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및 표기 용례집

버전 1.22
최종 수정일: 2020. 5. 25.

차례 3

차례
차례 .................................................................................................................................................................................................3
라오어 개관 ...................................................................................................................................................................................4
라오스의 언어 상황......................................................................................................................................................4
라오어와 기타 언어의 관계 ........................................................................................................................................5
라오어의 로마자 표기 .................................................................................................................................................6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해설 ...............................................................................................................................................9
라오어 자음의 표기 ..............................................................................................................................................................9
초성 무성무기음의 된소리 표기 ................................................................................................................................9
종성의 받침 표기..........................................................................................................................................................9
초성 x ຊ [s]................................................................................................................................................................. 10
초성 gn ຍ [ɲ] ............................................................................................................................................................. 10
초성 v ວ [ʋ] ................................................................................................................................................................ 11
초성 자음군의 o ວ [w] ............................................................................................................................................. 12
종성 o/ou ວ [w] ........................................................................................................................................................ 13
자음의 겹침 ................................................................................................................................................................ 14
라오어 모음의 표기 ........................................................................................................................................................... 17
전설 비원순 중저모음 [ɛ] ........................................................................................................................................ 17
후설 원순 중저모음 [ɔ] ............................................................................................................................................ 17
후설 비원순 고모음 u [ɯ]와 후설 비원순 중고모음 eu [ɤ] ............................................................................. 18
중향 이중모음 ia [iə]/[iːə], ua [ɯə]/[ɯːə], oua [uə]/[uːə] ............................................................................ 19
라오어 r ຣ의 표기 문제 .................................................................................................................................................... 20
참고 문헌 ............................................................................................................................................................................ 25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26
라오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26
표기 세칙 ............................................................................................................................................................................ 28
라오어 외래어 표기 용례.......................................................................................................................................................... 30
일러두기 ............................................................................................................................................................................. 30
일반 용어 ............................................................................................................................................................................ 32
인명 ...................................................................................................................................................................................... 35
지명 ...................................................................................................................................................................................... 39
표기가 달라지는 용례....................................................................................................................................................... 51
인명 ............................................................................................................................................................................. 51
지명 ............................................................................................................................................................................. 51
한글 찾아보기 .................................................................................................................................................................... 53

4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및 표기 용례집

라오어 개관
라오스의 언어 상황
라오스의 공용어인 라오어는 크라·다이(Kra–Dai)어족 따이(Tai)어파 서남따이어군에 속한다.1 같은
서남따이어군에 속한 타이어와는 상당 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하다. 특히 라오스에 면한 타
이의 동북 지방에 해당하는 이산(Isan อีสาน)주에서 쓰이는 방언은 언어학적으로는 타이어가 아니라 라
오어 방언에 속한다.
2005년도 인구 통계에 의하면 라오스 인구의 55%가 라오어를 모어로 쓰는 라오족이며 11%는 남아
시아어족에 속하는 크무어를 쓰는 크무족(Khmu), 8%는 몽·몐어족에 속하는 몽어를 쓰는 몽족(Hmong)
이고 그 밖에도 각자의 언어를 쓰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공용어가 라오어인만
큼 라오스 인명과 지명은 보통 라오어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소수 언어 가운데는 라오 문자를 쓰는 것도
많다.
라오어의 방언 수는 학자에 따라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보며 그 가운데 수도인 비앙짠에서 쓰이는
방언이 표준 방언에 가장 근접한 역할을 한다. 방언에 따라 발음에 차이가 있어서 일례로 비앙짠 방언에
서는 ໃ◌가 ໄ◌처럼 [aj] ‘아이’로 발음되지만 루앙프라방에서 쓰이는 북부 방언에서는 ໃ◌가 [aɰ] ‘아으’로
발음되며 후아판에서 쓰이는 동북 방언에서는 ໃ◌가 [ɯ] ‘으’로 발음되어 ໄ◌ [aj] ‘아이’와 발음 구별이 있
다. 하지만 표준 라오어 철자 및 로마자 표기는 대체로 비앙짠 발음을 따르며 라오어 음운체계에 관한 대
부분의 묘사는 비앙짠 발음에 대한 것이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타이어’를 ‘타이·카다이 어족에 속한 언어’로 정의하는데 ‘타이·카다이 어족’은 기존 용
어인 Tai–Kadai languages를 번역한 것이다. 예전에 이 어족에 속하는 어군 일부를 묶어서 Kadai어파라고 불
렀기 때문에 나온 명칭인데 최근에는 이 묶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Kadai라는 명칭 자체도 폐기
되었고 오늘날에는 어족을 이를 때 Kra–Dai languages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 ‘타이·카다이 어족’에서는 Tai를
‘타이’로 썼지만 Tai는 타이(Thai)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따이’로 쓰는 것이 좋다. 따이어파(Tai languages)
는 크라·다이어족의 주요 갈래 가운데 하나로 라오어와 타이어를 비롯하여 미얀마의 샨(Shan)어, 베트남의 따이
(Tày)어, 중국·미얀마·라오스·타이 등에서 쓰이는 따이르(Tai Lü)어 등을 포함한다. Tai는 이들 언어에서 쓰는 민
족명 Tai, Thai, Dai 등에서 따온 이름인데 라오어와 타이어에서는 무성 유기음 [tʰ]를 쓴 Thai ‘타이’라는 형태를
쓰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무성 무기음 [t]를 쓴 Tai ‘따이’라는 형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타이어와 구별하기 위해
어파 이름으로 정해졌다. 크라어파(Kra languages)도 크라·다이어족의 주요 갈래인데 여기에 속하는 언어에서
는 무성 무기음과 무성 유기음, 유성음을 포함하는 폐쇄음의 3계열 대립이 흔하지 않으며 원시크라어도 유무성
음의 2계열 대립만 있었던 것으로 재구되므로 굳이 된소리를 써서 ‘끄라어파’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Ostapira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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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와 기타 언어의 관계
라오 문자와 타이 문자 둘 다 따이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인도차이나반도에 살고 있던 남아시아어족
화자들이 쓰던 크메르 문자 또는 몬 문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닮았다. 크메르 문자와 몬
문자는 인도에서 전해진 브라흐미 계통 문자이다. 하지만 오늘날 타이 문자는 타이어에서 쓰이지 않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발음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글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음 글자가 43자인데
비해 라오 문자는 자음 글자 27자만을 쓴다. 타이 문자는 전통적으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기록하
는데도 쓰였으며 20세기 초에는 이것이 체계화되어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원 철자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반면 라오 문자는 전통적으로 라오어로 된 세속 문학에만 쓰였고 팔
리어 불교 경전을 비롯한 종교 문학은 라오 문자 대신 탐(Tham ທັມ ‘다르마’)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라
오 문자는 대체로 라오어에서 쓰이는 발음 구별만을 나타낸다. 라오 문자로도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발
음을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글자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라오스의 언어 정책은 결
국 타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했다.
타이어 철자는 원어의 철자를 충실히 나타낼 수 있는 글자를 활용하여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계통
어휘를 최대한 어원을 밝혀 적는 반면 라오어는 어원보다는 발음에 충실하게 적는 쪽을 택하여 철자와
발음의 관계가 매우 단순화되었다. 특히 1975년 왕정이 폐지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철저히 라오
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급진적인 철자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타이어는 철자만 보고 발음을 제대
로 알기가 어려운 반면 라오어는 철자만 봐도 대체로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인도에서 쓰였던 인도·유럽어족 인도어파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는 원래 인도 문명, 특히 불
교의 전파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소개되었다. 라오어와 타이어에서는 예전부터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를 많이 차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온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산스크리트어
와 팔리어 어휘를 많이 활용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계통 어휘는 이들 언어에서 한국어의
한자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글 표기의 대상이 되는 라오어와 타이어의 고유명사 가운데도 산스크리
트어와 팔리어 계통 어휘를 조합한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라오어와 타이어를 포함한 서남따이어군의 공통 조어는 원래 중국 남부에서
쓰였기 때문에 인접한 중국어계 언어의 어휘를 많이 받아들였다. 중세에 따이어 화자들 일부가 인도차이
나반도에 들어온 이후에는 오늘날의 라오스 전역을 포함하여 당시 인도차이나반도 대부분을 지배한 크
메르 제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라오어와 타이어에서는 크메르어 어휘를 많이 차용하였으
며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어휘 가운데도 고대 크메르어를 매개로 들어온 것이 많다.
이후에는 타이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라오어에는 타이어에서 들어온 차용어가 많아졌다. 오늘날
에도 라오스에서는 타이 방송과 출판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타이어는 물론 라오어와 계통이 같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공통된 어휘가 많지만 라오어와 타이어가 갈라진 이후에 타이어에서 쓰기 시작한 어휘도
이를 통해서 라오어에 많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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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1893년 라오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된 후 프랑스어 어휘도 들어왔는데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프랑스는 베트남인들이 라오스에 이주하는 것을 장려하여 1940년대에는 이들이
비앙짠, 타캑, 팍세 등 주요 도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베트남어에서도 일부 어휘가 라오어
에 들어왔다. 오늘날에는 영어에서 들어오는 어휘가 많다.
라오어의 로마자 표기
[표 1] 라오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 비교
라오어
자모

초성
국제 음성
기호

종성

BGN/
PCGN

ALALC

국제 음성
기호

BGN/
PCGN

ALALC

ກ

[k]

k

[k]

k

ຂ

[kʰ]

kh

([k])

(k)

ຄ

[kʰ]

kh

([k])

(k)

ງ

[ŋ]

ng

[ŋ]

ng

ຈ

[ʨ]

ch

([t])

(t)

ສ

[s]

s

([t])

(t)

ຊ

[s]

x

s

([t])

(t)

ຍ

[ɲ]

gn

ny

[j]

ດ

[d]

d

[t]

t

ຕ

[t]

t

([t])

(t)

ຖ

[tʰ]

th

([t])

(t)

ທ

[tʰ]

th

([t])

(t)

ນ

[n]

n

[n]

n

ບ

[b]

b

[p]

p

ປ

[p]

p

([p])

(p)

ຜ

[pʰ]

ph

([p])

–

(p)

ຝ

[f]

f

([p])

–

(p)

ພ

[pʰ]

ph

([p])

(p)

ຟ

[f]

f

([p])

(p)

ມ

[m]

m

[m]

m

ຢ

[j]

y

–

–

ຣ

[r, l]

r

([n])

–

(n)

ລ

[l]

l

([n])

–

(n)

[ʋ] (단독)

v

[w]

ວ

[w] (자음군)

ຫ

[h]

ອ

[ʔ]

o

w
h

(-)

ʻ

[w] ([i, iː] 뒤)

y

i

o
ou

u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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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
자모
ຮ

초성

종성

BGN/
PCGN

국제 음성
기호
[h]

ALALC

BGN/
PCGN

국제 음성
기호

h

–

ALALC
–

[표 2] 라오어 모음의 로마자 표기 비교
라오어
자모

국제 음성
기호

BGN/
PCGN

ALALC

라오어
자모

국제 음성
기호

BGN/
PCGN

ALALC

◌ະ, ◌ັ

[a]

a

a

◌າ

[aː]

a

ā

◌ິ

[i]

i

i

◌ີ

[iː]

i

ī

◌ຶ

[ɯ]

u

ư

◌ື

[ɯː]

u

ư̄

◌ຸ

[u]

ou

u

◌ູ

[uː]

ou

ū

ເ◌ະ, ເ◌ັ

[e]

é

e

ເ◌

[eː]

é

ē

ແ◌ະ, ແ◌ັ

[ɛ]

è

æ

ແ◌

[ɛː]

è

ǣ

ໂ◌ະ, ◌ົ

[o]

ô

o

ໂ◌

[oː]

ô

ō

ເ◌າະ, ◌ັອ

[ɔ]

o

o̜

◌ໍ, ◌ອ

[ɔː]

o

ō̜

ເ◌ິະ, ເ◌ິ

[ɤ]

eu

œ

ເ◌ີ

[ɤː]

eu

œ̄

ເ◌ັຽະ, ◌ັຽ

[iə]

ia

ia

ເ◌ັຽ, ◌ຽ

[iːə]

ia

īa

ເ◌ຶອະ, ເ◌ຶອ

[ɯə]

ua

ưa

ເ◌ືອ

[ɯːə]

ua

ư̄a

◌ົວະ, ◌ັວ

[uə]

oua

ua

◌ົວ, ◌ວ

[uːə]

oua

ūa

ໄ◌, ໃ◌

[aj]

ai

ai

ເ◌ົາ

[aw]

ao

ao

◌

[am]

am

am

라오어는 아직까지도 공식 로마자 표기법이 없다. 로마자 표기 방식으로는 미국지명위원회·영국지명
위원회(BGN/PCGN)의 1966년 표기법2과 미국도서관협회·의회도서관(ALA-LC) 표기법3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BGN/PCGN 표기법을 쓴다. 이 표기법은 이전의 라오스 국립지명위
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toponymie) 방식을 기초로 한 것인데 [u], [uː]를 ou로 적고 [ɯ], [ɯː]
를 u로 적는 등 모음의 표기에서 프랑스어식 철자의 영향을 드러낸다.
현대 라오어 철자에서는 종성 자음의 표기에 k ກ [k], ng ງ [ŋ], y ຍ [j], t ດ [t], n ນ [n], p ບ [p], m ມ
[m], o/ou ວ [w]만 쓰기 때문에 발음과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된다. 하지만 예전에는 타이어 철자에서처
럼 다른 자음 글자도 종성 발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위의 표에서는 현대 철자에서 종성 표기에 쓰이지 않
는 자음 글자가 종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를 괄호 안에 나타냈다. 하지만 1975년의 철자 개혁 이전부터

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693731/ROMANIZATION_OF_LAO.pdf (2018. 11. 16. 확인)

3 https://www.loc.gov/catdir/cpso/romanization/lao.pdf (2018. 11. 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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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성 자음은 여덟 자만 활용하는 오늘날의 방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 접할 수 있는 라오어 철
자에서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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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해설
라오어와 타이어는 계통이 같고 발음도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라오어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
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타이어 표기 규정을 따르되 라오어 발음의 특징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라오어 자음의 표기
초성 무성무기음의 된소리 표기
라오어는 타이어처럼 양순 폐쇄음과 치경 폐쇄음이 각각 유성음·무성무기음·무성유기음의 3계열 대
립을 보인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폐쇄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이어에서는 이
처럼 한국어 폐쇄음의 3계열 대립과 비슷한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 무성무기음을 초성 위치에서 된소리
로 적는다. 양순 폐쇄음 p [p] ‘ㅃ’와 치경 폐쇄음 t [t] ‘ㄸ’뿐만이 아니라 유성음이 없어서 무성무기음과
무성유기음의 2계열 대립만을 보이는 조음 위치에서도 무성무기음인 연구개 폐쇄음 k [k] ‘ㄲ’, 치경구개
파찰음 c [ʨ] ‘ㅉ’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오어 한글 표기 권고안(이하 권고안)에서도 같은 원칙을 따라 p
[p] ‘ㅃ’, t [t] ‘ㄸ’, k [k] ‘ㄲ’, ch [ʨ] ‘ㅉ’와 같이 무성무기음을 된소리로 표기한다.
라오어가 타이어와 다른 점 하나는 경구개 파찰음이 무성무기음 ch [ʨ] ‘ㅉ’ 하나뿐이어서 무성유기
음 [ʨʰ] ‘ㅊ’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를 활
용하는 베트남어의 한글 표기에서도 경구개 폐쇄음이 무성무기음 [c] 하나뿐이지만 ‘ㅉ’로 적는 것을 참
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ʨ]를 쓰는 라오어와 타이어의 동계어의 한글 표기를 ‘ㅉ’으로 통일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타이어의 수사 7, 8, 9는 각각 cet เจ็ด [ʨèt] ‘쩻’, paet แปด [pɛ̀ːt] ‘뺏’, kao
เก้า [kâːw] ‘까오’로 적는다. 동계어라서 이와 발음이 거의 같은 라오어의 수사 7, 8, 9도 권고안에서는
이처럼 초성 무성무기음을 된소리로 써서 각각 chét ເຈັດ [ʨét] ‘쩻’, pèt ແປດ [pɛ̀ːt] ‘뺏’, kao ເກົ້າ [kâw]
‘까오’로 적는다.
종성의 받침 표기
라오어 음절은 한국어처럼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C)V(C) 구조이다. 종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음 하나만 가능하다. 이는 타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활음인 [j], [w]를 제외하면 라오어와 타이어의 종
성으로 허용되는 음은 폐쇄가 개방되지 않는 [m], [n], [ŋ], [p], [t], [k], [ʔ]뿐이다. 이에 따라 초성에서는
구별되는 /d/, /t/, /tʰ/, /s/, /ʨ/, 타이어에서는 /ʨʰ/까지 종성에서는 [t]로 합쳐진다. 이는 한국어에서 초성
에서 구별되는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등이 종성에서 발음이 [ㄷ]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
은 현상이다. 폐쇄가 개방되지 않고 불파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한국어의 종성도 마찬가지인데 정밀한 발
음 기호로는 [p̚], [t̚ ], [k̚]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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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파음 발음을 나타내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타이어의 자음을 자음 앞과 어말에서 ‘ㅂ’,
‘ㅅ’, ‘ㄱ’ 등 받침으로 적는다. 라오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권고안에서는 라오어의 자음도 자음
앞과 어말에서 받침으로 적는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타이어의 수사 6, 7, 10은 각각 hok หก [hòk] ‘혹’, cet เจ็ด [ʨèt] ‘쩻’, sip สิบ
[sìp] ‘십’으로 적는다. 동계어라서 이와 발음이 거의 같은 라오어의 수사 6, 7, 10도 권고안에서는 이처
럼 종성을 받침으로 써서 각각 hôk ຫົກ [hók] ‘혹’, chét ເຈັດ [ʨét] ‘쩻’, sip ສິບ [síp] ‘십’으로 적는다.
초성 x ຊ [s]
타이어의 ch ช, ฌ는 보통 유기 파찰음 [ʨʰ]로 발음되며 때로 변이음인 마찰음 [ʃ], [ɕ] 등으로 발음되
지만 라오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x ຊ는 [s]로 발음되어 성조를 무시하면 s ສ와 발음이 동일하다. 그래서
‘코끼리’를 뜻하는 타이어 chang ช้าง [ʨʰáːŋ] ‘창’은 라오어의 xang ຊ້າງ [sâːŋ] ‘상’에 대응된다. BGN/
PCGN 표기법에서는 ຊ를 x로, ສ를 s로 적지만 ALA-LC 표기법에서는 ຊ와 ສ를 구별하지 않고 둘 다 s로
적는다. BGN/PCGN 표기법에서 쓰는 구별은 전통적인 프랑스어식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 것인데 예전
에는 라오어의 x ຊ도 타이어의 변이음처럼 [ʃ], [ɕ] 등으로 발음되어 s ສ [s]와 구별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인 프랑스어식 로마자 표기는 베트남어 철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핵심 영토는 베트남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어 철자의 x는 오늘날 [s]로 발음되지만 중세
베트남어에서는 [ɕ]를 나타내었다. 이를 x로 적는 것은 비슷한 음인 [ʃ]를 x로 적는 포르투갈어 철자의 영
향이다. 베트남어의 s는 원래 [ʂ]를 나타냈는데 오늘날에는 방언에 따라 [s]로 대신 발음되는 경우가 많
아 x와 s의 구별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x [s]와 s [ʂ]의 발음 구별을 인정하
여 베트남어의 x는 ‘ㅆ’으로, s는 ‘ㅅ’으로 적는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중국어의 s [s]를 ‘ㅆ’으로 적고
sh [ʂ]를 ‘ㅅ’으로 적는 것과 비슷하다(예: 三 sān [sán] ‘싼’, 山 shān [ʂán] ‘산’).
그래서인지 민간에서 쓰는 한글 표기에서는 라오어의 x ຊ를 ‘ㅆ’으로 적어 s ສ와 구별하는 경우를 종
종 볼 수 있다. 라오스의 고대 왕국인 Lan Xang ລ້ານຊ້າງ ‘란상’을 ‘란쌍’이라고 적는 식이다. 하지만 현대
라오어에서는 두 글자 모두 [s]로 발음되며 예전에는 x ຊ가 [ʃ]나 [ɕ]로 발음되었고 s ສ만 [s]로 발음되었
다면 오히려 s ສ를 ‘ㅆ’으로 적는 쪽이 더 어울린다. 권고안에서는 현대 라오어 발음에 따라 x ຊ와 s ສ 둘
다 ‘ㅅ’으로 적는다.
초성 gn ຍ [ɲ]
라오어에는 초성 gn ຍ [ɲ]와 y ຢ [j]가 따로 있어 ‘걷다’를 뜻하는 gnang ຍ່າງ [ɲāːŋ] ‘냥’과 ‘고무’를
뜻하는 yang ຢ່າງ [jāːŋ] ‘양’이 구별되지만 타이어에서는 둘 다 [j]로 발음하기 때문에 각각 yang ย่าง
[jâːŋ] ‘양’, yang ยาง [jāːŋ] ‘양’이 된다. 라오어의 [ɲ]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자모 대조표에 따라 뒤
따르는 모음과 합쳐 ‘냐’, ‘뉴’ 등으로 적을 수 있다. BGN/PCGN 표기법의 gn은 프랑스어에서 같은 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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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철자를 따온 것이다(예: Agnès [aɲɛs] ‘아녜스’). 이 음을 ALA-LC 표기법에서는 ny로 적으며
학자에 따라 에스파냐어식인 ñ로 적는 경우도 있고 통용 표기에서는 베트남어·포르투갈어식 철자인 nh
로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의 대통령 Boungnang Vorachit ບຸນຍັງ ວໍຣະຈິດ ‘분냥 보라찟’은
Bounnhang Vorachith이라는 통용 로마자 표기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용 표기에서는 단순히 y로 적는 경우가 많다. 지명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 ‘사이냐부리’는
Xayaboury 또는 Sayaboury라는 통용 로마자 표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라오스의 전 대통령
Choummali Xaignason ຈູມມະລີ ໄຊຍະສອນ ‘쭘말리 사이냐손’은 Choummaly Sayasone이라는 통용 로
마자 표기로 알려져 있으며 한글 표기는 ‘추말리, 사야손’으로 심의된 바가 있다. 라오스 시인이자 소설
가인 Dara Kanlagna ດາຣາ ກັນລະຍາ ‘다라 깐라냐’도 통용 로마자로는 Dara Kanlaya로 쓴다.
이는 [ɲ]가 [j]와 비슷한 경구개음이라는 것과 타이어에서는 대응되는 음을 [j]로 발음한다는 것의 영
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라오어의 초성 gn ຍ가 원래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y [j]를
나타냈으며 후에 [ɲ]로 발음이 바뀐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와
ີ Xaignason ໄຊຍະສອນ의 xaigna- ໄຊຍະ-는 ‘승리’를 뜻하는 xai ໄຊ가 합성어를 이룰 때 쓰는 형태인데 원래 산스
크리트어의 jaya जय ‘자야’에서 온 것이다. 또 Kanlagna ກັນລະຍາ는 산스크리트어의 kalyā कल्या ‘칼리
아’에서 왔다. 이와 같은 어원을 의식하여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도 y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용 로마자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특별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한글 표기는 예외
없이 라오어 발음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권고안에서는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는
ີ ‘사이냐불리’로, Xaignason ໄຊຍະສອນ은 ‘사이냐손’으로, Kanlagna ກັນລະຍາ는 ‘깐라냐’로 적는다. 참고로 [ɲ] 음이 없는 타이어로
는 각각 Chaiyaburi ไชยบุร ี ‘차이야부리’, Saiyason ไซยะสอน ‘사이야손’ 또는 Chaiyason ไชยะสอน ‘차
이야손’, Kanlaya กัลยา ‘깐라야’라고 부른다.
초성 v ວ [ʋ]
라오어의 초성 v ວ는 언제나 순치음이며 접근음 [ʋ] 또는 마찰음 [v]로 발음되는데 접근음이 더 흔하
다. 초성 위치에서는 [w]로 발음되는 일이 없다(Enfield 2007). 그러나 자음군의 일부로서나 종성으로
서는 [w]로 발음되기 때문에 음소로는 /w/로 통일해서 쓰는 일이 많다. 이런 변이음 분포는 네덜란드어
의 w /ʋ/와 비슷하다. 네덜란드어의 표준 발음에서 w /ʋ/는 음절초에서 [ʋ]로 발음되지만 eeuw /eːʋ/,
ieuw /iʋ/는 각각 [eːu̯], [iu̯]로 실현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네덜란드어의 w를 ‘ㅂ’으로 적고 eeuw
는 ‘에이우’로, ieuw는 ‘이우’로 적는다.
반면 타이어의 w ว는 초성 위치에서도 표준 발음이 [w]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이에 따라 뒤따르
는 모음과 합쳐 ‘와’, ‘웨’ 등으로 적는다. 대신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v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용 로마
자 표기에서 v로 적는 일이 흔하다. 방콕의 Suwannaphum สุวรรณภูมิ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타이어
철자에도 나타나는 어원인 산스크리트어 Suvarṇabhūmi सुवर्णभूमि ‘수바르나부미’를 밝혀 공식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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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를 Suvarnabhumi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사원’을 뜻하는 타이어 wat วัด ‘왓’처럼
통용 로마자에서도 실제 발음에 따라 w로 적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ʋ] 또는 [v]로 발음되는 라오어의 초성 v ວ는 네덜란드어의 초성 w [ʋ]처럼 ‘ㅂ’으로 적는 것
이 좋겠다. 덴마크어의 v, 노르웨이어의 v, 러시아어의 v в, 세르보크로아트어의 v/в 등도 순치 접근음
[ʋ]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ㅂ’으로 적는다.
라오어의 로마자 표기에서도 초성 ວ는 대부분의 경우 v로 적는다. 다만 타이어의 로마자 표기의 영향
으로 w로 적는 경우가 가끔 있다. 타이어 wat วัด ‘왓’은 로마자 wat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라오어 vat ວັດ ‘밧’도 로마자로 wat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에 대응되는 크메르
어 voăt វត្ត [β̞oat]마저 타이어의 영향으로 로마자로 wat으로 적어서 캄보디아의 거대 사원 Ângkôr
Voăt អង្គរវត្ត [ʔɑŋ.kɔː β̞oat]도 통용 로마자 표기는 Angkor Wat ‘앙코르 와트’이다. 이 때문에 비앙짠의
국제공항 이름으로 쓰이는 Vattai ວັດໄຕ ‘바따이’의 통용 로마자 표기도 Wattay인데 한글 표기는 ‘와타
이’로 심의한 바가 있다(이 이름은 vat ວັດ ‘밧’과 tai ໄຕ ‘따이’의 조합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용 로마자 표기를 따라 vat ວັດ에 한하여 ‘밧’ 대신 ‘왓’으로 적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vat ວັດ과 같은 보통명사는 원어 발음대로 표기하기보다는 ‘사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다. 또 vat ວັດ이 이름의 일부라서 생략하기 곤란한 라오스 남부의 힌두교 사원 단지 유적인 Vat Phou
ວັດພູ ‘밧푸’는 Vat Phou라는 로마자 표기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니 권고안에서는 예
외를 두지 않고 라오어의 초성 v ວ [ʋ]를 ‘ㅂ’으로 표기를 통일하였다.
초성 자음군의 o ວ [w]
라오어에서는 ວ가 음절초에서 자음 뒤, 모음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때는 [w]로 발음된다.
라오스의 최상위 행정구역으로서 ‘주’로 번역할 수 있는 khoèng ແຂວງ [kʰwɛ̌ːŋ] ‘쾡’을 예로 들 수 있다.
BGN/PCGN 표기법에서는 이러한 자음군의 ວ를 o로 적지만 ALA-LC 표기법에서는 같은 경우의 ວ를 w
로 적으므로 ແຂວງ은 khwǣng으로 적는다. 이 단어는 타이어의 khwaeng แขวง [kʰwɛ̌ːŋ] ‘쾡’에 정확
히 대응된다.
타이어에서는 이런 Cw형 자음군이 kw [kw]와 khw [kʰw]뿐이다. 라오어에서도 ວ o가 들어가는 자
음군의 절대 다수는 ko [kw]와 kho [kʰw]이지만 ngo [ŋw]를 비롯하여 xo [sw], tho [tʰw], cho [ʨw],
lo [lw] 등도 드물게 쓰인다. 루앙프라방시의 옛 이름인 Muang Xoa ເມືອງຊວາ [mɯ́ːəŋ.swáː] ‘므앙솨’
를 예로 들 수 있다. 타이어에서 이에 대응되는 이름인 Mueang Chawa เมืองชวา [mɯ̄aŋ.ʨʰá.wāː] ‘므
앙차와’에서는 ch ช와 w ว 사이에 모음 a가 삽입되기 때문에 자음군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타이어의 반모음 w를 뒤의 모음과 합쳐 ‘와’, ‘웨’ 등으로 적고 자음 뒤에 w가 올
때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앞에 자음 k, kh가 있으면 ‘꽈’, ‘콰’, ‘꿰’, ‘퀘’ 등으로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타
이어에서는 Cw형 자음군이 kw와 khw뿐이니 그 외의 자음 뒤에 w가 오는 경우 그 자음은 앞 음절의 종
성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타이의 도로 이름인 Sukhumwit สุขม
ุ วิท [sù.kʰǔm.wít] ‘수쿰윗’에서 m은 앞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해설 13

음절의 종성이니 받침으로 적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라오어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인 자음 뒤에 ວ가
따를 경우에는 초성의 역할을 하여 v가 되므로 Cw형 자음군과 혼동할 염려가 없다. 같은 이름을 라오어
로 쓰면 Sukhumvit ສຸຂຸມວິດ ‘수쿰빗’이 된다. 현대 라오어 철자에서는 ວ가 초성의 역할을 하는지 Cw형
자음군의 일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언어 표기의 일반 원칙에서는 [w]의 음가를 가지는 w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 그 자음이 [k], [ɡ],
[h], [x]이면 그 자음까지 합쳐 ‘콰’, ‘퀘’ 등으로 적도록 한다. 따라서 라오어의 ko, kho는 뒤따르는 모음
과 합쳐 ‘콰’, ‘콰’, ‘꿰’, ‘퀘’ 등으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라오어에서 그 외의 Cw형 자음군은 어
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이다. 기타 언어 표기의 일반 원칙을 따르면 sw, tw 등은 ‘스와’, ‘트와’ 등으로 갈라
적는다. 하지만 중국어의 한글 표기에서는 雙 shuāng [ʂwɑ́ ŋ] ‘솽’, 團 tuán [tʰwǎn] ‘퇀’에서 볼 수 있듯
이 [w]로 시작하는 운모를 성모와 합쳐 적는다. 라오어에 적합한 쪽은 어느 쪽일까?
일부 학자는 라오어의 Cw형 자음군이 음운론적으로 자음군이 아니라 단일 음소라고 분석한다(예:
Erickson 2001). 이 분석에 따르면 [kw], [kʰw]는 각각 순음화한 자음 음소로 보고 /kʷ/, /kʷʰ/로 나타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ŋʷ/, /sʷ/, /tʷʰ/, /ʨʷ/, /lʷ/도 라오어에서 드물게나마 쓰이는 음소로 볼 수 있다.
이 분석이 맞다면 이들을 자음군으로 취급하여 ‘스와’, ‘트와’와 같이 갈라서 적기보다는 ‘솨’, ‘톼’와 같이
합쳐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권고안에서는 라오어의 Cw형 자음군을 뒤따르는 모음과 합
쳐서 예를 들어 Muang Xoa ເມືອງຊວາ는 ‘므앙솨’로 적는 것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만약 [ʨw]를 갈라 적
는다면 [ʨ]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합쳐 적는다면 choat ຈວາດ [ʨwa̭ːt]을 ‘찌왓’으
로 적을지, 아니면 ‘쭈왓’이나 ‘쯔왓’으로 적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쫫’으로 적을 수 있다. 물론 ngo [ŋw]
의 ng은 ‘응’으로 적게 되어 뒤따르는 음절과 합칠 수 없으므로 ngoam ງວ [ŋwám] ‘응왐’과 같이 갈라
적을 수밖에 없다.
Cw형 자음군의 [w]를 o로 적는 BGN/PCGN 표기법을 따라 그냥 ‘오’로 적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
지만 통용 로마자 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Xiangkhoang ຊຽງຂວາງ ‘시앙쾅’은 통용
로마자로 Xiangkhouang 또는 Xiang Khouang, 프랑스어식으로는 Xieng Khouang으로 주로 표기된
다. 그렇다고 ‘우’로 적는다면 ‘우아’로 적는 이중모음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단
점이 있다. 예를 들어 khoa ຂວາ [kʰwǎː]를 ‘콰’ 대신 ‘쿠아’로 적으면 khoua ຂົວະ [kʰúəʔ] ‘쿠아’와 구별
하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발음이 동일한 동계어인 라오어의 khoèng ແຂວງ [kʰwɛ̌ːŋ] ‘쾡’과 타이어의
khwaeng แขวง [kʰwɛ̌ːŋ] ‘쾡’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로마자 표기가 다르다고 해서 한글 표기 방
식까지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성 o/ou ວ [w]
모음 뒤 음절말, 즉 종성 위치에서는 ວ가 [w]로 발음된다. 그런데 BGN/PCGN 표기법에서는 모음 뒤
음절말의 ວ를 o로 적는다(예: nao ນາວ ‘나오’, kèo ແກວ ‘깨오’, diao ດຽວ ‘디아오’). 다만 앞의 모음을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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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경우는 ou로 적는다(예: Khiou ຄິວ ‘키우’, Tiou ຕີວ ‘띠우’). ALA-LC 표기법에서도 음절말의 ວ를 o
로 적고(예: nāo ນາວ, kǣo ແກວ້, dīeo ດຽວ) 앞의 모음이 i 또는 ī이면 u로 적는다(예: Khiu ຄິວ, Tīu ຕີວ).
타이어 표기 규정에서는 반모음 ว [w]를 ‘오, 우’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종성 위치에 올 경우에 어느
쪽을 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Caolao เจ้าหลาว [ʨâw.lǎːw]의 경우 타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서는
Caolaw ‘짜올라우’로 쓰고 표기 용례에서는 ‘Caolao 해변/หาดเจ้าหลาว’을 ‘짜올라오 해변’으로 쓰는 것
같은 혼란도 있다. 하지만 타이어에서는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종성 위치의 ว [w]를 w로 적는 경우가 종
종 있는 것과 달리 라오어는 프랑스어식 로마자 표기의 영향으로 w가 별로 쓰이지 않는다.
타이어의 aeo แ◌ว는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aew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에 대응되는 라오어의
èo ແ◌ວ는 통용 로마자에서 보통 eo로 적는다. 라오스의 주(행정구역) 이름인 Bokèo ບໍ່ແກ້ວ ‘보깨오’와 전
부통령인 Sisavat Kèobounphan ສີສະຫວາດ ແກ້ວບຸນພັນ ‘시사밧 깨오분판’은 통용 로마자로 각각 Bokeo,
Sisavath Keobounphanh으로 적는다. 이 인명은 기존 표기 용례에 약간 다른 로마자 철자를 써서 Sisavat Keobounphan ‘시사바트 케오분판’으로 실려있다.
이처럼 로마자 표기를 고려하여 권고안에서는 라오어의 종성 위치 ວ [w]를 ‘오’로 적는다. 대신 ◌ິວ
[iw], ◌ີວ [iːw]는 BGN/PCGN 표기법에서 둘 다 iou로 적고 ALA-LC 표기법에서는 각각 iu와 īu로 적으
므로 권고안에서는 이들을 ‘이우’로 적는다(BGN/PCGN 표기법에서는 프랑스어식으로 [u]를 ou로 적는
다).
자음의 겹침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폐쇄음이나 파찰음이 겹쳐 발음될 때 보통 이를 무시하고 자
음 하나로 발음되는 것처럼 적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에서 ‘운명’을 뜻하는 fato [ˈfaːto]와 ‘사실’을
뜻하는 fatto [ˈfatto]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둘 다 ‘파토’로 적으며 ‘빛’의 복수형인 luci [ˈluːʧi]와 물고기
‘창꼬치’의 복수형인 lucci [ˈlutʧi]는 둘 다 ‘루치’로, ‘풀죽은’을 뜻하는 mogio [ˈmɔːʤo]와 고대 로마의
곡물 형량 단위인 moggio [ˈmɔdʤo]는 둘 다 ‘모조’로 적는다. 민간에서는 원 철자의 겹자음을 한글 표
기에도 나타내기 위해 앞 모음의 받침으로도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국어에서도 빠른 발화에서
‘파토’와 ‘팟토’, ‘루치’와 ‘룻치’는 발음 구별이 거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모조’에 대응시키기 위해 moggio
를 ‘못조’로 적으면 ‘ㅈ’이 [ㅉ]으로 발음되어 원어의 유성음 발음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외래
어 표기법에서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의 타이어 표기 규정에서도 같은 자음이 겹쳐 있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도록 한다. 특히 -pph-, -tth- 등 같은 계열의 자음이 겹쳐 나올 때에도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도록 한다. p와 ph, t와 th의 구별은 종성 위치에서 중화되기 때문에 ph가 겹친 것은 pph로, th가 겹
친 것은 tth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권고안에서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타이어 표기 규정에서는 -tc-, -tch-와 같이 파찰음 c, ch가 겹친 경우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런 경우에도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 것이 좋겠다. 2004년 외래어 표기법에 타이어 표기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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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표기 규정이 추가되면서 마련된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
어 표기 용례집》에서는 *Rachaburana ราชบูรณะ ‘라차부라나’, *Rachathewi ราชเทวี ‘라차테위’ 등과
Ratchada ราชดา ‘랏차다’, Ratchawong ราชวงศ์ ‘랏차웡’의 표기를 구별했는데 이들의 선행 요소는 모
두 ratcha- ราช- [râːt.ʨʰá]로 동일하다. 즉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Ratchaburana, Ratchathewi인 것이
다. 한편 *Ratchanoi ราชาน้ อย ‘랏차노이’라는 용례도 포함시켰는데 여기서는 선행 요소가 racha ราชา
[rāː.ʨʰāː] ‘라차’이므로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Rachanoi이다.
타이어의 ratcha- ราช-와 racha ราชา는 둘 다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왕’을 뜻하는 rāja राज ‘라
자’에서 왔다. 라오어와 타이어에서는 특히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계통 어휘에서 원어의 자음 하나가
짧은 모음 a 앞에서 발음이 덧나는 경우가 많다. ราช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rat ‘랏’인데 합성어의 일부로
쓰일 때는 짧은 모음 a가 붙으면서 자음 ch ช가 덧나는 것이다. 하지만 긴 모음 a가 붙는 racha ราชา에
서는 자음이 덧나지 않는다. 그런데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표기 용례집에서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기 쉽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이탈리아어의 luci와 lucci, mogio와 moggio를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타이어에
서도 racha ราชา와 ratcha- ราช-를 구별하지 않고 ‘라차’로 적으면 이런 오류가 나타날 염려가 없다. 현
재 표기 용례는 ratcha- ราช-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Rachada ราชดา ‘라차다’, *Rachawong ราชวงศ์
‘라차웡’ 등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한글 표기를 ‘라차’로 통일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로마자 표기도 자음이
덧나지 않는 것처럼 바꾸었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까지 바꾸기보다는 -tc-, -tch- 등의 경우도 -c-, -ch-와
같이 적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Ratchada ราชดา ‘라차다’, Ratchawong ราชวงศ์ ‘라차웡’ 등으로 적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진실’을 뜻하는 라오어의 satcha ສັດຈະ [sát.ʨá]는 산스크리트어의 satya सत्य ‘사티아’에서 온 팔리
어 sacca सच्च ‘사차’를 라오어 철자로 쓴 것인데 팔리어의 자음 글자 c가 겹친 것을 종성 t ດ와 초성 ch ຈ
로 나타냈다. 같은 단어를 타이어로는 satca สัจจะ로 써서 종성 t를 나타내는 จ와 초성 c를 나타내는 จ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합성어의 일부로서는 보통 그냥 satca- สัจ-로 쓴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สัจ이 sat
[sàt] ‘삿’으로 발음된다. 라오어의 satcha ສັດຈະ와 타이어의 satca- สัจ-는 둘 다 ‘사짜’로 적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라오어에서 마찰음이나 유성 폐쇄음인 경우에까지 이 규정을 확대하기는 곤란하다. 라오어의
마찰음 s, f는 종성으로는 각각 [t], [p]가 된다. 그러니 이들이 겹친 것은 각각 -ts-, -pf-에 해당한다. 유성
폐쇄음 b, d도 마찬가지로 종성에서는 각각 [p], [t]가 되니 이들이 겹친 것은 각각 -pb-, -td-에 해당한다.
직관적으로도 -pph-, -tth-, -kkh- 등은 철자에서 겹치는 글자가 있어 같은 계열의 자음이 겹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ts-, -pf-, -pb-, -td- 등은 자음이 겹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은 실제 형태소 내부에서 자음이 덧나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굳
이 겹자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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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라오스에서 프랑스의 통치에 대항하여 일어난 정치 운동인 Lao Itsara ລາວອິດສະຣະ는 Lao
Issara라는 로마자 표기로 통용된다. ‘자유’를 뜻하는 라오어의 itsara ອິດສະຣະ는 타이어의 itsara อิสระ
‘잇사라’에 대응된다. 라오어와 타이어의 s는 종성에서 [t]가 되므로 ‘신’, ‘남편’ 등을 뜻하는 산스크리트
어 īśvara ईश्वर ‘이슈바라’에 해당하는 팔리어 issara इस्सर ‘이사라’의 -ss-는 라오어와 타이어에서 [ts]로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음은 불파음인 [t̚ ]이므로 파찰음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잇사라’로 적
으면 이를 흉내내는데 지장이 없다. 타이어 표기 용례에서도 Phitsanulok พิษณุ โลก ‘핏사눌록’,
Phitsuwan พิศสุวรรณ ‘핏수완’과 같이 적은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권고안에서도 -ts-를 ‘ㅅㅅ’으로
적고 이에 따라 Lao Itsara ລາວອິດສະຣະ는 ‘라오 잇사라’로 적는다.
한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계통의 어휘에서는 마찰음 f [f]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pf- 같은 조합은
합성어 경계에서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방관’을 뜻하는 khôndapfai ຄົນດັບໄຟ ‘콘답파이’는 ‘사람’을
뜻하는 khôn ຄົນ ‘콘’과 ‘끄다’를 뜻하는 dap ດັບ ‘답’, ‘불’을 뜻하는 fai ໄຟ ‘파이’가 합친 말이다. 그러니
-pf-도 ‘ㅂㅍ’으로 적는 것이 좋다.
라오어의 유성 폐쇄음 b [b], d [d]도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계통의 어휘에서 쓰이지 않으며 원래의
성문음화된 음인 [ʔb], [ʔd]에서 왔기 때문에 -pb-, -td-와 같은 조합은 합성어 경계에서만 나타난다. 타이
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타이어 표기 용례 가운데는 인명 Akatdamkoeng อากาศดาเกิง을 ‘아깟담끙’으
로 적은 것이 있다. ‘공기’, ‘날씨’ 등을 뜻하는 akat อากาศ ‘아깟’과 ‘위’, ‘높게’ 등을 뜻하는 damkoeng
ดาเกิง ‘담끙’이 합친 이름이다. 또 Lop Buri ลพบุร ี ‘롭부리’라는 용례도 있는데 이 지명은 고대 인도의 서
사시 《라마야나》의 등장인물 이름인 산스크리트어 Lava लव ‘라바’에서 온 Lop ลพ ‘롭’과 ‘성읍’을 뜻하
는 산스크리트어 pura पुर ‘푸라’에서 온 buri บุร ี ‘부리’가 합친 것이지만 보통 로마자로 한 단어로 Lopburi라고 쓴다. 마찬가지로 권고안에서도 라오어의 -pb-, -td-를 ‘ㅂㅂ’, ‘ㅅㄷ’으로 적어 라오스 지명
Sôpbao ສົບເບາ도 ‘솝바오’로 적는다. 이 지명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sôp ສົບ ‘솝’과 bao ເບາ
‘바오’ 둘 다 라오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있다.
한편 이와 같이 자음이 겹칠 경우의 한글 표기를 규정할 때 형태소 경계에서도 이를 적용할지의 문제
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인 Pakkading ປາກກະດິງ은 ‘입’, ‘어구’를 뜻하는 pak
ປາກ ‘빡’과 강 이름인 Kading ກະດິງ ‘까딩’이 합친 이름이다. 그러니 이를 고려하면 ‘빡까딩’이라고 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Pakkading과 같이 통용 로마자 표기로 적은 라오어 이름을 보고 일일이 합성어인지
분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니 원어의 구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자음이
겹친 것은 겹치지 않은 것과 같이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빠까딩’과 같이 적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찬가
지로 권고안에서는 Vattai ວັດໄຕ도 ‘밧따이’ 대신 ‘바따이’로 적는다. 대신 Wat That Khao라는 통용 로마
자로 흔히 알려진 Vat That Khao ວັດທາດຂາວ처럼 로마자 표기에서 단어 구분이 된 경계에 같은 계열의
자음이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바탓카오’ 대신 ‘밧탓카오’와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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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고안에서는 비음 -mm-, -nn- 등이 겹친 경우는 타이어 표기 규정에서와 같이 ‘ㅁㅁ’, ‘ㄴㄴ’으
로 적도록 하며 타이어 표기 규정에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ngng-도 ‘ㅇ응’으로 적도록 한다. 라오어에서
연구개 비음 ng이 겹치는 것은 형태소 경계에서뿐이다.

라오어 모음의 표기
전설 비원순 중저모음 [ɛ]
라오어의 è ແ◌ະ/ແ◌ັ [ɛ], è ແ◌ [ɛː]는 전설 비원순 중저모음이다. BGN/PCGN 표기법에서는 모두 è로
적고 ALA-LC 표기법에서는 짧은 모음인 처음 둘은 æ로, 긴 모음인 셋째는 ǣ로 적는다. 전설 비원순 중
고모음인 é ເ◌ະ/ເ◌ັ [e], é ເ◌ [eː]와 구별된다.
이들은 각각 타이어의 ae แ◌ะ/แ◌็ [ɛ], ae แ◌ [ɛː]에 대응되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들을 ‘애’로
적는다. 베트남어에서도 중저모음 e [ɛ]와 중고모음 ê [e]의 구별이 있으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e를 ‘애’
로, ê를 ‘에’로 적는다.
물론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는 [ɛ]를 ‘에’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è [ɛ]는 é
[e]와 동일하게 ‘에’로 적는다.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도 è는 e로 적는 경우가 많다. 라오스의 도시 Thakhèk ທ່າແຂກ ‘타캑’의 경우 통용 로마자 표기인 Thakhek에 따라 ‘타케크’로 쓴 용례가 있다. 하지만 표
기의 일관성을 위해서 권고안에서는 라오어의 è도 타이어의 ae나 베트남어의 e처럼 ‘애’로 적는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독일어 등에서는 [ɛ]와 [e]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예: 프랑스어 les [le, lɛ],
이탈리아어 cielo [ˈʧɛːlo, ˈʧeː-], 독일어 Daniel [ˈdaːni̯ eːl, -ni̯ ɛl]). 같은 e가 [ɛ]를 나타낼 수도 있고 [e]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자로부터 발음을 알아내기도 어렵다. 그러니 이들 언어에서는 [ɛ]와 [e]의 표
기를 ‘에’로 통일하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라오어와 타이어, 베트남어에서 [ɛ]와 [e]는 서로 다른 글자로
적으니 각각 ‘애’, ‘에’로 적는다고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혼란이 생길 우려가 없다.
후설 원순 중저모음 [ɔ]
라오어의 è [ɛ] ‘애’와 é [e] ‘에’를 구별하여 적는다면 o [ɔ]와 ô [o]도 구별하여 적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할 수 있다. 라오어의 o ເ◌າະ/◌ັອ [ɔ], o ◌ໍ/◌ອ [ɔː]는 후설 원순 중저모음으로서 후설 원순 중고모음인 ô
ໂ◌ະ/◌ົ [o], ô ໂ◌ [oː]와 구별된다. 타이어에서도 중저모음인 o เ◌าะ/◌็อ◌ [ɔ], o ◌อ/◌อ◌ [ɔː]가 중고모음인
o โ◌ะ/◌◌ [o], o โ◌/โ◌◌ [oː]와 구별되며 베트남어에서도 중저모음 o [ɔ]와 중고모음 ô [o]가 구별된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타이어와 베트남어의 [ɔ]와 [o]를 모두 ‘오’로 적는다.
사실 타이어의 [ɔ]는 ‘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어’는 오늘날 보통 후설 중저모음으로 발
음되므로 보통 [ʌ]로 적는데 어느 정도 원순성도 동반하기 때문에 음가가 타이어와 베트남어의 [ɔ]와 상
당히 가깝다. 타이 짜끄리 왕조 제5대 국왕의 이름이자 타이를 대표하는 대학교 이름이기도 한 Chulalongkon จุฬาลงกรณ์ [ʨù.lāː.lōŋ.kɔ̄ːn]은 민간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쭐랄롱꼰’ 대신 ‘쭐랄롱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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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는 것도 볼 수 있다. 현행 타이어의 한글 표기 규정은 ‘어’를 쓰지 않으니 중저모음 [ɔ]는 ‘어’로 적어
서 중고모음 [o] ‘오’와 구별한다면 다른 모음과 혼동될 우려도 없다.
하지만 타이어의 표준 로마자 표기법은 [ɛ]와 [e]를 각각 ae, e로 적어서 구별하는데 비해 [ɔ]와 [o]는
둘 다 o로 적는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의 표기에서는 â [ə]와 ơ [əː]를 이미 ‘어’로 적기 때문에 o [ɔ]도
‘어’로 적는다면 ô [o] ‘오’와는 구별되지만 â [ə]와 ơ [əː]와 표기가 같아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애초에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는 [ɔ]를 [o]처럼 ‘오’로 적도록 한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
어, 독일어 등에서도 [ɔ]와 [o]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한글 표기는 통일하는 것이 편하
다(예: 프랑스어 Laurent [lɔʁɑ̃, lo-], 이탈리아어 Longhi [ˈloŋɡi, ˈlɔŋ-], 독일어 Hofmann [ˈhoːfman,
ˈhɔf-]). 그러니 라오어의 [ɔ]는 ‘어’와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현행 외래어 표기법과 일관되도록 권고안에
서는 ‘오’로 적는다.
후설 비원순 고모음 u [ɯ]와 후설 비원순 중고모음 eu [ɤ]
라오어의 u ◌ຶ [ɯ]와 u ◌ື [ɯː]는 후설 비원순 고모음으로 발음되며 이에 대응되는 타이어의 ue ◌ึ/◌ึ◌
[ɯ], ue ◌ือ/◌ื◌ [ɯː]와 발음이 같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타이어의 ue [ɯ]를 ‘으’로 적는다. 한국어의
‘으’는 후설 비원순 고모음 [ɯ]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오어의 u [ɯ]도 권고안에서는 ‘으’로 적
는다.
라오어의 eu ເ◌ິະ/ເ◌ [ɤ], eu ເ◌ີ [ɤː]는 후설 비원순 중고모음으로 이에 대응되는 타이어의 oe เ◌อะ [ɤ],
oe เ◌อ [ɤ(ː)], oe เ◌ิ◌ [ɤː]와 발음이 같다.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는 [ɤ]의 표기를 다루지 않
지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타이어의 oe [ɤ]도 ‘으’로 적는다. 중고모음인 [ɤ]의 표기를 고모음인 [ɯ]의
표기와 합친 것이다.
후설 비원순 모음 가운데 중고모음인 [ɤ]는 고모음인 [ɯ]와 중저모음인 [ʌ] 사이에 있다.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 [ʌ]는 ‘어’로 적으니 [ɤ]는 ‘으’와 ‘어’의 중간음으로 볼 수 있다. 또 중설 중모음인
[ə]와도 가까운 음이다. ‘베트남식 쌀국수’를 뜻하는 라오어 feu ເຝີ [fɤ̌ː] ‘프’는 베트남어의 phở [fə̂ː] ‘퍼’
에서 온 것으로 원어의 [ə]를 [ɤ]로 흉내내었다.
이 모음은 심지어 프랑스어의 [ø], [œ] 등을 흉내내는데도 쓰여서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beurre
[bœːʁ] ‘뵈르’는 라오어에서 beu ເບີ [bɤ̀ː] ‘브’로 흉내내었다(베트남어로는 bơ [ɓə̄ː] ‘버’). BGN/PCGN
표기법을 비롯한 프랑스어식 철자에서는 라오어의 [ɤ]를 프랑스어의 [ø], [œ]를 나타내는 eu로 적는다.
물론 후설 비원순 모음인 [ɤ]는 후설 원순 모음보다는 앞에서 발음되고 전설 원순 모음인 [ø], [œ]는 전
설 비원순 모음보다는 뒤에서 발음되는 등 기본 주변부 모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중간한 중앙
부 모음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공통점이 많지 않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ø], [œ]는 ‘외’로
적지만 라오어의 [ɤ]의 표기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타이어의 oe와 라오어의 eu의 표기는 ‘으’와 ‘어’ 가운데 하나로 정해야 하는데 이미 타이어
표기 규정에서 oe [ɤ]를 ‘으’로 적기로 했으므로 권고안에서는 라오어의 eu [ɤ]도 ‘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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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타이어에 음소 지위를 지닌 단순모음 /ə/는 없지만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이 약화되어 표면
적으로 [ə]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뜻하는 mahawitthayalai มหาวิทยาลัย [má.hǎː.
wít.tʰá.jāː.lāj] ‘마하위타얄라이’는 표면적으로 [mə.hǎː.wít.tʰə.jāː.lāj]로 실현된다(Slayden 2009: 6,
Abramson 1962: 17). 라오어도 마찬가지여서 3인칭 복수 대명사 khachao ຂະເຈົ້າ [kʰá.ʨâw] ‘카짜오’
는 표면적으로 [kʰə.ʨâw]로 실현된다. 이런 모음의 약화는 철자로부터 예측하기가 복잡하므로 한글 표
기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표면 발음에 [ə]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여 한글 표기에서 ‘어’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중향 이중모음 ia [iə]/[iːə], ua [ɯə]/[ɯːə], oua [uə]/[uːə]
라오어에는 고모음에서 시작해서 [ə]로 끝나는 중향 이중모음 ia ເ◌ັຽະ/◌ັຽ [iə], ia ເ◌ັຽ/◌ຽ [iːə], ua
ເ◌ຶອະ/ເ◌ຶອ [ɯə], ua ເ◌ືອ [ɯːə], oua ◌ົວະ/◌ັວ [uə], ◌ົວ/◌ວ [uːə]가 있다(Enfield 2007). BGN/PCGN 표기
법에서는 이들을 각각 ia, ia, ua, ua, oua, oua로 적고 ALA-LC 표기법에서는 각각 ia, īa, ưa, ư̄a, ua,
ūa로 적는다. 즉 후반부를 모두 a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ALA-LC 표기법에서는 ◌ຽວ/ເ◌ັຽວ [iːəw]에 한
해서 īao 대신 īeo로 적는다. 따라서 ‘찹쌀밥’을 뜻하는 ເຂົ້າຫນຽວ [kʰàw.nîːəw] ‘카오니아오’는 BGN/
PCGN 표기법에서 khaoniao로 적고 ALA-LC 표기법에서는 khaonīeo로 적는다.
학자에 따라서 라오어 이중모음의 후반부를 [ə] 대신 [a]로 보고 [ia], [iːa] 등으로 적는 이들도 있다
(Lew 2013). SEAlang Library의 온라인 라오어 사전에서도 이중모음의 후반부를 [a]로 적는다.4
타이어에는 이중모음 ia เ◌ีย/เ◌ีย◌ [iːa], uea เ◌ือ/เ◌ือ◌ [ɯːa], ua ◌ัว/◌ว◌ [uːa]가 있어 외래어 표기
법에서 각각 ‘이아’, ‘으아’, ‘우아’로 적는다. 장음 기호가 굳이 필요없다고 보고 [ia], [ɯa], [ua]로 적는 경
우가 많지만 학자에 따라 개음절에 한해 드물게 [iːa], [uːa]와 구별되는 짧은 이중모음 [ia], [ua]가 있다
고 보기도 한다(예: mia เมีย [mīːa] ‘미아’, dia เดีย
๊ ะ [díaʔ] ‘디아’).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타이어의 이중
모음을 ‘이아’, ‘으아’, ‘우아’ 등으로 적는다.
그런데 타이어의 긴 이중모음에서는 후반부의 [a]가 [ə]로 약화되어 [iːə], [ɯːə], [uːə] 등으로 발음될
수 있다(Slayden 2009: 7, Abramson 1962: 76). 온라인 백과사전인 영어판 위키백과의 “Thai language” 문서에서도 발음 기호로 [iːə], [ɯːə], [uːə], [iə], [uə]를 쓴다.5
그러니 라오어의 이중모음과 타이어의 이중모음 둘 다 후반부가 [a]일 수도 있고 [ə]일 수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라오어의 발음 표기에서는 [ə]를, 타이어의 발음 표기에서는 [a]를 쓴다고 해서 꼭 한글 표기

4 http://www.sealang.net/lao/dictionary.htm (2018. 11. 16. 확인) – SEAlang Library는 타이 방콕의 전산 언
어학 연구 센터(Center for Research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CRCL)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동남아시아학 센터(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SEAS)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5 https://en.wikipedia.org/wiki/Thai_language#Phonology (2018. 11. 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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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양쪽 언어에 공통된 이중모음이고 [ə]와 [a]가 쓰이는 비중이 다
르다고 해도 실현 범위가 일치한다면 한글 표기도 통일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리하여 라오어의 지명 Louangphrabang ຫຼວງພຣະບາງ을 ‘루앙프라방’으로 적는다면 타이어 이름
인 Luangphrabang หลวงพระบาง ‘루앙프라방’과도 표기가 일치하며 통용 로마자 표기인 Luang Prabang에도 들어맞는다.
하지만 라오어 이중모음의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언제나 후반부를 a로 적는 것은 아니다. 라오어 지
명에 많이 나오는 ‘도시’나 ‘마을’, ‘성읍’ 등을 뜻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Viang ວຽງ ‘비앙’은 Vieng 또는
Vien, Xiang ຊຽງ ‘시앙’은 Xieng으로 적는 경우가 많으며 Muang ເມືອງ ‘므앙’은 Muang으로 적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만 Muong으로 적는 표기도 가끔 보인다. 이는 특히 프랑스어식 로마자 표기에서 많이 보
이는데 베트남어 철자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베트남어에도 라오어와 비슷한 이중모음 [iə], [ɯə], [uə]가 있다. 이들은 종성이 없는 개음절에서는
ia, ưa, ua로 적고 종성이 있는 폐음절에서는 iê, ươ, uô로 적는다. 베트남어 철자법이 고안된 17세기의
중세 베트남어에서는 개음절의 이중모음과 폐음절의 이중모음 발음이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현대 발음
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ia, ưa, ua를 발음에 따라 ‘이어’, ‘으어’, ‘우어’로 적으
면서 iê, ươ, uô는 철자대로 ‘이에’, ‘으어’, ‘우오’로 적는다.
베트남어에서는 Viangchan ວຽງຈັນ ‘비앙짠’을 Viêng Chăn ‘비엥짠’으로 적고 Xiangkhoang
ຊຽງຂວາງ ‘시앙쾅’은 전통적으로는 Xiêng Khoảng ‘시엥코앙’으로 적었다. 라오어의 muang ເມືອງ, 타이
어의 mueang เมือง에 해당하는 단어는 베트남어에서 mường ‘므엉’으로 차용되어 쓰인다. 그러니 라오
어 Vieng/Vien, Xieng, Muong 등의 통용 로마자 표기는 베트남어 철자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처럼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쓰이는 ie, uo 등은 대체로 일부 어휘에 한정되어 있으니 한
글 표기에까지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권고안에서는 라오어의 이중모음 표기도 타이어처럼 ‘이
아’, ‘으아’, ‘우아’로 통일하였다.

라오어 r ຣ의 표기 문제
표준 타이어에서는 초성 위치의 r ร [r]와 l ล/ฬ [l]의 발음이 구별된다. 하지만 라오어에서는 고유어
어휘에서 [r] 발음을 찾아볼 수 없다. 라오어에도 원래는 [r] 발음이 있었지만 위치에 따라 [h] 또는 [l]로
바뀌었으며 초성 자음군의 일부였던 경우에는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오 문자에는 타이 문자의 r ร에 대응되는 글자 r ຣ가 있어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에서 온
전통 어휘 및 타이어, 프랑스어, 영어 등에서 차용된 어휘에서 원어의 [r]를 나타낸다. 원어의 [r]가 라오
어에서 [h]로 발음이 바뀐 경우는 r ຣ와 자형이 비슷한 h ຮ로 따로 나타내기 때문에 라오어에서 r ຣ는 보
통 [l]로 발음되거나 초성 자음군의 일부인 경우에는 묵음이 된다.
라오스 내전 당시 정부군과 맞서 싸운 빠텟 라오의 고위 인사였던 푸미 봉비찟(Phoumi Vôngvichit
ພູມີ ວົງວິຈດ
ິ )은 1967년에 라오어 문법서를 펴내면서 라오어 발음과 철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철자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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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여기에는 라오어 발음을 나타내는데 필요없는 r ຣ를 퇴출시키는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반군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사실 이 문법서가 나오기 전인 1950년대부터도 이미 r ຣ를 사용하지 않았
으며 1975년 내전이 종식되고 빠텟 라오가 라오스의 정권을 잡자 푸미의 제안은 전국의 공식 철자법이
되었다.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r ຣ는 라오 문자에서 쓰이지 않게 되었으며 발음에 따라 l ລ로 대체되거나
생략되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어로 ‘성읍’을 뜻하는 pura पुर ‘푸라’에서 비롯되어 지명에 많이 등장하는 요소인
bouri ບູລີ ‘부리’는 [būː.ríː] 대신 [būː.líː]로 보통 발음된다고 하여 bouli ບູລີ ‘불리’로 철자가 바뀌었으
며 산스크리트어 vara वर ‘바라’에서 비롯되어 ‘신성한’, ‘왕의’ 등을 뜻하는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 phra
ພຣະ ‘프라’는 [pʰrā] 대신 [pʰā]로 발음된다고 하여 pha ພະ ‘파’로 철자가 바뀌었다.
이 철자법은 고유명사의 표기에도 적용되어 국제적으로 Luang Prabang으로 통용되는 지명은
Louangphrabang ຫຼວງພຣະບາງ/ຫລວງພຣະບາງ ‘루앙프라방’에서 Louangphabang ຫຼວງພະບາງ/ຫລວງ
ພະບາງ으로 철자가 바뀌었으며 이 외에도 라오스의 주 이름으로 쓰이는 지명 가운데 Borikhamxai
ບໍຣຄ
ິ ໄຊ ‘보리캄사이’, Saravan ສາຣະວັນ ‘사라반’,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 ‘사이냐부리’는 각각 Bolikhamxai ບໍລິຄ ໄຊ ‘볼리캄사이’, Salavan ສາລະວັນ ‘살라반’, Xaignabouli ໄຊຍະບູລີ ‘사이냐불리’로 철자가 바뀌
었다.
그러나 r ຣ를 퇴출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으며 특히 공산 정권에 동조하지 않은 국
외 라오스인들은 예전대로 r ຣ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았다. 라오스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의 개혁이
진행되고 1994년에는 푸미가 사망하면서 그의 철자법이 현대 라오스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리하여 라오스에서도 1990년대 이후 r ຣ가 비공식적으로 다시 쓰이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주로 프랑스어, 영어 등에서 최근 유입된 차용어를 중심으로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1학년 라
오어 교과서에서도 ‘레이다(radar)’를 뜻하는 rada ຣາດາ ‘라다’의 예를 통해 이 글자를 가르친다(Lew
2013:9). 하지만 r ຣ를 공식적으로 라오 문자에 복권시킬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
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단지 현대 라오어 발음을 충실하게 흉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r ຣ 없이 쓰는 현행 공식 철자법을 기
준으로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Louangphabang ‘루앙파방’, Bolikhamxai ‘볼리캄사이’, Salavan ‘살라
반’, Xaignabouli ‘사이냐불리’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라오어 고유명사는 보통 로마자 표기를 매개로 접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은 각각 어원을 나타낸 예전 철자를 기준으로 한 Luang Prabang, Borikhamxay, Saravan, Xayaboury로 많이 쓰인다.
라오스 관련 소식을 전하는 대표적인 영어 매체인 라오스의 관영 뉴스통신사인 카오산 빠텟 라오
(Khaosan Pathet Lao, KPL),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RFA), 라오스의 영어 일간지
Vientiane Times, 영어로 라오스 소식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인 The Laotian Times 등 네 곳의 웹사이
트에서 어떤 표기를 쓰는지 검색 엔진인 구글을 통해 비교해보았다(비교일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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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전통 철자에 r ຣ이 들어간 라오스 주요 지명의 로마자 표기 비교
지명

KPL

RFA

Laotian Times

Vientiane Times

합계

Louang Prabang
Louangprabang
Luang Phrabang
Luang Prabang
Luangphrabang
Luangprabang
Louangphabang
Luang Phabang
Luangphabang

0
0
1
1830
0
24
0
1
0

5
2
2
333
2
421
0
1
7

0
0
0
4760
0
75
2
0
0

0
0
1
79
0
3
0
0
0

5
2
4
7002
2
523
2
2
7

r 포함 비율

99.9%

99.0%

100.0%

100.0%

99.9%

KPL

RFA

Laotian Times

Vientiane Times

합계

0
4
0
306
1
4
2
238

0
32
0
188
5
6
21
50

0
0
0
247
0
1
1
60

0
2
0
38
2
1
0
1

0
38
0
779
8
12
24
349

55.9%

72.8%

79.9%

90.9%

67.5%

KPL

RFA

Laotian Times

Vientiane Times

합계

Saravan
Saravane
Saravanh
Salavan
Salavane
Salavanh

289
119
16
9
1
0

196
17
99
42
0
2

193
0
0
40
0
13

41
5
0
2
0
0

719
141
115
93
1
15

r 포함 비율

97.7%

87.6%

78.5%

95.8%

89.9%

지명

KPL

RFA

Laotian Times

Vientiane Times

합계

Sayabouri
Sayaboury
Xayabouri
Xayaboury
Sayabouli
Sayabouly
Xayabouly

0
58
7
404
0
2
39

5
35
27
80
5
35
3

0
39
0
294
0
0
6

0
6
1
46
0
1
2

5
138
35
824
5
38
50

r 포함 비율

92.0%

77.4%

98.2%

94.6%

91.5%

지명
Borikhamsai
Borikhamsay
Borikhamxai
Borikhamxay
Bolikhamsai
Bolikhamsay
Bolikhamxai
Bolikhamxay
r 포함 비율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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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Luang Prabang, Borikhamxay, Saravan, Xayaboury 등 r를 쓴 표기의 비율이 각각
99.9%, 67.5%, 89.9%, 91.5%에 달했다. 즉 적어도 라오스의 주 이름의 한글 표기는 r ຣ를 쓴 전통 철자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용 로마자 표기에 들어맞는다.
한편 라오어 철자의 경우 관영 매체인 KPL은 공식 철자법에 따라 r ຣ를 철저히 배제하는 반면 미국
매체인 RFA는 전통 철자법에 따라 r ຣ를 쓴 표기를 여전히 많이 쓰는데 이름에 따라 그 빈도가 다르다.
[표4] 전통 철자에 r ຣ이 들어간 라오스 주요 지명의 라오어 철자 비교
지명

KPL

RFA

0

965

Louangphrabang ຫລວງພຣະບາງ

0

1510

Louangphabang ຫຼວງພະບາງ

2

197

Louangphabang ຫລວງພະບາງ

1100

211

r ຣ 포함 비율

0.0%

85.8%

KPL

RFA

Borikhamxai ບໍຣຄ
ິ ໄຊ

0

2460

Bolikhamxai ບໍລິຄ ໄຊ

1250

190

r ຣ 포함 비율

0.0%

92.8%

KPL

RFA

Saravan ສາຣະວັນ

0

698

Salavan ສາລະວັນ

2050

168

r ຣ 포함 비율

0.0%

80.6%

KPL

RFA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

0

2590

Xaignabouli ໄຊຍະບູລີ

1485

322

r ຣ 포함 비율

0.0%

88.9%

Louangphrabang ຫຼວງພຣະບາງ

지명

지명

지명

라오어 철자법에서 r ຣ의 지위는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표기 규정 자체에서는 어느 철자법을 따
를지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신 표기 용례를 정할 때 철자법에 따라 달라지는 복수 표
기를 허용하되 통용 로마자 표기를 고려해서 대표 표기를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전통 철자인
Louangphrabang ຫຼວງພຣະບາງ/ຫລວງພຣະບາງ을 기준으로 한 ‘루앙프라방’과 Louangphabang ຫຼວງ
ພະບາງ/ຫລວງພະບາງ을 기준으로 한 ‘루앙파방’을 둘 다 허용하되 통용 로마자 표기인 Luang Prabang을
따라 전자를 대표 표기로 삼도록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지명은 통용 로마자 표기가 어느 쪽이 우세한지 따지기 어렵다. 행
정구역 이름의 경우 앞서 열거한 주 이름은 모두 r를 포함한 표기가 우세하므로 현이나 마을 이름도 r 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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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쓴 전통 철자를 기준으로 대표 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전통 철자가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하
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지명이 bouli ບູລີ ‘불리’로 끝나는 것은 전통 철자인 bouri ບູລີ ‘부리’에 해당되
니 ‘부리’로 적은 형태를 대표 표기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라오어 전통 철자에 들어가는 r ຣ를 모조리 한글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타이어에서도 철자상의 r ร가 들어가는 초성 자음군 가운데 실제로도 자음군으로 발음되는 것은 pr, phr,
tr, kr, khr뿐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적용하는 타이어의 한글 표기는 사실 타이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
므로 ‘정말’을 뜻하는 จริง은 철자상 cring으로 보이더라도 표준 로마자 표기인 cing에 따라 ‘찡’으로 적
게 된다. 또 타이어에서는 산스크리트어의 śr श्र에 대응되는 철자상의 sr와 고대 크메르어의 *dr에서 온
철자상의 thr가 둘 다 [s]로 발음되기 때문에 표기 세칙에서 아예 ‘ㅅ’으로 적도록 정했다.
다행히 라오어는 1975년의 철자 개혁 이전에도 이처럼 타이어에서도 자음군으로 발음되지 않는 경
우는 철자상으로도 대체로 r ຣ를 쓰지 않았다. 1972년에 출판된 라오어·영어 사전에서도 타이어 cing
(cring) จริง ‘찡’에 대응되는 라오어 단어는 ching ຈິງ ‘찡’으로, 경칭으로 쓰이는 타이어 si (sri) ศรี에 대
응되는 라오어 단어는 ສີ si ‘시’로, ‘가슴’을 뜻하는 타이어 ทรวง suang (thruang) ‘수앙’에 대응되는 라
오어 단어는 ຊວງ xouang ‘수앙’으로 적는다(Kerr 1972).
드물게 최근 차용어에서 원어의 어말 r를 나타내는 철자 ຣ໌는 권고안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철자는 전
통 철자에서 발음되지 않는 글자를 표시하는데 쓰이는 ‘취소 기호(cancellation mark)’ ◌를 r ຣ에 붙인
것이다(현대 철자에서는 발음되는 글자만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 외에는 취소 기호를 쓸 일
이 없다).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beurre [bœːʁ] ‘뵈르’를 차용한 beu ເບີ [bɤ̀ː] ‘브’는 드물게 원어의
어말 [ʁ]를 반영해 beur ເບີຣ로
໌ 적기도 한다. BGN/PCGN 표기법에서는 ຣ໌를 r로 적는다. 라오어에서는 종
성 자음으로 [r]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어의 r 음이 묵음이 되는 것을 취소 기호를 써서 철자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beur ເບີຣ는
໌ beu ເບີ와 똑같이 [bɤ̀ː]로 발음된다. 그래도 BGN/PCGN 표기법을 따라 원어
발음을 반영하기 위해 r ຣ໌를 ‘르’로 적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철자는 최근 차용어에서만 쓰이기 때
문에 실제로는 한글 표기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해설 25

참고 문헌
정희원. 2004.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립국어원.
Abramson, Arthur S. 1962. “The Vowels and Tones of Standard Thai: Acoustical Measurements
and Experiment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v. 28, no. 2: v–146, edited
by C.F. Voegelin. Bloomington: Research Center in Anthropology, Folklore, and Linguistics,
Indiana University.
Davis, Garry W. 2015. “The Story of Lao r: Filling in the Gaps.” The Journal of Lao Studies Special
Issue 2, 2015: 97–109.
Enfield, N. J. 2007. A Grammar of Lao. Berlin: Mouton de Gruyter.
Erickson, Blaine. 2001. “On the Origins of Labialized Consonants in Lao.” In Papers from the
Six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 Asian Linguistic Society: 135–148, edited by Karen L.
Adams and Thomas John Hudak. Tempe,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Progra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Kerr, Allen D., ed. 1972. Lao-English Dictionary, Volumes 1–2.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Lew, Sigrid. 2013. “A linguistic analysis of the Lao writing system and its suitability for minority language orthographies.” Writing Systems Research v. 6, no. 1: 25–40.
Slayden,

Glenn.

2009.

“Central

Thai

Phonology.”

Accessed

November

13,

2018.

http://www.thai-language.com/resources/slayden-thai-phonology.pdf.
Ostapirat, Weera. 2000. “Proto-Kra.” Linguistics of the Tibeto-Burman Area v. 23, no. 1: 1–251.

26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및 표기 용례집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라오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보기

자음 앞·

자모

모음 앞

b

ບ

ㅂ

–

Boungnang ບຸນຍັງ 분냥, Pakbèng ປາກແບ່ງ 빡뱅

ch

ຈ

ㅉ

–

Champasak ຈ ປາສັກ 짬빠삭, Vangcheuxông ຫວ່າງເຈີຊົົ່ງ 방쯔송

d

ດ

ㄷ

ㅅ

Dalaphon ດາລາພອນ 달라폰, Padit ປະດິດ 빠딧

ㅍ

–

니*

–

ㅎ

–

ㄲ

ㄱ

ㅋ

–

ㄹ, ㄹㄹ

–

ㅁ

ㅁ

ㄴ

ㄴ

ງ

응

ㅇ

ປ

ㅃ

–

Patouxai ປະຕູໄຊ 빠뚜사이, Attapu ອັດຕະປື 아따쁘

ບ

–

ㅂ

kip ກີບ 낍, Phômmathép ພົມມະເທບ 폼마텝

ㅍ

–

ㄹ

–

ສ

ㅅ

–

Soukhouma ສຸຂຸມາ 수쿠마, Kétsana ເກດສະນາ 껫사나

ຕ

ㄸ

–

Taixaignavông ໄຕໄຊຍະວົງ 따이사이냐봉, Sisattanak ສີສັດຕະນາກ 시사따낙

ດ

–

ㅅ

Èt ແອດ 앳, Sétthathirat ເສດຖາທິຣາດ 세타티랏

ㅌ

–

ㅅ

–

ㅂ

–

ㅇ

–

f
gn
h
k
kh
l
m

자음

한글

라오어

n
ng
p
ph
r
s
t
th
x
v
(-)

ຝ
ຟ
ຍ
ຫຍ, ຫຽ
ຫ
ຮ
ກ
ຂ
ຄ
ລ
ຫຼ, ຫລ
ມ
ໝ, ຫມ
ນ
ໜ, ຫນ

ຜ
ພ
ຣ
ຫຣ

ຖ
ທ
ຊ
ວ
ຫວ
ອ

어말

feu ເຝີ 프, Namfôn ນໍ້າຝົນ 남폰, Fènta ແຟນຕ້າ 팬따, Xé Bangfai ເຊບັັ້ງໄຟ
세방파이
Gnômmalat ຍົມມະລາດ 뇸말랏, gnang ຫຍັງ 냥,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
사이냐부리
Houaphan ຫົວພັນ 후아판, Hintang ຫິ ນຕັັ້ງ 힌땅, Banghiang ບັງຫຽງ
방히앙, Houn ຮຸນ 훈, Nouhak ໜູຮັກ 누학
Kèo ແກ້ວ 깨오, Paklay ປາກລາຍ 빡라이, Nambak ນໍ້າບາກ 남박
Khoa ຂວາ 콰, Savannakhét ສະຫວັນນະເຂດ 사반나켓, Khammouan ຄ ມ່ວນ
캄무안, Phoukhoun ພູຄູນ 푸쿤
lap ລາບ 랍, Luamsisai ເຫຼືົ້ອມສີໃສ 르암시사이, Sisoulit ສີສຸລິດ 시술릿, saola
ເສາຫຼາ 사올라
Mounlapamôk ມູນລະປະໂມກ 문라빠목, ຈູມມະລີ Choummali 쭘말리, ແໝ່ມ
Mèm 맴, manôrôm ມະໂນຣົມ 마노롬
Namnoy ນໍ້ານ້ອຢ 남노이, na ໜ້າ 나, Siphandon ສີພັນດອນ 시판돈, Xônnabouri ຊົນນະບູຣີ 손나부리
Ngoum ງ່ມ 응움, Laongam ເລົ່າງາມ 라오응암, Maipakngum ໃໝ່ປາກງືມ
ົ່
마이빡응음, Xékong ເຊກອງ 세꽁, Bang-On ບັງອອນ 방온

Phôngvisét ຜົງວິເສດ 퐁비셋, Boupphavan ບຸບຜາວັນ 부파반, Phônsavan
ໂພນສະຫວັນ 폰사반, Phoutsadi ພຸດສະດີ 풋사디
Rattanavôngsa ຣັດຕະນະວົງສາ 라따나봉사, rian ຫຣຽນ 리안, Bourôm ບູຣົມ
부롬, Ho Phra Kèo ຫໍ ພຣະແກ້ວ 호프라깨오, Sôngkran ສົງກຣານ 송끄란

Thavon ຖາວອນ 타본, Thélavat ເຖລະວາດ 텔라밧, Thakhèk ທ່າແຂກ 타캑,
Naxaythong ນາຊາຢທອງ 나사이통
Xam Nua ຊ ເໜືອ 삼느아, Vixoun ວີຊຸນ 비순, phatxana ພາຊນາ 팟사나
Viangchan ວຽງຈັນ 비앙짠, Viravông ວິຣະວົງ 비라봉, Bolavén ບໍລະເວນ
볼라벤, Sisavat ສີສະຫວາດ 시사밧
Anouvông ອານຸວົງສ໌ 아누봉, Gnot-Ou ຍອດອູ 뇻우, Oun-Ôp ອຸ່ນອົບ 운옵

라오어의 한글 표기 권고안 27

로마자

o
반모음

자모

a
è
é
eu
i
o
ô
모음
ou
u

모음 앞

보기

자음 앞·
어말

오, 우*

오

Xiangkhoang ຊຽງຂວາງ 시앙쾅, khoit ຂວິດ 큇, ngoam ງວ 응왐, khoèng

–

우

xiouha ຊິວຫາ 시우하, kiou ກີວ 끼우

ຢ

이*

–

Yapaoyang ຢາປາວຢ່າງ 야빠오양, Yônghoua ຢົງຮົວ 용후아

ຍ, ຽ

–

이

Houay Xay ຫ້ ວຍຊາຍ 후아이사이, hoy ຮ້ອຽ 호이

ວ

ou
y

한글

라오어

◌ະ, ◌ັ
◌າ
ແ◌ະ, ແ◌ັ
ແ◌
ເ◌ະ, ເ◌ັ
ເ◌
ເ◌ິະ, ເ◌ິ
ເ◌ີ
◌ິ
◌ີ
ເ◌າະ, ◌ັອ
◌ໍ, ◌ອ
ໂ◌ະ, ◌ົ
ໂ◌
◌ຸ
◌ູ
◌ຶ
◌ື

ແຂວງ 쾡, mothoay ໝໍທວາຍ 모톼이, Kèoma ແກ້ວມະ 깨오마, xao ຊາວ 사오

아

Kading ກະດິງ 까딩, vat ວັດ 밧, Vixay ວິຊັຍ 비사이, Nang ນາງ 낭, Lao ລາວ

애

lè ແລະ 래, xèk ແຊັກ 색, Bèng ແບ່ງ 뱅, Nalè ນາແລ 날래, Kèobounphan

에

téban ເຕະບານ 떼반, Xéngku ເຊັົ່ງກື 셍끄, Vangyé ຫວັງເຢ້ 방예, Thépthéva

으

Meung ເມິງ 믕, yeuk ເຢິກ 역, Nam Theun ນໍ້າເທີນ 남튼, Gneu ເຍີົ້ 녀, Leuy

이

Sirivan ສິຣວ
ິ ັນ 시리반, Ngin ງິນ 응인, Hinboun ຫີ ນບູນ 힌분, Chinlavông

오

Kapho ກະເພາະ 까포, dong ດັົ່ອງ 동, Bolavén ບໍລະເວນ 볼라벤, Thongloun

오

tô ໂຕະ 또, Hôngsa ຫົງສາ 홍사, Dôn ໂດນ 돈, Phônhông ໂພນໂຮງ 폰홍, dôy

우

Oudômxai ອຸດົມໄຊ 우돔사이, Boun Tai ບຸນໃຕ້ 분따이, Phouy ຜຸຍ 푸이,

으

nung ໜຶງົ່ 능, yut ຢຶດ 윳, Ngum ງືມ
ົ່ 응음, Xaignaxu ໄຊຍະຊື 사이냐스,

라오, Saykham ສາຍຄ 사이캄
ແກ້ວບຸນພັນ 깨오분판
ເທບເທວາ 텝테바, héo ເຮວ 헤오
ເລີຍ 르이
ຈີນລາວົງ 찐라봉, ngiou ງີວ
ົ້ 응이우
ທອງລຸນ 통룬, Muang Ngoy ເມືອງງອຍ 므앙응오이
ໂດຍ 도이
Xaisômboun ໄຊສົມບູນ 사이솜분, Pak-Ou ປາກອູ 빡우, gnouy ຍູຍ 뉴이
khagnu ຂະຫຍື 카뉴

ai

ໄ◌, ໃ◌

아이

am

◌◌

암

ao

ເ◌ົາ

아오

Mao ເມາົ່ 마오, chaophagna ເຈົ້າພະຍາ 짜오파냐

이아

khia ເຂັຽະ 키아, diat ດັຽດ 디앗, Phou Bia ພູເບັົ້ຽ 푸비아, Viangxai ວຽງໄຊ

우아

khoua ຂົວະ 쿠아, khouan ຂັວນ 쿠안, Louangnamtha ຫຼວງນໍ້າທາ 루앙남타,

으아

dua ເດຶອະ 드아, dua ເດຶອ 드아, Muang Xai ເມືອງໄຊ 므앙사이, Sibounhuang

ia
oua
ua

ເ◌ັຽະ, ◌ັຽ
ເ◌ັຽ, ◌ຽ
◌ົວະ, ◌ັວ
◌ົວ, ◌ວ
ເ◌ຶອະ, ເ◌ຶອ
ເ◌ືອ

Phaivan ໄພວັນ 파이반, Baitham ໃບທ 바이탐
Khamphoy ຄ ພອຍ 캄포이, Champhon ຈ ພອນ 짬폰

비앙사이, khaoniao ເຂົ້າໜຽວ 카오니아오
Xoualu ຊົວລື 수알르, nouay ໜ່ວຍ 누아이
ສີບຸນເຮືອງ 시분흐앙, gnuay ເຍືອ
ົ່ ຍ 뉴아이

* gn의 ‘니’와 초성에 오는 반모음 o, y의 ‘오, 우’,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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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세칙
라오어는 BGN/PCGN 표기법에 따라 적은 로마자를 기준으로 대조표를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
려서 적는다.
제1항
예스러운 철자 또는 최근의 차용어 표기에 나타나는 파열음과 유음으로 이루어진 초성 자음군을 적을
때는 파열음에 ‘으’를 붙여 적는다. 현대 표준 라오어 발음에서는 이런 철자상의 자음군에서 유음이 발
음되지 않으므로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유음을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하는데 한글 표기는 가장 널
리 쓰이는 통용 로마자 표기를 따른다. 다만 음절 구분을 따져 유음 앞 음절의 종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Sôngkran ສົງກຣານ 송끄란

Phra Taipidôk ພຣະໄຕປິດົກ 프라따이삐독

pla ປລາ 쁠라

khrédit ເຄຣດິດ 크레딧

plak-in ປລັກອິນ 쁠락인

fènkhlap ແຟນຄລັບ 팬클랍

Mouklada ມຸກລາດາ 묵라다

Nitlakhon ນິດລະຄອນ 닛라콘

제2항
모음 사이에서 l은 ‘ㄹㄹ’로 적는다.
Phalanxai ພະລານໄຊ 팔란사이

Khôchaleun ໂຄຈະເລີນ 코짤른

제3항
같은 자음이 겹쳐 있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같은 계열의 무성 파열음이 겹쳐 나온
-pph-, -tth-, -kkh- 등도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고 -tch-도 -ch-와 같이 적는다. 다만, -mm-, -nn-,
-ngng-의 경우에는 ‘ㅁㅁ’, ‘ㄴㄴ’, ‘ㅇ응’으로 적는다.
Nôkki ນົກກີົ່ 노끼

Attapu ອັດຕະປື 아따쁘

Akkhavông ອັກຄະວົງ 아카봉

Phatthana ພັດທະນາ 파타나

Boupphavan ບຸບຜາວັນ 부파반

kitchakan ກິດຈະການ 끼짜깐

Gnômmalat ຍົມມະລາດ 뇸말랏

Khammouan ຄ ມ່ວນ 캄무안

Savannakhét ສະຫວັນນະເຂດ 사반나켓

phalangngan ພະລັງງານ 팔랑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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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gn와 초성에 오는 반모음 y는 뒤의 모음과 합쳐 ‘냐, 녜, 야, 예’ 등으로 적는다. 뒤따르는 모음이 eu일
때는 ‘녀, 여’로, u일 때는 ‘뉴, 유’로 적는다. 종성에 오는 반모음 y는 ‘이’로 적는다.
Xaignabouri ໄຊຍະບູຣີ 사이냐부리

Gnouang ຍວງ 뉴앙

Youy ຢຸ້ຍ 유이

Houay Xay ຫ້ ວຍຊາຍ 후아이사이

Gneu ເຍີົ້ 녀

yeuk ເຢິກ 역

gnuay ເຍືອ
ົ່ ຍ 뉴아이

yut ຢຶດ 윳

제5항
1. 초성 자음을 뒤따르는 반모음 o는 뒤의 모음과 합쳐 ‘와, 웨’ 등으로 적고 가능한 경우 앞의 자음과도
합쳐 적는다.
koian ກວຽນ 뀌안

Xiangkhoang ຊຽງຂວາງ 시앙쾅

khoèng ແຂວງ 쾡

ngoak ງວາກ 응왁

choat ຈວາດ 쫫

loat ລວາດ 뢋

2. 모음 뒤의 종성 반모음 o는 ‘오’로 적는다. i 뒤의 종성 반모음 ou는 ‘우’로 적는다.
Lao ລາວ 라오

khaoniao ເຂົ້າໜຽວ 카오니아오

Bokèo ບໍ່ແກ້ວ 보깨오

khumhéo ຂຸມເຮ່ວ 쿰헤오

Khiou ຄິວ 키우

Tiou ຕີວ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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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 외래어 표기 용례
일러두기
1. 이 용례집에서는 라오어 주요 용례를 일반 용어, 인명, 지명으로 나누어 BGN/PCGN 표기법에 따라
적은 로마자 순으로 배열하였다. 아울러 가장 흔한 통용 로마자 표기가 이와 다른 경우 괄호에 병기
하되 통용 로마자 표기가 단순히 BGN/PCGN 표기법에 따라 적은 로마자에서 특수 부호만 생략한 것
과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병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nouvông ອະນຸວົງ은 BGN/PCGN 표기법에 따
른 Anouvông에서 특수 부호만 생략한 Anouvong으로 통용되므로 이를 따로 병기하지 않았다.
2. 라오 문자로 쓰인 원어는 참고를 위해 로마자 뒤에 제시하였으며 현대 라오어 철자를 기준으로 하되
r ຣ는 통용 로마자 표기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했다. 묵음인 h ຫ가 들어가는 철자상의 자음 조합
가운데 l ລ이 첨족자 형태로 쓰일 수 있는 l ຫຼ/ຫລ이나 합자 형태로 쓰일 수 있는 m ໝ/ຫມ, n ໜ/ຫນ
은 각 글자를 따로 쓴 l ຫລ, m ຫມ, n ຫນ 대신 l ຫຼ, m ໝ, n ໜ으로 통일했다.
3. 행정구역 단위의 처리
•

최상위 행정구역 단위인 khoèng ແຂວງ ‘쾡’은 지명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고 뜻풀이에서만 ‘주’
로 번역하였다. 이와 같은 급으로 수도인 비앙짠시를 포함하는 특별 행정구역인 nakhon
louang ນະຄອນຫຼວງ ‘나콘 루앙’도 지명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고 뜻풀이에서만 ‘수도구’로 번역
하였다. 이 명칭은 일반명사로는 ‘큰 도시’, ‘수도’를 뜻한다.

•

그 다음의 행정구역 단위인 muang ເມືອງ ‘므앙’은 특별한 번역명을 쓰지 않았으며 지명의 일부
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름이 짧아서 관용적으로 muang ເມືອງ ‘므앙’을
이름의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넘겨주기로 처리했으며 Muang Khammouan ເມືອງຄ ມ່ວນ
‘므앙캄무안’처럼 같은 이름의 다른 지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Muang Xoa ເມືອງຊວາ ‘므앙솨’
처럼 역사 지명에서 muang ເມືອງ ‘므앙’이 쓰인 경우는 이름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

최하위 행정구역 단위로 ‘마을’에 해당하는 ban ບ້ານ ‘반’이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지명의 일부
로 포함되는 경우 한글 표기에서도 이를 따랐다.

4. 기타 보통명사 부분의 처리
•

강 이름에 들어가는 nam ນໍ້າ ‘남’과 xé ເຊ ‘세’, 동굴 이름에 들어가는 tham ຖ້າ ‘탐’, 산이나 산맥
이름에 들어가는 phou ພູ ‘푸’, 섬 이름에 들어가는 don ດອນ ‘돈’, 폭포 이름에 들어가는 tat ຕາດ
‘땃’, 호수 이름에 들어가는 nong ໜອງ ‘농’ 등은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도 이름의 일부로 나타나
므로 ‘강’, ‘동굴’, ‘산’, ‘산맥’, ‘섬’, ‘폭포’, ‘호’ 등을 겹쳐 쓰고 이를 제외한 이름은 넘겨주기로 처
리하였다.

•

사원 이름에 들어가는 vat ວັດ ‘밧’은 ‘사원’으로 번역하되 이를 포함한 이름은 넘겨주기로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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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이름에 들어가는 boun ບຸນ ‘분’은 ‘축제’로 번역하되 이를 포함한 이름으로 흔히 통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넘겨주기로 처리하였다.

•

이름이 보통명사와 ‘새로운’을 뜻하는 mai ໃໝ່ ‘마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이름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 힘든 단순 형용사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는 보통명사도 이름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5. 띄어쓰기
•

지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지명에 들어가는 보통명사 부분 가운데 ‘공원’, ‘댐’,
‘동굴’, ‘동굴군’, ‘불탑’, ‘사원’, ‘식물원’, ‘저수지’, ‘철도’, ‘평원’, ‘폭포’ 등은 띄어 썼으며 ‘국립 보
호 구역’, ‘보호 구역’, ‘국제공항’ 등도 띄어 썼다. 대신 ‘강’, ‘고원’, ‘산’, ‘산맥’, ‘섬’, ‘호’는 붙여 썼
다.

•

음식 이름, 악기 이름, 축제 이름은 붙여 썼다.

•

인명은 통용 로마자 표기에서 가장 흔한 띄어쓰기를 따랐다. 예를 들어 ສຸວັນນະພູມາ는 통용 로마
자 표기의 Souvanna Phouma를 따라 ‘수반나 푸마’로 띄어 썼다.

•

성의 일부로 쓰이는 전치사 na ນະ ‘나’는 뒤따르는 이름과 붙여 썼다.

•

표준 로마자 표기의 띄어쓰기는 대체로 통용 로마자 표기를 따랐다. 행정구역명은 로마자 표기
에서도 모두 붙여 쓰되 행정구역 단위인 muang ເມືອງ ‘므앙’과 ban ບ້ານ ‘반’이나 각각 ‘남’과 ‘북’
을 뜻하는 tai ໃຕ້ ‘따이’와 nua ເໜືອ ‘느아’는 로마자 표기에서도 띄어 썼다.

6. 인명 표기

•

라오어에서는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격식을 갖출어 인명을 줄여 부를 때에도 성 대신 이름으로
부르므로 인명의 한글 표기도 원어에 따라 이름-성 순서로 보였다.

•

이름 앞에 붙는 Maha ມະຫາ ‘마하’, Pha ພະ ‘파’ 등의 생략 가능한 호칭은 한글 표기에서 이름성 뒤에 쉼표를 붙이고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7. 라오어 표기 용례에서 관용 표기는 인정하지 않고 모두 권고안에 따른 원칙 표기만 인정하였다. 통

용 로마자 Vientiane을 따른 ‘*비엔티안’도 관용 표기로 복수 인정하였으나 라오어 이름 Viangchan
ວຽງຈັນ을 따른 ‘비앙짠’을 우선시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표기가 바뀌는 경우는 뒤에 부록으로 실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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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어
Aloun Mai ອະລຸນໃໝ່ 알룬 마이. 라오스의 계간지. 라오 인민혁명당 기관지.
Bang Fai 祝祭 ບັັ້ງໄຟ— 방파이 축제. 우기가 시작되는 4~6월에 열리는 축제로 하늘을 향해 대나무 등으
로 만든 통에 화약을 넣어 만든 수제 로켓을 쏘아올리므로 로켓 축제(rocket festival)이라고 부른다.
≒분방파이.
Boun Bang Fai ບຸນບັັ້ງໄຟ 분방파이. → Bang Fai 祝祭.
Boun That Louang ບຸນທາດຫຼວງ 분탓루앙. → That Louang 祝祭.
chakhé ຈະເຂ້ 짜케. 라오스 전통 치터형 현악기의 일종.
champa꽃 ຈ ປາ— 짬빠꽃. → dok champa.
chèo bong (jaew —, jeow —) ແຈ່ວບອງ 째오봉. 라오스식 고추장.
Chintanakan Mai (Chintanakanmay) ຈິນຕະນາການໃໝ່ 찐따나깐 마이. 라오 인민혁명당이 1986년에
경제 개혁 정책과 함께 도입한 구호. 라오어로 ‘새로운 사상’을 뜻한다.
dok champa ດອກຈ ປາ 독짬빠. 라오스의 국화(國花). ≒짬빠꽃. (Plumeria alba)
Ho (Haw) ຮໍ່ 호. 186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오늘날의 타이와 라오스, 베트남 영토를 침입한 청나라 무
장 세력인 흑기군(黑旗軍), 황기군(黃旗軍), 홍기군(紅旗軍), 조기군(條旗軍) 등을 이르는 이름.
kachappi ກະຈັບປີົ່ 까짜삐. 라오스 전통 류트형 현악기의 일종.
khaiphèn (kaipen, kaipaen) ໄຄແຜ່ ນ 카이팬. 수초로 만든 라오스 음식.
khao lam ເຂົ້າຫຼາມ 카오람. 찹쌀밥을 대나무 통에 담아 찐 라오스 음식.
khao piak sén ເຂົ້າປຽກເສນ
ົ້ 카오삐악센. 라오스식 쌀국수 요리의 하나.
khao poun (— poon) ເຂົ້າປຸ້ນ 카오뿐. 라오스식 매운 쌀국수 요리의 하나.
Khaosan Pathét Lao ຂ່າວສານ ປະເທດລາວ 카오산 빠텟 라오. 라오스의 관영 뉴스 통신사.
khao xoy (— soi) ເຂົ້າຊອຍ 카오소이. 쌀로 만든 라오스식 칼국수 요리의 하나.
khao tôm ເຂາົ້ ຕົັ້ມ 카오똠. 찹쌀밥을 바나나잎에 싼 라오스 음식.
khap ຂັບ 캅. 라오스 북부의 전통 민속 음악을 이르는 명칭.
khèn (khene) ແຄນ 캔. 생황과 비슷한 라오스 전통 목관악기의 일종.
khong vông ຄ້ອງວົງ 콩봉. 징과 비슷한 금속 타악기 여러 개로 구성된 라오스 전통 악기.
khouy (khoui) ຂຸຍ
່ 쿠이. 라오스 전통 목관악기의 일종.
kip ກີບ 낍. 라오스의 화폐 단위.
lam ລ 람. 라오스 중부와 남부의 전통 민속 음악을 이르는 명칭.
Lao Itsara (— Issara) ລາວອິດສະຣະ 라오 잇사라. 1945년 라오스에서 프랑스의 통치에 대항하여 일어난
정치 운동. 1949년 해산.
lao Lao ເຫຼົຼົ້າລາວ 라오라오. 쌀로 만든 라오스 술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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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 Loum ລາວລຸ່ມ 라오 룸. 라오스의 여러 민족을 크게 셋으로 나눈 분류 가운데 저지대에 주로 살고 따
이어파에 속하는 언어를 쓰는 이들을 이르는 명칭. 라오스의 주류 민족인 라오족이 포함된다.
Lao Soung ລາວສູງ 라오 숭. 라오스의 여러 민족을 크게 셋으로 나눈 분류 가운데 고산 지대에 주로 살
고 대부분 몽·몐어족이나 티베트·버마어파 언어를 쓰는 이들을 이르는 명칭.
Lao Theung ລາວເທິງ 라오 틍. 라오스의 여러 민족을 크게 셋으로 나눈 분류 가운데 따이계 이주민이 들
어오기 전까지 저지대에서 살았던 이들의 후손으로서 대부분 남아시아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쓰는 이
들을 이르는 명칭.
lap (larb, laap) ລາບ 랍. 저민 고기를 채소와 버무린 라오스 음식.
lat na (lard na, lad na) ລາດໜ້າ 랏나. 라오스의 중국식 볶음국수 요리의 하나.
nèm khao (nam khao) ແໜມເຂົ້າ 냄카오. 튀긴 쌀밥이 들어간 라오스식 샐러드 요리의 하나.
o lam (or lam) ເອາະຫຼາມ 오람. 라오스식 고깃국 요리의 하나.
padèk (padaek) ປາແດກ 빠댁. 라오스식 생선 소스.
Pathét Lao ປະເທດລາວ 빠텟 라오. 1950년에 창설된 라오스의 공산주의 단체.
Paxaxôn (Pasaxon) ປະຊາຊົນ 빠사손. 라오스의 일간지. 라오 인민혁명당 기관지.
phat khimao (pad kee mao) ຜັດຂີເົ້ ມາ 팟키마오. 라오스식 볶음국수 요리의 하나.
Phéng Xat Lao ເພງຊາດລາວ 펭 삿 라오. 라오스의 국가(國歌).
Phra Lak Phra Ram ພຣະລັກພຣະຣາມ 프라 락 프라 람. 인도의 《라마야나》가 전승된 라오스 서사시.
pi kèo (— kaeo) ປີົ່ແກ້ວ 삐깨오. 라오스 전통 목관악기의 일종.
Pi Mai ປີໃໝ່ 삐마이. → Pi Mai Lao.
Pi Mai Lao ປີໃໝ່ລາວ 삐마이라오. 매년 4월 13일 또는 14일에 시작하여 사흘 간 벌여지는 라오스 전통
새해 축제. 송끄란이라고도 부른다. ≒삐마이.
ping kai (— gai) ປີົ້ງໄກ່ 삥까이. 라오스식 구운 닭고기 요리의 하나.
ranat ຣະນາດ 라낫. 라오스 전통 실로폰.
Sang Sinxai (— Sinxay) ສັງສິນໄຊ 상 신사이. 16세기말 또는 17세기초 란상 왕국의 시인 빵캄이 지은
서사시.
San Lup Phasoun (— Leup Phasun) ສານລືບພະສູນ 산 릅 파순. 작자 미상의 라오스 전통 서사시.
saola ເສາຫຼາ 사올라. 베트남과 라오스의 안남산맥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희귀한 솟과 포
유류의 하나. 1992년에야 비로소 학계에 보고되었다. (Pseudoryx nghetinhensis)
Satsana Phi ສາດສະໜາຜີ 삿사나 피. 라오스 민속 신앙을 이르는 이름.
Sôngkan ສົງການ 송깐. → Sôngkran.
Sôngkran ສົງກຣານ 송끄란. 라오스 전통 새해 축제인 삐마이라오의 다른 이름. ≒송깐.
tam mak houng (tum mak hoong) ຕ ໝາກຫຸ່ງ 땀막훙. 파파야를 썰어서 만든 매운 맛의 라오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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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o Houng Thao Chuang (Thao Hung Thao Cheuang) ທ້າວຮຸງ່ ທ້າວເຈືອງ 타오 훙 타오 쯔앙. 라오
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라오스 북부에 살던 크무(Khmu)족의 서사시. 구전되다가 15세기 란상 왕국 때
기록.
That Louang 祝祭 (— Luang —) ທາດຫຼວງ— 탓루앙 축제. 음력 12월 보름을 전후하여 라오스 비앙짠
의 불탑 파탓루앙을 중심으로 열리는 불교 축제. ≒분탓루앙.
Viangchan Mai (Vientiane—) ວຽງຈັນໃໝ່ 비앙짠 마이. 라오스의 관영 일간지.
xin savan (sien savanh) ຊີນ
ົ້ ສະຫວັນ 신사반. 라오스식 육포의 하나.
xo i (so i) ຊໍອີ 소이. 라오스 전통 찰현학기의 일종.
xo ou (so ou) ຊໍອູ້ 소우. 라오스 전통 찰현학기의 일종.
Xouang Hua 祝祭 (Suang Heua —, Xuang Heua —) ຊ່ວງເຮືອ— 수앙흐아 축제. 라오스 전국 각지에
서 10월경 열리는 배 경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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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Anne (Èn) Viangsouk Kèothavông ແອນ ວຽງສຸກ ແກ້ວທະວົງ 앤 비앙숙 깨오타봉. 라오스계 영국 테니스
선수 앤 키오서봉(Anne Keothavong, 1983~)의 라오어 이름. 여성.
Anouvông ອະນຸວົງ 아누봉. 비앙짠 왕국의 왕(1767~1829, 재위 1808~1828).
Athisak Rattanavông (Athisack Ratanavong) ອາທິສັກ ຣັດຕະນະວົງ 아티삭 라따나봉. 라오스 가수, 작
곡가(1983~). 남성.
Billy (Binli) Kétkèophômphon (— Ketkeophomphone) ບິນລີົ້ ເກດແກ້ວພົມພອນ 빌리 껫깨오폼폰. 라
오스계 프랑스 축구 선수 빌리 케트케오폼폰(Billy Ketkeophomphone, 1990~)의 라오어 이름. 남성.
Bouason Boupphavan (Bouasone Bouphavanh) ບົວສອນ ບຸບຜາວັນ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정치가
(1954~). 남성. 총리(2006~2010).
Bounchankèo Phôthichittô, (Pha) (Bounchankaeo —) (ພະ)ບຸນຈັນແກ້ວ ໂພທິຈດ
ິ ໂຕ (파) 분짠깨오 포
티찌또. 라오스 승려, 라오어 학자(1920~1996). 남성.
Boungnang Vorachit (Bounnhang Vorachith) ບຸນຍັງ ວໍຣະຈິດ 분냥 보라찟. 라오스 정치가(1938~). 남
성. 대통령(2016~). 부통령(2006~2016). 총리(2001~2006).
Boun Oum ບຸນອຸ້ມ 분 움. 라오스 정치가(1911~1980). 남성. 총리(1948~1950, 1960~1962).
Bounthanông Sômsayphôn (Bounthanong Xomxayphol, Bounthanong Somsaiphon) ບຸນທະນົງ
ສົມສາຍຜົນ 분타농 솜사이폰. 라오스 시인, 소설가(1953~). 남성.
Chanthi Duanxavan (Chanthy Deuansavanh) ຈັນທີ ເດືອນສະຫວັນ 짠티 드안사반. 라오스 소설가, 언
론인(1940~). 남성.
Choummali Xaignason (Choummaly Sayasone) ຈູມມະລີ ໄຊຍະສອນ 쭘말리 사이냐손. 라오스 정치가
(1936~). 남성. 대통령(2006~2016). 부통령(2001~2006).
Dara Kanlagna (— Kanlaya) ດາຣາ ກັນລະຍາ 다라 깐라냐. 라오스 시인, 소설가(1940~). 여성. 필명 두
앙짬빠(Douangchampa ດວງຈ ປາ). 혼인 전 이름은 다라 비라봉(Dara Viravông ດາຣາ ວິຣະວົງ).
Dokkét ດອກເກດ 도껫. → Douangduan Boungnavông.
Douangchampa ດວງຈ ປາ 두앙짬빠. → Dara Kanlagna.
Douangduan Boungnavông (Douangdeuane Bounyavong) ດວງເດືອນ ບຸນຍາວົງ 두앙드안 분냐봉.
라오스 작가, 번역가(1947~). 여성. 필명 도껫(Dokkét ດອກເກດ). 혼인 전 이름은 두앙드안 비라봉
(Douangduan Viravông ດວງເດືອນ ວິຣະວົງ).
Fa Ngoum (— Ngum) ຟ້າງ່ມ 파 응움. 란상 왕국의 초대 왕(1316~1393, 재위 1353~1372).
Kaison Phômvihan (Kaysone Phomvihane) ໄກສອນ ພົມວິຫານ 까이손 폼비한. 라오스 정치가(1920~
1992). 남성. 대통령(1991~1992). 총리(1975~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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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mman Vôngkôtrattana ຄ ໝັັ້ນ ວົງກົດຣັດຕະນະ 캄만 봉꼿라따나. 라오스 역사학자(1889~1976). 남
성.
Khamma Phômkong ຄ ມາ ພົມກອງ 캄마 폼꽁. 라오스 시인, 소설가(1926~). 남성.
Khamphouy (Khamphoui) ຄ ຜຸ ຍ 캄푸이. 라오스 왕국의 마지막 왕 시사방 바타나의 왕비(1912~
1982?).
Khamsouay Kèodalavông ຄາສວຍ ແກ້ວດາລາວົງ 캄수아이 깨오달라봉. 라오스 외교관. 남성.
Khamtai Siphandon (Khamtay Siphandone) ຄ ໄຕ ສີພັນດອນ 캄따이 시판돈. 라오스 정치가(1924~).
남성. 대통령(1998~2006).
Khonsavan Sihavông (Khonesavanh —) ຄອນສະຫວັນ ສີຫາວົງ 콘사반 시하봉. 라오스 축구 선수
(1994~). 남성.
Kong Lè ກອງແລ 꽁 래. 라오스 군인(1934~2014). 남성.
Maha Phoumi Chittaphông ມະຫາພູມີ ຈິດຕະພົງ 마하 푸미 찌따퐁. → Phoumi Chittaphông, (Maha).
Maha Sila Viravông ມະຫາສິລາ ວິຣະວົງ 마하 실라 비라봉. → Sila Viravông, (Maha).
Marisa Darasavat (— Darasavath) ມາຣິສາ ດາຣາສະວັດ 마리사 다라사밧. 라오스 미술가, 번역가
(1972~). 여성.
Nang Kèo Phimpha ນາງແກ້ວພິ ມພາ 낭 깨오 핌파. 란상 왕국의 여왕(1343~1438, 재위 1438).
Nouhak Phoumsavan (— Phoumsavanh) ໜູຮກ
ັ ພູມສະຫວັນ 누학 품사반. 라오스 정치가(1910~
2008). 남성. 대통령(1992~1998).
Ông Kèo ອົງແກ້ວ 옹 깨오. 라오족 주술사, 반란군 지도자(?~1910). 남성.
Oun Kham ອຸ່ນຄ 운 캄. 루앙프라방 왕국의 왕(1811~1895, 재위 1868~1887, 1889~1895).
Outhin Boungnavông (Outhine Bounyavong) ອຸທິນ ບຸນຍາວົງ 우틴 분냐봉. 라오스 작가(1942~
2000). 남성.
Ôva Saopèng ໂອວາ ສາວແປງ 오바 사오뺑. 라오스 출신의 미국 영화배우(1973~). 남성.
Pakian Viravông ປາກຽນ ວິຣະວົງ 빠끼안 비라봉. 라오스 시인, 소설가(1942~). 남성. 필명 빠나이(Panai
ປາໄນ).
Panai ປາໄນ 빠나이. → Pakian Viravông.
Pangkham (Pang Kham) ປາງຄ 빵캄. 16~17세기에 서사시 《상 신사이》를 지은 란상 왕국의 시인. 남
성.
Pha Bounchankèo Phôthichittô (— Bounchankaeo —) ພະບຸນຈັນແກ້ວ ໂພທິຈດ
ິ ໂຕ 파 분짠깨오 포티
찌또. → Bounchankèo Phôthichittô, (Pha).
Phatthana Phômmathép (Phathana —) ພັດທະນາ ພົມມະເທບ 파타나 폼마텝. 라오스 축구 선수
(1999~).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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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étxarat Rattanavôngsa (Phetsarath Ratanavongsa) ເພັດຊະຣາດ ຣັດຕະນະວົງສາ 펫사랏 라따나봉사.
라오스 정치가(1890~1959). 남성. 총리(1945).
Phôthisarat (Photisarath) ໂພທິສາຣາດ 포티사랏. 란상 왕국의 왕(1505~1548, 재위 1520~1548).
Phoumi Chittaphông, (Maha) (ມະຫາ)ພູມີ ຈິດຕະພົງ (마하) 푸미 찌따퐁. 라오스 시인. 남성.
Phoumi Nosavan ພູມີ ໜໍ່ສະຫວັນ 푸미 노사반. 라오스 군인, 정치가(1920~1985). 남성.
Phoumi Vôngvichit ພູມີ ວົງວິຈດ
ິ 푸미 봉비찟. 라오스 정치가(1909~1994). 남성. 대통령 대행(1986~
1991).
Phoutthaxai Khôchaleun (Phoutthasay Khochalern) ພຸດທະໄຊ ໂຄຈະເລີນ 푸타사이 코짤른. 라오스 축
구 선수(1995~). 남성.
Phouy Xananikon (Phoui Sananikone) ຜຸ ຍ ຊະນະນິກອນ 푸이 사나니꼰. 라오스 정치가(1903~1983).
남성. 총리(1950~1951, 1958~1959).
Pierre Sômchin Ngin (— Somchine Nginn, — Somjin Nginn) —ສົມຈິນ ງິນ 피에르 솜찐 응인. 라오
스 소설가, 라오어 학자(1892~1981). 남성.
Ratxadanay (Ratsadanay) ຣາດຊະດະນັຍ 랏사다나이. 짬빠삭 왕국의 마지막 왕(1874~1945, 재위
1900~1904).
Sakkarin (Zakarine) ສັກກະຣິນ 사까린. 루앙프라방 왕국의 왕(1840~1904, 재위 1895~1904).
Samsènthai (Samsenethai) ສາມແສນໄທ 삼샌타이. 란상 왕국의 왕(1357~1416, 재위 1374~1416).
Sétthathirat (Setthathirath) ເສດຖາທິຣາດ 세타티랏. 란상 왕국의 왕(1534~1571, 재위 1548~1571).
란나 왕국의 왕(재위 1546~1551).
Sila Viravông, (Maha) (ມະຫາ)ສິລາ ວິຣະວົງ (마하) 실라 비라봉. 라오스 팔리어 학자, 라오어 학자, 역사
학자, 시인(1905~1987). 남성.
Sisavang Vatthana ສີສະຫວ່າງວັດທະນາ 시사방 바타나. 라오스 왕국의 마지막 왕(1907~1980?, 재위
1959~1975).
Sisavang Vông ສີສະຫວ່າງວົງ 시사방 봉. 라오스 왕(1885~1959, 재위 1946~1959). 루앙프라방 왕국의
왕(재위 1904~1945).
Sisavat Kèobounphan (Sisavath Keobounphanh) ສີສະຫວາດ ແກ້ວບຸນພັນ 시사밧 깨오분판. 라오스 정
치가(1928~). 남성. 부통령(1996~1998).
Sisouk na Champasak (— Champassak) ສີສຸກ ນະຈ ປາສັກ 시숙 나짬빠삭. 라오스 현대사에 관한 책을
저술한 라오스 정치가(1928~1985). 남성. 짬빠삭 왕국의 마지막 왕 랏사다나이의 손자.
Sômsouk Souksavat (— Souksavath, Somsuk Suksavat) ສົມສຸກ ສຸກສະຫວັດ 솜숙 숙사밧. 라오스 소
설가(1951~).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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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xai Siphandon (Sonexay Siphandone) ສອນໄຊ ສີພັນດອນ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정치가(1966~).
남성.
Souphanouvông ສຸພານຸວງົ 수파누봉. 라오스 정치가(1909~1995). 남성. 대통령(1975~1991).
Sourigna Vôngsa ສຸຣຍ
ິ ະວົງສາ 수리냐 봉사. 란상 왕국의 왕(1618~1695, 재위 1638~1695).
Souvanna Phouma ສຸວນ
ັ ນະພູມາ 수반나 푸마. 라오스 정치가(1901~1984). 남성. 총리(1951~1954,
1956~1958, 1960, 1962~1975).
Souvanphéng Boupphanouvông (Souvanhpheng Bouphanouvong) ສຸວນ
ັ ເພັງ ບຸບຜານຸວົງ 수반펭
부파누봉. 라오스 정치가(1960~). 여성.
Souvanthon Boupphanouvông (Souvanthone Bouphanouvong) ສຸວັນທອນ ບຸບຜານຸວົງ 수반톤 부
파누봉. 라오스 소설가(1925~2003). 남성.
Thavisouk Phrasavat (— Phrasavath) ທະວີສຸກ ພຣະສະຫວັດ 타비숙 프라사밧. 라오스 출신의 미국 영
화 감독, 작가(1964~). 남성.
Thongkham Onmanison (— Onemanisone) ທອງຄ ອ່ອນມະນີສອນ 통캄 온마니손. 라오스의 시인, 소
설가(1949~). 남성.
Thongloun Sisoulit (— Sisoulith) ທອງລຸນ ສີສຸລິດ 통룬 시술릿. 라오스 정치가(1945~). 남성. 총리
(2016~).
Thongsing Thammavông ທອງສິງ ທ ມະວົງ 통싱 탐마봉. 라오스 정치가(1944~). 남성. 총리(2010~
2016).
Vang Pao ວັງ ປາວ 방 빠오. 라오스 군인(1929~2011). 남성.
Visét Savéngsuksa (Viseth Svengsuksa, Viset Savengseuksa) ວິເສດ ສະເວງສຶກສາ 비셋 사벵슥사. 라
오스 소설가(1953~). 남성.
Vixoun (Visoun) ວີຊຸນ 비순. 란상 왕국의 왕(1465~1520, 재위 1500~1520). ≒비순나랏.
Vixounnarat (Visounnarath) ວີຊຸນນະຣາດ 비순나랏. → Vixoun.
Vông Phaophanit ວົງ ເຜົ່າພານິດ 봉 파오파닛. 라오스 출신의 영국 미술가(1961~). 남성.
Vông Savang ວົງສະຫວ່າງ 봉 사방. 라오스 왕국의 왕세자(1931~1978).
Xaisouvan Phèngphông (Xaysouvanh Phengphong) ໄຊສຸວັນ ແພງພົງ 사이수반 팽퐁. 라오스 시인,
소설가(1950~).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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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Anouvông ອະນຸວົງ 아누봉. 라오스 사이솜분주의 주도.
Atsaphangthong ອາດສະພັງທອງ 앗사팡통.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Atsaphon (Assaphone) ອາດສະພອນ 앗사폰.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Attapu (Attapeu, Attopeu) ອັດຕະປື 아따쁘. 1. 라오스 동남부에 있는 도시. 2. 아따쁘를 주도로 하는 라
오스 동남부의 주.
Bachiangchaleunsouk ບາຈຽງຈະເລີນສຸກ 바찌앙짤른숙.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Bangfai江 ບັັ້ງໄຟ— 방파이강. → Xé Bangfai江.
Banghiang江 (Bang Hieng—) ບັັ້ງຫຽງ— 방히앙강. → Xé Banghiang江.
Ban Xanghai ບ້ານຊ່າງໄຫ 반상하이. ‘위스키 마을(Whisky Village)’로도 알려진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의 마을.
Bèng ແບ່ງ 뱅.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지명.
Bokèo (Bokeo, Bokéo) ບໍ່ແກ້ວ 보깨오. 라오스 북부의 주.
Bolavén高原 ບໍລະເວນ— 볼라벤고원. 라오스 남부에 있는 고원.
Bolikhamxai ບໍລິຄ ໄຊ 볼리캄사이. → Borikhamxai.
Bolikhan ບໍລຄ
ິ ັນ 볼리칸. → Borikhan.
Borikhamxai (Borikhamxay) ບໍຣຄ
ິ ໄຊ 보리캄사이. 라오스 중부의 주. ≒볼리캄사이.
Borikhan (Borikhane) ບໍຣຄ
ິ ັນ 보리칸.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 ≒볼리칸.
Botèn (Botene) ບໍ່ແຕນ 보땐.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Boualapha ບົວລະພາ 부알라파.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Boun Nua (— Neua) ບຸນເໜືອ 분느아. 라오스 퐁살리주의 지명.
Boun Tai (— Tay) ບຸນໃຕ້ 분따이. 라오스 퐁살리주의 지명.
Champasak (Champasack, Champassak) ຈ ປາສັກ 짬빠삭. 1. 라오스 남부의 주. 2. 라오스 짬빠삭주
의 지명. 3. 오늘날의 라오스 남부에 있었던 왕국(1713~1946). 란상 왕국에서 갈라져 나왔다.
Champhon (Champhone) ຈ ພອນ 짬폰.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Chan 寺院 ຈັນ— 짠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짠.
Chang 洞窟 ຈັງ— 짱 동굴. → Tham Chang 洞窟.
Chanthabouli ຈັນທະບູລີ 짠타불리. → Chanthabouri.
Chanthabouri (Chanthaboury) ຈັນທະບູຣີ 짠타부리. 라오스 비앙짠시의 지명. ≒짠타불리.
Chomphét (Chompet) ຈອມເພັດ 쫌펫.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Dakcheung ດັກເຈິງ 닥쯩. 라오스 세꽁주의 지명.
Dét섬 ເດດ— 뎃섬. → Don Dét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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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Dét섬 ດອນເດດ— 돈뎃섬. 라오스 짬빠삭주 시판돈 군도의 섬. ≒뎃섬
Don Dét–Don Khon 鐵道 ດອນເດດ-ດອນຄອນ— 돈뎃·돈콘 철도. 20세기 초에 라오스 짬빠삭주 시판돈
군도의 돈뎃섬과 돈콘섬을 이었던 철도.
Dông Ampham 國立保護區域 ດົງອ ພາມ— 동암팜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아따쁘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Dông Houa Sao 國立保護區域 (— Hua —) ດົງຫົວສາວ— 동후아사오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짬빠삭주
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Dông Natat 保護區域 (— Natad —, — Natath —) ດົງນາຕາດ— 동나땃 보호 구역. 라오스 사반나켓주
에 있는 보호 구역.
Dông Phou Viang 國立保護區域 (— Vieng —) ດົງພູວຽງ— 동푸비앙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사반나켓
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Don Khon섬 ດອນຄອນ— 돈콘섬. 라오스 짬빠삭주 시판돈 군도의 섬. ≒콘섬
Don Không섬 ດອນໂຂງ— 돈콩섬. 라오스 짬빠삭주 시판돈 군도의 섬. ≒콩섬.
Èt ແອດ 앳.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Fa湖 ຟ້າ— 파호. → Nong Fa湖.
Feut Tik 寺院 (Phat Tich —) ເຟີດຕິກ— 픗띡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베트남식 불교 사원인 펏띡(Phật
Tích) 사원의 라오어 이름. 베트남에 있는 동명의 사원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밧픗띡.
Fuang (Feuang) ເຟືອງ 프앙.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Gnômmalat (Yommalath, Nhommalath) ຍົມມະລາດ 뇸말랏.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Gnot-Ou (Yot Ou) ຍອດອູ 뇻우. 라오스 퐁살리주의 지명.
Hatxayfong (Hadxayfong) ຫາດຊາຍຟອງ 핫사이퐁. 라오스 비앙짠시의 지명.
Hiam (Hiem) ຮ້ຽມ 히암.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Hinboun (Hineboune) ຫີ ນບູນ 힌분.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Hinheup (Hinheub) ຫີ ນເຫີ ບ 힌흡.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Hinnamno 國立保護區域 (Hin Nam No —, Hinnamnor —) ຫີ ນໜາມໜໍ່— 힌남노 국립 보호 구역. 라
오스 캄무안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Hintang ຫິ ນຕັັ້ງ 힌땅. 라오스 북동부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
Ho Kham (Haw —) ຫໍ ຄ 호캄.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옛 왕궁.
Hôm ຮົມ
ົ່ 홈. 라오스 사이솜분주의 지명.
Hôngsa ຫົງສາ 홍사.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Ho Phra Kèo (Haw — Kaew) ຫໍ ພຣະແກ້ວ 호프라깨오.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는 라오스 비앙짠의 옛
불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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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amuang (Huameuang) ຫົວເມືອງ 후아므앙.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Houaphan (Huaphanh) ຫົວພັນ 후아판. 라오스 북동부의 주.
Houay Xay ຫ້ ວຍຊາຍ 후아이사이. 라오스 보깨오주의 주도.
Houn (Houne) ຮຸນ 훈.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지명.
Huan Hin (Heuan —) ເຮືອນຫິ ນ 흐안힌.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크메르 유적지.
Ing Hang 佛塔 ອິງຮັງ— 잉항 불탑. → That Ing Hang 佛塔.
Inpèng 寺院 ອິນແປງ— 인뺑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인뺑.
Kaison Phômvihan (Kaysone Phomvihane) ໄກສອນ ພົມວິຫານ 까이손폼비한.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주도 사반나켓의 공식 이름.
Kaleum ກະເລິມ 깔름. 라오스 세꽁주의 지명.
Kasi (Kasy) ກາສີ 까시.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Kènthao (Kenethao) ແກ່ນທ້າວ 깬타오.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Kèo-Oudôm ແກ້ວອຸດົມ 깨오우돔.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Kham ຄ 캄.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Khamkeut ຄ ເກີດ 캄끗.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
Khammouan (Khammuane, Khammouane) ຄ ມ່ວນ 캄무안. 라오스 중부의 주.
Khanthabouli ຄັນທະບູລີ 칸타불리. → Khanthabouri.
Khanthabouri (Khanthaboury) ຄັນທະບູຣີ 칸타부리.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칸타불리.
Khoa (Khoua) ຂວາ 콰. 라오스 퐁살리주의 지명.
Khon섬 ຄອນ— 콘섬. → Don Khon섬.
Không ໂຂງ 콩.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Không섬 ໂຂງ— 콩섬. → Don Không섬.
Khôngxédôn (Khongsedone) ຄົງເຊໂດນ 콩세돈.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Khon Phaphéng 瀑布 ຄອນພະເພັງ— 콘파펭 폭포. 라오스 짬빠삭주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폭포.
Khop ຄອບ 콥.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Khoun (Khoune) ຄູນ 쿤.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Khounkham ຄູນຄ 쿤캄.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Khoun Kong Lèng湖 ຂຸນກອງແລງ— 쿤꽁랭호. 라오스 캄무안주의 호수. ≒꽁랭호.
Koan ກວັນ 꽌.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Koangxi 瀑布 (Kuang Si —) ກວາງຊີ— 꽝시 폭포.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에 있는 폭포.
Kong江 ກອງ— 꽁강. → Xé Kong江.
Kong Lèng湖 ກອງແລງ— 꽁랭호. → Khoun Kong Lèng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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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ຫຼາ 라.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지명.
Lakhonphéng (Lakhonepheng) ລະຄອນເພັງ 라콘펭.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Lamam ລະມາມ 라맘. 라오스 세꽁주의 지명.
Lan Xang (Lane Xang) ລ້ານຊ້າງ 란상. 라오스 최초의 국가로 여겨지는 왕국(1354~1707). 란상홈카오
(Lan Xang Hôm Khao ລ້ານຊ້າງຮົົ່ມຂາວ)를 줄인 이름. ≒란상홈카오.
Lan Xang Hôm Khao ລ້ານຊ້າງຮົົ່ມຂາວ 란상홈카오. → Lan Xang.
Laongam (Lao Ngam, Lao Ngarm) ເລົ່າງາມ 라오응암.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Liphi 瀑布 (Li Phi —) ຫຼີົ່ຜີ— 리피 폭포. 라오스 짬빠삭주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폭포.
Long ລອງ 롱. 라오스 루앙남타주의 지명.
Longchèng (Long Tieng, Longchaeng, Long Cheng) ລ້ອງແຈ້ງ 롱쨍. 라오스 사이솜분주의 지명.
Longxan ລ້ອງຊານ 롱산. 라오스 사이솜분주의 지명.
Louangnamtha (Luang Namtha, Luangnamtha) ຫຼວງນໍ້າທາ 루앙남타. 1. 라오스 북부에 있는 도시.
2. 루앙남타를 주도로 하는 라오스 북부의 주.
Louangphabang ຫຼວງພະບາງ 루앙파방. → Louangphrabang.
Louangphrabang (Luang Prabang, Luangprabang) ຫຼວງພຣະບາງ 루앙프라방. 1. 라오스 북부에 있
는 도시. 유네스코 세계 유산. 2. 루앙프라방을 주도로 하는 라오스 북부의 주. 3. 라오스 북부에 있었던
왕국(1707~1949). 란상 왕국에서 갈라져 나왔다. ≒루앙파방.
Louangphrabang 國際空港 (Luang Prabang —) ຫຼວງພຣະບາງ—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라오스 루앙
프라방시 근처의 국제공항.
Mahaxai (Mahaxay) ມະຫາໄຊ 마하사이.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Maipakngum (Maypakngum) ໃໝ່ປາກງືມ
ົ່ 마이빡응음.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의 지명.
Manôrôm 寺院 ມະໂນຣົມ— 마노롬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밧마노롬.
Mè Khong江 (Mae Khong—) ແມ່ຂອງ— 매콩강. → Mènam Khong江.
Mènam Khong江 (Maenam Khong—) ແມ່ນໍ້າຂອງ— 매남콩강. 메콩강의 라오어 이름. ≒매콩강.
Mèt (Med) ແມດ 맷.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Meung ເມິງ 믕. 라오스 보깨오주의 지명.
Mixai 寺院 ມີໄຊ— 미사이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미사이.
Mokmai (Mok May) ໝອກໃໝ່ 목마이.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Mounlapamôk ມູນລະປະໂມກ 문라빠목.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Muang Khammouan (— Khammouane) ເມືອງຄ ມ່ວນ 므앙캄무안. 타캑의 다른 이름.
Muang Mai (Muong May) ເມືອງໃໝ່ 므앙마이. 라오스 퐁살리주의 지명.
Muang Pèk ເມືອງແປກ 므앙빽. → P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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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ang Sing (Muong —) ເມືອງສີງ 므앙싱. 라오스 루앙남타주의 지명. ≒싱.
Muang Xai (— Xay) ເມືອງໄຊ 므앙사이.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주도.
Muang Xoa (— Sua) ເມືອງຊວາ 므앙솨. 루앙프라방시의 옛 이름.
Mun (Meun) ໝືນ
ົ່ 믄.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Munna 寺院 ໝືນ
ົ່ ນາ— 믄나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밧믄나.
Nakay (Nakai) ນາກາຍ 나까이.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Nakay–Nam Theun 國立保護區域 (Nakai —) ນາກາຍ-ນໍ້າເທີນ— 나까이·남튼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캄무안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Nalè (Na Le, Nalae) ນາແລ 날래. 라오스 루앙남타주의 지명.
Nam 洞窟 ນໍ້າ— 남 동굴. → Tham Nam 洞窟.
Nambak (Nam Bak) ນໍ້າບາກ 남박.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Nam Dông 公園 (Nahm —) ນໍ້າດົງ— 남동 공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공원.
Nam Èt–Phou Leuy 國立保護區域 (— Louey —) ນໍ້າແອດ-ພູເລີຍ— 남앳·푸르이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와 후아판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Nam Ha 國立保護區域 ນໍ້າຫ້ າ— 남하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루앙남타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Nam Kading 國立保護區域 ນໍ້າກະດິງ— 남까딩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Nam Ngum江 ນໍ້າງືມ— 남응음강. 라오스의 강. 메콩강의 지류.
Nam Ngum Dam ນໍ້າງືມ— 남응음 댐. 남응음강에 건설된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의 수력 발전 댐.
Nam Ngum 貯水池 ນໍ້າງືມ— 남응음 저수지. 남응음 댐의 건설로 만들어진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의 저
수지.
Nam Noua 瀑布 ນໍ້ານົວ— 남누아 폭포. 라오스 후아판주의 폭포.
Namo ນາໝໍ້ 나모.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지명.
Nam Ou江 ນໍ້າອູ— 남우강. 라오스의 강. 메콩강의 지류. ≒우강.
Nam Pouy 國立保護區域 (— Phouy —) ນໍ້າປຸຍ— 남뿌이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Nam Theun江 ນໍ້າເທີນ— 남튼강. 라오스의 강. 메콩강의 지류.
Nam Xam 國立保護區域 ນໍ້າຊ — 남삼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후아판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Nan (Nane) ນານ 난.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Naxaythong (Naxaithong) ນາຊາຍທອງ 나사이통.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의 지명.
Nga ງາ 응아.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지명.
Ngeun ເງິນ 응은.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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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y ງອຍ 응오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Nong ນອງ 농.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Nongbôk (Nong Bok) ໜອງບົກ 농복.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Nong Fa湖 ໜອງຟ້າ— 농파호. 라오스 아따쁘주의 분화구 호수. ≒파호.
Nongkhiao (Nong Khiaw) ໜອງຂຽວ 농키아오.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마을.
Nonghèt (Nong Het) ໜອງແຮດ 농햇.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Ông Tu 寺院 (— Teu —) ອົງຕື—
ົ້ 옹뜨 사원. → Ông Tu Mahavihan 寺院.
Ông Tu Mahavihan 寺院 (— Teu Mahawihan —) ອົງຕືມ
ົ້ ະຫາວິຫານ— 옹뜨마하비한 사원. 라오스 비
앙짠의 불교 사원. ≒옹뜨 사원, 밧옹뜨마하비한, 밧옹뜨.
Oudômxai (Oudomxay) ອຸດົມໄຊ 우돔사이. 라오스 북부의 주.
Outhoumphon (Outhoumphone) ອຸທຸມພອນ 우툼폰.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Ou江 ອູ— 우강. → Nam Ou江.
Pakbèng (Pak Beng) ປາກແບ່ງ 빡뱅. 라오스 우돔사이주의 지명.
Pakkading ປາກກະດິງ 빠까딩.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
Paklay (Pak Lay, Parklai) ປາກລາຍ 빡라이.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Pak-Ou ປາກອູ 빡우.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Pak-Ou 洞窟 ປາກອູ— 빡우 동굴. 라오스 메콩강과 남우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두 동굴.
Paktha (Pak Tha) ປາກທາ 빡타. 라오스 보깨오주의 지명.
Pakxan (Paksane) ປາກຊັນ 빡산.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주도.
Pakxé (Pakse, Paksé) ປາກເຊ 빡세. 라오스 짬빠삭주의 주도.
Pakxèng (Pak Seng) ປາກແຊງ 빡생.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Pakxong (Paksong) ປາກຊ່ອງ 빡송.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Pathoumphon (Pathoumphone) ປະທຸມພອນ 빠툼폰.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Pèk ແປກ 빽.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Phalanxai (Phalanxay) ພະລານໄຊ 팔란사이.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Pha Ling 洞窟 (Pa Ling—) ຜາລີງ— 파링 동굴. → Tham Pha Ling 洞窟.
Pha-Oudôm ຜາອຸດົມ 파우돔. 라오스 보깨오주의 지명.
Pha Tat Kè 植物園 (— Tad Ke —) ຜາຕັດແກ້— 파땃깨 식물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식물원.
Pha That Louang (— Luang) ພະທາດຫຼວງ 파탓루앙. 라오스 비앙짠의 불탑. 라오스의 주요 상징 가운
데 하나이다. ≒탓루앙, 프라탓루앙.
Phaxai (Phaxay) ຜາໄຊ 파사이.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Phiang ພຽງ 피앙.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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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n (Phine) ພີ ນ 핀.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Phôngsali (Phongsaly) ຜົັ້ງສາລີ 퐁살리. 1. 라오스 북부에 있는 도시. 2. 퐁살리를 주도로 하는 라오스
북부의 주.
Phônhông ໂພນໂຮງ 폰홍.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Phônsavan (Phonsavane) ໂພນສະຫວັນ 폰사반. 라오스 시앙쾅주의 주도.
Phônthong ໂພນທອງ 폰통. 1.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2.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Phônxai (Phonxay) ໂພນໄຊ 폰사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Phou Bia山 ພູເບັົ້ຽ— 푸비아산. 라오스 시앙쾅주에 있는 라오스에서 가장 높은 산.
Phou Dèn Din 國立保護區域 ພູແດນດິນ— 푸댄딘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퐁살리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
역.
Phou Hin Boun 國立保護區域 ພູຫີນປູນ— 푸힌분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캄무안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Phou Khao Khoay 國立保護區域 (— Khouay —) ພູເຂາຄວາຍ— 푸카오콰이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보
리캄사이주와 비앙짠주, 비앙짠 수도구에 걸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Phoukhoun (Phoukhoune) ພູຄູນ 푸쿤.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Phoukout (Phou Kout) ພູກດ
ູ 푸꿋. 라오스 시앙쾅주의 지명.
Phou Louang山脈 ພູຫຼວງ— 푸루앙산맥.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는 안남산맥의
라오어 이름.
Phou Phanang 國立保護區域 ພູພະນັງ— 푸파낭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에 있는 국립 보
호 구역.
Phou Si山 ພູສີ— 푸시산.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산.
Phouvông ພູວົງ 푸봉. 라오스 아따쁘주의 지명.
Phou Xang Hè 國立保護區域 ພູຊາ້ ງແຫ່ — 푸상해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사반나켓주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Phou Xiang Thong 國立保護區域 (— Xieng —) ພູຊຽງທອງ— 푸시앙통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사라반
주와 짬빠삭주에 걸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Phra That Louang ພຣະທາດຫຼວງ 프라탓루앙. → Pha That Louang.
Salavan ສາລະວັນ 살라반. → Saravan.
Samakkhixai (Samakkhixay) ສາມັກຄີໄຊ 사마키사이. 라오스 아따쁘주의 지명.
Samouay (Sa Mouay, Samuoi) ສະມ້ວຍ 사무아이.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Samphan (Samphanh) ສ ພັນ 삼판. 라오스 퐁살리주의 지명.
Sanamxai (Sanamxay) ສະໜາມໄຊ 사남사이. 라오스 아따쁘주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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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thong ສັງທອງ 상통.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의 지명.
Sanxai (Sanxay) ສານໄຊ 산사이. 라오스 아따쁘주의 지명.
Saravan (Saravane) ສາຣະວັນ 사라반. 1. 라오스 동남부에 있는 도시. 2. 사라반을 주도로 하는 라오스
동남부의 주. ≒살라반.
Savannakhét ສະຫວັນນະເຂດ 사반나켓. 1. 라오스 중부에 있는 도시. 2. 사반나켓을 주도로 하는 라오스
중부의 주.
Sèn 寺院 (Sene —) ແສນ— 샌 사원. → Sèn Soukharam 寺院.
Sèn Soukharam 寺院 (Sene —) ແສນສຸຂາຣາມ— 샌수카람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샌
사원, 밧샌수카람, 밧샌.
Sikhôttabong ສີໂຄດຕະບອງ 시코타봉. 라오스 비앙짠시의 지명.
Si Muang 寺院 ສີເມືອງ— 시므앙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시므앙.
Sing ສີງ 싱. → Muang Sing.
Si Phan Don ສີົ່ພັນດອນ 시판돈. 라오스 짬빠삭주를 지나는 메콩강에 있는 4천여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Si Sakét 寺院 ສີສະເກດ— 시사껫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시사껫.
Sisattanak ສີສດ
ັ ຕະນາກ 시사따낙. 라오스 비앙짠시의 지명.
Songkhon (Songkhone) ສອງຄອນ 송콘.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Sôpbao (Sop Bao) ສົບເບາ 솝바오.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Soukhouma (Soukhoumma) ສຸຂຸມາ 수쿠마.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Sounantha 寺院 ສຸນັນທາ— 수난타 사원. 라오스 사반나켓의 불교 사원. ≒밧수난타.
Ta-Ôy ຕະໂອ້ຍ 따오이.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Tat Xè 瀑布 (Tat Sae —, Tad Sae —) ຕາດແຊ— 땃새 폭포.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폭포. ≒새 폭포.
Thakhèk ທ່າແຂກ 타캑. 라오스 캄무안주의 주도.
Tham Chang 洞窟 ຖໍ້າຈັງ— 탐짱 동굴. 라오스 방비앙 근처의 동굴. ≒짱 동굴.
Tham Nam 洞窟 ຖໍ້ານໍ້າ— 탐남 동굴. 라오스 방비앙 근처의 동굴. ≒남 동굴.
Tham Pha Ling 洞窟 (Tam Pa Ling—) ຖໍ້າຜາລີງ— 탐파링 동굴. 초기 현생 인류 화석이 발견된 라오스
동북부 안남산맥의 동굴. ≒파링 동굴.
Tham Xang 洞窟 ຖໍ້າຊ້າງ— 탐상 동굴. 라오스 방비앙 근처의 동굴. ≒상 동굴.
Thapangthong ທ່າປາງທອງ 타빵통.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Thaphabat (Thaphabath) ທ່າພະບາດ 타파밧.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
Thaphalanxai (Thaphalanxay) ທ່າພະລານໄຊ 타팔란사이.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팔란사이.
Thatèng ທ່າແຕງ 타땡. 라오스 세꽁주의 지명.
That Foun 寺院 (— Phoun) ທາດຝຸ່ນ— 탓푼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탓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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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hôm ທ່າໂທມ 타톰. 라오스 사이솜분주의 지명.
That Ing Hang 佛塔 ທາດອິງຮັງ— 탓잉항 불탑.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불탑. ≒잉항 불탑.
That Khao 寺院 ທາດຂາວ 탓카오 사원. 라오스 비앙짠의 불교 사원. ≒밧탓카오.
That Louang ທາດຫຼວງ 탓루앙. → Pha That Louang.
That Sikhôttabong 寺院 ທາດສີໂຄດຕະບອງ— 탓시코따봉 사원. 라오스 타캑의 불교 사원. ≒밧탓시코따
봉.
Thông Haihin 平原 ທົົ່ງໄຫຫິ ນ— 통하이힌 평원. 라오스 시앙쾅주에 있는 돌 항아리 수천 개가 발견되는
유적지. ≒항아리 평원, 단지 평원.
Thôngmixai (Thongmyxay) ທົົ່ງມີໄຊ 통미사이.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Thoulakhôm ທຸລະຄົມ 툴라콤.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Tônpheung (Ton Pheung) ຕົັ້ນເຜິົ້ ງ 똔픙. 라오스 보깨오주의 지명.
Toumlan (Toumlane, Toomlarn) ຕຸມ
້ ລານ 뚬란.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Vangviang (Vang Vieng, Vangvieng) ວັງວຽງ 방비앙. 라오스 비앙짠주의 관광 마을.
Vapi (Vapy) ວາປີ 바삐. 라오스 사라반주의 지명.
Vat Chan (Wat —) ວັດຈັນ 밧짠. → Chan 寺院.
Vat Feut Tik (Wat Phat Tich) ວັດເຟີດຕິກ 밧픗띡. → Feut Tik 寺院.
Vat Inpèng (Wat —) ວັດອິນແປງ 밧인뺑. → Inpèng 寺院.
Vat Kang 寺院 ວັດກາງ— 밧깡 사원. 라오스 방비앙의 불교 사원. 밧깡은 ‘중앙의 사원’을 뜻한다.
Vat Mai Souvannaphoumaham 寺院 (Wat Mai Suwannaphumaham —) ວັດໃໝ່ສຸວັນນະພູມາຮາມ—
밧마이수반나푸마함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밧마이(Vat Mai ວັດໃໝ່)는 ‘새 사원’을 뜻
한다.
Vat Manôrôm (Wat —) ວັດມະໂນຣົມ 밧마노롬. → Manôrôm 寺院.
Vat Mixai (Wat Mixay) ວັດມີໄຊ 밧미사이. → Mixai 寺院.
Vat Munna (Wat —) ວັດໝືນ
ົ່ ນາ 밧믄나. → Munna 寺院.
Vat Ông Tu (Wat Ong Teu) ວັດອົງຕືົ້ 밧옹뜨. → Ông Tu Mahavihan 寺院.
Vat Ông Tu Mahavihan (Wat Ong Teu Mahawihan) ວັດອົງຕືມ
ົ້ ະຫາວິຫານ 밧옹뜨마하비한. → Ông Tu
Mahavihan 寺院.
Vat Phou ວັດພູ 밧푸. 라오스 남부 짬빠삭주의 힌두교 사원 단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 유산.
Vat Sèn (Wat Sene) ວັດແສນ 밧샌. → Sèn Soukharam 寺院.
Vat Sèn Soukharam (Wat Sene —) ວັດແສນສຸຂາຣາມ 밧샌수카람. → Sèn Soukharam 寺院.
Vat Si Muang ວັດສີເມືອງ 밧시므앙. → Si Muang 寺院.
Vat Si Sakét (Wat —) ວັດສີສະເກດ 밧시사껫. → Si Sakét 寺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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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Sounantha ວັດສຸນັນທາ 밧수난타. → Sounantha 寺院.
Vattai 國際空港 (Wattay—) ວັດໄຕ— 바따이 국제공항. 라오스 비앙짠 근처의 국제공항.
Vat That Foun (Wat — Phoun) ວັດທາດຝຸ່ນ 밧탓푼. → That Foun 寺院.
Vat That Khao (Wat —) ວັດທາດຂາວ 밧탓카오. → That Khao 寺院.
Vat That Sikhôttabong (Wat —) ວັດທາດສີໂຄດຕະບອງ 밧탓시코따봉. → That Sikhôttabong 寺院.
Vat Vixoun (Wat Visoun) ວັດວີຊຸນ 밧비순. → Vixounnarat 寺院.
Vat Vixounnarat (Wat Visounnarath) ວັດວີຊຸນນະຣາດ 밧비순나랏. → Vixounnarat 寺院.
Vat Xaignaphoum (Wat Xayaphoum) ວັດໄຊຍະພູມ 밧사이냐품. → Xaignaphoum 寺院.
Vat Xiang Mouan (Wat Xieng Mouane) ວັດຊຽງມ່ວນ 밧시앙무안. → Xiang Mouan 寺院.
Vat Xiang Thong (Wat Xieng —) ວັດຊຽງທອງ 밧시앙통. → Xiang Thong 寺院.
Viangchan (Vientiane) ວຽງຈັນ 비앙짠. 1. 라오스의 수도. 2. 비앙짠시가 포함된 라오스의 수도구(주급
행정구역). 3. 라오스 서북부, 비앙짠 수도구에 접한 주. 4. 라오스 중부에 있었던 왕국(1707~1949). 란
상 왕국에서 갈라져 나왔다. 영어명 비엔티안(Vientiane).
Viangkham (Viengkham) ວຽງຄ 비앙캄. 1.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2.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Viangphoukha (Viengphoukha) ວຽງພູຄາ 비앙푸카. 라오스 루앙남타주의 지명.
Viangthong (Viengthong) ວຽງທອງ 비앙통.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
Viangxai (Viengxay) ວຽງໄຊ 비앙사이.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Viangxai 洞窟群 (Viengxay—) ວຽງໄຊ— 비앙사이 동굴군. 라오스 북동부의 동굴군.
Vientiane 비엔티안. 비앙짠(Viangchan ວຽງຈັນ)의 영어 이름.
Vilabouli ວີລະບູລີ 빌라불리. → Virabouri.
Virabouri (Viraboury) ວີຣະບູຣີ 비라부리.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빌라불리.
Vixoun 寺院 (Visoun —) ວີຊຸນ— 비순 사원. → Vixounnarat 寺院.
Vixounnarat 寺院 (Visounnarath —) ວີຊຸນນະຣາດ— 비순나랏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비순 사원, 밧비순나랏, 밧비순.
Xaibouathong (Saybouathong, Xaybouathong) ໄຊບົວທອງ 사이부아통.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Xaibouli ໄຊບູລີ 사이불리. → Xaibouri.
Xaibouri (Xayboury) ໄຊບູຣີ 사이부리.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사이불리.
Xaichamphon ໄຊຈ ພອນ 사이짬폰.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의 지명.
Xaignabouli ໄຊຍະບູລີ 사이냐불리. → Xaignabouri.
Xaignabouri (Xayaboury, Sayaboury) ໄຊຍະບູຣີ 사이냐부리. 1. 라오스 서북부에 있는 도시. 2. 샤이냐
부리를 주도로 하는 라오스 북서부의 주. ≒사이냐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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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gnaphoum 寺院 (Xayaphoum —) ໄຊຍະພູມ— 사이냐품 사원.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불교 사원. ≒
밧사이냐품.
Xaisathan ໄຊສະຖານ 사이사탄.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Xaiséttha (Xaysetha) ໄຊເສດຖາ 사이세타. 라오스 비앙짠시의 지명.
Xaisômboun (Xaysomboon) ໄຊສົມບູນ 사이솜분. 라오스 북동부의 주.
Xaithani (Xaythany) ໄຊທານີ 사이타니. 라오스 비앙짠 수도구의 지명.
Xaixéttha (Saysetha) ໄຊເຊດຖາ 사이세타. 라오스 아따쁘주의 지명.
Xam Nua (Xam Neua, Xamneua) ຊ ເໜືອ 삼느아. 라오스 후아판주의 주도.
Xam Tai (Xamtay) ຊ ໃຕ້ 삼따이.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Xanakham (Xanakharm) ຊະນະຄາມ 사나캄. 라오스 비앙짠주의 지명.
Xanasômboun (Sanasomboun) ຊະນະສົມບູນ 사나솜분. 라오스 짬빠삭주의 지명.
Xang 洞窟 ຊ້າງ— 상 동굴. → Tham Xang 洞窟.
Xè 瀑布 (Sae —) ແຊ— 새 폭포. → Tat Xè 瀑布.
Xébangfai (Sebangphay, Xebangfay) ເຊບັັ້ງໄຟ 세방파이. 라오스 캄무안주의 지명.
Xé Bangfai江 ເຊບັັ້ງໄຟ— 세방파이강. 라오스와 베트남의 국경 지대에서 발원하며 거대한 동굴을 지나
는 라오스의 강. ≒방파이강.
Xé Bang Nouan 國立保護區域 ເຊບັັ້ງນວນ— 세방누안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사라반주와 사반나켓주에
걸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Xé Banghiang江 (Xe Bang Hiang—, Se Bang Hieng—) ເຊບັັ້ງຫຽງ— 세방히앙강. 라오스의 강. 메콩
강의 지류. ≒방히앙강.
Xékong (Sekong, Sékong) ເຊກອງ 세꽁. 1. 라오스 동남부에 있는 도시. 2. 세꽁을 주도로 하는 라오스
동남부의 주.
Xé Kong江 (Se —) ເຊກອງ— 세꽁강. 베트남에서 발원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국경 지대를 흐르는 강.
메콩강의 지류. ≒꽁강.
Xé Pian–Xé Namnoy Dam (— Nam Noy —) ເຊປຽນ-ເຊນໍ້ານ້ອຍ— 세삐안·세남노이 댐. 2018년에 붕
괴된 라오스 남부의 수력발전 댐.
Xépôn (Seponh) ເຊໂປນ 세뽄.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Xé Xap 國立保護區域 ເຊຊັບ— 세삽 국립 보호 구역. 라오스 사라반주와 세꽁주에 걸쳐 있는 국립 보호
구역.
Xianghon (Xienghone) ຊຽງຮ່ອນ 시앙혼. 라오스 사이냐부리주의 지명.
Xiangkho (Xiengkho, Xiengkhor) ຊຽງຄໍ້ 시앙코.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Xiangkhoang (Xiengkhuang, Xieng Khouang) ຊຽງຂວາງ 시앙쾅. 라오스 북동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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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gkhoang高原 (Xiengkhuang—, Xieng Khouang—) ຊຽງຂວາງ— 시앙쾅고원. 라오스 북동부에
있는 고원.
Xiang Khouan 公園 (Xieng Khuan —) ຊຽງຄວນ— 시앙쿠안 공원. 불상과 힌두교 신상 등을 모아놓은
라오스 비앙짠 인근의 조각공원.
Xiang Mouan 寺院 (Xieng Mouane —) ຊຽງມ່ວນ— 시앙무안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
밧시앙무안.
Xiangngeun (Xiengngeun) ຊຽງເງິນ 시앙응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지명.
Xiang Thong 寺院 (Xieng —) ຊຽງທອງ— 시앙통 사원.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밧시앙통.
Xon ຊ່ອນ 손. 라오스 후아판주의 지명.
Xônnabouli ຊົນນະບູລີ 손나불리. → Xônnabouri.
Xônnabouri (Xonnaboury) ຊົນນະບູຣີ 손나부리. 라오스 사반나켓주의 지명. ≒손나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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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가 달라지는 용례
인명
원어
Bouason Boupphavan
(← Bouasone Bouphavanh)
Boungnang Vorachit
(← Bounnhang Vorachit)
Choummali Xaignason
(← Choummaly Sayasone)
Khamtai Siphandon
(← Khamtay Siphandone)
Nouhak Phoumsavan
(← Nouhak Phoumsavanh)
Sisavat Kèobounphan
(← Sisavat Keobounphan)
Thongloun Sisoulit
(← Thongloun Sisoulith)
Thongsing Thammavông
(← Thongsing Thammavong)

새 표기

종전 표기

출전
회의 70차

부아손 부파반

부아손, 부파반

분냥 보라찟

분냥 보라치트

쭘말리 사이냐손

추말리, 사야손

회의 69차

캄따이 시판돈

캄타이 시판돈

회의 21차

누학 품사반

누하크, 품사반

회의 82차

시사밧 깨오분판

시사바트 케오분판

회의 21차

통룬 시술릿

통룬, 시술리트

통싱 탐마봉

통싱, 탐마봉

회의 58차,
회의 117차

회의 70차,
회의 117차
실무소위(120819)

지명
원어

새 표기

종전 표기

Attapu (← Attapeu [Attapư])

아따쁘

아타프

Champasak

짬빠삭

참파사크

Muang Khammouan

므앙캄무안

무앙캄무안

므앙싱

무옹싱

빡세

팍세

사반나켓

사반나케트

타캑

타케크

Muang Sing
(← *Muongshing)
Pakxé (← Pakse)
Savannakhét
(← Savannakhet)
Thakhèk (← Thakek)
Vattai 國際空港
(← VTE, Vientiane/Wattay)
Viangchan (← Vientiane)

바따이 국제공항
비앙짠

비엔티안(와타이)
국제공항
비엔티안

출전
실무소위(180921)

회의 18차
편수, 용인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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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약호
편수 → 편수자료(외래어 표기 용례, 문교부, 1987)
용인지 →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국어연구소, 1988)
표준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회의 →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결정 사항
실무소위 →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결정 사항
※ 종전 심의 자료에서 통용 로마자로 표기되었던 것은 모두 BGN/PCGN 표기법을 따른 표준 표기로 수
정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괄호 안에 기존 통용 로마자 표기를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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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까시 ........................................... 41

농복............................................ 44

라콘펭 ....................................... 42

까이손 폼비한 ......................... 35

농키아오 ................................... 44

란상 ........................................... 42

까이손폼비한 .......................... 41

농파호 ....................................... 44

란상홈카오 ............................... 42

까짜삐 ....................................... 32

농햇............................................ 44

람 ............................................... 32

깔름 ........................................... 41

뇸말랏 ....................................... 40

랍 ............................................... 33

깨오우돔 ................................... 41

뇻우............................................ 40

랏나 ........................................... 33

깬타오 ....................................... 41

누학 품사반 .............................. 36

랏사다나이 ............................... 37

꽁 래 .......................................... 36

다라 깐라냐 .............................. 35

롱 ............................................... 42

꽁강 ........................................... 41

닥쯩............................................ 39

롱산 ........................................... 42

꽁랭호 ....................................... 41

뎃섬............................................ 39

롱쨍 ........................................... 42

꽌 ............................................... 41

도껫............................................ 35

루앙남타 ................................... 42

꽝시 폭포.................................. 41

독짬빠 ....................................... 32

루앙파방 ................................... 42

낍 ............................................... 32

돈뎃·돈콘 철도......................... 40

루앙프라방 ............................... 42

나까이 ....................................... 43

돈뎃섬 ....................................... 40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 42

나모 ........................................... 43

돈콘섬 ....................................... 40

리피 폭포 .................................. 42

나사이통 ................................... 43

돈콩섬 ....................................... 40

마노롬 사원 .............................. 42

나카이·남튼 국립 보호 구역 . 43

동나땃 보호 구역 ..................... 40

마리사 다라사밧 ..................... 36

난 ............................................... 43

동암팜 국립 보호 구역 ........... 40

마이빡응음 ............................... 42

날래 ........................................... 43

동푸비앙 국립 보호 구역 ....... 40

마하 실라 비라봉 .................... 36

남 동굴...................................... 43

동후아사오 국립 보호 구역 ... 40

마하 푸미 찌따퐁 .................... 36

남까딩 국립 보호 구역 ........... 43

두앙드안 분냐봉 ...................... 35

마하사이 ................................... 42

남누아 폭포 ............................. 43

두앙짬빠 ................................... 35

매남콩강 ................................... 42

남동 공원.................................. 43

따오이 ....................................... 46

매콩강 ....................................... 42

남박 ........................................... 43

땀막훙 ....................................... 33

맷 ............................................... 42

남뿌이 국립 보호 구역 ........... 43

땃새 폭포 .................................. 46

목마이 ....................................... 42

남삼 국립 보호 구역 ............... 43

똔픙............................................ 47

문라빠목 ................................... 42

남앳·푸르이 국립 보호 구역 . 43

뚬란............................................ 47

므앙마이 ................................... 42

남우강 ....................................... 43

라................................................ 42

므앙빽 ....................................... 42

남응음 댐.................................. 43

라낫............................................ 33

므앙사이 ................................... 43

남응음 저수지 ......................... 43

라맘............................................ 42

므앙솨 ....................................... 43

남응음강 ................................... 43

라오 룸 ...................................... 33

므앙싱 ....................................... 43

남튼강 ....................................... 43

라오 숭 ...................................... 33

므앙캄무안 ............................... 42

남하 국립 보호 구역 ............... 43

라오 잇사라 .............................. 32

믄 ............................................... 43

낭 깨오 핌파 ............................ 36

라오 틍 ...................................... 33

믄나 사원 .................................. 43

냄카오 ....................................... 33

라오라오 ................................... 32

믕 ............................................... 42

농 ............................................... 44

라오응암 ................................... 42

미사이 사원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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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따이 국제공항 ..................... 48

볼리칸 ....................................... 39

빡산 ........................................... 44

바삐 ........................................... 47

볼리캄사이 ............................... 39

빡생 ........................................... 44

바찌앙짤른숙 .......................... 39

봉 사방 ...................................... 38

빡세 ........................................... 44

반상하이 ................................... 39

봉 파오파닛 .............................. 38

빡송 ........................................... 44

밧깡 사원.................................. 47

부아손 부파반 .......................... 35

빡우 ........................................... 44

밧마노롬 ................................... 47

부알라파 ................................... 39

빡우 동굴 .................................. 44

밧마이수반나푸마함 사원 ..... 47

분 움 .......................................... 35

빡타 ........................................... 44

밧믄나 ....................................... 47

분냥 보라찟 .............................. 35

빵캄 ........................................... 36

밧미사이 ................................... 47

분느아 ....................................... 39

빽 ............................................... 44

밧비순 ....................................... 48

분따이 ....................................... 39

삐깨오 ....................................... 33

밧비순나랏............................... 48

분방파이 ................................... 32

삐마이 ....................................... 33

밧사이냐품............................... 48

분짠깨오 포티찌또, (파) ......... 35

삐마이라오 ............................... 33

밧샌 ........................................... 47

분타농 솜사이폰 ...................... 35

삥까이 ....................................... 33

밧샌수카람............................... 47

분탓루앙 ................................... 32

사까린 ....................................... 37

밧수난타 ................................... 48

비라부리 ................................... 48

사나솜분 ................................... 49

밧시므앙 ................................... 47

비셋 사벵슥사 .......................... 38

사나캄 ....................................... 49

밧시사껫 ................................... 47

비순............................................ 38

사남사이 ................................... 45

밧시앙무안............................... 48

비순 사원 .................................. 48

사라반 ....................................... 46

밧시앙통 ................................... 48

비순나랏 ................................... 38

사마키사이 ............................... 45

밧옹뜨 ....................................... 47

비순나랏 사원 .......................... 48

사무아이 ................................... 45

밧옹뜨마하비한 ...................... 47

비앙사이 ................................... 48

사반나켓 ................................... 46

밧인뺑 ....................................... 47

비앙사이 동굴군 ...................... 48

사올라 ....................................... 33

밧짠 ........................................... 47

비앙짠 ....................................... 48

사이냐부리 ............................... 48

밧탓시코따봉 .......................... 48

비앙짠 마이 .............................. 34

사이냐불리 ............................... 48

밧탓카오 ................................... 48

비앙캄 ....................................... 48

사이냐품 사원.......................... 49

밧탓푼 ....................................... 48

비앙통 ....................................... 48

사이부리 ................................... 48

밧푸 ........................................... 47

비앙푸카 ................................... 48

사이부아통 ............................... 48

밧픗띡 ....................................... 47

비엔티안 ................................... 48

사이불리 ................................... 48

방 빠오...................................... 38

빌라불리 ................................... 48

사이사탄 ................................... 49

방비앙 ....................................... 47

빌리 껫깨오폼폰 ...................... 35

사이세타 ................................... 49

방파이 축제 ............................. 32

빠까딩 ....................................... 44

사이솜분 ................................... 49

방파이강 ................................... 39

빠끼안 비라봉 .......................... 36

사이수반 팽퐁.......................... 38

방히앙강 ................................... 39

빠나이 ....................................... 36

사이짬폰 ................................... 48

뱅 ............................................... 39

빠댁............................................ 33

사이타니 ................................... 49

보깨오 ....................................... 39

빠사손 ....................................... 33

산 릅 파순................................. 33

보땐 ........................................... 39

빠텟 라오 .................................. 33

산사이 ....................................... 46

보리칸 ....................................... 39

빠툼폰 ....................................... 44

살라반 ....................................... 45

보리캄사이............................... 39

빡라이 ....................................... 44

삼느아 ....................................... 49

볼라벤고원............................... 39

빡뱅............................................ 44

삼따이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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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샌타이 ................................... 37

시사껫 사원 .............................. 46

응은 ........................................... 43

삼판 ........................................... 45

시사따낙 ................................... 46

인뺑 사원 .................................. 41

삿사나 피.................................. 33

시사밧 깨오분판 ...................... 37

잉항 불탑 .................................. 41

상 동굴...................................... 49

시사방 바타나 .......................... 37

짜케 ........................................... 32

상 신사이.................................. 33

시사방 봉 .................................. 37

짠 사원 ...................................... 39

상통 ........................................... 46

시숙 나짬빠삭 .......................... 37

짠타부리 ................................... 39

새 폭포...................................... 49

시앙무안 사원 .......................... 50

짠타불리 ................................... 39

샌 사원...................................... 46

시앙응은 ................................... 50

짠티 드안사반.......................... 35

샌수카람 사원 ......................... 46

시앙코 ....................................... 49

짬빠꽃 ....................................... 32

세꽁 ........................................... 49

시앙쾅 ....................................... 49

짬빠삭 ....................................... 39

세꽁강 ....................................... 49

시앙쾅고원 ............................... 50

짬폰 ........................................... 39

세방누안 국립 보호 구역....... 49

시앙쿠안 공원 .......................... 50

짱 동굴 ...................................... 39

세방파이 ................................... 49

시앙통 사원 .............................. 50

째오봉 ....................................... 32

세방파이강............................... 49

시앙혼 ....................................... 49

쫌펫 ........................................... 39

세방히앙강............................... 49

시코타봉 ................................... 46

쭘말리 사이냐손 ..................... 35

세뽄 ........................................... 49

시판돈 ....................................... 46

찐따나깐 마이.......................... 32

세삐안·세남노이 댐 ................ 49

신사반 ....................................... 34

카오똠 ....................................... 32

세삽 국립 보호 구역 ............... 49

실라 비라봉, (마하) ................. 37

카오람 ....................................... 32

세타티랏 ................................... 37

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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