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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남아시아의 인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인구 10억 명

을 넘어서며,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시장은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잠재력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

러나 그만큼 분쟁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이종원, 2010). 따라서

인도의 분쟁해결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는 투자활성화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인도는 다양한 지역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독특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한다.

인도대륙은 지역 경계를 넘어서, 힌두교 문화가 독특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이다

(류경희, 1998). 한편 Pur(2007a)에 의하면, 현대에 이르러서도 카스트 제도가 깊이 현대

문화에 융합된 지역이기도 하다. 인도의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점은 인도로

대표되는 남아시아 지역은 동북아시아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양식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Gupta et al(2002)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남아시아 지

역문화는 동아시아 지역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예를 들어 동북아

시아 문화의 핵심이 유교문화라면 인도문화의 핵심은 힌두교 문화이다.2) 더구나 동남아시

아 국가들은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도문화는 동남아시아 문

화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3)

인도는 독립한 이후, 영국이 인도 내에 설립하였던 대립적 소송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한 것처럼,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방식으로 돌아갈 것

인가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 Bail(2015)에 의하면, 결국 영국의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결

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방식이 인도 국민의 성격에 적합하다는 견

1) Gupta et.al(2002)는 동남아시아 문화를 동북아시아 문화와 차이가 있다고 분류하였는데 그들은 동북아시아

문화의 핵심을 유교문화로 보았으며 유교를 배제한 문화권을 남아시아문화권으로 분류하였다. 동북아시아 유

교문화권에 비하여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권력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친족 집단 내 결속력에 있어서

는 남아시아 문화권이 동북아시아 유교문화권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화인사회를 보

면 낯선 객지라는 외부적 환경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화인집단 내부에서 넓은 의미의 하위 인종집단 내 결속

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위의 연구결과가 반드시 타당한지는 추후 연구대상이라 하겠다. Gupta,

Surie Javidan and Chokor 2002. “Southern Asia Cluster Where the Old Meets the New?”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37, No.1, pp.16-27.

2) 유교에서는 내세에 대한 관념 자체가 논의되지 않는 반면, 힌두교는 여러 神이 존재하는 다신교 문화이다.

3)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건국설화에는 까운딘이라는 브라만 청년이 상선을 타고 인도에서 캄보디아지역으로

도래하여, 캄보디아 현지 여왕과 결혼하면서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정용균, 2018a). 베트

남의 중부지역에 위치해있던 참파왕국은 본래 힌두교 문화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6b). 더

구나 미얀마의 계율문헌인 담마땃의 시원이 인도의 베다문헌이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정용균, 2018c), 인도

문화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병도, “태국의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 제12권 제2호, 2007. 이은구, “인도문화의 해외전파: 캄보디아에서의 힌두교”, 남아

시아연구 , 제5호, 2000, pp.231-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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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도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신군재

(2012)의 연구가 있으며, 아직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지 인도에서

는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Ravindra(2018)에 의하면,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인도 농촌에서 시행되어 왔던 판차야트 제도이다. 마을 판

차야트의 의미는 다섯 명의 영향력 있는 그리고 현자 남성들이 마을 내에서 알선의 역할

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정되고 승인되어 왔다. 그러나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의 보통법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이 형성됨에 따라서, 인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법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4) Galander and Krishnan(2004)

와 Moog(1993) 등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에 소송사건이 폭주함에 따라서 이 분쟁을

사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자,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문화와 현대적

사법제도가 결합한 Lok adalat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Raj Panchayat라는 공식적인 행

정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 내부에는 분쟁해결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Pur(2007a;

2007b)에 의하면, 여전히 물밑에서는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제도 및 행정기구가 비공식적

으로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과거에는 남성주의 사회여서 여성

은 판차야트 원로집단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제도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분쟁해결제도는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도 고유의 판차야트 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한다. 둘째, 공

식화된 Lok adalat을 소개한다. 셋째, 인도의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비교분석한다.

Ⅱ. 인도의 전통적 분쟁해결문화: Panchayat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문화로는 판차야트(panchayat)가 있다. 이는 베다 문헌시대 이

래 내려져온 문화적 전통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도에는 공식적인 행정제도가 존재하

는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전통적 분쟁해결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판차야트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다. 보통 비공식 분쟁해결문화를 대표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자체가 공식적

인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인도 농촌마을에서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구라는 견해도 아울러 존

재한다. 본 절에서는 Cohn(1965)에 따라서, 인도 농촌마을의 분쟁해결유형을 네 가지 형

태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 특성과 사례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4) Vatuk, Sylvia, “The Women's Court in India: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y for Women in

Distress”, Journal of Legal Pluralism and Unofficial Law, Vol. 45, No.1, 2013, pp.7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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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차야트(Panchayat)

(1) 기본 개념

Pur(2007a)와 Bail(2015), Ravindra(2018) 등 일련의 학자들에 의하면, 촌락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 공동체 내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고대 인도의 분쟁

해결방식은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다. 베다 문헌과 후기 베다문헌에서 인도촌락은 항상 자

치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 판차야트(village panchayat)는

다섯 명의 영향력 있는 현명한 남성들이 마을 내에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

정되고 인정되어 왔다.5) 마우리아 왕조 역사를 기술한 문헌을 보면,

“모든 마을에는 자치조직으로 사바가 있다. 이 사바에서는 마을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토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전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가해자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을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 사바 집회는

나무 그늘 밑에서 회합을 갖는다. 이때 마을 가문들의 대표, 장로들이 그 곳에 모인다. 인

도인들은 이러한 자치조직의 마을에서 외부의 간섭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왔다.”(Ravindra,

2018, p.221)

Ravindra(2018)에 의하면 판차야트는 조정과 중재 양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판차야트는

힌두의 다르마(법)에 대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수권되어 있다.6) 분쟁해결의 책임을 맡은 Pancha(법관)에는 마을사람들이 성

실하고 공정하다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지위가 높은 장로가 임명된다. 보통 Pancha는 일

단의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들은 공동체의 카스트에서 비슷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이다. 판차야트는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복지 뿐 만아니라 전체 마

을의 복지도 생각한다. 판차야트는 목표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이익에 부응해야한다. 모든 심리절차는 구두로 행해지며, 심

리절차나 해결방안이 기록되지는 않는다.7) 판차야트 절차가 비록 법적인 권위는 없고, 또

한 벌을 내릴 수도 없지만, 현대에도 사용되는 절차이다. 1954년 5월 23일 판차야트 보고

서에 의하면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5) 이러한 분쟁해결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중재나 조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대표성

이 있어야 한다. 라오스의 마을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여성대표, 경찰대표, 청년대표, 군대 대표 등 마을 내 각

부문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정용균, “라오스의 분쟁해결제도와 비즈니스협상문화”, 분쟁해결연구 , 단국대학

교 분쟁해결연구소, 제16권 제3호, 2018b. p.96.

6) 그러나 판차야트는 단순히 분쟁해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경제적 성장 등 마을 전체의 대소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orner, Daniel, “Village Panchayat as a Vehicle of Chang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2, No.3, 1954, p.209.

7) Ravindra, Geetha, “India: Panchayats Mediation and Lok Adalat People's Court Concili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DR”, Stephanie P. Stobbe (ed), Conflict Resolution in Asia: Mediation and Other Cultural Models, Lexington

Books, 2018,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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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마을 판차야트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마을 구성원간의 분쟁은 마을 판차야트 원로들에 의하여 해결

되어 왔다. 이 마을 원로들은 지방 고유의 상황이나 마을 관습에 상당히 정통하다. 사실

분쟁당사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따라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안다. 판차야

트의 마을 원로들은 좋은 중재인들이다. 분쟁은 마을 주민 전체 앞에서 해결된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의한 절차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

내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므로 비용이 저렴하다.”(Ravindra, 2018, p.222)

현대 인도에는 여전히 판차야트와 같은 비공식지방통치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Pur(2007a)

는 인도 카르나타카 州의 30개 마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여전히

판차야트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 지방통치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다. 이 비공식지방통치기구는 위원회(panchayati), 마을위원회(halli panchayati), 지역

위원회(nadu panchayati)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비공식 지방통치기구의

핵심기능은 촌락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유지하고, 관습법을 보존하며, 마을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지방통치기구의 규모는 마을 내에 존재하는

카스트집단의 숫자에 비례한다. 모든 마을에서 비공식지방통치기구의 구성원은 마을 내

주요 카스트집단의 핵심 지도자들과 필요할 때 마다 일시적으로 임명되는 임시직 회원으

로 구성된다. 대부분 마을 비공식지방통치기구 지도자들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

직이다.

(2) 실제 운영방식

종래의 견해로는 인도 대다수 농촌에는, 막스 베버가 제시한 이상형(ideal type)과 같이,

‘마을 판챠야트’(village panchayat)라는 단일형태의 분쟁해결기구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 왔

으나, Bail(2015)은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마을 판챠야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이상형”은 각각의 현상들이 서로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하나의 모

형으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 이러한 모형은 각각의 현상들이 동질적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인도 대다수 농촌은 동질적

이지 않으며, 마을마다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인도 농촌의 분쟁해결양상이 다양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을 내에 카스트 제도라는 인도 고유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인도 마을은 카스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스트 집단이 다른 카스트

집단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분쟁해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8) 막스 베버의 이러한 이상형 모형은 경제이론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모형이나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이론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이나 소비자는 하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개념이다. 소비자 이론에서는 각 개

별소비자는 다양한 성질을 가진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효용극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단일 특성을

가진 소비자인 것처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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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농촌 마을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마을로 이루어진 경우와는 상당히 분쟁해

결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1> 인도의 분쟁해결유형

지배적 카스트집단 있음 지배적 카스트집단 없음

동질적 마을구조 분쟁해결유형 Ⅰ 분쟁해결유형 Ⅱ9)

이질적 마을구조 분쟁해결유형 Ⅲ 분쟁해결유형 Ⅳ

Pur(2007a)에 의하면, 이 카스트 집단 지도자들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카스트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분쟁에 여러 카스

트 집단 구성원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카스트 집단과 의견을 조율하는 책임을

가진다.10) 따라서 인도 농촌마을에서는 개인 대 개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

분쟁이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서 집단 대 집단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인도 농촌마을을 동질성(homogeneity) 여부에 대한 기준과

지배적 카스트 집단의 존재 유무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류학자 Bernard Cohn(1965)

이 제시한 분류대로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인도마을의 분쟁해결유형을 살펴보기로 한

다.11) 첫 번째 분쟁해결유형은 마을구조가 동질적이고 지배적 카스트집단이 존재하는 경

우이다. 두 번째 분쟁해결유형은 마을 구조가 상대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적

카스트 집단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지도자가 군림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분쟁해결유

형은 마을 구조가 이질적이고, 지배적 카스트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분쟁해

결유형은 마을 구조가 이질적이고 지배적 카스트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분쟁해결유형Ⅰ: 단일 카스트집단으로 구성된 소규모 마을

하나의 마을이 단일 카스트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는 카스트조직 자체가 바로 비공식지

방통치기구이다. 이러한 경우, 마을 주민들은 카스트집단에서 보존되고 존중되어온 동일한

관습법과 동일한 사회적 규범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마을

내 구성원들은 서로 동질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경우, 마을 내 대부분 사람들은 지위가

비슷하며, 카스트의 규범과 마을의 규범이 동일하게 작동한다. Cohn(1965)은 이러한 유형

9) 두 번째 분쟁해결유형에서는 지배적 카스트집단이 있기 보다는 단일지도자가 있는 경우이다.

10)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마을 내 카스트집단 지도자 뿐 만 아니라 정치적 연계성, 학력, 정부관리와의 밀착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유력인사들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각 비공식 지방통치기구의 장을

Yajamana라고 부른다. Pur, Ananth Kripa, “Rivalry or Synergy? Formal and Informal Local Governance in

Rural India”, Development and Change, Vol.38, No.3, 2007, p.404.

11) 이 절의 내용은 주로 Cohn(1965)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것이다. Cohn(1965)은 1950년대 이래 여러 인류학자

들이 인도 마을에서 현장 조사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부 인류학자 저작물들은 접근이

어려워서 Cohn(1965)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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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Rosser(1952)가 현장 조사한 Malana 마을의 경우를 들고 있다. Malana 마을은 주민

이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마을 사람들이 동일한 카스트

에 소속되어 있었다. Malana 마을에서는 이웃 간 경계분쟁, 상해, 개가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한 사건, 절도 등의 사건은 마을위원회에서 심리한다.12) 마을위원회는 3명의 종신직

자리와 8명의 선출직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위원회가 열리면, 마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 마을의 모든 남성들이 모인다. 마을위원회의 11명 위원들이 당해 사건에 대하

여 결정을 내리면, 구성원 중 2명이 군중 앞에 나와서 결정을 반포한다.13) 그리고 즉시

이 결정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만약 주민들 대다수가 마을위원회의 결정에 찬

성하면 이 결정은 비준되고, 비로소 마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동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이 된다. 그러나 마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주민투표에 의하여 비준되지 않으면 주민 대다

수와 마을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때 까지 심의절차가 뒤따른다. 마을위원회가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벌금이며, 극단적인 경우는 마을에서의 추방이다.14) Malana 마을 사례에

서는 마을위원회가 상당한 공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질적인 사회

에서는 마을의 자생적인 분쟁해결기구 자체가 비공식성을 넘어서 공식적인 기구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alana 마을 사례에서는 마을 전체 남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마을 전체 남성들이 권력구조 면이나 기타 문화적 관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와 유사하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는 자유민만이 참여가 가능하였다.15)

분쟁해결유형Ⅱ: 다수 카스트집단으로 구성되고, 단일 지도자가 있는 마을

분쟁해결관점에서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마을에 마을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명의 지도

자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마을이 여러 카스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단일지도자가 존재하므로, 마을 전체가 지도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마치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때 단독 지도자는

분쟁해결의 준거법으로서 마을의 관습법16)이나 사회규범에 의지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

12) 중동지역에서도 마을 경계에 대한 분쟁이 중재인 또는 조정인의 분쟁해결 문제였다. 정용균, “말레이시아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 협상”, 통상정보연구 , 한국통상정보학회, 제20권, 제4호, 2018d.

13) Cohn(1965), p.83에서 재인용.

14) 전통적인 원주민사회에서 마을에서의 추방이라는 형벌은 매우 가혹한 징벌이다. 여러 문화권에서 전통마을은

이방인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던 마을에서 추방당하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쉽사리 마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용균, “필리핀 및 기타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제16권

제3호, 2019b. 참조.

15) 노예나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다.

16)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의 경우는 마을 관습법인 아닷(adat)이 관습법으로 존재하며, 베트

남의 경우도 각 마을은 향약이라는 관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우, 마을마다 각자의 아닷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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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분쟁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내면의 의지일 것이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서 마을 지도자의 분쟁해결 의사결정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유형의

경우, 단독 지도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공식적 법원에서의 판사라기보다는 조정인이나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지도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결정을 실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Gopalpur 마을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Beals(1962)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Gopalpur 마을에서 사례를 보면, 징세관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우다(gauda)

가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조부는 17개 마을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

다. 매일 그는 말을 타고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마을들을 순시하며, 서로 싸우거나,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가우다의 지위는 그가 가진 부에 달려있다. 가우다는 자신

의 토지에서 수확한 식량이나 의복을 마을 축제에 내놓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을

우두머리인 가우다(gauda)의 이미지는 현명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

보통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비추어진다.17) 한편 마을 지도자가 단독으로 분쟁당사자들을

대면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구현하는 경우는

Shamirpet 마을 사례에서 볼 수 있다. Dube(1955)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Shamirpet 마을에

서는 deshmukh라는 우두머리가 존재한다. 그의 가문은 이 지역에 3백년간 뿌리내려 왔다.

deshmukh의 영향력은 그의 가문이 마을 전체 토지의 25%에 해당하는 800에이커의 토지

를 보유한데 기반을 두고 있다. deshmukh는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을에

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그 앞에 회부된다. 그리고 deshmukh가 결정을

내리면 무시되는 적은 별로 없다. 여기서 deshmukh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그는 마을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는 그 마을위원회에서 중요한 보

직을 차지하고 있다(Cohn, 1965, p.84).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행해지므로 의사결정은 보다 객관적인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해결유형Ⅲ: 다수 카스트집단으로 구성되고, 이중 한 카스트집단이 지배하는 마을

인도 농촌 촌락에서 전형적인 경우는 마을 구성원이 700명이상 정도 되고, 마을이 10내

지 25개의 카스트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이 세 번째 분쟁해결 유형에서 마을은 여러

카스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단독 지도자가 주도하기보다는,

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용균,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 협상전략: 지역연구방법론을 중심으

로”, 동남아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18권, 제4호, 2016a. 정용균,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

와 비즈니스 협상전략: 지역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8권, 제4호,

2016b. 참조.

17) 현대 한국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중재인 자격에 있어서 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Chung, Yongkyun and Ha, Hong-Youl, “Arbitrator Accept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Trading Firm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27, No.3, 2016,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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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카스트집단이 주도하므로, 제1유형이나 제2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3

유형의 마을은 이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때 여러 카스트집단 중에서 하나의

카스트 집단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 분쟁해결은 보통 지배적 위치에 있는 카스트

집단이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마을 내 다른 카스트 집단들은 지배적인 카스트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Srinivas(1955)에 의하면, 어떤 카스트 집단이 다른 카스트 집단에 비

하여 수적으로 우세하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우세할 때,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 숫자가 더

많을 때, 지배적 집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8) 한편 Cohn(1965)은 지배적 카스트집단 여

부를 파악할 때, 그 카스트 집단의 토지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에 의하면, 보통 지배적인 카스트는 마을 내 토지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마

을 내의 지배적 카스트집단 밖의 사람들은 그 지배적 카스트집단의 소작인이거나 지배적

카스트 집단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인 경우가 많다. Mayer(1958)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Ramkheri 마을에서는 네 명의 우두머리가 있다.19) 이들은 조세를 징수하고 경찰에게 여러

가지 마을 내 법위반사항을 보고한다. 그리고 사소한 사건들은 자신들이 비공식적으로 분

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할 때, 이 우두머리들은 ‘우두머리 위원회’라는 임시로 결성되

는 조직의 조력을 받는다.20) 만약 지배적인 카스트 집단 소속 구성원과 비지배적 카스트

집단 구성원간 분쟁이 발생하면, 마을 촌장은 지배적 카스트집단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용

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되기도 한다. 이때 해결방식이 반드시 평화로운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1932년, 몸져 누워있는 브라만계층의 노인이 고용하고 있던 非브라만계 목동이 노인의

젊은 부인과 비밀리에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브라만계층 사람들은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젊은 목동이 주인 집 앞문을 통하여 나갔다.

그런데 그 문은 전통적으로 非브라만계 사람은 사용이 금지된 문이었다. 그러자 그 브라

만 카스트 노인의 이웃사람과 이웃사람의 아들이 그 목동을 때리고 마을 빈집으로 데려가

살해하였다. 마을촌장은 목격자에게 3백 루피 뇌물을 주어, 침묵하게 하고,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동 사건에서 살해된 목동은 브라만 노인의 부인과 사통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더구나 브라만의 집의 앞문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적어도

브라만계층 세 가구가 징벌에 참여하였다. 브라만 카스트 노인의 이웃,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마을 촌장, 살해된 목동의 형제들을 고용하고 있던 토지 주인이 그들이다. 만약 살해

된 목동의 형제들이 불만을 터트리면 토지주인은 그들을 추방할 것이다”(Cohn, 1965, p.90).

위의 사례는 분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피해를 입힌 경우이다. 그러나 분쟁의 가해자

가 마을의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분쟁을

18) Cohn(1965), p.89에서 재인용.

19) 이 직위는 계승직이다.

20) Cohn(1965), p.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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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토지관련 분쟁, 부채,

재산의 상속 분쟁, 절도사건, 공격, 의례규범의 위반 등 중대한 사건은 보통 지배적인 카

스트집단이 주도하는 판챠야트(panchayat)라고 부르는 마을 위원회에서 해결한다.

Cohn(1965)의 견해에 의하면, 판차야트는 소송과 중재가 결합된 분쟁해결방식이다.

Ravindra(2018, p.221)는 견해를 달리하여, 판차야트가 조정과 중재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판차야트는 오늘날 Med-Arb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21)

이때 지배적인 카스트 소속 남성들이 참여하는 판차야트는 보통의 경우, 다른 카스트 내

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카스트 집단의 결혼,

재산과 관련 없는 상속문제, 카스트내의 재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카스트집단

이 관여하지 않는다(Cohn, 1965, p.91). 그리고 판차야트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하

는 규범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쟁이 발생한 카스트내의 관습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Cohn(1965)와 Ravindra(2018)에 의하면, 판차야트에서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분

쟁을 해결하며 만약 분쟁이 재산에 관한 분쟁이라면 해결책은 일종의 타협의 산물일 경우

가 많다.

분쟁해결유형 Ⅳ: 다수 카스트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배적 카스트가 없는 마을22)

분쟁해결의 네 번째 유형은 한 마을에 여러 카스트 집단이 공존하고 있으나 지배적인

카스트 집단이 없는 경우이다. 이처럼 마을에 복수의 카스트 집단이 존재하는데 지배적

위치의 카스트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을은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인 특성이 강하

게 드러난다. 각 카스트집단은 각자 고유의 관습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서로 협상력

이 비슷하므로, 서로 다른 카스트 집단 소속 구성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카스트

집단과 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협상력이 서로 비슷하므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양보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일치된 견해를 가지기 어

려우므로 마을 내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Namhalli 마을 사례에서 볼 수 있다. 1950년대 초 Namhalli 마을은 명백히

여러 카스트 집단이 제각기 자기 카스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운영하고 있어서

마을 원로들로 구성된 마을위원회는 권위를 상실하였다. 예를 들어 1953년 Muda라는 남

성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훔쳤다는 이유로 마을 원로들로 구성된 마을위원회에 소환되었

다. 마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부인의 귀금속을 전 남편에게 되돌려 주고, 전 남편에게 약

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자 남성은 심리 도중에 마을위

21)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 한국중재학회, 제24권, 제1호, 2014. 정

용균, “일본의 분쟁해결문화와 ADR제도: Med-Arb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 한일경상학회, 제

83호, 2019c. Chung, Yongkyun,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26, No.3, 2016.

22) Cohn, Bernard, “Anthropological Notes on Disputes and Law in India, Ethnography of Law, pp.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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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걸어 나갔고, 자신은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소환에 불응하였

다. 이러한 언사는 법정 모독이었다. 이때 마을위원회는 가해자를 마을위원회에 재소환하

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마을위원회가 법적 권리가 없고, 도시에 소재해 있는 공식적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마을위원회의 결정은 효력

을 상실하게 되었다(Cohn, 1965, p.95). 이처럼 인도 농촌 마을에서 분쟁해결은 동질적인

단순한 분쟁해결이 적용되는 공간이 아니다. 각각의 분쟁해결구조 유형에 따라서, 분쟁해

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비공식 분쟁해결기구와 공식 분쟁해결기구의 상호작용

현대 인도는 행정제도 면에서 볼 때, Panchayat Raj로 대표되는 공식 분쟁해결기구와

고대 인도로부터 내려온 비공식 분쟁해결기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3) 종래에

는 전통적, 비공식 분쟁해결기구가 영국의 식민지배 시기에는 번성했다가 독립이후 점차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Pur(2007a; 2007b)의 연구에 의하면, 종래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르나타카 州 마을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여전히 비공식 지방통치기구가 분쟁해결에서 중대한 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은 비공식 지방통치기구에서 분쟁해결이 마지막 종착점으로 여기

기보다는 오히려 분쟁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공식

지방통치기구에서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경비가 부담가능하며 접근가능하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마을에서 비공식 지방통치기구에서 제대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경

찰서나 법원으로 넘어간다. 비공식지방통치기구가 해결하는 사건 종류는 다양하다. 이는

사소한 분쟁, 절도, 영역 침해, 소규모 재산 분쟁, 배우자 유기, 간음, 알코올 중독 등의

가족문제 등 다양하다. 친척간의 토지문제나 재산문제는 보통의 경우, 먼저 비공식 지방통

치기구에서 해결을 시도한다. 만약 여기서 양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비공식 지방통

치기구는 정식 사법기구로 가라고 권유한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경찰에게 넘어가며 성적

가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처벌이 중하다.24) 더구나 이 비공 지방통치기구는 선거로

선출된 공식 통치기구인 Panchayat Raj와 협력하고 있었다. Pur(2007a, p.408)에 의하면,

일반적인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선거로 선출된 공식 지방통치기구가 영향력을 확대해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공식 지방통치기구는 축소되지 않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23) Chung, Yongkyun, “An Eclectic View on the Relative Role of Rule of Law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eg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Case of the ASEAN Region”,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2, No.1, 2018.

24) Pur, Ananth Kripa, “Rivalry or Synergy? Formal and Informal Local Governance in Rural India”, Development

and Change, Vol.38, No.3, 2007, pp.4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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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헌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주정부 산하 조직으로 3개 위계구조로 이루어진 Panchayat

Raj제도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비공식 지방통치기구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25)

공식기구와 비공식기구간의 상호작용은 공식 기구인 Panchayat Raj의 하위 기구인 그람

판차야트(gram Panchayat) 선거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마을에서는 선거가 공표된 이

후, 비공식기구가 마을 주민들의 회합을 개최하고 여기서 후보자 명단을 결정한다. 이때

비공식기구는 밀고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지명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고, 자신들이 밀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지명서 제출을 권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다. 어떤

마을에서는 후보자 결정이 지명철회 마지막 날에서야 이루어진다. 이때 비공식기구가 개

입하여 다른 후보자들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도록 권유하고 비공식기구가 미는 후보자에

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끈다. 이러한 개입은 부탁, 강압, 보상, 강박 등 다양한 수단을 강

구한다(Pur. 2007a). 공식기구의 지도자와 비공식기구의 지도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이

러한 현상은 조사대상 30개 마을 중에서 26개 마을에서 나타났다. 한 마을에서는 비공식

기구의 yajamana가 공식기구의 총재였다. 다른 마을에서는 현재 비공식기구 지도자가 과

거 공식기구의 총재였으며 비공식기구 지도자의 아들이 공식기구의 회원이었다. 많은 경

우, 비공식기구의 분쟁해결담당자인 판차(pancha)가 공식기구의 회원이다.26)

Ⅲ. 인도의 공식적 ADR제도: Lok Adalat

1. 배경

인도는 1757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775년 영국식 법원이 인도에 설치되었다. 그

와 함께 인도 원주민 고유의 사법 절차는 제외되었다. 이때 대립적인 영국식 방식과 당사

자들의 분쟁을 타협으로 해결하는 인도식 가치와 긴장이 발생하였다. 보통의 인도인이라

면 영국법원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인도사법부는 그대로 영국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되었다.

상업 무역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지고 국제통상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Kidder 1974-1975; Moog, 1993;

Ravindra, 2018). 인도사법부는 증가하는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27) 따라서 인

25) 다만 1996년 판차야트법 일부 조항에서 어떤 부족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그 부족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였다.

26) Pur, Ananth Kripa, “Rivalry or Synergy? Formal and Informal Local Governance in Rural India”, Development

and Change, Vol.38, No.3, 2007, 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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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소송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문화를

공식적인 사법제도에 편입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2. Lok Adalat

(1) 특성

Lok adalat는 인도 고유의 원주민 분쟁해결문화와 현대적 사법제도가 결합한 분쟁해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Lok adalat는 필리핀의 Katarungang Pambaranggay

제도(정용균, 2019a)나 라오스의 마을조정위원회(정용균, 2018b)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세 제도 모두 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원주민 고유의 분쟁해결문화와 현대적 사법

제도를 접목시키려 하는 시도이며, 국가가 전통적 분쟁해결문화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Capulung, 2012; 정용균, 2018a; 정용균, 2019a). 이러한 제도들의 특징은 원래 특정 지역

이나 특정 국가 고유의 분쟁해결문화가 존재하였다가, 그 지역이나 국가에 공식적 사법제

도가 도입되게 된다. 이때, 여전히 사람들은 예전 문화규범에 충실하게 되면, 국가는 전통

적 분쟁해결문화나 규범 제도를 오히려 합법화시켜서 현대 사법제도의 틀 안에 이러한 전

통문화를 수용한다. 인도의 Lok Adalat은 이처럼 전통적인 분쟁해결문화와 현대적 사법제

도의 결합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도의 Lok Adalat이 설치되게 된 동기

에 대해서는 상당수 학자들은 공식적인 사법제도가 사건수가 많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데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예를 들어, Galanter and Krishna(2004)와 Moog(1992)는 사법

제도가 일반 평민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고, 절차의 지연이 심각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법 제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판사들 대법관의 주

도하에, 사법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Lok Adalat제도가 출범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

다. Lok Adalat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으로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유형의 사건으로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로 들

고 있다.

(2) 법률적 토대

Lok Adalat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정당성이 지지되고 있다. 즉 Lok Adalat의 법률적 토

대는 1987년 제정된 법률서비스당국법이다. Galanter and Krishnan(2004, p.804)에 의하면,

27) UNDP보고서에 의하면 2천만 건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백만 명 당 법관 수는 12.5명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법 관수는 백만 명 당 107명이고 영국은 인구 백만 명당 150명이다. 고등법원의 경우

사건이 계류되는 시간은 3년이고 지방법원의 경우는 6년이다. Ravindra, Geetha, “India: Panchayats Mediation

and Lok Adalat People's Court Concili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DR”, Stephanie P. Stobbe (ed),

Conflict Resolution in Asia: Mediation and Other Cultural Models, Lexington Books, 2018,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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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당국법은 1994년 개정되었고, 2002년 다시 재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작업을

통하여 Lok Adalat은 점차 인도에서 더욱 중요한 분쟁해결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률개정작업에 의하여 Lok Adalat이 다룰 수 있는 사건범위가 어떤 사건에도 가능하다고

확장되었다. 그리고 동법은 법률사무관 기타 자격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Lok adalat 심리

절차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정의, 형평, 공정성 기타 법률원칙에 의

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Lok Adalat은 법률에 의하여 판정을 내리기

보다는 타협이나 화해에 이르도록 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1994년 개정되면서, 동법은 타

협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동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항

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Galanter and Krishnan, 2004, p.805). Lok adalat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Nyaya Panchayats와는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Nyaya Panchayats는 중요성면에

서 경미한 사건에만 적용되었던 반면에 Lok Adalat은 모든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

장되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담당자 역시 Nyaya Panchayats 경우는 대중적 인기 있는 사

람들 가운데서 선정하였지만, Lok Adalat 경우는 분쟁해결담당자들이 지방정부가 임명하

는 공무원들이다(Galanter and Krishnan, 2004, p.805).

(3) 유형

Lok Adalat은 성공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Galanter and Krishnan(2004)과 Whitson(1992), Vatuk(2013) 등 일련의 학자

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유형에 따라서 Lok Adalat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 Lok Adalat

일반 Lok Adalat은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분쟁, 가사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는

Lok adalat이다. Whitson(1992, p.412)에 의하면, Lok Adalat에 회부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이다. 그 이유는 Lok Adalat을 활용할 경우, 일반 소송제

도를 통한 경우보다 보상금 지급이 매우 신속하기 때문이다. 보통 Lok Adalat이 열리는

장소에 은행의 영업소가 소재해 있어서 은행수표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Lok Adalat에서 활용하는 기법은 화해, 조정 등이다. 이러한 협상,

화해, 조정은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보통 이혼 등 가사사

건에서 당사자 부부는 Lok Adalat이 행해지는 심리 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분쟁해결 담당자의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 회합에서 분쟁해결 담당 법관은 당사

자들에게 결혼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한다. 특히 부부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화해를 하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가사 사건의 분쟁당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간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서 분쟁해결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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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 가사사건에서 중산 층 부부는

분쟁해결 담당자 사무실에 오지마자, 부인은 남편이 혼외정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 판사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지만, 남편은 화해가 어렵

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여기서 분

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다시 사무실에 출두하라고 명령한다(Galanter and

Krishnan, 2004, p.814). 이처럼 Lok adalat은 화해를 목적으로 협상 등을 활용한다.

2) 연금·전기 Lok Adalat

Galanter and Krishnan(2004, p.811)에 의하면, 연금 Lok Adalat은 21세기 들어서 2001년

인도 지방정부에서 창설되었으며, 주로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

생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승진 문제 보수 조정관련 분쟁에 활용되고 있다. 이때 Lok

adalat의 분쟁해결재판부는 퇴직 고등법원 판사, 퇴직 노동자협회 사무총장, 이 문제의 실

무변호사로 구성된다. 한편 전기 Lok Adalat 역시 2001년 창설되었다. 창설 목적은 지방

정부가 설립한 전기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인도의 경우

만성적인 전기부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 사용을 두고 수요자인 전기 소비자

와 공급자인 전기회사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전기회사들

이 너무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기회사는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도하고 있다고, 소비자와 생산자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처럼 전기사용과

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전기 Lok Adalat을 통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에 있어서 경찰관이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나 일

본의 경우도 재판 외 분쟁해결에서 경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 인도의 분쟁해결방식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3) 여성 Lok Adalat

Vatuk(2013)에 의하면, 다른 Lok Adalat과 마찬가지로 여성 Lok Adalat은 과거 30여 년

동안 다양한 지방정부의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최초로 여성 Lok Adalat이 설립된 것은

2001년이며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시되었다. 여성 Lok Adalat은 안드라 프라데쉬 여성위원

회와 AP 법률서비스당국 두 기관이 후원하였다. 그 당시 여성 Lok Adalat에는 두 명의

법관이 담당하였다. 한명은 여성 은퇴 변호사이고 다른 한 명은 남성 소셜 워커였다. 이

들은 한 달에 한번 씩 만나서 그들에게 상위기관에서 회부한 사건들을 심리하였다. 여성

들이 동 Lok Adalat에 가져온 사건들은 대부분 이혼을 원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었다. 혹은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Vatuk(2013, p.87)이 목도한 사건으로

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부인이 결혼한 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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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건도 있었

다. 여성 Lok Adalat의 목표는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배우자간 적대감

을 완화시키고. 배우자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었다.28)

4) 고등법원 Lok Adalat

고등법원 Lok adalat은 2000년에 창설되었다. 이 고등법원 Lok Adalat은 고등법원에 적

체되어 있는 수 천 건의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주로 소형 형사사건들이다. 이들은 인도 형법에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건들이

다.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고 한명은 퇴직 고등법원 법관이고 적어도 한명은 여성이어

야 한다(Galanter and Krishnan, 2004, p.822). 인도의 고등법원 Lok Adalat은 미국의 유죄

답변 거래와 유사하다. 즉 피의자의 형량을 가볍게 하는 대신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래를 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루는 사건들은 면허 없

이 알코올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인도 형법을 위반한 사건이나 가벼운 상해사건 등이다.

만약 고등법원 Lok Adalat에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 Galanter and Krishnan(2004, p.824)가 예로 든 사건으로는 10대 청소년이 피습당한

사건으로서, 담당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는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측 아버지는

자신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하므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타협은 실패로 돌아갔고,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고등법원 Lok adalat이 창설된 2000년에는 4만5천 건의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Ⅳ. 인도의 ADR제도

인도는 동남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법다원주의 국가이다.29) 왜냐하면 보통법으로

판결하는 공식적인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판차야트와 Lok Adalat로 대표되는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보통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본이

나 기타 동남아시아국가들에서 보듯이 소송을 기피하고 가능하면 관습법을 활용하여 촌락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Kidder(1974-1975)나 Clad(1990)가 제

28) Vatuk, Sylvia, “The Women's Court in India: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y for Women in

Distress”, Journal of Legal Pluralism and Unofficial Law, Vol. 45, No.1, 2013, p.85. p.94.

29) Chung, Yongkyun, “An Eclectic View on the Relative Role of Rule of Law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eg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Case of the ASEAN Region”,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2, No.1, 2018, p.48.



인도의 분쟁해결문화와 ADR제도: Panchayat와 Lok Adalat을 중심으로 217

시하듯이 소송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분쟁해결문화

를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인도 분쟁해결문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유형은 인도네시아와 유

사하게 촌장과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마

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해결기구인 판차야트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방식을 도입한 nyaya panchayat를 활용하는 방식

이다. 네 번째는 Lok Adalat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도의 분쟁해결은 상당히 복잡한 면

이 있다. 왜냐하면 카스트제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ail(2015)은 인도 촌락에 이

상적인 형태의 판차야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카스트제도가

엄존해 있고, 마을 내 카스트집단의 구성형태에 따라서 분쟁해결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

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차야트의 시행 역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보통의 경우, 판차야트는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로 알려져 있으나, 마을 내 에 공식 분

쟁해결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판차야트 자체가 마을의 공식 분쟁해결기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 농촌에서 시행되는 판차야트는 상황에 따라서

공식적 분쟁해결기구로 파악되는 동시에,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로 파악되기도 한다.

<표2> 인도 전통적 분쟁해결방식의 유형

유 형
마을 자치적

해결
판차야트

nyaya

panchayat
Lok Adalat

개시년도
영국지배

이전부터

영국지배

이전부터
1950-1975 1982

분쟁해결

담당자

촌장

마을주민

공동체

저명인사
지방투표권자가 선정

은퇴판사

자원봉사자

적용 규칙
카스트

규범

카스트

규범
제정법

국가법률

우의적 해결

처벌내용
물적 보상

육체적 가해
벌금 벌금 법원이 집행

사법심사
마을 내

조화유지

정치적

고려
법원에 항소 항소 불가능

대리
촌장

당사자. 친척
가문친척 당사자

당사자

변호사

주: Galanter and Krishnan(2004, p.806) 표를 수정함.

더구나 판차야트는 마을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카스트집단내에서도 카스트 판

차야트가 존재하고 있어서(Cohn, 1965), 판차야트라는 용어로 인도의 다양한 분쟁해결양

식을 담기에는 그 다양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Pur(2007a)에 의하면, 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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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도 여전히 비공식분쟁해결기구는 공식 분쟁해결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에 와서는 1982년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법원에 과

부하가 걸리게 되자, 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도 고

유의 분쟁해결방식을 공식화하여 Lok Adalat제도가 출범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Lok Adalat 제도의 특징은 항소가 불가능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는 점이다. 요약하건대, Lok Adalat이 인도 고유의 전통적 분쟁해결문화와 차이가 있는

점은 첫째, 고유의 분쟁해결문화 규범, 관습법에 기초를 두어 사건을 해결하는 판차야트

(panchayat)와는 달리 Lok Adalat에서는 국가 법률이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마을의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판차야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둘째, 판

차야트에서는 분쟁해결담당자가 해당 마을의 원로들이지만, Lok Adalat의 경우는 분쟁해

결담당자가 퇴직 판사, 변호사, 법률교사 등 현대적 법률 운용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

춘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퇴직판사가 사건 재판부에 배정되는 것은 미국의 ADR제도 중

에서 사적 판결(Rent-A-Judge)제도와 유사하다. 여기서도 현직 법관이 아닌 퇴직 법관이

판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공통점이 있다. 셋째, Lok Adalat의 분쟁해결방식

은 조정이나 알선을 활용하며,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정의, 형평, 공정성 기타 법률원칙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Lok Adalat의 단점으로는 명확한 준거규칙이 없다는 점이

다(Patil, 2015). 즉 분쟁해결담당자에 따라서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판정의 예측

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Ⅴ. 결론 및 함축성

최근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대.

하고 있다. 인구가 12억 명을 상회하는 인도는 정보통신혁명에 힘입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도 많아지고 있어서 인

도 기업과 우리 기업 간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인도의 분쟁해결문화

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인도는 독립한 이후, 영국이 인도

내에 설립하였던 대립적 소송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

한 것처럼,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Bail(2015)에 의하면, 결국 영국의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방식이 인도 국민의 성격에 적합하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

다. 인도 분쟁해결문화와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판차야트와 Lok Adalat이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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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볼 때, 인도가 이해되기 어려운 점은 카스트제도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치

부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인도에서 카스트제도는 인도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식적인 분쟁해결제도와 융합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 사회는 동질적인 사회로 보기 보다

는, 카스트집단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카스트제도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도에

서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문화가 녹아있는 Lok Adalat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도 분쟁해결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인도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변화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한계

점으로는 판차야트의 다양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인도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되는 Lok Adalat의 사례에 대해서는 미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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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an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ADR Institutions

in the Perspective of Panchayat and Lok Adalat

Yong-Kyun Chung

There are diverse kind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India. In the structure of so-

ciety in Ancient India, the panchayat system was the creation of the villagers themselves and was

composed of persons who were generally respected and to whose decisions the villagers were ac-

customed to give unreserved obedience. The ruler of the province allowed the villagers to govern

themselves and the villager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themselves. However, the panchayat system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the

village at hand, which depends on the caste system in India. This study categorizes the villag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into four main typ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caste group’s

dominance within the village. In addition, the Indian government created Lok Adalat which com-

bines the indigenous dispute resolution with modern law system. Today, Lok Adalat is one of the

widely used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India.

Key Words : India, Dispute Resolution Culture, Panchayat, Lok Adal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