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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pite of consistent increase of world ship-repair demand, ship-repair business of our country is mostly 
operated by small enterprises. Recently, the importance of manpower resources management and personal 
competence has been highlighted in ship-repair business. 

This study hypothes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dentify how job satisfaction, job involvement, and 
job performance are affected by individual competency of ship-repair workers. Second, identify how job 
performance is affected b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of ship-repair worker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 hypothese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job satisfaction was adopted as a whole in terms of knowledge competence, skill competence and 
attitude competence. A hypothesi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job involvement was adopted in 
terms of knowledge competency, skill competency and attitude competency. In a hypothesi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job performance, knowledge competency and skill competency were adopted but 
attitude competency was dismissed. A hypothesi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and that 
between job involvement and performance wer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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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박수리(ship-repair)는 2천 년대 초반부터 2008
년까지 해운경기 호황에 따른 신조선 발주 증가

로 그 수요가 급증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사

들의 선박수명연장, 선박공급과잉, 대형 선박사고

에 따른 해양환경규제, 정기검사강화 등으로 인하

여 선박수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선박수리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선박수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

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선박수리업은 3D(difficult, 
danger, dirty) 업종이므로 젊고 유능한 인력이 기

피하고 있어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변비용의 증가로 비용절

감을 위하여 대부분 하청 및 재하청을 주고 있

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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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에 의해 운영되는 인적구조이므로 성과가 높

은 선박수리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내 선박수리업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종사자의 개인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선박수리가 해운산업, 항만산업 등과 접

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를 높

이고 있으며, 선박수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측

면에서 인적자원관리와 개인역량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선박수리업계의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발전 방

향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과 직무만족,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성과

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과 직무만족,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성과

에 관한 연구로 선박수리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박수리업

신영란․김길수․김강혁(2013)은 선박수리업을 ‘선
박의 개조, 보수,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조에는 선박의 치수나 수

송능력 변경, 선종변경, 내용 연수 연장 등이 포

함되며, 보수 및 정비에는 정기수리, 원형정비, 
장비교체, 운항, 유지 등을 위한 제반공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선박수리업은 생산과정에서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등과는 전방연쇄관계를 가지며, 기계, 
철강,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과는 후방연쇄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선박수리업은 여러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선박수리업은 여러 

가지 발전적 기여도가 높다. 먼저 선용품공급업, 
선박유류공급업, 조선기자재산업 등의 지속적 발

전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선박수리 시에 선원들

의 체류에 따른 물품구매 및 관광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 또 

선박 외형의 도색, 파손부분수리, 정기부품교체 

등 주로 노동 투입이 많아 고용효과도 크다 하겠

다. 반면 전력, 수도 등의 사용량이 적은 작업이

다. 그리고 엔진과 같은 동력장치는 선박의 주요 

핵심 부품으로 대부분 제조사를 통해 수리한다.

2. 역량

역량(competency)의 개념을 보면, Boyatzis(1982)
는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

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Spencer & Spencer 
(1993)는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련 효과와 연관된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McLagan(1997)은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Green(1999)은 직무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업무습관과 개인적인 기술

이라고 하였다.
역량의 구성요인을 보면, Spencer & Spencer 

(1993)는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및 기술 그

리고 Mclagan(1997)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및 태도(attitude)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의 개념을 보면, Locke 
(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를 통해

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즐

겁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하고 개인이 직무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감정 상태라고 하였다. Smith(1955)는 개인의 욕

구와 필요를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정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무만족과 불만족은 각 개인이 자

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정

의 총화 또는 이와 같은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태도라고 하였다. Tiffin & McCormick 
(1974)은 직무를 통해 얻거나 또는 경험하는 욕



이기태ㆍ백인흠ㆍ박종운

- 544 -

구만족 차원의 함수라고 하였다. 그들은 직무만

족을 태도의 일종으로 보아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서 유지되는 태도의 하위 구조로 인식하면서 자

아충족의 감정과 직무에 대한 성취감이 만족의 

정도를 좌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McCormick & 
Ilgen(1980)은 태도의 한 범주로 보고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의 태도라고 하

였다.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을 보면, Locke(1976)는 직

무, 급여, 승진, 인정도, 복리후생, Poters & 
Lawler(1968)는 내항적 보상(성취감, 안정감, 도전

감, 자아실현감)과 외향적 보상(급여, 승진), 
Ronan et al.(1973)은 직무내용, 수행된 실제업무, 
업무에 대한 통제, 직접적인 통제, 조직과 그 관

리, 승진기회, 보수와 기타 재정적 편익, 동료, 작

업 환경 그리고 McCormick & Ilgen(1980)은 행동, 
정보, 정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직무몰입

직무몰입(job involvement)의 개념을 보면, 
French & Kahn(1962)은 자신의 직무성과와 자존

감이 서로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정도라고 

하였다. Lodahl & Kejner(1965), Dubin(1976), Lawler 
(1992)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심리적

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자아상

(self-image)에서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라

고 하였다. Kanungo(1982)는 자신과 현재 맡고 있

는 직무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신념을 바탕

으로 현재 직무에 몰두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였

다. Bass(1985), Vroom(1962)은 개인의 욕구 즉 위

신, 자기존중, 자율화 같은 여러 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보

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Jackson & Marsh(1996)은 

자기의 일이 생활의 중심적 관심이 될 때, 자기

의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기의 자존감

에 대해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삼을 때 그리고 직

무성과를 자기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느

낄 때 직무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직무몰입의 구성요인을 보면, Hamner & Tosi 

(1974)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Rabinowitz & 
Hall(1977)은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 Brockner, 
Grover & Blonder(1988)는 내재적 통제 위치, 자

기 존중감, 동기부여 및 양심성 그리고 Elloy, 
Everett & Flynn(1995)는 과업 자율성, 다양성, 동

일성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5. 직무성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의 개념을 보면, 
Sparrowe et al.(2001)은 조직생활에서 공적인 직

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역할로 의무와 책임을 

필요로 하며, 직무의 결과와 관련된 특정의 기대

한 목표의 달성 정도라고 하였다. Miller & 
Friesen(1986)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

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여준 노력의 결과라고 

하였다. Bolles & Moot(1972)는 조직이 행동, 생

산, 적응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라

고 정의하고, 효율적인 조직은 유사한 타 기업보

다 더 많이 산출하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

산하며 조직 내부의 문제와 외부환경에 보다 적

절히 대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인

순(2002)은 실무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

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조직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실무자의 행동을 나

타내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

이 직무만족, 직무몰입 및 직무성과에 관한 이론

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과 직무만족,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 545 -

[Fig. 1] Research Model

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독립변수

로는 개인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차

원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직무만족과 직

무몰입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직무성과로 구성하

였다.

가. 개인역량

본 연구에서는 개인역량을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특질’로 정의하였고, 
Gong Tag(2004), Choi Kyung Jin(2006), Hong 
Young Peo(2007), Jeon Jeong Yeon(2010), Lee Gi 
Suk(2010), Lee Un Young(2012)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개인역량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차에 걸친 

사전 검정을 통하여 선박수리업에 맞게 총 18개

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를 Likert 7점 척도를 이

용하여 평가되도록 하였다.

① 지식역량 : 노하우에 대한 지식, 업무지식

활용, 지식향상, 업무인식, 업무진행도, 필요지식

의 인식

② 기술역량 : 지속적인 지식습득, 기술습득의

지, 기술개발 목표, 기술의 효율적 관리, 기술보

유의 연계성, 핵심기술 보유 정도, 다양한 기술 

보유 정도

③ 태도역량 : 의지력, 실행력, 대인서비스, 목

표지향점, 신뢰형성, 자신감, 성실성

나.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직무에 대한 정서 

상태나 감정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Kim Sung 
Young(2011), Lee, Sun Hee et al.(2010), Jang 
Hyoli Gang(200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만

족을 만족감, 성취감, 안정감, 대인관계, 경력개

발, 복리후생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차에 걸친 

사전 검정을 통하여 선박수리업에 맞게 총 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를 Likert 7점 척도를 이용

하여 평가되도록 하였다.

다. 직무몰입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입을 ‘자기 직무에 대한 

몰두로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

하고, Park, Jae Hee & Lee, Chae Eun(2009), Park 
Wan Young(200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업무몰

입, 업무애착, 책임감, 팀워크지향성, 업무연계성, 
완벽성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차에 걸친 사전 

검정을 통하여 선박수리업에 맞게 총 6개의 문항

이 선정되었다. 이를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되도록 하였다.

마.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를 ‘조직의 목표나 과

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의 결과’라고 정

의하고, Fiedler & Billo(1973)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문제해결의 숙련성, 솔선수범과 혁신, 위기

관리, 업무의 조직화, 행정활동수행, 관리층과의 

관계, 동료직원과의 친화, 고객기대부응의 요인으

로 구분하였다. 2차에 걸친 사전 검정을 통하여 

선박수리업에 맞게 총 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를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되도록 하

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 직무만족, 직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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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그리고 직무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Variable Composition Scale

Individual 
competency

Knowledge

a 1-18

7 point 
scale

Skill

Attitude

Job satisfaction b 1-6

Job involvement c 1-6

Job performance d 1-8

General 
characteristic

Sex

e 1-4 nominal 
scale

Age

Employment 
history

Rank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첫 번째에서는 개인역량에 관한 부분으로 선박

수리업 종사자가 경험했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직무만족에 관한 부분으로 선박수리

업 종사자가 경험했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6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직무몰입에 관한 부분으로 선박수리

업 종사자가 경험했던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6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는 직무성과에 관한 부분으로 선박수리

업 종사자가 경험했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8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는 선박수리업 응답자의 성별, 연령, 회

사의 유형, 근무경력, 직위와 같은 일반문항 4개

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

다. 

4. 연구 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Table 2>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Division Content of hypothesis

Hypothesis1 Job satisfaction is affected by individual 
competency of ship-repair worker.

Hypothesis2 Job involvement is affected by individual 
competency of ship-repair worker.

Hypothesis3
Job performance is affected by 

individual competency of ship-repair 
worker.

Hypothesis4 Job performance is affected by job 
satisfaction of ship-repair worker.

Hypothesis5 Job performance is affected by job 
involvement of ship-repair worker.

<Table 2> Questionnaire configuration

 

Ⅳ. 실증분석

1. 자료의 분석

가. 표본의 특성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수리업에 종사

하고 있는 기업별로 6∼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되는 응답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며 협

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5년 6월 19일

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약 40군데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응답의 주체는 선정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총 

300부 중 29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6.7%
이다. 이중 결측값이 있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8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 선택된 선박수리업체 직원 중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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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Percent
(%)

Sex man 250 89.3
women 30 10.7

Total 280 100

Age

under 25 years 8 2.9
26 to 35 years 20 7.1
36 to 45 years 28 10.0
46 to 50 years 54 19.3
over 51 years 170 60.7
Total 280 100.0

Employ
ment 

history

under 2 years 8 2.9
2 to 5 years 14 5.0

 6 to 10 years 20 7.1
 11 to 15 years 58 20.7
over 16 years 180 64.3
Total 280 100.0

Rank

clerk 90 32.1
supervisor 76 27.1

section manager 56 20.0
general manager 42 15.0

director 16 5.7
Total 280 100.0

<Table 3> Respondents characteristics

나.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리업 종사자에 대한 각 

측정변수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고 측정변

수들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SPSS ver. 20.0을 이용

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CA)을 이용하였으며, 변수의 요인에 

대한 관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인회전 방식으로 베리멕스(varimax)를 이용하였

다. KMO는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의 측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여러 변수들 간

의 연관성이 높다. KMO값이 일반적으로 0.9 이

상이면 공통분산 정도는 매우 높고, 0.8∼0.9이면 

다소 높고, 0.7∼0.8이면 약간 높고, 0.6∼0.69이면 

보통이다(Lee Hun Young, 2012).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은 

귀무가설 “모상관계수 행렬은 단위행렬이다” 와 

대립가설 “모상관계수 행렬은 단위행렬이 아니

다” 를 검정하는 것으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을 

해 볼 가치가 있을 만큼 요인공통분산을 포함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Lee Young Jun, 
2002). 그리고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

하여 Cronbach's Alpha(ɑ) 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

다.

① 개인역량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Table 4>와 같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

역량의 KMO 값이 0.937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

수 선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rtlett 구

형성검정치가 4,233.965이며 유의확률이 0.000으

로 나타나 유의수준 ɑ≤0.001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인분

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연구 설계 시 개인역량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3

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

유값 1을 기준으로 9.455, 1.671, 1.481의 고유값

을 가진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3개의 요

인들은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을 대표하

며 요인 1은 59.033%, 요인 2는 10.445%, 요인 3
은 9.257%를 설명하고 전체분산의 78.795%를 설

명함으로써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을 측

정한 변수들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또, 측정변

수들의 신뢰성검정 결과 3개 요인의 Cronbach's ɑ 
값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도 확보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별로 적재된 항목의 특성

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지식역량, 요인 2는 태도

역량, 요인 3은 기술역량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②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

정

<Table 5>와 같이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직무

만족, 직무몰입의 KMO값은 0.960로서 요인분석

을 위한 변수선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알 수 있

다. Bartlett 구형성검정치가 3,800.057이며 유의확

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ɑ≤0.001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



이기태ㆍ백인흠ㆍ박종운

- 548 -

문에 요인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공통요인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Measurem
ent item

Factor Comm
unity1

(knowledge)
2

(attitude)
3

(skill)
Knowledge2 .862 .280 .158 .845

Knowledge1 .853 .282 .108 .818

Knowledge3 .833 .303 .208 .829

Knowledge4 .790 .273 .299 .789

Knowledge5 .754 .202 .431 .795

Knowledge6 .708 .345 .294 .707

Attitude2 .237 .859 .200 .834

Attitude1 .275 .841 .178 .815

Attitude4 .332 .773 .267 .779

Attitude3 .248 .769 .252 .708

Attitude6 .318 .720 .292 .705

Attitude7 .276 .693 .367 .691

Skill1 .188 .253 .862 .842

Skill2 .221 .278 .848 .845

Skill3 .287 .276 .828 .844

Skill4 .265 .274 .785 .762
ɑ 

Coefficient .944 .933 .929

Characteristi
c value 9.455 1.671 1.481

Dispersion
(%) 59.033 10.445 9.257

Accumula
tion(%) 78.735

KMO measurement=0.937 χ²=4,233.965 df=120    
p=.000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of individual 
competency

연구 설계 시 선행연구를 근거로 2개의 요인으

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유 값 1을 기

준으로 8.773, 1.111의 고유 값을 가진 2개의 요

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1은 73.106%, 요인 2는 

9.255%를 설명하고 전체분산의 82.361%를 설명

함으로써 측정한 변수들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또,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검정 결과 2개 요인의 

Cronbach's ɑ 값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들의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Measurement 
item

Factor Comm
unity1

(satisfaction)
2

(involvement)
Satisfaction2 .861 .371 .879

Satisfaction1 .853 .395 884

Satisfaction3 .852 .322 .830

Satisfaction4 .827 .373 .823

Satisfaction5 .796 .476 .861

Satisfaction6 .743 .412 .722

Involvement5 .294 .874 .851

Involvement4 .344 .827 .801

Involvement1 .383 .826 828

Involvement6 .421 .806 .827

Involvement2 .472 .761 .802

Involvement3 .470 .745 .776

ɑ Coefficient .959 .953

Characteristic 
value 8.773 1.111

Dispersion
(%) 73.106 9.255

Accumulation
(%) 82.361

KMO measurement=0.960 χ²=3,800.057 df=66   
p=.000

<Table 5> Factor analysis result of Factor 
analysis result of job satisfaction, 
job involvement

요인분석 결과 요인별로 적재된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직무만족, 요인 2는 직무몰입

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③ 직무성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Table 6>과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

성과의 KMO 값은 0.929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

수선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Bartlett 
구형성검정치가 1,862.552이며 유의확률이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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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ɑ≤0.001에서도 단위행렬

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

인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공통요인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Measurement item
Factor

Community
1(performance)

Performance6 .901 .811
Performance1 .864 747
Performance3 .860 .740
Performance8 .851 .725
Performance4 .847 .718
Performance7 .836 .699
Performance5 .821 .673
Performance2 .801 .641
ɑ Coefficient .944

Characteristic value 5.753
Dispersion(%) 71.911

Accumulation(%) 71.911
KMO measurement=0.929 χ²=1,862.552  df=28  

p=.000

<Table 6> Factor analysis result of job 
performance

연구 설계 시 선행연구를 근거로 1개의 요인으

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유 값 1을 기

준으로 5.753의 고유 값을 가진 1개의 요인을 추

출하였다. 요인 1은 71.911%를 설명하고 전체분

산의 71.911%를 설명함으로써 측정한 변수들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또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검

정 결과 1개 요인의 Cronbach's ɑ 값이 0.9 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의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2. 연구가설의 검정

가. 가설 1의 검정

가설 1 :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직

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 1은 다음과 같

다.
① 연구모형

 
 =        

단,   : 직무만족   χ : 개인역량

      = 지식역량,   = 태도역량,

      = 기술역량

    , ,  :모수(회귀계수)

     : y 절편,   ε : 오차항

독립변수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 요

인분석에 의한 각 요인점수와 매개변수인 직무만

족의 요인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Division
Non-standardize

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β S.E. β

Constant -2.4E-
16 .052  .000 1.000

Knowledge .319 .053 .319 6.709 .000
Attitude .287 .053 .287 5.472 .000

Skill .232 .053 .232 4.412 .000
         R²=0.238    F=28.786    p=0.000

a dependent variable : job satisfaction
*p<0.1, **p<0.05

<Table 7>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job satisfaction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238이므로 독립변수

들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8%임을 알 수 

있고, F값은 28.786이다.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지

식역량, 태도역량 및 기술역량이 각각 유의확률 

0.000이므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독립변수인 개인역량(지식역량, 태도역량, 기술

역량)이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다.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

면, 지식역량(t=6.709, p<0.01), 태도역량(t=5.472, 
p<0.01), 기술역량(t=4.412, p<0.01)이 각각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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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개인역량의 3가

지 요인 중 지식역량(β=0.319)이 가장 높게 나타

남으로써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나. 가설 2의 검정

가설 2 :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직

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 2는 다음과 같

다.

② 연구모형

 =        

단,  : 직무몰입   χ : 개인역량

      = 지식역량,   = 태도역량,

      = 기술역량

    , ,  :모수(회귀계수)

     : y 절편,   ε : 오차항

독립변수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 요

인분석에 의한 각 요인점수와 매개변수인 직무몰

입의 요인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173이므로 독립변수

들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7.3%임을 알 수 

있고, F값은 19.310이다.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지

식역량, 태도역량 및 기술역량이 각각 유의확률 

0.000이므로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독립변수인 개인역량(지식역량, 태도역량, 기술

역량)이 매개변수인 직무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다.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

면, 지식역량(t=6.441, p<0.01), 태도역량(t=3.086, 
p<0.01), 기술역량(t=2.632, p<0.01)이 각각 직무몰

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개인역량의 3가

지 요인 중 지식역량(β=0.352)이 가장 높게 나타

남으로써 직무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Division
Non-standardize

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β S.E. β

Constant 1.434
E-16 .055  .000 1.000

Knowledge .352 .055 .352 6.441 .000

Attitude .169 .055 .169 3.086 .002

Skill .144 .055 .144 2.632 .009

         R²=0.173    F=19.310    p=0.000

a dependent variable : job involvement

*p<0.1, **p<0.05

<Table 8>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job involvement

다. 가설 3의 검정

가설 3 :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직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 3은 다음과 같

다.

③ 연구모형

 =        

단,   : 직무성과   χ : 개인역량

      = 지식역량,   = 태도역량,

      = 기술역량

    , ,  :모수(회귀계수)

     : y 절편,   ε : 오차항

독립변수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 요

인분석에 의한 각 요인점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

과의 요인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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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Division
Non-standardize

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β S.E. β

Constant -1.4E-
16 .053  .000 1.000

Knowledge .367 .053 .367 6.895 .000
Attitude .276 .053 .276 5.188 .000

Skill .074 .053 .074 1.392 .165
         R²=0.217    F=25.467    p=0.000

a dependent variable : job performance
*p<0.1, **p<0.05

<Table 9>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job performance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217이므로 독립변수

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1.7%임을 알 수 

있고, F값은 25.467이다.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

인역량에서 지식역량과 태도역량이 각각 유의확

률 0.000이므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나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개인역량 중에서 지식역량과 태도

역량이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반면 기술역

량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면, 지식역량(t=6.895, p<0.01), 태

도역량(t=5.188, p<0.01)이 각각 직무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술역량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값을 가

지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역량이 반드시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

영한다. 특히 개인역량 중에서 지식역량과 태도

역량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각각 영향력을 나타내는 베타 값

이 0.367, 그리고 0.276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태도역량은 0.74로 낮게 나타났다.

라. 가설 4의 검정

가설 4 :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직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를 검정하기 위한 회귀모형 4는 다음과 같다.

④ 연구모형

 =    

단,   : 직무성과   χ : 직무만족

    : 모수(회귀계수)     : 절편   

   ε : 오차항

매개변수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만족 요

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의 요인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

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138이므로 독립변수

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3.8%임을 알 수 

있고, F값은 44.641이다.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Divis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

ue
β S.E. β

Constant -6.9E-19 .056  .000 1.000

Job 
satisfaction .372 .056 .372 6.681 .000

         R²=138    F=44.641    p=0.000

a dependent variable : job performance

*p<0.1, **p<0.05

<Table 10>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매개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

면, 직무만족(t=6.681, p<0.01)이 직무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베타 값

이 0.372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무만족이 높을

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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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몰입은 직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를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 5는 다음과 같

다.

⑤ 연구모형

 =    

단,  : 직무성과   χ : 직무몰입

    : 모수(회귀계수)     : 절편   

   ε : 오차항

매개변수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몰입 요

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의 요인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

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395이므로 독립변수

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9.5%임을 알 수 

있고, F값은 181.637이다.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몰입이 직무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Division
Non-standardize

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

ue
β S.E. β

Constant -1.9E-
16

.047  .000 1.00
0

Job
involvement .629 .047 .629 13.477 .000

         R²=395    F=181.637    p=0.000

a dependent variable : job performance

*p<0.1, **p<0.05

<Table 11>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job involvement and job 
performance

매개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

면, 직무몰입(t=13.477, p<0.01)이 직무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직무몰입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베타 값

이 0.629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무몰입이 높을

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

량과 직무만족,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관

한 연구로 선박수리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확인하

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구축

하고 설문지와 다섯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

다.
첫째, 선박수리업의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선박수리업의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선박수리업의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선박수리업의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선박수리업의 종사자의 직무몰입은 직

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선박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

로 직접 방문하여 300부를 설문조사하고 분석이 

가능한 자료 280부를 활용하였다. SPSS ver. 20.0
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은 지식역량, 태도역량, 기술역

량의 3가지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무만

족, 직무몰입 및 직무성과는 각각 1가지 차원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선박수

리업 종사자의 개인역량과 직무만족 간의 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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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택되었고 개인역량의 3가지 차원인 지식

역량, 태도역량 및 기술역량도 모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인역량과 직무몰입 간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고 개인역량의 3가지 차원인 지식역량, 
태도역량 및 기술역량도 모두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인역량과 직무성과 간의 가설은 지식

역량, 태도역량은 채택되었으나 기술역량이 기각

되어 지식역량 및 태도역량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간의 가설은 채

택되어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그리고 직무몰입과 직무성과 간의 가

설은 채택되어 직무몰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선박수

리업 종사자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역량이 

직무성과에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선박수리업의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준다

는 점은 개인역량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과 같은 

부수적인 요인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3D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박수리업은 작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게 현

실이다.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직

무몰입에 영향을 준다면, 이 또한 직무성과로 이

어질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

업장 내의 안전 관리자 배치, 안전시설 확보, 작

업시간 준수, 작업장 위험관리 등 선진국의 기준

에 준하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수리업의 개인역량 유지를 위한 직

무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역량이 직무만족, 직무몰

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를 토대로 더욱 더 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직장 내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

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개인역

량이 직무만족,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과 선박수리업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직

무몰입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실증

연구로서 선박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선박수리를 하는 선주, 선박

관리업자 등 이용자들의 인식을 측정하지는 못한 

것이 한계점에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

한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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