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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amine the effects of hygiene factor(job environment factor) and

motivation factor(job motivation factor) of seamen on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that end, with the scope of study subjects limited to coastal waters seamen, positive

analysis was done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questionnaire analysis, and focus was given to the prospect of

acquiring seamen by change of outside environment.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coastal waters seamen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significantly are

personal relationship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Second, the factor that affects turnover intention

significantly is employment stability.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are personal relationship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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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업에의 종사를 기피함으로써 내국인 어선

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20톤

이상의 어선원 취업자수는 최근 15년간 연평균

5.6%씩 감소하였으며, 2015년 16만 명, 2020년

14만 명 수준으로 감소가 전망된다(농림수산식

품부, 2008). 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

은 2000년에 25,712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

15,733명으로 62%의수준으로감소하였다. 

해기사들의 경우 의무 승선기간만을 채우면

곧바로 해상을 떠나고 있다. 즉 전체 선원의 승

무경력 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65.6%에

이르는 반면, 10년 미만의 경력자는 그 절반에

불과한 3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문제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전망하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선원인력 수급

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며,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매우시급한연구과제이다.

어선에 승선을 기피하는 원인은 상대적 저임

금, 세대간 의사소통의 부재, 일정기간 가정과

격리, 승진기간의 장기화, 인간적인 처우(언어

폭력) 문제, 육체적 과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Herzberg의 연구에 기초하여 앞서 제시한 승

선기피의 원인들을 업무동기요인과 업무환경요

인으로 분류하여 만족과 이직의도,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

하면서 다른 산업 종사자의 직업과 비교하여 어

떠한 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

수성이어떤의미를지니는지를분석하였다.

본연구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선원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근해 어선원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분석을 하였다. 둘째, 선원인력

관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설문(대형선망어업

종사 어선원을 중심으로)을 통하여 선원들의 근

무여건과 만족도, 이직의도, 조직몰입도를 조사

하였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선원들의 관리방

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연구결과가 시사하

는바를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연근해 어선원 직무특성

1) 노동의불규칙성

어업노동은 육상에서의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노동시간이 일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수계에서의 노동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노동과 비교할 때 자연환경의 제약을 더 많이 받

으며 어로작업노동 이외에 선원노동도 겸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어로시기가 연중을 통해 계속

되지 못하고 산란기에는 어로작업을 할 수 없으

며, 천후, 해황 및 어황의 조건과 어선, 어구의 불

량에 따라서도 노동이 장시간 중단되기도 한다.

어업노동의 대상이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자원

은 거의 대부분이 영속력을 가지며 해류, 수온,

산란, 먹이 등을 따라 계절적으로 회유·이동하

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동의 장소도 불규칙하

게 변동하며, 이동하여야 한다. 때로는 어군형성

이안되어노동성과가급감하기도한다. 

어선원의 노동은 이와 같이 계절적 제약 이외

에도 어로행정에 의한 제약도 많이 받고 있다.

어업노동을 항해일과 조업일로 구분하여 볼 때,

항해일의 노동시간은 매우 짧고 조업일의 노동

시간은 집중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어업노동

의 이러한 불규칙성 때문에 어로성과는 육상기

업 작업의 일관적 성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어로작업의 성과

는 항상 불확실하게 나타나 보수도 불안정하게

지급되는특성이있다. 

2) 작업환경의위험성

어로작업이 주된 어선원의 직무는 수계가 가

지는 자연적 조건으로 선상 작업에서 발생하는

우발사고가 육상작업에서의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률보다 사고발생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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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상사고에 대한 위험을 더 심각하게 여기

는 것은 항해 부주의에 의한 즉 돌발적인 해난사

고에 대한 대응부족이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10년

전부터는 첨단 기상장비의 설치 등으로 자연재

해는거의발생하지않고있다.

3) 임금형태의특수성

어선원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형태는 특수한 임금형태로서 일종의 집단성과

급제도를 택하고 있으며,〈표 1〉과 같이 어업별

임금지급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작업현장이 선

주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업과 같이

특수한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성과급제도

를쉽게볼수있다. 

이러한 임금형태에서 임금분배액과 분배비율

은 어선 내에서도 직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어선원의 임금지급형태는 어업별 지

급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기본급과 인센티브

비율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그것은 어선의

시설장비, 작업의 위험도, 불확실한 어획으로 인

한 임금수급의 불안 등 다양한 원인에서 유래되

며오늘날에도계속유지또는변화하고있다. 

예를 들면, 대형선망어업의 고정급병용짓가

림제(생산수당제)에서 기본급의 비율은 68.94%,

인센테브 비율은 31.66%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

형트롤어업의 고정급병용짓가림제는 기본급의

비율의 15.67%, 인센티브 비율은 84.33%,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기본급의비율은 47.41%,

인센티브 비율은 52.59%로 분석되었다(강정우,

2006).

4) 사회집단과의격리

어선원 직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어선원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해상과

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집단생활을 추구하게

마련이지만 연근해 어선원은 매월 25일 정도는

해상생활로 사회와 격리되어 일정기간 선내에

서제한된생활을해야한다. 

이러한 어선원의 직무로 사회적 평판은 대개

부정적이나 최근엔 선사들의 선박 내 후생복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휴직간의 해외연수프로그램

등은 육상 기업체를 능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규정에 준

하는 어선을 건조함으로서 선상 생활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선원은

이러한 선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직

업에 대한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만족

감을얻지못하고하선을하고있다. 

5) 가족과의격리

어선원의 가장 큰 고통의 하나는 가족과 일정

기간 격리된 생활을 함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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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지급형태

자료 : 어업경영조사보고, 수협중앙회, 2012. 6.

지급형태 어업의구분

고정급제
월급제 정치망어업

일급제 기선권현망어업

짓가림제

순수짓가림제 잠수기어업(여수)

최저임금제실시
근해자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
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잠수기어업(거제), 거제자
망어업(추자도) 동해구트롤어업

고정급가산
생산수당제

대형선망어업

고정급병용
짓가림제

근해자망어버(인천), 대형트롤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서의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의 어선

원 직무 기피 현상은 가정－노동의 관계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어선원의 이직행동에 가장 큰 원

인은 사회 및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수행되는

직무의 고립성 때문이다. 선원 부인들의 적지 않

은 수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녀가 선원이

되려고 하면 적극 만류하겠다는 보고도 있다. 전

국 5개 수산고등학교 승선관련학과 재학생들의

36.4%만이 승선을 희망할 뿐 절반 이상의 학생

들이승선을기피하고있다는보고도있다. 

2. 연근해어업 선원 실태

근래에 들어 국내 산업의 발전으로 육상에서

의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가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업분야의 성

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온 선원의 수가 점차적

으로 감소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근

해어업 선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

선방안을모색하였다.

1) 대형선망선원승선현황

〈표 2〉에서 대형선망의 전체선원 1,633명 중

내국인은 1,441명, 외국인은 192명으로 외국인

선원이 11.7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의 외국인 선원 비율은 30.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선원의 연령대 비율에서 50대 이상

은 전체의 약 61%로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선원에 대한 세대교체를 위

해 국내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

학기간 실습을 적극 유도하고 관계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산학이 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

며 이들 학생들이 졸업 후 승선할 때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해기사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금성수산은〈표 3〉과 같이 국내

수산계 고교(포항, 인천, 제주 소재 수산계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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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형선망선원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가별 승선원 현황

자료 : 전국대형선망노동조합, 2011. 10.

〈표 3〉 수산계 고교 및 대학 졸업생 승선현황(금성수산)

자료 : 금성수산(주), 2012. 11.

선 명 출신학교 해기사면허종류 직책 승선일자

125금성 부경대 3급항해사 갑판원 2012.3

115금성 인천해양고 5급항해사 갑판원 2012.5

117금성 포항해양고 5급기관사 기관원 2011.7

127금성 충남해양고 5급항해사 갑판원 2012.3

135금성 포항해양고 3급항해사 실항사 2012.7

122금성 인천해양고 5급항해사 갑판원 2011.7

115금성 포항해양고 5급기관사 실기사 2012.7

계 7명

구 분 승선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대 형
선 망

내국인 3 43 400 700 295 1,441

베트남 7 71 3 700 295 81

인도네시아 15 29 1 45

중국 8 48 10 66

총계 33 191 414 1,633



등과 교류를 진행하고 현재 승선하고 있음)와

교류를진행하고있다. 

〈표 4〉의 금성수산 2012년도 선원의 연령분

포에서 50대 이상은 전체 선원의 136명 중 86명

인 63.2%의 비율로 고령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40대 이하의 선원 중 외국인 선원은 13명인 26%

의 비율로 국내 해기사 양성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 5〉의 2011년도 전체 대형선망

직책별 연령표에서 50대 이상은 전체 선원 1,441

명 중 995명인 69.06%의 비율로 금성수산에서

나타난것과같이고령화가급증하고있다. 

〈표 6〉의 어선원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1

년 12월 기준으로 총 17,786명이 취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원양어선은 2,053명, 연근해어선은

15,733명이다. 원양어선의 경우 2008년을 최저

점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연근해어

선의 경우 2004년 17,659명에서 2011년 12월의

경우 15,733명으로매년감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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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형선망 직책별 연령표

자료 : 전국대형선망노동조합, 2011. 10.

구분
30세
이하

31〜35

세
36〜40

세
41〜45

세
46〜50

세
51〜55

세
56〜60

세
61〜65

세
66〜70

세
71세
이상

계

어로장 1 11 7 2 1 1 23

선 장 2 11 39 40 37 9 138

기관장 6 39 42 31 16 3 137

국 장 2 3 13 5 23

항해사 16 19 29 14 12 2 92

어탐사 1 8 9 3 3 24

기관사 15 20 26 22 7 1 91

갑판장 1 5 12 21 39 28 25 4 135

조기장 1 1 3 8 34 37 31 18 4 137

어망장 1 6 8 6 2 23

보망사 2 4 5 5 7 23

1갑판원 1 2 5 13 21 16 12 4 74

2갑판원 2 5 4 8 8 4 1 3 35

갑판원 2 1 9 9 16 12 23 7 7 86

선원A 1 5 13 26 34 31 21 2 133

선원B 5 3 8 14 20 20 11 1 82

기관원 4 2 12 12 11 5 2 48

조리원 9 16 27 40 25 17 3 137

계 3 7 36 116 284 366 334 200 89 6 1,441

(비율) 0.21 0.49 2.50 8.05 19.71 25.40 23.18 13.88 6.18 0.42 100.00

〈표 4〉 2012년도 연령별 승선원 현황(금성수산)

자료 : 금성수산(주), 2012. 11.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내국인 10 2 25 64 19 3 123

외국인 6 6 1 13

합계 16 8 26 64 19 3 136



2) 선원임금현황

어업노동과 임금문제는 일반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제관계 속에서 규제되는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어업을 둘러싸고 있

는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제관계 속에

서 규제되는 측면을 가지게 된다.〈표 7〉의 어

선 업종별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기

준으로 연근해어선이 매년 증가추세이기는 하

나 다른 어선, 상선의 평균임금 4,028천원에 비

해임금수준이 3,197천원으로상당히낮다. 

어선 업종별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연근해어

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어선 모두 매년 증가추세

이다. 하지만 연근해어선의 경우 다른 어선에 비

해 증가폭이 가장 낮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

상으로 해상근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상의 이점마저 축소되고 있

다. 임금의 산정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되는 것은 시간(시간급: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일당월급제, 월급제, 연봉제)과 성과(성과급: 개

인성과급, 집단성과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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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종별 선원취업현황(총 괄) 

(단위 : 명)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선원통계연보」, 2011. 12.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0,194 40,176 38,821 38,608 39,002 39,128 38,758 38,998

국

적

선

계 35,518 35,939 34,667 34,508 34,790 34,956 34,970 35,421

상

선

소 계 15,000 15,444 15,246 15,861 16,518 16,670 17,139 17,635

외 항 6,932 7,402 7,445 8,042 8,673 8,839 9,077 9,371

내 항 8,068 8,042 7,801 7,819 7,845 7,831 8,062 8,264

어

선

소 계 20,518 20,495 19,421 18,647 18,272 18,286 17,831 17,786

원 양 2,859 2,535 2,339 2,145 1,897 1,928 1,892 2,053

연근해 17,659 17,960 17,082 16,502 16,375 16,358 15,939 15,733

해
취
선

계 4,676 4,237 4,154 4,100 4,212 4,172 3,788 3,577

상 선 4,311 3,943 3,889 3,858 4,004 3,939 3,562 3,280

어 선 365 294 265 242 208 233 226 297

〈표 7〉 업종별 임금현황
(단위 : 천원)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선원통계연보」, 2011. 12.

구 분
평균임금

(전체)
외항선 내항선 원양어선

연근해
어선

해외취업
상선

해외취업
어선

2004 2,883 3,292 2,417 3,095 2,093 4,294 2,695

2005 3,090 3,620 2,469 3,616 2,240 4,511 2,676

2006 2,739 3,719 2,486 3,337 1,991 4,598 2,742

2007 2,754 3,727 2,613 3,492 1,879 4,635 3,207

2008 3,144 4,225 2,714 4,391 2,018 5,978 3,849

2009 3,305 4,268 2,813 4,405 2,308 6,005 3,516

2010 3,642 4,456 2,851 5,260 2,869 6,186 4,957

2011 4,028 5,075 3,051 5,883 3,197 6,618 6,127



〈표 8〉의 어선 업종별 임금현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연근해어선

의경우기본임금 1,400천원으로다른어선, 상선

의 평균 기본임금인 1,934천원에 비해 상당히 낮

으며 시간외수당은 1,755천원으로 다른 어선, 상

선의 평균 시간외수당에 비해 임금수준이 다소

높다. 전반적으로는 월평균임금이 3,197천원으

로 전체 평균 4,028천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표 9〉의 금성수산 귀속선원 급여총액을 살펴

보면 어획량 증가에 따른 1인당 생산 수당은

2010년 대비 54.38% 증가하여 1인당 연봉이 평

균 4680만원으로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3) 선원이직현황

노동의 불규칙성, 작업환경의 위험성, 임금형

태의 특수성, 사회집단과의 격리, 가족과의 격리

등의 선원의 직무특성으로 인해 이직이 많다.

2004년 25.4%, 2005년 25.0%, 2008년 23.6%의 높

은 이직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소 이직률이 전

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타 직종으로의 이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원의 이직률은 타 직종의

경우에비하여높다.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이직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선원의 이직률은 모든 직책에서 높다.

해기사, 부원의이직률은〈표 10〉에서보는바와

같이 연도별로 격차가 있는 편이지만 뚜렷한 추

세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1년 12

월 기준으로 볼 경우 항해사 5.9%, 기관사 8.2%,

통신사 7.2%로 기관사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원의 경우 갑판 23.4%, 기관 26.2%,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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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업종별 임금현황(세부현황) 

(단위 : 천원)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선원통계연보」2011. 12.

총승선원
(6,675척)

월 평 균 임 금

계
기본임금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생산수당)

상여금 기타

계 37,431 4,028 1,934 1,369 488 237

외항선 7,991 5,075 2,381 981 1,131 582

내항선 8,155 3,051 1,682 491 465 413

원양어선 2,053 5,883 1,832 3,802 249

연근해어선 15,733 3,197 1,400 1,755 42

해외취업상선 3,202 6,618 4,134 910 1,305 269

해외취업어선 297 6,127 2,159 3,617 351

〈표 9〉 2010/2011년 귀속 선원 급여총액 비교표
(단위 : 천원)

자료 : 금성수산(주)

구 분 2010년귀속급여 2011년귀속급여

⑴선원급료 2,723.000 2,706,000

⑵생산수당 1,962,000 3,029,000

⑶상여금 652,000 771,000

급여총액(⑴~⑶) 5,337,000 6,506,000

승선인원 148 139

1인당평균급여 36,061 46,806



23.1%로해기사에비해이직률이매우높다.  

3. Herzberg의 이요인이론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의 하나가 Herzberg(1965)의 이요인이론이

다. 그는 Maslow의 연구를 확대하여 동기－위생

요인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요

인이론은 피즈버그 지역의 여러 산업체에서 선

정한 약 200명의 기술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욕구충족에 관한 최초의 연구와 이러한

욕구충족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후

속적연구들을기초로성립되었다. 

Herzberg(1959)는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

인들을 크게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위생요인(hygiene

factor)이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불만족 요

인’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

업조건, 동료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지위, 안

전 등 주로‘직무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말한다. 이들 위생요인들은 주로 개인의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애정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 주는 효과를 발생시키

는데, 이들 불만족 요인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

도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직무동기가 높아지지

는않는다는것이다. 

동기요인(motivation factor)은 직무에 대한 만

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써 이

에 속하는 것으로는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과발전, 직무그자체등을들수있다. 이들요인

들은 직무내용과 관련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다는의미에서‘만족요인’이라고도불

린다. 위생요인이 직무외재적 성격을 지니는데

비해 동기요인은 주로 직무내재적 성격을 지니

고있음으로써상호간에대조를이루고있다.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관리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생요인의 존재는 조직 구성원들

을 동기부여 시키지 못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만족이 생긴다. 위생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기부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낮은 계층의 욕구도 적절히 관리되

어야 한다. 동기요인은 직무내용요인으로써 동

기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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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원 이직현황(어선)

주 : ①이직자(D)〓(A＋C)－B ②이직율(E)〓D/A ③내항선선원은포함되어있지않음.

④“이직자”란 최종하선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 중 예비원이 아닌 자와 구직등록후 9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자중재등록을하지아니한자를의미함(“미취업자”란구직등록후취업하지못한자를의미함)

⑤“△”수치는선원이증가된수치임.

구분

직책

2009 (A) 2010 (B) 2010년신규
구직등록자 2010(C) 이직자

(D)

이직율
(%)

(E)계
취업자 미취

업자
계

취업자 미취
업자소계 승선원예비원 소계 승선원예비원 계 재취업초취업

합계 2,285 2,161  2,161  124 2,180 2,118  2,118  62 182 99 83 287 12.6

해
기
사

계 1,552 1,514  1,514  38 1,524 1,490  1,490  34 82 46 36 110 7.1

항해 690 677 677 13 698 678 678 20 49 34 15 41 5.9

기관 667 644 644 23 641 629 629 12 29 8 21 55 8.2

통신 195 193 193 2 185 183 183 2 4 4 14 7.2

부

원

계 733 647 647 86 656 628 628 28 100 53 47 177 24.1

갑판 432 381 381 51 382 367 367 15 51 26 25 101 23.4

기관 210 183 183 27 191 183 183 8 36 22 14 55 26.2

조리 91 83 83 8 83 78 78 5 13 5 8 21 23.1



하면 이들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이 이론이 타당

하다고 한다면 관리자는 직무내용을 개선, 향상

시키는데주의를기울여야한다. 

Ⅲ.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근해 어선원들의 만족과 이직의

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만족도와 조직몰입을 높이는 방

향으로 선원인력을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이직

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제거하여 우수한 선원들

을 유지·관리하는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Herzberg의 이요인이론 적용 및 연구문제

Herzberg(1959)는 동기요인을 성취감, 인정,

승진, 직무자체, 책임감, 등으로 분류하였고 위

생요인을 회사정책, 동료관계, 작업조건, 감독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선원

에게 적합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표 11〉과

같이 도출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다. 이하 위생요

인을 업무환경, 동기요인을 업무동기로 용어를

전환하여사용하고자한다. 

금성수산 임직원들과의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량적 방법에 의존한 연구에서 밝혀지

지 않은 현장밀착자료를 통해 사용항목을 수정

하였다.  선원들의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여 성장하고픈 욕구, 회사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 참여감,

고용안정성을 추가하였다. 동료와의 관계, 감독

은 두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관

계로 대체하여 즉 기존항목에서 수정·보완하

여적용하였다. 

Herzberg의 이론을 통해 선원들에게 적합한

업무환경요인과 업무동기요인을 분류하여 두

요인이 만족과 이직의도,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선원들의 긍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과 부정

적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지에 대

해구체적으로연구하고자한다.

연구문제 1) 업무환경요인과 업무동기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업무환경요인과 업무동기요인 중

어떤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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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요인 이론 항목비교

요인 특징 Herzberg 항목 본연구사용항목

동기요인
(업무동기요인)

직무를실제로수행하는
것과관련

(직무내재적측면)

성취감 성취감

인정 업무신뢰

승진 승진

직무자체 성장가능성

책임감 책임감

X 참여감

위생요인
(업무환경요인)

환경적인특성또는
직무가수행하는
상황의성격

(직무외재적측면)

임금 임금

X 고용안정성

작업조건 어로작업조건

회사정책 회사정책

동료와의관계 인간관계

감독 X



미칠것인가?

연구문제 3) 업무환경요인과 업무동기요인 중

어떤 요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것인가?

2. 응답자 특성

대형선망에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들(금성수

산 대형선망어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금성수산(주)은 계열회사 금아수산과 함께

대형선망어업(Large Purse Seine)의 3개 선단(어

선 17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어기(漁

期)의 3개 선단 총 어획고는 683억원(전체 조합

원 어획고 4,251억원)으로 조합원의 총 어획고

중 16.0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개 선단

은 매년 조합원 어획고 순위 5위권 내에 진입하

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

정하였다. 

〈표 12〉의 표본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50대 선원이 66명(56.4%)이고 60대 선원이 32명

(27.3%)으로 50, 60대 선원이 3분의 2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승선경력은 11〜20년 근무한 선원이

36명(30.8%), 21년 이상 근무자가 42명(35.9%)으

로 승선경력이 긴 선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직책은 해기사 52명(44.4%)이며 부원은

65명(55.6%) 순이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에서 수립한 개념적 모형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로서 독립변수인 업무환경변수와 업무

동기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김선희(2005), 이순자(2008)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수정·보완하고 각 차원별로 문항을 새

로개발하여포함시켰다. 

성취감(Achievement)은 어떤 목표의 달성이나

일의 성공에 관한 요소를 말한다. 주로 일의 성

공적 완수, 문제의 해결 등으로 인해 느끼는 자

부심, 보람에 관련된 것이다.‘어로작업을 마치

고 나서 보람을 느낀다’,‘현재 어로작업 후 어

획고를 올리면서 일에 대한 의욕을 갖는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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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응답자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연령

(1) 20대 5 4.3

(2) 30대 3 2.6

(3) 40대 11 9.4

(4) 50대 66 56.4

(5) 60대 32 27.3

승선경력

(1) 2년이하 10 8.5

(2) 3-5년 10 8.5

(3) 6-10년 19 16.2

(4) 11〜15년 18 15.4

(5) 16〜20년 18 15.4

(6) 21년이상 42 35.9

직책

(1) 해기사(항해사) 28 23.9

(2) 해기사(기관사) 21 17.9

(3) 해기사(통신사) 3 2.6

(4) 부원(갑판부) 45 38.5

(5) 부원(기관부) 20 17.1



으로측정하였다. 

업무신뢰(Trust)는 타인(상사, 부하, 사회)으로

부터 받은 모종의 인정을 말한다. 인정은 긍정적

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예로는 칭찬, 후자의 예로는 비난을 들 수 있다.

‘승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나 부하로부

터 신뢰를 받는다’,‘선원이라는 직업이 사회

적 평가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등으로 측

정하였다.

승진(Advancement)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

위나 직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간부선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공정함과 관련된 것이다.

‘간부선원 승진 평가방법이 합리적이다’,

‘간부선원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등으

로측정하였다. 

성장가능성(Possibility of growth)은 자신의 지

위, 기술, 전문인으로서의 위치 등이 향상될 가

능성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는 객관적 상황의 변

화를 의미한다.‘회사의 선원교육훈련이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일을 하면서 새로운 어로지

식과 어로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있다’등으로

측정하였다. 

책임감(Responsibility)은 자신이나 타인의 작

업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맡거나 자신의 작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어로작업시간이 끝나더라도 맡은 업무를 끝

까지 처리한다’,‘부하의 업무에 대해서도 책

임감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있다’등으로 측정

하였다. 

참여감(Participation)은 의사소통이 상호 원활

히 진행되어 참여감을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선원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기회가 많다’,

‘직원들과 간부선원 간에 간담회를 자주 개최

한다’,‘직원들과 선박운항 및 선원처우 개선

등을상의하기도한다’등으로측정하였다.

임금(Salary)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

적 보상이며 특히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어획고에

따른 수당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등으로 측정

하였다. 

고용안정성(Job security)은 직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고용불안을 느

끼고 있다’,‘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등으로측정하였다. 

어로작업조건(Working conditions)은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 설비,

작업량 등을 의미한다.‘승선 근무시간이 적절

하다’,‘선박 내 시설 등이 근무하기에 절절하

다’등으로측정하였다. 

회사정책(Company policy)은 회사 내 복지제

도, 채용제도, 전반적 경영제도의 적절성을 의미

한다.‘회사의 선원채용방법에 대해 적절하다

고 생각한다’,‘우리 회사 수산업 경영방법에

대해긍정적으로생각한다’등으로측정하였다.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조직구성원

들 간의 사회적 교호작용들이 원만한지를 의미

한다.‘간부선원과의 관계가 좋다’,‘동료선원

과의관계가좋다’등으로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립한 개념적 연구모형에서 사

용된 주요변수로서 종속변수의 경우 선원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만족은‘선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나

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상태’, 이직의도는

‘선원이 현재의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에

서 근무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으

며 한나영·배상욱(2012)의 연구를 토대로 측정

하였다. 조직몰입은‘선원들이 회사를 위해 애

쓰려는 의사, 회사에 잔류하려는 의지, 회사목표

나 가치에 대한 수용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강정

우(2006)의연구를토대로측정하였다. 

4. 기초통계분석

〈표 13〉에서 금성수산 대형선망어업의 근무

여건을 살펴보면 선원 임금(2.234)과 작업조건

(2.459)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부원들의 경우 불만족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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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선원의

직능에 따라 일정액의 급료가 결정되고, 어획성

과 곧 어획금액에 따른 성과급이 가산되어 지급

되는 고정급 병용짓가림제(생산수당가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어획고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데, 그 비율

은 어획금액의 증가에 체증하는 형태로 나타난

다. 어느 정도 기본급과 성과급(수당)에 대한 개

선노력이필요하다. 

작업조건 중에서도 승선근무시간에 대한 불

만족이 많이 나타났는데 대형선망어업 선원은

현재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 통상 관례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선장은 어로작업 후 선

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어로

장과 협의하여 항해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시간도 제공하여 업무에 지

장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선원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선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 교육비 지원확대 및 선

원가족 특례입학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 하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법정휴가 시행을

위한 예비원 인력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선원만

족도(3.356)와 조직몰입도(3.349)는 해기사 부원

모두 보통 수준이지만 이직의도는 부원들

(3.477)이 해기사(3.345)에 비해 다소 높다. 이는

전반적으로 임금도 낮을 뿐 아니라 승진가능성

도낮다고인식하는데기인한다. 

5. 연구문제 분석결과

우선 모든 문항에 대해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로 나누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해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요

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법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교회전

(varimax) 방식에 의해 아이겐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하였고, 요인적재치는 0.4 이

상인 경우를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성취감 변수를 제외하고 총 13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들 모두 전체 변량

의 70% 이상을설명하고있었다.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유의하

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하기 위

한 도구가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test를 사용하여 해기사와 부원 즉 직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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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초통계분석 결과

전체평균 해기사 부원

임금 2.234 2.250 2.221

고용안정성 2.920 2.917 2.923

어로작업조건 2.459 2.352 2.544

회사정책 3.325 3.430 3.241

인간관계 3.350 3.436 3.282

성취감 3.217 3.224 3.210

업무신뢰 2.776 2.821 2.740

승진 2.875 2.962 2.807

성장가능성 2.709 2.571 2.823

책임감 3.786 3.930 3.682

참여감 2.853 2.880 2.828

만족 3.356 3.353 3.359

이직의도 3.410 3.345 3.477

조직몰입 3.349 3.289 3.340



른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두 모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

았다.  

〈표 14〉는 업무환경요인이 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

다 .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 (b〓

0.192, p〈0.05), 인간관계(b〓0.289, p〈0.01),

어로작업조건(b〓0.223, p〈0.05)이다. 특히 인

간관계가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부선

원들과의 관계, 동료선원들과의 관계, 부하들과

의 관계(신규 승선한 고교 및 대학졸업생 등 20

대의 젊은 선원)를 보다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서로 간의 팀워크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b〓

－0.237, p〈0.05), 고용안정성(b〓－0.287, p

〈0.01)이다. 특히 고용안정성이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

각하게끔 즉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선원들

로 하여금 고용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

가 있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

관계(b〓0.257, p〈0.05)이다. 간부선원들과의

관계, 동료선원들과의 관계 부하들과의 관계 관

리에 보다 신경을 쓰며 선원들끼리 관계를 돈독

히 하는 비공식집단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15〉는 업무동기요인이 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감(b〓0.378, p

〈0.01), 승진(b〓0.184, p〈0.05), 성장가능성(b

〓0.190, p〈0.05)이다. 특히 참여감이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들의 의견

이 전달되는 기회와 직원들과 간부선원 간에 간

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기

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감(b〓－0 .256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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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업무동기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 p〈0.05  *** p〈 0.01

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

동기요인 (Beta) t (Beta) t (Beta) t

(상수) 3.725 6.984 3.625

참여감 0.378 4.127*** －0.256 －2.356** 0.46 4.961***

책임감 0.157 1.713 －0.027 －0.248 0.178 1.927

승진 0.184 2.187** －0.115 －1.153 0.066 0.78

업무신뢰 0.022 0.226 －0.264 －2.49** 0.099 0.985

성장가능성 0.19 2.234** －0.018 －0.177 0.02 0.235

〈표 14〉 업무환경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 p〈0.05  *** p〈 0.01

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

위생요인 (Beta) t (Beta) t (Beta) t

(상수) 3.279 6.218 3.615

임금 0.192 2.091** －0.237 －2.514** 0.029 0.299

인간관계 0.289 3.076*** －0.111 －1.151 0.257 2.576**

회사정책 0.013 0.14 －0.083 －0.841 0.1 0.981

작업조건 0.223 2.372** －0.049 －0.502 0.08 0.799

고용안정 0.021 0.248 －0.287 －3.267*** 0.013 0.144



〈0.05), 업무신뢰(b〓－0.294, p〈0.05)이다 .

특히 업무신뢰가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사와 부하간의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신뢰가 형성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선

원 스스로 선원이라는 직업이 사회적 평가가 높

은 직업이라는 신뢰를 가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감(b

〓0.46, p〈0.01)이다. 선원들에게 원활한 참여

감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임직원들이 회사계획을 선원들

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든지 직원들과 선박

운항 및 선원 처우 개선을 서로 상의하는 참여경

영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Ⅳ. 결    론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은 국내 산업의 여

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근해어

업은 우리나라 EEZ에 조업구역이 한정되어 이

용어장이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어획량생산이

현저히 감소하고, 어선원 고령화, 국제유가의 상

승 등의 요인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운 환경

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선

원들의 분배 몫은 감소되고, 육상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어선원 임금 간의 격차가 증가되어 어선

원직업에대한매력은크게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직업 특성상 일정기간

가정 혹은 사회와 격리되어 젊은 해기사들이 바

다를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선원이라는 직업

은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되어 젊은이들이 취업

을 기피한지 오래 되었다. 심지어 수산계학교의

항해승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승선을 외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근해어선은더욱기피하고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근해 어선원들에 대한 종합적 실

태분석과 함께 설문을 통하여 선원들의 근무여

건과 만족도, 이직의도, 조직몰입도를 조사하였

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어선원들의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

를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

원인력 확보·관리방안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임금 및 작업조

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

형선망어업의 경우 임금형태를 고정급 병용짓

가림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기본급과 성과급

이 합쳐진 형태이며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어획

고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데, 그

비율은 어획금액의 증가에 체증한다. 어획량생

산이 현저히 감소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이 계속

된다는 점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에 대한 개선노

력이필요하다. 

승선원들의 만족도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 환경정비 시설 및 선원복지제도, 공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첨단 항해장비

의 설치 등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어야 하며 어선 건조는 ILO규정에 준하는 선원

복지시설을 갖춘 어선이 어로작업에 빠른 시일

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조건(승선 근무

시간, 선박 내 시설, 선원복리후생 포함) 중에서

도승선근무시간에대한불만족이높다. 

대형선망어업 선원은 동 어업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통상 관례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선장은 어로작업 후 선원에게 휴식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어로장과 협의하여 항해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

시간도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또한 노후된 선박에 샤워실, 화장실 등

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는 등 작업조건이 다

소 열악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어선을 ILO기준

에맞춰신규어선으로교체가필요하다. 

둘째, 선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

장 내 인간관계와 참여감에 신경을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간부선원들과의 관계, 동료선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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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 부하들(신규 승선한 고교 및 대학졸

업생 등 20대의 젊은 선원)과의 관계를 보다 친

밀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선원들의 의견이 회사

에 직접 전달 될 수 있는 통로와 직원들과 간부

선원 간에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

이필요하다. 

셋째, 선원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에 신경을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 직

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게끔 또한 고용불안

을 느끼지 않도록 선원들로 하여금 고용안정에

대한확신을심어줄필요가있다. 

넷째, 선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과 마찬가지로 작업장 내 인간관계와 참여

감에 신경을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간부선원

들과의 관계, 동료선원들과의 관계, 부하들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들끼리 관계를 돈독히 하는 비공식집단(금

성수산의 경우, 1년에 1〜2회 정도 선원가족과

직원들 간의 친목의 수단으로 일본 등 해외 온천

여행이나 휴어기에 등산이나 야유회 등을 실시

함)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선원들에

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직원들이

회사계획을 선원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든

지 직원들과 선박운항 및 선원 처우 개선을 서로

상의하는참여경영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표본이 대형선망어업인 금성수산

의 어선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

본의 대표성의 결여로 인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다 넓

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원들

의 업무요인을 업무환경요인과 업무동기요인을

보다 세분화해서 어선원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본

질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원들의 구체적인 근무여건과 만족도, 이

직의도와 조직몰입을 분석하여 선원들의 실태

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선원 인력 관리와 확보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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