경과 함께 출현한 지역 시장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제한된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은 정책 실행과
국경자유화와 함께 나타나는 부차적인 것들이 각기 다른 행위자들의
조건과 결합하여 다른 방식의 전략과 적응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부르디외(부르디외 2002: 26)는 “모든 장은 세력의 장이며 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국경시장에서

변화시키기

상인들이

취하는

위한

투쟁의

다른

전략은

장”이라고
각기

다른

말한다.
국경을

지속시키려는 경합을 내포한다. 특정 집단에게 지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은 다른 집단의 오래된 교역관계망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값싸게

물건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을

취급하면서

상인들의 이탈을 막고자 노력한다. 국경교역 장은 자본의 구조가
고정되거나 행위자들의 위치가 고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교역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투쟁과 경합의 역동적인 장이다.
장의 역동 속에서 어떠한 교역방식은 더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그것은 특정 집단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국경이 새롭게 열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경교역의 가능성과 기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국경을 실천해 온
집단들 중 누군가에게는 그 가능성이 선택항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지역 시장에 유리한 자원은 국경지역에 소속된 이들이
누렸던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의미화

되고,

다른

집단에게

다르게

작동(Rumford 2012: 894)”하는 다중적인 국경 간의 차이는 국경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경교역에 대한 전략의 차이에도 투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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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국경은 누군가에게 장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문일 수도
있다(Rumford 2008: 2)
국경은 어떤 흐름을 막고, 동시에 다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의 산물이자 시공간적인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국경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는 것도, 지역경제협력시대의 국경이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동의
자유에 적격한 자본, 합법적 이주자, 전문직 노동자, 정상적인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친 상품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국경없는 세계를
구현한다. 반면에 저임금 노동자, 불법적인 상품, 테러 소행을 의심받는
국적의 시민에게는 국경 검문은 더욱 엄격해진다. 국경의 자유를
꿈꾸는

지역화와

전지구화의

시대에

국경의

규제와

감시는

비대칭적으로 강화된다. 국경이 지역화를 위해 ‘열린’ 존재로 표상될
때에도, 국경은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정도의 통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열려 있다.
다중적인 국경을 주목하는 본 연구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출현하는 다른 국경들을 존재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세안경제협력이
추진하는 국경의 관리 체제는 관습적이고 다양한 질서로 존재하던
비공식적인 국경이 국가와 지역 체제 중심의 공식적인 국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국경은 하나의 실재로 존재하거나 하나의
실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과 연결의
산물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국경의 다중성을 다룬 이 연구는 행위
주체가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다중적인 ‘국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중첩되는 사실을 통해서, 지역경제협력이라는 거시적인 경제체제가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상인들의

삶에

어떠한

다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제시할 수 있었다. 상인 개개인이 자신의 국경의 조건에
따라 주어진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나아가는 모습은 지역 차원에서 국경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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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식은 절대적인 선이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경이 어떠한 요인들의 결합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의 국경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규명하는 것은 국경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실천을
단순히 국가 혹은 지배적인 국경 통제를 초월하는 다양한 국경의
모습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본질적으로 가진 법적, 장소적
차이와 국경 실천에 내재한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국경지역과 국경교역 장에 나타나는 사회적 분화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2장은 아세안지역경제협력은 아세안과 그 주변
국가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경, 열린 국경을 목표하는
시대적 조류를 만들어냈음을 분석했다. 근대 국민국가 태국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국 치앙라이의 국경은 단절과 열림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태국 치앙라이 지역은 태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발돋움하는 시기에 국경지역으로 출현한다. 이후 서구 식민세력과
상호작용하며 국민국가의 형태를 갖춘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영토적
경계는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념의 차이 때문에 단절된 국경으로
공식화되었다.

단절된

국경은

역설적이게도

불법적인

국경교역과

이동을 활성화시켰고 치앙라이의 국경지역을 전세계적인 마약밀매의
핵심시장으로 만들었다. 미얀마와 라오스의 정치 안정과 세계경제를
향한 개방의 움직임은 아세안 지역을 단일 시장과 생산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경제협력 계획과 함께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아세안과 아세안을 경제적 무대로
삼고자 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중국 서남부 지역을 통합하는 경제협력과 개발이 가속화된다.
경제통합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국경 자유화는 태국의 낙후한 국경지역을 개발하고 경제적
중심지로 만드는 기획으로 구체화되고, 국경은 자유롭고 열린 국경으로
재현된다. 자유롭고 열린 국경이 아세안지역협력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이자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국경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경제
발전의 기회가 집중된 지역으로 부상한다.
3장은 국경지역에 집중된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이 지역경제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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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인식시키는 매개이자 국경도시와 다른 장소들을 연결하며
국경도시 체제를 강화시키는 과정임을 분석했다. 국경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장소이자

경제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재조명되면서,

지역경제협력의 개발 계획은 국경지역에 대한 개발로 집중되었다. 태국
정부의 국경개발과 개발협력기관의 원조에 힘입어 국경이동과 교역을
자유롭게 할 기반시설 건설이 치앙라이에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경제협력으로 묶는 메콩유역 개발 계획 하에
치앙라이에 도로 확장과 메콩강을 잇는 다리 건설, 메콩강 교역항구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인프라스트럭쳐의 개발은 지역의 시장을 연결하고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시설이기도 했지만, 치앙라이가 지역 경제에
연결되는 확장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치앙라이의
일상적인 국경교역 활동은 국경마을과 므앙의 시장을 연결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심 도시와 국경교역 도시를 연결하고 이를 하나의 지역
시장으로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일상의 교역활동과 상인의
이동경로, 상공회 집단이 주도하는 경제 교류 활동, 태국 북부 도시와
국경을 가깝게 만드는 도로의 건설은 치앙라이가 국경과 인근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도시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장소와 연결된
국경지역은 외부 지역과의 상호연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공간적으로나

도시

기능적으로도

탈중심화되어

발전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동과 연결에 의해 정의되는 국경도시가 어느 장소와
연결되는가에 따라 장소적 속성이 변화하고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4장은 다중적인 국경의 구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중적인 국경의
모습이 각기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국경포인트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중적인 국경들의 존재와
갈등의

양상을

포착하였다.

국경을

개발하면서

치앙라이에는

국경포인트가 신설되었고, 국경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국경정책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국경정책의 도입은 기존의 국경 관습과 국경이동의
다중적인 양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국경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법적 지위, 이동하는 상품의 양과 종류, 국경포인트의 법적
지위와 적용되는 규칙, 국경을 이동하는 교통수단, 국경 이동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국경으로 존재하였다. 치앙라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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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라오스 국경의 사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 국경포인트에서
각기

다른

법적

제재가

작동하고,

다른

규칙과

장소를

가진

국경포인트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국경교역을 위해서 다른 방식의 교역과 국경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롭게 생긴 국경포인트인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역내 시장 통합의 상징으로 등장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국경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요소가 더 많이 작동하고 국경상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국경임을 보여주었다. 우정의 다리 국경의 신설이 국경상인에게
더 자유로웠던 치앙콩 시내 항구에 대한 제재와 맞물려 나타나면서
국경의 증설이 다른 국경의 이동을 제약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경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경합과
조정을 통해 존재하는 국경의 다중적인 실체를 보여준다.
5장은 국경 자유화와 역내 시장 조성의 환경이 국경교역의 장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가진 상인에게 다른 기회와 선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통해 상인들의 다른 전략과 적응이 다중적인 국경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상인 개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의해 좌우된다. 확장된 역내 시장은 더 많은 행위자에게
국경교역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지역 시장으로
포섭되는 국경교역 장에 기존과는 다른 질서를 출현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국경이라는 장소와 국경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경교역의 이점을 누린 상인들에게는 기존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경험이었다. 반면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을 가진 상인에게 시장의 확대는 교역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국경교역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교역 관계를
생성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경제적인 투자나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자본을 교역 활동에 동원하였다. 또한, 국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고 국경교역이 지역 시장으로 포섭되는 과정은 교역 환경의
조건을 변화시켰고 상인들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국경교역 활동에 적응해 나갔다. 상인들이 지역 시장으로 편입되는
국경교역 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는 궁극적으로 다중적인 국경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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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국경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개입이나 규제가 사라진
자유로운 국경을 추구한다. 하지만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은 사실상 제도적 실천과 규제를 통해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규제와 배타적인 이동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여
국경 흐름의 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입이 사라진 국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경의
이동과 흐름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 국경을 어느 지역과 더
긴밀하게 연결시킬 것인가, 혹은 누구의 국경을 ‘열린’ 국경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경을 다중적으로 보는 것은 존재하는 국경의 사후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흐름을 통해서 다른 조건을 가진
국경들이 출현하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을 내포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혹은 무엇의 국경인지, 어떠한 이동인지,
어느 장소를 연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국경들이 국경의
지배적인 담론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현재 아세안 지역에 지배적인 국경으로 재현되는
‘자유로운 열린’ 국경이 존재하는 다중적인 국경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몰은 “지식이 대상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식을 구성한 “이 실천이
대상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주체에게

좋은

것인가”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중적인 것으로 현존하는 실재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Mol 2002: 165). 국경이
열렸다는 공표가 사실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국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와 지역협력체의 기획이 국경 정책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는 국경상인들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다중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국경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개선하고자 할 때, 아세안을 ‘열린 국경’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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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가 질문할 수 있다.
아세안의 국경이 열린 국경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국경 통과의 효율과
이동의 속도, 절차의 간소화, 관세 철폐 등이다. 국경 이동의 ‘장애’가
되는 모든 행위는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절차도 ‘불법적’인 사실이 된다. 아세안의 국경을 ‘열린’ 국경으로
기정사실화할 때, 아세안의 국가의 부패, 국경 절차의 복잡성, 국경
관리자의 뇌물 수수, 상인들의 탈법 행위는 지역 시장의 걸림돌이자
개선의 대상이 된다. 국경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의 목표는 이 모든 행위들이 국경의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국경의 이동의 방식을 문서화하고
제약하는 강압성을 띨 수밖에 없다.
또한, ‘열린’ 국경이 아세안경제공동체 시대의 진리가 될 때, 모든
정책은 국경을 ‘자유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으로 연결된다. 지역
시장에서의 성공은 자유로운 국경교역을 위해 달성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가 된다.
국가의 정책은 국경 개방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국가 전반의
경제를 진작하는 선한 정책이다. 그러나 국가가 초국가적인 관계를
위해 개선하려는 국경은 다중적인 국경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혹은 여러 국경 중의 일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을지라도
국가의 시선에서 포착할 수 없는 국경상인의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못했거나 도리어 국경상인을 감당할 수 없는 경쟁으로 몰아냈다.
국가가 제안하는 국경의 ‘자유’는 국경의 본질적인 속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국경이라는 미명 하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국경의 자유화와 지역 시장으로의 개방은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제시하는 발전 가능성과 시장 기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
찍는다. 국경의 절차가 자유로워졌다고 강조하는 것, 중국 시장과의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선전은 그 자체로 유리한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경상인에게 시혜와 같은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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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졌다. 지역경제 체제에 맞도록 교역의 형식을 변화시키라거나
상인에게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목표와 지향점이 이미 설정된 채로
개인의 존재에 접근한다. 국경에 대한 정책과 국경교역 환경의 변화는
교역상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다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역경제 체제에 맞는 주체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중적인 국경이 상인들이 지역 시장에 적응하는 다른
조건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상인은 지역경제협력의 국경없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적합한 ‘국제적 수준’의 상인으로 거듭날 필요에
놓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적, 물리적, 제도적 변화에서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재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이라는 시대적인 조류를
명분으로 치앙라이 국경상인에게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사업을
정비하라는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치앙라이의 국경교역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경 정책의 일면은 지역경제협력을 다루는 태국
정부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발전에 대한 강박이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로 표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태국은 아세안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제의 지역화에 따라 중국과 같은 아세안 외부
국가와 외국 투자 유치에 유리한 주변의 저발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더욱이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 성장의 둔화는
지역경제협력 속에서 태국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역
시장에 적합한 교역 사업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일률적인 태도와 규율은 지역 시장에 적합하지 못한 ‘전통적인’ 상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적자생존의 시장 경쟁만을 내세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의 상인
계층이 지역 경제에서 낙오되거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국가
차원에서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본 연구가 다중적인 국경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지역경제협력과
국경의 삶을 연관지어 분석한 것은 국가나 지역협력체의 시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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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주민의 시각에서 현재 아세안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세안경제협력은
국가 간의 교역량과 국경을 이동한 교역 상품의 가치로 통계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수치의 증가가 아세안의 저발전 국가와 국가의 저발전
지역인 국경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결론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일방적인 불이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열린’
국경이라는 추상적인 국경과 실재하는 국경들이 빚어내는 갈등은
필연적이며 같은 시대와 공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국경의

소규모

교역,

국경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작은

교역량은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 미미한 거래가
국경주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이다. 국경에 대한 물리적 개발과
정책적인 개선은 ‘국가의 시선’이 아닌, ‘국경의 시선에서’, 국경을
이동하고

다른

연결을

만들어내는

다중적인

국경들의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국경의 자유화 정책은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더욱 자유로운 국경을
만드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통일된 절차가 마련된 국경이
국경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경에 적용되는 다른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국경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다중적인
국경들을 관통하는 이동과 연결을 파악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 때에 지역 시장의 형성이 특정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나 상인 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불평등의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화되고 다중적으로 변화하는 국경의 다양한 집단
모두에게 자유로운 국경의 혜택과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경의 자유화에 따른 교역 증진과
지역 발전의 균등화는 특정한 하나의 국경이 아니라 다중적인 국경들이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자유화될 때에 획득가능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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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경제협력은 현재 진행형으로, 정책 실행이 완결되지 못
하거나 보류 상태에 놓인 것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논문에서
제시된 철도 건설 정책과 국경지역의 특별경제지역 개발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진행 과정 중에서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경의
다중적인 양상과 국경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이 변화하는
과정은 국경정책의 효과를 현재적인 시점에서 보여주었을 뿐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경규칙을 조율하면서 국경을 구성하는 더 많은
요인들을 생산해낼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프라스트럭쳐 개발 계획,
비자를 비롯한 국경 이동의 제도적 변화, 상품 운송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출현은 개별적인 요인으로서 국경을 구성하는 데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의 교역실천과 국경지역의
변화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치앙라이의 국경교역에
집중하면서 상품 중개자들의 연결망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치앙라이에서 태국 상품을 생산하여 지역 시장으로 수출하는
생산업자의 문제와 그들이 국경교역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으며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가의 대출과 인증
제도, 국산품 생산업자들이 지역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획되는

민간의

활동들,

이를

기반으로

생산업자와

중개

상인,

아세안의 시장들이 상호 연결되고 확장되는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세안

지역시장의

출현은

이념적으로나마

아세안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현하고 국가 간 구분과 경계를 초월하는 힘을 갖는다.
국경을 해체한다는 담론은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든 아니든 간에 국가
이외의 다른 사회적 경계를 강화하거나 재조직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종족으로 구성된 아세안 국가의 특징, 특히 근대 시기에 성립된
국경을 토대로 강제적으로 분리되었던 국경지역의 종족 집단의 역사를
주목하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세력화되고 새로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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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회를 얻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국경상인을

연구

대상으로

놓고

교역

네트워크를

분석하였기에

상인들의 종족적 요인이 국경의 다중성을 구성하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세안이 중국 시장과 연결되면서 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소수민족 간의 네트워크, 중국인과 태국 사회에 상대적으로 덜
동화된 화인 상인의 네트워크가 아세안이라는 새로운 지역 시장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족 네트워크가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시장이라는 시대적 맥락이 종족 네트워크의
어떠한 측면을 강화하는지, 시장의 달라진 제도적, 물리적 환경들이
기존의 종족 네트워크의 형태와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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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1. 교통회랑 노선
* + 표시는 국경
* ( ) 국가
* 출처: Ishida & Isono (2012)
R1: Bangkok – Bang Pakong – Bang Phla – Phanom SarakamKhao Hin Son – Kabin Buri – Sa Kaeo – Aranya Prathet(T) +
(C)Poipet – Sisophon – Battambang – Pursat – Kampong
Chhnang – Phnom Penh – Neak Leung – Svay Rieng – Bavet(C)
+ (V)Moc Bai – Go Dau – Ho Chi Minh City – Bien Hoa – Vung
Tau
Kaho Hin Son – Sa Kaeo
R2: Bangkok – Saraburi – Nakhon Ratchasima – Khong – Ban
Mai Chaiyaphot –Yasothon – Loeng Nok Tha – Mukdahan
Savannakhet (T) + (L) Dansavanh (L) + (V) Lao Bao – Dong Ha –
Danang
Nakhon Ratchasim – Ban Phai – Maha Sarakahm – Kanthara
Wichai – Kalasin – Somdet – Sakon Nakhon – Nakhon Phnom
(T) + (L) Thakek – Vieng Kham – Nam Phao (L) + (V) Cau Treo –
Tay Son – Hong Linh – Vinh – Hau Hoa – Hanoi
Thakek – Na Phao(L) + (V)Cha Lo – Badon
R3: Bangkok – Ayuttaya – Singburi – Nong Pun – Uthai Thani
–

Nakhon

Sawan

–

Tak

–

Lampang

–

Phayao(T)

-

Xiaomengyang(Ch) - Simao – Mohei – Yuangjiang – Yuxi –
Kunming
295

R3A: Phayao – Pa Daet – Thoeng – Chiang khong(T) +
(L)Houayxai – Luang Namtha – Na Teuy – Boten(L) +
Mohan(Ch) - Xiaomengyang
R3B: Phayao – Chiang Rai – Mae Sai(T) – (M)Tachilek –
Kengtung – Mengla(M) + (Ch)Daluo – Jingzhen – Menghai –
Jinghong – Xiaomengyang
R4: Kunming – Dali – Baoshan – Ruili(Ch) + (M)Muse – Lashio
R5: Kunming – Yiliang – Shilin – Mile – Kaiyuan – Mengzi –
Xinjie – Hekou(Ch) + (V) Lao Cai – Yen Binh – Doang Hung –
Viet Tri – Hanoi – Hai Phong
R6: Vientiane – Vieng Kham – Thakek – Savannakhet – Pakse
– Nongnokkhien(L) + (C)Trapeang Kreal – Stung Treng – Kratie
– Chlong – Kandaol Chrum – Kampong Cham – Skun –
Phnom Penh – Kampong Speu – Srae Ambel – Veal Rinh –
Sihanoukville
R7: Lashio – Hsipau – Loilem – Kengtung
R8: Jinghong – Xiaomengyang – Mohan(Ch) + (L)Boten – Na
Teuy – Oudom Say – Sin Sai – Sobhun(L) + (V)Tay Trang –
Dien Bien Phu – Tuan Giao – Son La – Hanoi
R9: Ubon Ratchathani – Chong Mek(T) + (L)Vang Tao – Pakse –
Nongnokkhien(L) + (C)Trapeang Kreal – Stung Treng – Ban Lung
– O Ya Dau(C) + (V)Le Thanh – Pleiku – Kon Tum – Thanh My
– Da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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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iku – Buon Ma Thuot – Ninh Hoa – Nha Trang
Appendix 2. 경제회랑 노선
EWEC
Danang – Hue – Dong Ha – Lao Bao(V) + (L)Dansavanh –
Savannakhet(L) + Mukdahan – Somdet – Kalasin – Yang Talat –
Khon Kaen – Phitsanulok – Tak –Mae Sot(T) + (M)Myawaddy –
Kawkareik – Kawpalut – Mawlamyaine
NSEC(Bangkok – Kunming)
Bangkok – Ayuttaya – Singburi – Nong Pun – Phitsanulok –
Uttaradit

–

Lampang

–

Phayao

–

Chiang

Rai(T)

-

(Ch)Xiaomengyang – Simao – Mohei – Yuangjiang – Yuki –
Kunming
Laos Route: Chiang Rai – Chiang Khong(T) + (L)Houyxay – Luang
Namtha – Na Teuy – Boten(L) + (Ch)Mohan – Xiaomengyang
Myanmar Route: Chiang Rai – Mae Sai(T) + (M)Tachilek –
Kengtung – Mengla(M) + (Ch)Daluo – Jingzhen – Menghai –
Jinghong – Xiaomengyang
NSEC(Kunming – Hai Phong)
Kunming – Yiliang – Shilin – Mile – Kaiyuan – Xinjie –
Hekou(Ch) + (V)Lao Cai – Yen Binh – Doang Hung – Viet Tri –
Noi Bai – Hai Phong
SEC(Central Sub-Corridor)
Bangkok – Bang Pakong – Bang Phla – Phanom Sarakham –
Khao Hin Son – Kabin Buri – Sa Kaeo – Aranya Prathet(T) +
(C)Poipet – Sisophon – Battambang – Pursat – Kam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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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hnang – Phnom Penh – Neak Leung – Svay Rieng – Bavet(C)
+ (V) Moc Bai – Go Dau- Ho Chi Minh City – Bien Hoa – Vung
Tau
Sisophon – Siem Reap – Kampong Thom – Kampong Chhnang
SEC(Southern Coastal Sub-Corridor)
Bangkok – Samut Prakan – Chon Buri – Sattahip – Chantaburi
– Trat – Hat Lek(T) + (C)Cham Yeam – Sra Ambel – Veal Rinh
– Kampot – Preak Chak(C) + (V)Ha Tien – Rach Gia – Vinh Roi
– Minh Luong – Camau – Nam Can
SEC(Northern Sub-Corridor)
Stung Treng – Ban Lung – O Yadav(C) + (V)Pleiku – Quy Nhon
Inter-Corridor-Ling
Pakse – Nongnokkhien(L) + (C)Trapeang Kreal – Stung Treng –
Kratie – Chlong – Kandaol Chrum – Kampong Cham – Skun –
Phnom Penh – Kampong Speu – Srae Ambel – Veal Rinh –
Sihanoukville
R2(N)
Thakek – Vieng Kahm – Nam Phao(L) + (V)Cau Treo – Tay Son
– Hong Linh – Vinh
R2(S)
Pakse – Paksong – Sekong – Daktaoknoy(L) + (V)Nam Giang –
Honh Linh – Vinh
R9
Stung Treng – Ban Lung – O Ya Dau(C) + (V)Le Thanh – Ple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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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y Nhon
Pleiku – Kon Tom – Pleikan – A Roong – Thanh My – Danang
Sekong – Attapeu – Phoukuea(L) + (V)Bo Y – Pleikan – Grong
– Dung Quat
Appendix 3. 개편된 교통경제회랑 노선
Northern Corridor
Fangchenggan – Quinzhou – Nanning – Baise – Kunming –
Chuxiong – Dali – Baoshan – Ruili(Ch) + (M)Muse – Lashio –
Mandalay – Shwebo – Zigon – Kaleiwa – Tamu
Eastern Corridor
Nanning – Pingxiang(Ch) + (V)Lang Son – Hanoi – Thanh Hoa
– Vinh – Dong Ha – Danang – Dung Quat – Quy Nhon –
Nha Trang – Ho Chi Ming City – Can Tho – Ca Mau
Kunming – Yilian – Shilin – Mile – Kaiyuan – Mengzi –
Xinjie – Hekou(Ch) - (V)Lao Cai – Yen Binh – Doang Hung –
Viet Tri – Hanoi – Hai Phong – Bieu Nghi – Cai Lan – Mong
Khai(V) + (Ch)Dongxing – Fangchenggen – Nanning – Litang –
Liuzhou – Guilin – to Hunan Province
Southern Corridor
Dawei – Thi Tha – Hti Hkee(M) – (T)Baan Phu Nam Ron –
Kanchanaburi – Bang Pon – Nahkhon Phatom – Bangkok –
Bang Pakong – Bang Phla – Phanom Sarakam – Khao Hin Son –
Kabin Buri – Sa Kaeo – Aranya Prathet(T) + (C)Poipet – Sisophon
– Battambang – Pursat – Kampong Chhnang – Phnom Penh –
Neak Leung – Svay Rieng – Bavet(C) + (V)Moc Bai – Go D며 –
Ho Chi Minh City – Bien Hoa – Vung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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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 Reap – Phnum Deik – Kampong Putea Thmei – Stung Treng
– Ban Lung – O Yadav(C) + (V)Pleiku – Quy Nhon
Western Corridor
Mawlamyaine – Bago – Naypyidaw – Meiktila – Chauk –
Bagan – Nyang U – Kyaw Zi – Pakokku – Pauk – Gangaw –
Kaleimyo – Tamu
North-South Corridor
Bangkok – Ayuttaya – Singburi – Uthai Thani – Nakhon Sawan
–

Tak

–

Lampang

–

Phayao

–

Chiang

Rai(T)

+

(Ch)Xiangmengyang – Simao – Mohei – Yuangjiang – Yuxi –
Kunming
Laos Route: Chiang Rai – Chiang Khong(T) + (L)Houyxay – Luang
Namtha – Na Teuy – Boten(L) + (Ch)Mohan – Xiaomengyang
Myanmar Route: Chiang Rai – Mae Sai(T) + (M)Tachilek –
Kengtung – Mengla(M) + (Ch)Daluo – Jingzhen – Menghai –
Jinghong – Xiaomengyang
Bangkok – Nakhon Phatom – Petchaburi – Hua Hin – Prachuap
Khiri Khan – Chum Phon –Phatthalung – Srat Thani – Hat Yai
– Sadao(T) + (M)Padang Besar to Kuala Lumpur
Hat Yai – Songkhla – Chana – Pattani – Narathiwat – Takbai
– Su Ngai Kolok(T) + (M)Pasir Mao – to Kuala Terengganu
Kunming – Lishan – Dongchuan – Huize – Chehai – Zhaotong
– Daguan – Zhushan – Shuifeng – to Chongq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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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West Corridor
Danang –Hue – Dong Ha – Lao Bao(V) + (L)Dansavanh –
Savannakhet(L) + (T)Mukdahan – Somdet – Kalasin – Yang Talat
–

Khon

Kaen

–

Phitsanulok

–

Tak

–

Mae

Sot(T)

+

(M)Myawaddy – Kawkareik – Kawpalut – Mawlamyaine
Northeastern Corridor
Thanh Hoa – Vinh Loc – Cam Thuy – Nameo(V) + (L)Namsoi –
Xamnua – Houa Phou – Luang Prabang – Xayabury –
Nakhom(L) + (T) Dansai – Loei – Lom Sak – Saraburi –
Bangkok – Samut Prakan – Chon Buri – Sattahip
Central Corridor
Boten –Na Teuy –Oudom Say – Luang Prabang – Vangvieng –
Vientiene – Paksan – Vieng Kham – Thakhek – Savannakhet –
Pakse – Nongnokkhien(L) + (C)Trapeang Kreal – Stung Treng –
Kratie – Chlong – Kandaol Chrum – Kampong Cham – Skun –
Phnom Penh – Kampong Speu – Srae Ambel – Veal Rinh –
Sihanoukville
Vientiene – Thanaleng(L) + (T)Nong Khai – Khon Kaen – Nakhon
Ratchasima – Kabin Buri – Plaeng Yao – Sattahip
Suthern Coastal Corridor
Bangkok – Samut Prakan – Chon Buri – Sattahip – Chantaburi
– Trat – Hat Trek(T) + (C)Cham Yeam – Sra Ambel – Veal Rinh
– Kampot – Preak Chak(C) + (V)Ha Tien – Rach Gia – Vinh Roi
– Minh Luong – Camau – Nam Can
Veal Rinh - Sihanoukville
Ishida Masam and Ikumo Isono 2012, “Old, New an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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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Border Lives
: The ASEAN Economic Cooperation, the Border Trade, and the
Development in Borderlands of Chiang Rai, Northern Thailand.
Chae, Hyun-J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ASEAN economic cooperation works to
improve border facilities and procedures and how controlled border
crossing creates phys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that affect border
trading practice in Chiang Rai, Northern Thailand. Chiang Rai is located
on the North-South Economic Corridor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which means it is located where the effects of border
development are concentrated as the gateway to the Economic
Quadrangle (Southwest China, Myanmar, Laos, and Thailand). This
study looks at multiple borders to analyze how border control and
management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ffects border trade
practice and traders’ lives. The perspective of multiple borders helps to
see borders not as a fixed, united, and pre-existing entity but as
boundaries constantly constructed by the movements of people or things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study shows that border trading practices
are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s and that the diffe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regional strategies of border traders are reflected in these
factors, resulting in social differentiation.
Firstly, this study presents how the northern Thailand border has been
represented as open or closed based on the period. In the Lanna Kingdom
period, it was open, which allowed for the free exchange of people and
commodities while different kingdoms overlapped in the bord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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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fter constructing the modern Thai state, the northern border
was established as a fixed line and a closed space to isolate themselves
from the Communist regimes in neighboring countries, even though
illegal trade across the border still existed. Since the Cold War ended and
ASEAN economic cooperation has become a critical regional issue, the
borderlands have been regarded as free and open spaces. Borderlands,
such as Chiang Rai, have become a central area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ree ASEAN market, and a development plan for the
free trade and movement is concentrated on the border area in Thailand
at the same time.
Secondly, this study explains how the development projects in Chiang
Rai, such as road construction and the 4th Thai-Lao friendship bridge,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border city landscape and make the local
residents realize that a marginal and underdeveloped border area is
prospering through ASEAN economic cooperation. Furthermore, border
cities are identified by the connectivity and interdependence between
borders and different urban markets inside Chiang Rai or bigger cities
around Chiang Rai. These facts explain how the border cities are
developed and urbanized in relation to other places under the regional
cooperation plan.
Thirdly, this study treats the border as multiple, ontological entity
composed of many factors, such as border traders’ legal status, kinds of
commodities, value of products, the legal type of border points, and rules
applied at different border points. For instance, the Thai-Lao border is
distinguished from a permanent border point (Jut phan daen tawon) and
a border point for local trade (Jut phon pron pheua kan kha) where
different rules of border control are applied. Border traders utilize
multiple borders depending on their volume of trades, destinations, and
their social connections. This shows borders emerge based on who and
what cross the border and what purpose they serve when crossing the
border.

Additionally,

multiple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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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t

fragmented

or

independently established but interact with each other. A newly
constructed border point on the 4th Thai-Lao friendship bridge was
established to create a free flow at the border by restraining mobility at
the other border points. It serves as a route for mass trade conducted by
big companies rather than small border trade based on local connections.
Finally, this study illustrates how new border regimes under the
ASEAN paradigm transform border-trading practices based on the
regional market. Under the open and free border policy, social capital
that has been crucial to maintaining trade networks, such as kinship and
social connection from everyday interactions between members of border
communities, does not work as before. Now, a different kind of social
capital, such as membership in local chambers of commerce, and
economic capital are more important for approaching to new regional
markets. Traders need to contact partners through the business activities
supported by the local chambers of commerce cooperating with
government and transnational institutions that mainly participate in
constructing the regional market. New border policies for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do not restrict old trading practices directly but
do regulate them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ruggle of
border traders to find their own adaptive strategies for mobilizing
different kinds of social and economic capital, in the face of new physical
or institutional circumstances, generates the dynamics of the border trade
field. Traders must also ensure that trading networks are sustained,
reconstructed, or disconnected.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facts about how regional cooperation
is linked to border residents’ lives and how border development and
policy impacts them differently. Furthermore, it shows the promise of a
free regional market does not guarantee free movement at the border for
all, nor does it provide economic opportunity for all. Rather, border
liberalization for the regional market provides different opportunities and
options for border traders with different kinds of social an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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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Through this analysis, I want to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to
see borders as multiple entities that are aggregated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factors in order to understand that how the project for the
borderless market reconfigures the operations of border trade in reality.
Therefore, I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find out how ASEAN economic
cooperation is accomplished when multiple borders, rather than the
notion of a single border, are considered and liberalized.
Keywords: Border, Multiple, Border Trade, ASEAN Economic
Community,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Thailand,
Chiang Rai, Border City, Infrastructure
Student Number: 2011-3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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