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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특정지워진다. 오늘날 대립적 노사관계는 오늘날 

기업경영.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 폭력파업. 생산성과 무 

관한 높은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투자의욕은 위축되어 있다- 공기업 금 

융부문 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이 노조의 강한 저항과 정부의 무원칙한 대처로 인하여 막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대외신인도와 외자유치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투자 

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립적 노사문화로， 한국 근로자들은 생산 

성에 비해 임금이 높고 요구방식 또한 과격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저팬클럽 (SJC)은 노사문제를 대한투자의 가장 큰 애로 

로 지적하고 있으며，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들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워크아웃 기업에서조차 파엽이 한 달째 계속되며， 불법파업 주도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은 49개국 중 47위(IMD. 2002)로 공기업과 대기업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9 



100 勞使關↑級m. 제 14권 

을 중심으로 대립척 노사갈등과 개별기업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우 

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분규(건) 

자료 노통부 

〈표 1 > 노사분규 추이 

2003 

320 

한국 노사관계의 또 하나의 특정으로 불법노동쟁의의 관행화를 들 수 있다 불법파업， 

기물파괴， 인명구타 등의 폭력적 노동운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노조법 및 형사볍을 위반 

하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불손괴，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인한 불법파업이 상례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상급단체간 선명성 경쟁무로 인하여 노사문제와 무관한 정치성향의 노동운동 증폭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일부 노조간부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파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노통쟁의의 목적에 있어서 구조조정， 경쟁력 확보，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노통운통이 주 

류를 이루고 있어서 노사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통쟁 

의의 방법에서 법，질서보다 집단의 힘과 정서에 호소하는 악습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력적 노사분규의 빈발로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 결과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약화되고 있으며， 선동과 강압을 이용한 

집단행동으로 불법적 사익을 강제하는 병리적 현상이 사회적 행위양식으로 고착 •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행정과 관행으로 인하여 불법·과격분규가 악순환되고 있다 불 

법파업→폭력→징계 ·고소·고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장 노동행정 지도는 

조기타결에만 역점을 두어 원칙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도 대타협 ·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시설 점 

거 및 기물파손， 인신폭력 등 불법행위도 면책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무원칙한 해결선례가 동반자적 ·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 불법도 성공하면 합법’이리는 인식과 초볍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파업후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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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형사처벌 · 손배소 취하 요구가 관행화되어 있다 현행법 위반자도 일정기간 후 사면 

되고 있으며， 노조는 법 위반과 구속을 자랑스려운 투쟁경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렇듯 이기면 얻어내고， 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가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파업으로 사용자는 생산차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근로자 

는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파업타결 조건으로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 

금 등의 금전보상 요구가 관행화되어 었으며 파업 후 잔업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 

가가 발생하고 있는 섣정이다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합리적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는 비합리 

적이고 감정적 차원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경향이 많았다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로 인하여 노사가 합법적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는 경영과 노동간 과도한 “힘겨루기‘’식 노사갈등 양상은 물론， 탈법과 위법적 행동이 나 

타나는 등 부작용도 컸다-

이제 더 이상 노동문제가 경제성장， 금융 · 공공 · 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치주의 노사문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구축이 시급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노사분규의 원인을 조사한다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노사관계를 둘러 싼 환경， 교섭 

과정， 노사간 교섭 대상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나아가 불법쟁의행위 원인을 조사한다- 불법쟁의행위가 노사관계 환경， 현안， 교섭 

과정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적볍적 · 합리적 쟁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한다 

대안은 제도 · 관행 정비(노사관계제도션전화연구위원회， 2003) 차원에서도 펼요하 

겠지만， 노사정 당사자의 역할 변화에 초전을 두고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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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1 분석 Framework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정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 l. 1 - 12. 3l. 기간 중 노 

사분규 발생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3년 8월말과 

2003년 12월 등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었다. 각 지방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설 

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296개 노사분규 사업장이 설문에 응답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통태적 시스템의 기본 속성(최종태. 1981)에 따라 2003년 노사분규 분석 

을 체계화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동태적 시스템 속성에 따라 투입 (input) - 과정 

(process) - 산출(output)의 흐름 및 외부환경분석을 주요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그림 1 ) 노사분규 분석의 Framework 

환경분석은 시스템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나누어 분 

석한다 외부환경에서는 노사분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업종， 상급단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내부환경에서는 노사분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한다. 여기서 

는 사업장(조합원)의 규모. 외국인 투자여부， 노조설립시기 등을 분석한다. 

투입요소로는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노 

사 대립의 쟁점， 현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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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요소로는 노사분규가 발생되어 종료되기까지 노사의 행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노사분규 발생시기， 종료시기. 참가인원， 교섭방식， 쟁의행위유형， 노사의 대응조치 등이 

주요 항목으로 분석된다-

결과요소로는 노사분규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규지속기 

간， 적법성 여부， 경찰력 투입， 노사의 사법처라 등을 분석한다 

2. 외부 환경 

1 ) 지역 

2967H 노사분규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는 경남 427H 업체(14.2%). 서울 337H 업체 

(1l.l%). 경북 307H 업체(10.1%). 경기 28개 업체 (9.5%) . 대전 27개 업체 (9.1%). 

충남 22개 업체 (7.4%). 대구 16개 업체 (5.4%) . 울산 16개 업체 (5.4%) . 인천 157H 

업체 (5.1 %)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 • 경북 등 사업체가 밀접한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대전 · 충남 등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지역별 노사분규 발생 건수 
50 

40 

건수 

0 
경남 서율 경역 경기 대진 흥닝 대구 융산 인천 강원 부산 굉주 용묵 제주 진묵 전낭 

2) 업종 

296개 노사분규 사엽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175개 업체 (59.1%). 운수창고 

357H 업체(1l.8%) . 교육서비스 26개 업체 (8.8%). 공공부문 20개 업체 (6.8%) . 보험 

금융업 15개 업체 (5.1%). 용역서비스 10개 업체 (3 .4%) . 도소매 7개 업체 (2 .4%) 등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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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 업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수창고， 교육서 

비스， 공공부문， 보험금융업 등 서비스분야가 전체 노사분규발생빈도 중 30% 이상을 상 

회하고 있어 주요 분규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음융 

5.1% 

공공부운 

68% 

교육서비스 

8.8% 

3) 상급단체 

용역서비스 

34% 

운수창E 

11.8% 

〔그림 3)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비율 

도소얘 

2 , 4% 

건실 

1.7% 

재조 

59.1% 

모건특지 

0 .7% 

기타 

0.3%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여부에 따라 노사분규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산하 사업 

장이 25Q7ß (84.5%) , 한국노총 산하가 387ß (12.8%) , 기타 7개 (2.7%)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사분규발생빈도를 보여 주었다. 

〔그림 4)) 상급단체별 노사분규 발생비율 

12.8% 

민주노총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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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환경 

1) 규모 

규모는 여러 가지로 고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수와 조합원수로 분석하 

였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296개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평균 942명， 조합원 수는 611명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범위를 보면 큰로자수는 최하 7명에서 50.217명까지， 조합 

원 수는 2명에서 38 ， 093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분규가 사업체나 조합 

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구분 

근로자수 

조합원수 

2) 외투기업 여부 

〈표 2> 노사분규 사업체의 근로자수와 조합원 수 
N 

295 

296 

최소값 

7 

2 

최대값 

50 , 217 

38 ,093 

평균 

942.3 

610.9 

표준편차 

3975.4 

297 l.2 

외투기업 여부에 따라 노사분규발생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경우 40개(1 3.6%) 기업에서， 없는 사업장 255개 (86.4%) 

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전체 기업수의 분포와 비교하면 외국인 투자가 있는 기업의 경 

우가 노사분규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외투기업 
13.6% 

〔그림 5) 외투기업 여부별 노사분규 발생비율 

비외투기업 
8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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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설립시기 

노사분규발생현황을 노조설립시기， 즉 1986년과 1997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1986년 이전에 설립된 노조는 49개 업체(1 7.3%) ， 1987년과 1997년 사이 설립 

된 노조는 847TI 업체 (29.7%) ， 1997년 IMF이후에 설립된 노조는 1507TI 업체 (53.0%) 

로 나타났다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1998년 이후 노조가 설립된 기업체 

였다-

분규발생건수 분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1998년 이후 설립 노조를 각 연 

도별로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998년이후 발생한 분규 150건 

을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1998년 7건， 1999년 12건， 2000년 17건， 2001년 30건， 

2002년 53건， 2003년 30건으로 나타났다 설럽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2003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신생노조일수록 노사분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경험이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3.0% 

60 

40 

건수 

20 

1998 년 

〔그림 6) 노조설립연도별 노사분규 발생비율 

1986년 이전까지 

87년 - 97년 

29 .7% 

〔그림 7) 1998년 이후 노조설립연도얼 노사분규 발생건수 

1999 년 2000 년 2001 년 

53 

2002년 2003 년 

룬김알생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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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put 

1) 쟁점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주요 쟁점으로 임금관련 부분이 199개 사업체 (67.2%) , 주5 

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이 87개 사업체 (29 .4%)， 인사 · 징계위원회 구성이 54개 사업체 

(1 8.2%)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45개 사업체(15.2%) , 전임자 증원이 31 개 사업체 

(1 0.5%) , 산별교섭 등 교섭방식이 26개 사업체 (8.8%) , 인적구조조정 중단이 26개 사 

업체 (8.8%) , 신규노조 인정이 25711 사업체 (8.4%) , 해고자 복직 15711 사업체 (5 1 %), 

정부의 제도개선 137H 사업체 (4 .4%) ,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요구가 12개 사업체 

(4.1%) , 징계완화 5개 사업체 (2 .4%) , 불적구조조정 중단 6개 사업체 (2.0%) , 민 · 형 

사면책 4개 사업체( 1.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쟁점은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임금을 중섬으로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OJ상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분 

쟁의 진정한 쟁점 원인을 추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외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고용안정문제， 근골격계질환 대책‘ 조합왼 가입범위， 

경영자료공개， 인사발령철회， 민간위탁반대， 유니온 갚， 채용시 노조동의， 인력충원， 임 

금체불， 신규단체협약， 전임자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그림 81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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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 훌적 구조 

증원 ~접 종단 보직 
임금져읍 요구 조정 중딘 

신열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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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 징계왼!’ 민 형사연책 

교성 잉식 
인정 

서l' 재선 

• 비율 합계가 100% 이상인 것은 복수응답이기 때문임 

2) 현안 

노사분규시 임 · 단협 외에 협상타결을 지연시킨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 갤과 9671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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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40.7%)에서 현안과 관계없이 타결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노사분규 중 상당 

부분이 이슈의 합리적 해결이 아니라 권력투쟁 (power game) 양상으로 전개되는 측면 

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 외 협상을 지연시킨 이유로 징계 17개 사업장(7.2%) . 

무노동 무임금 13개 사업장(5.5%) . 고소 • 고발 10개 사업장(4.2%) ， 손해배상 · 가압 

류 6개 사업장(2.5%) ， 자력구제 3개 사업장(1 .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에 살펴 

볼 사용자의 대웅조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결적 노사분규 $냉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그 외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조위원장 해고， 1사 2노조， 노사협의회위원 구성， 

노사대표자 변경， 합병관련 고용숭계. 회사매각문제， 상급단체 파업지침， 인사발령， 산별 

교섭에 따른 지연， 해고자문제， 민간위탁관련， 구조조정， 주40시간 근무， 소사장제 도입， 

해고자복직， 신규노조 인정， 생산성향상 등 협상지연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11 2건， 

47.5%) 이 있었다. 

〔그림 9) 협상지연 현안문제 비율 

←R￡굶-→ 
현안과관계없이 타결 징계 우노동 우임금 고소， 고맏 손해배상 1 가압류 자력구제 

• 이외에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현안(1 12건， 47.5%) 이 있음 

5. Process 

1) 발생시기 

296개 사업장을 노사분규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1월 14건 (4.8%) ， 2월 9건 (3.1%) ， 

3월 10건 (3.4%) ， 4월 7건 (2.4%) ， 5월 23건 (78%) ， 6월 78건 (26.5%) ， 7월 101건 

(34.4%) , 8월 17건 (5.8%) ， 9월 12건 (4.1%) ， 10월 7건 (2 .4%)， 11월 5건(1 .7%) ， 

12월 11건 (3.7%)을 각각 나타났다 노사분규가 6.7월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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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전체 발생빈도의 약 60%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 

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0) 노사분규 발생시기별 비율 

100 

80 

비율 

40 

20 •••••• ./ 알생비훌 

.>JL_ 4.1 24 1.7 -< __ - →←"-3 끼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올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 종료시기 

노사분규가 종료한 시기에 따라 각 사업체의 빈도를 살펴보면 1월 7건 (2.6%) ， 2월 

7건 (2.6%) ， 3월 8건 (3.0%) ， 4월 9건 (3 .4%)， 5월 15건 (5.7%) ， 6월 25건 (9 .4%)， 

7월 103건 (38.9%) ， 8월 54건 (20.4%) ， 9월 15건 (5.7%) ， 10월 9건 (3 .4%)， 11월 

5건(1 .9%) ， 12월 8건 (3.0%)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살펴 본 발생시기와 관련 

하여 살펴보면 노사분규의 가장 많은 수가 6 , 7월에 발생하여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7 , 8월에 종료되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100 • 

80 

60 • 

비율 
40 • 

20 

1 월 

〔그림 11) 노사분규 종료시기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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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8월에 불법노사분규의 종료시점이 많이 나타난 것은 조사사기 (9월)와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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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규 참가인원 

노사분규 발생시 노조원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조합원 90% 이상 참가 1957ß 사업 

체 (66.6%). 조합원 50% 이상 90%미만 참가 577ß 사업체(19.5%) , 조합원 50% 미 

만 참가 337ß 사업체(1l.3%) , 노조 간부만 참가 8개 사업체 (2.7%)로 각각 나타났다. 

즉 전체의 86% 정도가 조합원 과반수가 참가하며 , 14% 정도가 일부 혹은 조합 간부만 

참가하고 있다 노사분규시 조합원의 참가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림 12) 노사분규 참가인원별 비율 
노조간부인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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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로 참가지수가 다를 경우 최대참가자수를 계산 

4) 교섭 방식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의 교섭방식은 기업별 교섭 115개 사업체 (39.4%) ， 대각선교섭 

95개 사업체 (32.5%) ， 집단교섭 73개 사업체 (25.0%) ， 공동교섭 37개 사업체(12.7%) ， 

통일교섭 33개 사업체(1l. 3%)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별교섭보다는 산별노조 혹은 연합 

체를 통한 집단차원의 교섭방식에서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13) 노사교섭방식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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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지 이상의 교섭방식이 사용되어 비율 합계가 10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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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교섭 . 특정기업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기업별노조와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 

통일교섭’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교섭 

대각선교섭 산별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개별기업의 사용자간의 

교섭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교섭. 즉 산별노조 및 산별노조의 지 

부와 개별기업의 사용자간의 교섭 

집단교섭 수개의 노조가 집단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집단과 교섭하는 형 

태 통일교섭은 노사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산별노조가 지니며 산별연맹인 

경우에도 교섭권뿐 아니라 체결권까지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완전히 위임한다 반 

면， 집단교섭의 경우에는 노사관련 상급단체를 통하여 노사 대표자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해 노사 각각 수명에게 교섭대표권을 위임하여 일정범위만을 타결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기업수준에서 기업별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5) 쟁의행위의 유형 

노사분규시의 쟁의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전면파업이 1217H 사업장(41.0%) , 부분파 

업이 98개 사업장(33.2%) , 파상파업이 757H 사업장(25 .4%)， 태엽 1개 사업장(0.3%) 

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사분규를 경험한 거의 모든 기업에서 어떤 형태든 파업이 발생되 

고 있어 ”노사분규는 곧 파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파상파엉 

25.4% 

부분파업 
33.2% 

〔그림 14) 쟁의행위의 유형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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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조의 행동 양태 

노사분규시 노조의 구체적 행동양태를 살펴보면， 단순 작업거부 144개 사업장(49.0%) ， 

사업장내 집회 12M 사업장(43.5%) ， 사업장외 집회 103개 사업장(35.0%) , 업무 및 생 

산시설 점거 14개 사업장(4.8%) ‘ 출입문 봉쇄 7개 사엽장(2.4%) ， 사측에 대한 폭력 

1개 사업장(0.3%)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 작업거부나 집회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시설 점거 및 출입문 봉쇄 등의 극단적인 경우도 일부 있으나. 과거 

와 달리 사용자 감금， 파괴행위 동의 양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51 노조의 행동 앙태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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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상의 행동 양태가 동시에 나타나 비율 합계가 100% 이상임 

7) 사용자의 대웅조치 

노사분규시 사용자의 대웅조치 유형은 무노동 무임금 1867ß 사업장(72.1%) ， 직장폐 

쇄 467ß 사업장07.8%) ， 고소 · 고발 35개 사업장03.6%) ， 손해배상. 가압류 13개 사 

업장(5.0%) ， 징계 12개 사업장(4.7%) ， 자력구제 7개 사업장(2.7%) 동으로 각각 나 

타났다. 직장폐쇄 · 고소 · 고발 · 징계 등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외견상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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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용자의 대응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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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상의 대응조치가 동시에 나타나 비율 합계가 100% 이상임 

6. Output 

1)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노사분규시 쟁의행위가 적법한7에 대한 조사 결과， 적법쟁의행위 237개 사업장(8 1. 4%) , 

절차상 위반 197ß 사업장(6.5%) ， 목적상 위반 24개 사업장(8.2%) ， 수단상 위반 12개 

사업장(4.1%) ， 주체상 위반 5개 사업장0.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분규사업 

장 중 약 20% 정도가 불법쟁의행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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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상위반 

• 2가지 이상의 쟁의행위가 동시에 나타나 비율 합계가 100% 이상임 

목적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조정반대， 해고자 복직， 주5일제 정부입 

법반대， 정부의 재정통합반대， 합병반대， 인사발령철회， 근골격계예방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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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아닌 특별단협 요구， 임원퇴진 요구， 회사매각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단상 위반행위로는 출입문봉쇄， 업무 및 생산시설접거， 비조합원 생산활동 방해 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인신공격， 복귀자 방해， 영업중단 등의 경우도 있었다‘ 

2) 분규 지속기간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6일 86건 (29 .4%). 7-15일 66건 (22.5%). 

16-30일 59건 (20.1 %). 30-50일 38건(1 3.0%). 50-99일 32건(10.9%). 100-

299일 12건 (4.1%)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72.0%는 분규지속기간이 30일 

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노사분규발생과 종료간 약 1개월의 

간격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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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0 
1-6일 

3) 경찰력 투입 여부 

〔그림 18) 노사분규 지속일수별 비율 

ι즙ι 

7-15일 16-30일 

、 ~_'100.0 

if힘?τv.õ ••• 

그 y 
3D-50일 50-99일 1 00-299일 

노사분규시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14개 사업장(86.3%)의 경우 경찰 

력 투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공권력 투입이란 사업장내로 경찰병력이 전 

원 출동하여 노동조합과 대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공권력 투입은 

2003년에는 전혀 없었다 대신 주변 경계 127ß 사업장(4 ， 8%) ， 경계 후 노측 자진해산 

18개 사업장(7.3%) , 개별 노조원 연행 4개 사업장(1， 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 

권력 투입은 극히 제한적으로 불법 조합왼의 개별 검거 정도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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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경찰력 투입 여부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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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노사분규 관련 노조원이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28개 사업장(12.6%)으로， 해당사항 없 

다는 응답은 195개 사업장(87 .4%)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법처리의 구체적 왼인으로는 

폭력행위，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었다 

〔그림 20)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별 비율 
사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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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도 65개 사업장(22.0%) 에서 나타났다 이중 근로기준 

법，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위반과 관련되는 사항이 53개 사업장 17.9%로 사용자 

에 대한 사법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노동관계업애인 

17 9% 

기티 
4 1 % 

밍 우| 안 잉 을 

78 0 'Yo 



116 勞使關係liff1E. 제 14권 

ill. 불법분규사엽장 특성 

1. 위법， 불법 개념 

1) 적볍， 합법 

적법이란 위볍 또는 불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법규에 반하지 않음은 물 

론 널리 법질서 일반의 이념에도 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적 타당성의 문 

제로서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법규가 요구하는 요건에 

적합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려나 형식상 적볍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전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는 사회의 일반 법질서의 이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며. 형식적 합법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은 아니다 

한편， 합법이란 불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현행 법질서에서 정해진 추상적 법규(대부분 

은 성문법)에 합치함을 말한다 합법은 적법보다 더한층 형식적 • 추상적인 법규범척합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막연히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 

하는 세부적인 형식절차에 모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합법과 적법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김승환 외 . 1980J.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법과 합법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보고， 단지 문맥에 따라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2) 위법， 불법 

위법이란 구체적인 법규(금지 혹은 단속법규)에 대한 위반뿐만 아니라， 법의 이념，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대한 위반까지를 의미한다. 또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제도 

의 목적에서 보아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한편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법행위로 인하 

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민법상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위법행위보다 그 뜻이 좁다〔김승환 외. 1980J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법과 

불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하여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였 

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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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적 경향 

불법노사분규의 특정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교차분석 

(crosstablat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규모， 노조설립연도， 쟁점， 현안문제， 노사분 

규 시작월， 노사분규 종료월， 노조의 행동 양태， 사용자의 대응조치， 수단상의 위반 행위 

유형， 경찰력 투입， 노조 사법처리 등에서 적법성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소재지(지역) . 업종， 상급단체， 외투기업 여부， 참가인원， 교섭방식， 쟁의행위 유 

형， 목적상 위반， 분규 지속일수， 사용자에 대한 사법 처리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적볍성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3 주요특징 

1) 환경 특성 

(1) 규모 

노사분규의 척법성 여부와 근로자수 혹은 조합원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적법인 경우보다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조합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 

법노사분규는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림 22)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근로자수/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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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 셜립연도 

노동조합의 설럽연도와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간의 관계에서 1998년 이후 설립된 노 

조에서 절대적 불법 노사분규 건수가 많았다 그러나 1986년 이전에 설립된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불볍인 비중이 높았고. 87년에서 97년 사이에 설립된 노조에서 불법의 비중 

이 낮았다‘ 

〔그림 23)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노조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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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put 특정 

(1) 쟁점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쟁점간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쟁점은 임금성 부분과 비임금 

성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비임금성 부분에는 주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인적 구조조 

정， 신규노조인정， 전임자 증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합법분규에는 

임금성 부분이， 불법분규인 경우는 비임금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을 쟁 

점으로 한 분규가 불법화되는 것은 절차， 수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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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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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임 · 단협외 협상을 지연시킨 현안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적법노사분규시에는 약 46% 정도가 현안과 관계없이 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불법분규의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징계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부각되었다 

특히 불법분규에서는 기타 항목의 비중이 60.5%로 높았는데， 여기에는 노조위원장 해 

고， 1사 2노조， 상급단체 파업 지침， 인사발령， 산별교섭에 따른 지연. 해고자문제， 구 

조조정 , 주40시간 근무， 해고자 복직 등의 개별 기업 혹은 당사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연 현안이 있었다. 

〔그림 251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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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cess 특정 

(1) 발생시기 

노사분규가 시작된 시기와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간의 관계에서 5월에 시작하는 경우 

가 상대적으로 불법노사분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7월의 경우 노사 

분규 및 불법의 건수가 통시에 많았다 

〔그림 26)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노사분규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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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료시기 

노사분규 종료시기와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간의 관계에서 6월에 종료되는 경우가 상 

대적으로 불법노사분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종료되는 노사분규는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노사분규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앞서 살펴 본 시작월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 5'6.7월이 상대적으로 불법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또 지속되는 시기라 하겠다， 

(주의 8월에 불법노사분규의 종료시점이 많이 나타난 것은 조사시기 (9월)와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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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노사분규 종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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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잉잉룬규 톨업 룬 큐 

(3) 교섭방식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교섭방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불법적 노사분규의 과 

반수이상(51건 중 28건. 54.9%)이 기업별 교섭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 

법의 경우 기업별 교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높았으나，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별 

교섭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림 28)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교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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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의 행동 양태 

노조의 행동 양태는 노사분규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단순작업거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불법인 경우 업무 및 생산시설 선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노사분규가 더욱 극단적인 행동양대플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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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노조의 행동 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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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의 대응 조치 

잉무잉생산시실 
정거 

톨 업 툰 규 

노사분규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조치는 적법이건 불법이건 무노동 무임금이 가장 많았 

다 그러나 불법의 경우 직장폐쇄，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수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폐쇄가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웅하는 사용자 

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30)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사용자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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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단상 위반 행위 유형 

기타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수단상의 위반 행위 유형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23건의 수단상 위반 유형 중 불법인 경우가 19건 (82.6) ， 합법인 경우에도 4건(1 7 .4%) 



。1 동 영 김 강 식 123 

이 있었다 이중 합법의 경우는 비조합원의 조업활동방해 (2건)가， 불법인 경우는 출입문 

봉쇄 (9건) . 업무 및 생산시설 정거 (7건)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Output 특정 

(1) 경찰력 투입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경찰력 투입의 관계에서 노사분규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 

이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업장 내부로의 공권 

력 투입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주변경계를 한다든지， 주변 경계를 통해 노조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은 불법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노사분규인 경우에도 약 9%의 비중으로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

는 시작시점에서는 합법이었으나， 정거 등으로 분규가 과격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 

로 판단된다-

〔그림 3 1)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경찰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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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자진 해산 

c==二二그 힘 염 문 큐 훌 엉 룬 규 

(2) 노조원 사법처리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조합원에 대한 사법처리(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폭력행 

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간의 관계에서 노사분규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사 

항 없음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불법인 경우 상대적으로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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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20건 (41.8%)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합법인 경우에도 사법처리가 나타난 것은 노조집행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폭력， 

시설파괴 등 개별 노조원의 개인 불법 행동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불볍분규에 

있어서도 58.3%가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노사분규의 적법성 여부와 노조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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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노사정의 역할변신 

1. 불법 분규의 특징 요약 

불법 노사분규는 전체의 1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건의 노사분규 

중 1건의 비중으로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되었다 일반 노사분규와는 달리 불법 노사분규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특정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업장의 상황 특성과 관련하여 적법보다 불법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많아， 

불법노사분규는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 1986년 이전에 설립된 노조가 

상대적으로 불법적인 노사분규가 많았다 

둘째， 투입요소와 관련하여 노사분규의 쟁점은 합법분규는 임금성이， 불법분규는 근로 

시간단축， 인적구조조정， 신규노조인정， 전임자 증원 등의 비임금성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또 불법분규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정계 등의 현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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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았다 또 불법분규에서는 노조위원장 해고. 1사 2노조， 상급단체 파업 지침 , 인 

사발령， 산별교섭에 따른 지연， 해고자문제， 구조조정， 주40시간 근무. 해고자 복직 등 

의 개별 기업 혹은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교섭이 지연되고 있었다. 

셋째， 과정요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이 나타난다 

불법분규는 주로 5-6월에 발생하고 6-8월에 종료하여 분규지속기간이 적볍분규보 

다는길었다 

노조의 행동 양태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단순작업거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러나 불법인 경우 업무 및 생산시설 점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사분규가 적법이건 불법이건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불법의 경우 직장폐쇄，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수단을 상 

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산출요소와 관련하여 노사분규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 

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변경계， 주변 경계를 통한 노조의 자진 해산 유도 등은 불법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조합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법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나아가 불법인 경우 수단상 위반 행위로 출입문봉쇄， 업무 및 생산시설 

점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노 · 사 • 정의 역할 변신 

1) 노동조합 

현재의 불법노사분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조합의 역할 변신이 요청된 

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노동조합 

도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지향하며， 노사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동조합 사고의 지평을 대사용자 혹은 대정부 관점에서 보다 확대하여 세계적 

시야에서 전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조합왼 의견수렴을 통해 내부 단 

결을 도모하고. 조합비 등 조합경영을 합리화하고， 사용자와 상급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 중심의 노조 활동을 지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극단적인 이념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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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체보다는 구성원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결사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노조의 관심을 고용유지보다는 고용창출에 두고， 경영에 대해서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관점에서 노조의 다음과 같은 행동자세가 요청된다-

첫째， 노동조합은 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곧 고용증대의 기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 

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구를 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와 교섭에 입하고 합의된 것은 충실하게 

이행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합리화를 함께 모색 

하며 기업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일터를 지킨다-

넷째， 노동조합은 폐쇄적 이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 언 

행과 폭력， 폭행 등 불법행동을 스스로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사용자 

현재의 불법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역시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과 관행 

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근대적 노사관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 

하고， 단체교섭에도 성실하게 엄해야 한다.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펼요하다 

사용자는 불법노동쟁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대립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인간존중， 솔선수범， 과정중시의 가치관， 

미래강조，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 실천， 공동체적 기업문화 형성， 동반자로서 노동조 

합의 인정 등을 폼소 실천하여야 한다. 

위볍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대처하되， 노동조합측 

의 쟁의행위의 수위에 맞춰 형평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불법정도에 따라 가처분제도 

의 활용， 대체근로의 활용，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 징계처분， 민사상책임， 형사상책임，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확립과 불법노동쟁의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 

의 다음과 같은 행동자세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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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자는 인간존중과 공정경쟁의 자세로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며 노동권을 

존중하여 사회와 노동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노동자의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 

선에 대한 협의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것은 충실하게 이햇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산업재해 등에 의한 인간파괴와 인간소외를 방지할 것이며 노동자가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한다. 

넷째， 사용자는 권위주의의 생각과 독선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 

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동을 없애는데 최션을 다해야 한다 

3) 정부 

현행 불법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요청된다. 정부의 일 

관성있는 엄정한 법집행이 노사양측의 준법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 불법쟁의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단기적인 분규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법분규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또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요청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통해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와 정부의 지도를 통해 분 

규의 확대 내지는 장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위주의 정책을 재고할 펼요가 있다. 폭력 · 파괴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단순가담자는 벌금형 내지 한정된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약자보다 

오히려 강자가 더 큰 보호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전체 국민의 일자리 

와 근로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원칙있는 노동행정을 견지하여야 한다 「왼칙을 어기면 그만큼 손 

해를 본다」는 사실이 확실히 전달되어야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노사 모두에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적응 

해 안정화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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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320 labor disputes occurred during 2003. And the approximately 

20% of labor disputes were illegal.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disputes occurred in 2003. especially those of illegal 

labor dispute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llegal disputes occurred in the firms that have large employees 

and old aged unions. 

Second. the illegal disputes were related to non-wage issues such as labor 

hours. business reengineering. and union recognition 

Third. the rate of union' s illegal behaviors like holding production utilities 

were higher than that in case of legal disputes 

Fourth. unions. management. and government should change their traditional 

roles in order to overcome the illegal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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