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http://doi.org/10.22629/kabh.2022.37.1.005
논문접수일：2022.01.19
최종수정일：2022.02.22
게재확정일：2022.02.28

｢경영사연구｣ 제37집 제1호(통권 101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22. 2. 28, pp. 111~129

씨월드고속훼리 창업자 이혁영의 경영철학
관점에서 본 성공요인 연구*
조 영 석**
15)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운송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기업의 성공요인 및
경영자의 경영철학을 분석하였다. 연안운송 중에서도 여객운송업은 카페리 또는 차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과 여객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운 경영의 특
성상 화물운송업보다 안전 및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업 이후
우리나라 연안운송업계의 대표적인 성공기업으로 나타난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성공요인
을 분석하고 그 바탕이 되는 경영철학을 경영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전남 목포에
본사를 두고 한국 최대의 연안 여객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창업
초기부터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면서 20년 이상 우리나라 연안 여객운송업계의 독보적
인 1위 업체로 전체 해상여객 운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승객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며 경영의 최우선 과
제”라는 고객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연안운송업 환경 하에서 차별화된 전
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형 크루즈카페리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씨
월드고속훼리(주)의 성공요인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
온 창업자 이혁영 회장의 경영철학에 큰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한국의 오나시
스’로 불리우는 이 회장의 주요 경영철학은 고객과 직원이 동행하는 신뢰경영,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주의 경영, 봉사와 사회적 책임중시 경영,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
는 혁신경영 네 가지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연안 여객운송업을 선도하고 있는 씨월드고
속훼리(주)의 성공요인과 경영철학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운 경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는데 연구의 공헌점이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씨월드고속훼리, 연안운송업, 여객운송업, 이혁영 회장,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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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남해안에는 3천여 개가 넘는 섬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섬과 육지를 오가며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연안운송업은 연안
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연안운송업 중에서 여객운송은 카페리(car ferry) 또는
차도선1)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지역을 왕래하는 여객과 여객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연안 여객운송업은 해운 경영의 특성상 화물운송업보다 안전 및 책임경영이 더
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연안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대부분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1천톤 미만의 소형선박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여객운송
의 안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이고, 해운사업의 위험
성이 크기에 성공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연안운송업계의 성공사
례를 분석하는 것이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연안 여객운송업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찾아 성공요인과 경영자의 경
영철학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먼저, 연안운송 관련 통계자료 및 재무제
표 등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안운송업을 분석하였다. 기업분석은 경영사적 연구방법
을 택했고 이 중에서도 기업가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기업가정신 및 경영철학을 연구
했다. 공식 자료가 많지 않아 언론 인터뷰 및 기사를 활용하였고, 수차례의 직ㆍ간접
면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연안운송업 총 66개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및 경영철학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운 경영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남 목포에 본사를 둔 씨월드고속훼리(주)(http://
www.seaferry.co.kr)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페리크루즈 2척(퀸제누비아 27,391G/
T, 퀸메리13,665G/T) 및 초고속페리 1척(퀸스타Ⅱ, 364G/T)을 운영하면서 20년 이
상 우리나라 연안여객 운송업계의 독보적인 1위 업체로 전체 해상여객 운송의 약 10%
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3
장에서 우리나라 연안운송업의 현황 및 여객운송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 국내
최대의 연안여객선 회사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주요 실적과 이혁영 회장의 경영철학을
분석한 다음,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1) 차도선(車道船)은 여객선의 한 종류로, 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
치된 카페리선과 비교할 때 차도선은 화물적재구역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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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연안운송업 관련 연구
안기명ㆍ이기환(1999)는 연안여객선 업체별 재무상태에 대한 구조적 변동에 대한
분석과 연안여객선업체의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하여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과의 차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제시하였다.
Kim(2006)은 우리나라 연안여객항로 시장변화 추이를 진단하고, 연안여객의 항로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내외부적인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여객업의 발
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까다로운 정부의 규제와 터미널, 선착장 등 부대시설 부족, 야간
운항의 제한, 여객선 항로상의 유도선 중첩취항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hn et al.(2007), 안기명 외(2008)는 연육연도사업 관련 연안여객선의 피해보상을
위한 종합조사를 통해 연안여객항로에 연륙교 건설이 진행될 경우 이용객 감소로 대다
수의 업체가 폐업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주
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간 영업이익의 6.3년치를 보상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노창균ㆍ신해미(2009)는 AHP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효율적
인 운영주체 선정시 공익성과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경제성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갖
는다고 주장하였다.
장명희(2010)는 연안여객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을 통하여 상위 50개 항로를 분석
한 결과, 안골-간곡, 진리-점암, 모슬포-마라도, 송곡-상정, 목포-외달 등 5개 항로가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항로로 분석되었다.2)
김명재(2012)는 우리나라 연륙교 등으로 인한 연안여객 항로의 피해에 따른 보상사
례와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해운법에 제시되어 있는 보
상법 내용은 그 근거와 보상범위가 모호함을 밝히고 연안여객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법 마련에 대한기준을 제시하면서 영업권 감가상각 기간인 5년 이상의 영
업이익을 보상이 필요함을 구체적 근거로 제안하였다.
조건식ㆍ여기태(2013)는 투입변수로 속력, 총톤수, 운항거리를 선정하였고, 산출변
수로 연간수송실적을 바탕으로 연안에 인접하여 위치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
2) 위 5개 항로 중 모슬포-마라도 구간만 남게 된다. 안골-간곡은 2011년 거가대교 개통, 송공-상정
은 2017년 장보고대교 개통, 진리-점암은 2021년 3월 임자대교 개통으로 폐쇄되었으며, 목포-외
달은 2025년을 전후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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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DEA-CCR 모형과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연안여객 항로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김율성 외(2016)는 연안여객운송사업자는 6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연안 여객운송
업은 영세한 시장 크기에 반해 경쟁이 치열하여 수입구조가 열악한 상태로 판단하였
고, 이 중에서 제주지역이 승선율 및 운송효율성이 높아서 성장성, 안정성, 생산성 모
든 지표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장철호(2018)는 DEA모형과 Malmquist 지수를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안여객 운송업체들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내 연안 여객운송업은 최근 해양 관광수요 증가라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적
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운영 비효율의 원인은 경영 및 운영상의 요인보다 물리적 규모
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업체별 규모수익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업체별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영석(2019)은 연륙교 및 해상교량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 관광상품 다양화 및 서비
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추진 및 준공영제 조기도입 정책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륙교로 인하여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던 차도선이 폐업되는 경
우 그에 따른 타당한 영업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경영철학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 씨월드고속훼리(주) 창업자 이혁영 회장의 성공요인을 경영철학 관점의
리더십으로 종합해 볼 때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
다.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주요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번트 리더십의 창시자인 Greenleaf(1970)는 모든 인간은 서번트의 천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에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와 종업원 및 고객, 공동체를 우선
으로 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돕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하인이라
는 뜻의 서번트(servant)와 리더(leader)라는 상반된 단어를 결합하며 구성된 서번트
리더십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Journey to the East)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졌다.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학자들
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개념적으로 일치된 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Spears(1995)는 Greenleaf(1970)의 서번트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경청, 공감, 치
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젼의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 10가
지의 하위 행동특성을 제시하였다. Sims(1997)은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특성을 솔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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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공유비전의 촉진, 타인의 필요를 위한 노력, 성장,
공동체 형성과 협력 장려 등의 7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가 부하의 성장을 도와 공동체와 팀워크를 형성하는 리
더십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신뢰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직원과 고
객과의 의사소통을 우선으로 하며,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봉사하는 리더십으
로 설명할 수 있다(김정광ㆍ송병주, 2011).
최종태(2013)는 한라그룹의 창업자인 정인영 회장의 탁월한 경영철학과 리더십을
고찰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핵심요인으로 보았다.
박영기ㆍ박재성(2015)은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의 기본욕구에 토대를 두고,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에게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eter Drucker(1999)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지식 근로자들은 부하가
아닌 동료 경영자로, 그리고 피고용자가 아닌 동업자로 인정해 줌으로써 조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이명신 외, 2012). 특히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부하직원에 대한 솔선 봉사가 부하직원의 조직에 대한 헌신과 직무만족, 그리고 초역
할 행동 등으로 연결됨을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서번트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만
족,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유효성 요인뿐만 아니라 신뢰, 임파워먼트 팀웍 등 다양한 조
직관련 요인에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연안운송업과 여객운송에 대해 살펴본
후, 씨월드고속훼리(주)와 이혁영 회장의 경영철학을 분석한다.

Ⅲ. 우리나라의 연안운송업 및 여객운송
1. 연안운송업 및 연안여객 운송의 특징
연안운송업은 국내항 간 여객 또는 여객 및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
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2호)을 말한다. 여기서 국내항이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
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안운송의 역할은
육지와 도서지역, 도서와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되며 주로 섬에 살고 있는
주민과 섬 관광객의 수송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수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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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송업은 화물운송업과 여객운송업으로 구분되는데,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는 화물운송업 792개사가 1,970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고, 여객운송업은 66개사에
서 162척의 선박으로 영업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화물
운송으로 868억원, 여객운송 1,660억이었으나 2020년에는 화물 1,124억원, 여객
1,214억원으로 총수입이 7.5% 감소한 가운데 화물운송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해운조합, 2021a).
한편,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3년 1,606만명을 기록하였다
가, 세월호 침몰사고(2014.4.16) 발생으로 2014년은 1,427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7년 1,691만명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연륙교 개통 증가 등으로 2018년과 2019
년에 1,460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며
1,060만명(일반인 72%, 도서민 28%)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섬 거주민
이 아닌 해양관광객 등 일반인의 이용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객운
송 수입은 2016년 3,018억원으로 2007년 1,835억원 대비 64.4%가 증가하였고 여객
수입이 62.2%, 여객화물수입이 3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운조합,
2021b; 해양수산부, 2017).
그런데 2020년말 현재 연안여객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162척 중에서 3천톤(G/T)급
이상은 7척(4.3%)에 불과하며, 79%가 5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연안
여객 운송은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 외에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형선박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며, 여객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지배되는 독ㆍ과점시장 구조
로 형성되어 있다. 연안여객의 수요는 섬에 살고 있는 도서민과 일반 관광객으로 구성
되며, 도서민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반 관광객은
약 70~75% 수준이다.

2. 연안운송 항로 및 여객선 현황
해양수산부(2021) 통계에 의하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말 현재 우리
나라 연안여객선 항로는 총 104개가 운영 중이며,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는 77개
항로, 135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2019년 연안여객선 전체 수송실적 1,458만명
중 일반항로 수송실적이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요부족으로 민간
운영이 곤란하여 국고보조여객선(소형 차도선)이 투입되어 운항되는 보조항로가 총 27
개 항로에서 27척이 운항 중인데 다수 기항하는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보조항로는
갈수록 점유비율이 낮아져 전체 이용객의 2010년 이후 약 3% 정도에 불과하다.
전남에는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2,165개(유인도는 272여개로 전국 유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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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차지)가 있으며3),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여객항로 중에서 55개(52.9%) 항로,
86척(53.1%)이 운영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항로 중에서
목포-제주 등 일부 장거리 항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도서민 운송 중심의 소규모 항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일반항로의 60%를 차지한다. 보조항로
는 52%인 14개(14척) 항로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안여객운송 항로 및 선박수
구분
계

항 로 수

(2020.12.31.기준)

선 박 수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104

77

27

162

135

27

업체수
66

출처：한국해운조합(2021a)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연안여객선사는 총 60개사가 운
영 중이며, 38개사(63%)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36개사(62%)가 보유선박 2척 이하로
영세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연안여객의 총 매출액은 2,800억원(업체당 47억원)
이며 총 영업이익은 157억원(업체당 2.7억원)에 불과하여 항공ㆍ버스 등 여타 육상교
통에 비해 영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여객수입 1,550억
원(55%), 화물수입 1,250억원(45%)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고속버스 사업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업체수는 7.5배나 된다. 내항여객운송에 발급된 면허
는 2016년말 현재 99개인데 그 중 86%인 85개 항로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해양
수산부, 2017)
<표 2> 여객운송사업 간 총 매출 및 업체별 평균 매출액(2015년 기준)
구 분

업체 수

매출액(억원)

업체 평균(억원)

시외버스

70

15,817

226

고속버스

8

6,829

853

연안여객

60

2,800

47

정기항공

27

214,380

7,940

출처：해양수산부(2017)
3) 전국의 섬은 2019년말 현재 3,352개이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 465개, 무인도 2,887개로 조
사되어 있다(https://islands.jeonnam.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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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 운송은 육지와 섬을 잇은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도서지역의 경제활동과 관
광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운송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대중교통수단
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소홀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안여객 운송은 웰빙 및
체험관광 선호 현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맞물려 2014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매
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타 교통편에 비해 비싸고 불편한 서비스
와 안전문제 우려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해운조합(2021a)의 연안해운 통계연보를 통해 연안여객선 현황을 보면, 2020
년말 현재 총 162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선종별로는 차도선 105척(64.8%), 카페
리 선박 12척(7.4%)으로 여객ㆍ화물 겸용선이 72%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객ㆍ화물
겸용선은 세월호 사고(2014.4.16) 이후 선령제한이 강화(선박 최대운항 가능연령 30
년→25년으로 단축)된 선종으로 노후여객선의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에서 여객선의 선령 현황을 보면, 선박 노후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
체 연안여객선 2015년말 기준 169척 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은 51척으로
30%(2007년 6%에서 급증)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화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 이는
1999년 중고선 수입자유화에 따라 대부분 일본에서 15년 이상된 노후 중고선을 수입
하여 투입한데 기인하고 있다. 선박 노후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2005년부터 선령 15년
미만 선박은 신규투입이 불가능해 졌으나, 이미 진행된 여객선의 노후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2009년 선박 연령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면서 노후화 문
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4)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안여객선사의
영세성, 수익성 저하, 민간 금융기관 대출 곤란 등이 선박노후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2015년부터 노후선박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규제 및 선박 현대화 사
<표 3> 연안여객선 선령 현황(연도말 기준)
구 분

5년 이하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25년

25년 초과

2020년

55

30

22

30

17

8

2015년

21

21

29

37

46

5

출처：한국해운조합(2021a)
4) 2009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규제
완화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중요 원인 중 하나였다. 2012년 세월호 수입당시 연령이 18년이어서
연령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16년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변경했으나, 기존 선박은 유예하며 엄격한
검사로 대체 하였다. 선령이 20년된 유ㆍ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
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는 경우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 선
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세월호와 같은 유형인 카페리는 25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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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원으로 2020년말 현재 20년 초과 노후선박 비중은 15%로 급감한 반면, 선령 10
년 이하의 선박 53%를 차지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아울러 선사의 영세성, 사업 수익성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선박금
융, 신용보증기금 등 선박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 자금 제공원이 되는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필
요가 있다.5)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공공부문에서 연안여객선 운영에 참여하는 (준)공영
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연안여객 요금이 버스, 철도 등의 육상
교통편에 비해 단위운임이 2배~최대 11배나 높아 운임조정이 필요하며 서비스 향상이
시급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Ⅳ. 씨월드고속훼리(주)와 이혁영 회장의 경영철학
1. 국내 최대의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주)
1)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성장 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연안 여객운송업은 육상, 항공운송에 비해 매우 취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제반 환경 속에서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성과는 매우 놀
라운 실적이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1998년 9월 30일 창립 이후 20년 이상 여객ㆍ화물 수송량에
서 국내 최대의 여객선사로 연안여객운송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목포-제주 항로와 제주-우수영 항로 등 2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여객 운송업체들이 1천톤급 미만의 영세한 규모인데 비해, 씨월드
고속훼리(주)는 국내 최대의 선사로 초대형 크루즈 2척(퀸제누비아 27,391G/T, 퀸메
리 13,665G/T)과, 364톤급 쾌속선 1척을 운항하고 있다. 초호화크루즈 카페리 퀸제
누비아(Jenuvia)호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여 2020년 9월 취항하여 목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6)
5) 일본은 1957년 대형 연안여객선 안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1959년 선박공유건조제도(Joint
Ownership Shipbuilding Scheme: JOSS)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으며, 독일, 노르
웨이, 덴마크 등은 펀드 형태로 연안여객선 선박을 건조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
원, 2014).
6) 길이 170m, 폭 26m에 470개 객실을 갖추고 승객 1,300명과 차량 380대를 선적할 수 있는 규
모로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활용하여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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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크루즈형 대형 카페리선박을 도입하여 다양한 편의시
설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해상여행의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해양수산부‘2015년 연안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종합최우수선사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를 고급화하고 2013년부터는 철도와 연계하여 수도권 고객
을 유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여객운송업을 선도하는 업체로 우뚝
서 있다. 이러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 고객만족 평가를 처음 실시한 이래, 종
합경영대상을 비롯해 카페리 및 쾌속선 부문 경영대상, 최우수선박 등 7차례 수상한
바 있다.
“승객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며, 경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고객제일주의를 표방하
며 불확실성이 큰 연안 해운환경과 제주항로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
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형 크루즈카페리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경영혁신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전사원이 동참하는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고객과의 동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주)의 회사 연혁 및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8.9.30.

씨월드고속훼리(주) 설립(대표이사 이혁영)

- 1998.12월

목포-제주간 씨월드고속훼리 취항

- 2002.11월

씨월드고속훼리(주) 안전관리 우수선박 지정
카페리레인보우호 취항

- 2003.5월

목포-제주간 뉴씨월드고속훼리 취항

- 2005.7월

해양수산부 제1회 연안여객선 고객만족 종합경영대상 수상

- 2006년

바다의 날 산업포상 수상

- 2007년

추자도 경유 목포-제주노선 초쾌속선 핑크돌핀호 취항

- 2008년

국내최대 15,000톤급(국제톤수) 퀸메리호 취항
국고보조여객선 낙도보조항로 5척 위탁운영

- 2011년

국내 최초 24,000톤급(국제톤수) 씨스타크루즈 취항
주상복합 오피스텔 겸 직원용 숙소 스타팰리스 준공

- 2012년

국토해양부 주관 최우수선박 대상 수상(씨스타크루즈)
6,000톤급 카훼리 퀸스타호 취항(목포-추자도-제주)

- 2013년

해남 우수영 사업소 신설
해남 우수영-제주간 2시간 30분대 퀸스타호 취항

- 2015.10월

프리미엄급 크루즈형 여객선 산타루치노(15,180G/T)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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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5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최우수선사 수상
유럽형 초쾌속선 퀸스타Ⅱ호 취항(제주-추자-우수영)
- 2018.3월

목포-제주 구간 5,700톤급 화물선 씨월드마린호 취항
국내 유일의 초호화크루즈형 카페리 퀸메리호
(13,665G/T, 여객 1,264명) 취항

- 2020.9월

국내 최대 초호화크루즈형 카페리 퀸제누비아호
(27,391G/T, 여객 1,300명, 차량 470대, 최고 24노트) 취항

2) 주요 재무실적 및 현황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자본금 14.76억원으로 주요 재무실적은 <표 4>와 같다. 이를
보면 국내 최대의 연안여객선사로써 최고의 매출액과 영업실적, 재무적 안정을 보이며
연안운송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주요 재무실적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원수

136명

141명

152명

148명

141명

총자산

557.43억원

736.79억원

810.45억원

940.75억원

989.30억원

매출액

774.51억원

830.67억원

811.57억원

744.97억원

691.73억원

여객운송

176.88억원

188.82억원

172.41억원

155.70억원

111.83억원

화물운송

572.07억원

614.59억원

614.79억원

571.30억원

570.20억원

매출액증가율

42.2%

7.3%

-2.3%

-8.2%

-7.1%

순이익

124.91억원

179.35억원

73.66억원

41.20억원

21.20억원

매출액순이익률

16.1%

21.6%

9.1%

5.1%

3.1%

자본금

14.76억원

14.76억원

14.76억원

14.76억원

14.76억원

자기자본비율

76.0%

77.7%

88.7%

95.3%

97.2%

출처：NICE신용평가, 씨월드고속훼리(주) (2021.9.30.다운로드하여 분석)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연안운송업계의 산업평균에 비해 매출액은 8~11배 이상, 순
이익도 5~8배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연안운송업의 최근 추세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여객운송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화물운송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의 매출액 비중이 2016년 3:7의
비중에서 2020년에는 2:8의 비중으로 화물운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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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비
록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화물운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그림 1>은 우리나라 운송업종 평균과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재무안정성 지표
를 그림으로 비교 요약한 것이다. 운송업종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재무종합점수는
80.6점으로 상위 9%, 매출액은 상위 5% 이내의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운송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창립 직후부터 20년 이상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림 1>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재무안정성 지표 요약(2020년 기준)

출처：NICE신용평가, 씨월드고속훼리(주) (2021.9.30.다운로드)

2. 이혁영 회장의 경영철학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8년
9월에 전남 목포에서 설립되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설립된 후, 초기의 어려움
을 이겨내고 국내 최대의 여객선사로 우뚝 선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혁영
회장(1946년생)의 확고한 경영철학이 회사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였으며 서번트 리더
십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회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이던 1972
년, 국내 최초의 철선으로 목포-제주를 오가는 가야호(당시, 514톤급) 사무장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해운업계에 투신하게 되었다. 이후 50여 년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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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타향살이의 난관을 극복하고 해운업체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1992년 설립되어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던 ㈜국제고속훼리에서 임원으
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IMF 외환위기 때에는 선박이 경매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 때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재를 털어 인수한 후 씨월
드고속훼리(주)가 탄생된 것이다.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이웃하던 친구가 운영하는 이
발소를 40년이 더 지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는 의리의 인물이기도 하다.
경상도 출신으로 제2의 고향인 목포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20여년 간을 매년 2~4억
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회봉사 활동에 내놓고 있다.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우는
이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작은 거인, 목포의 키다리 아저씨’, ‘기부 천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수십여 차례의 각종 수상실적을 통해 이름을 떨친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인
물이기도 하다. 이혁영 회장의 주요 경영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같은 한마음으로 고객과 직원이 동행하는 신뢰경영
“사람이 최고의 자산,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신뢰”는 이혁영 회장 인생철학의 근본이
다. 직원과 고객,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근본이라는 신념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
한 경영원칙이다. 거래처, 금융기관과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어떤 일이 있더
라도 지켜졌고 이러한 신뢰경영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시기에는 위
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었고 경영철학의 관점에서도 서번트 리더의 모범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다. 그는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1998년 3월 목포
최초로 양동제일교회 사회선교복지원 내에 경로대학을 설립한 이래, 23년간 학장으로
지내며 경로대학을 이끌어 온 것은 전설에 가까운 일이다. 사회기부금과 별도로 매년
1.5억~2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경로대학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 명예장로로
퇴임한 이후에도 다시 학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목포경로대학은 매주
820여명의 노인들이 출석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로대학으로, 외국어 교양강좌와 건
강관리, 법률 상식, 놀이문화 등 맞춤형 복지를 선사했고, 봄과 가을에는 사비를 들여
제주도 여행과 선진산업 시찰 등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전사원이 동참하는 사회공헌 활동, 헌혈 봉사활동
및 지역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고객과의 동행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무노조 해운기업으로 직원과 투명한 실적 및 수익을 공유하고, 화물운
송 및 관련업체와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
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 연안운송업에서 필수적인 항운노조-하역회사-해운선사 3사는
연계영업을 하면서도 수익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별개의 3개 업종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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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후 매년 말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으
로 수익을 배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신뢰경영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인적 신뢰
의 바탕이 되고 있다.

2)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주의 경영
이혁영 회장은 “승객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며, 경영의 최우선 과제”란 슬로건으로
안전과 고객 서비스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 결과 창립 이후 지금까지 선박사고가 전
무한 무재해, 무사고 여객선사로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창립 20
주년을 계기로 “책임경영과 해운미래전략 구체화로 새로운 도약의 터닝 포인트”로 정
하고 직원들과 혼연일체된 한마음으로 연안 해운산업의 미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비
전을 제시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흑자를 달성해 나가는 경영의 안정과 고객의 안전
을 최우선으로 경영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방향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국내 타 여객선사에 비해 매우 우월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3) 봉사와 사회적 책임중시 경영
이혁영 회장은 회사에서보다 지역을 위한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여서(전남 목포) 벌었으니까 이 지역 불우한 야들(이웃)하고 갈라 줘야지” 구수한 경
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이 회장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역봉사를 위해 내놓은 금액
만도 100억 원을 넘어선다.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은 세
상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면서 해마다 경영이익금의 1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기부금액도 많다. 1999년부터 매년 소년소녀 가
장ㆍ외국인 근로자ㆍ새터민ㆍ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초청해 여름에는 제주도 여
행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선상에서 사랑의 음악회를 여는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명절과 연말마다 기부금을 내어 이웃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목
포, 신안, 해남, 완도 등 전남지역 곳곳에 재난 등 어려움을 때마다 1~3천만원씩의 기
부금을 전달하는 일은 일상에 가깝다. 2008년 목포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재단에 기
부한 금액만도 19년간 4억 6천만원에 달한다.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 지역대학의 재정위원장을 10여년 이상 맡으며 지역의 인재육
성을 위해 대학발전기금을 보탰다.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2004년부터 15
년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특별협찬금 등 4억여원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후원
했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 전국 최우수 지원센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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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여
객선 이용객이 줄어 기업이 어려울 때도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봉사에 나섰다. 기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나눔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봉사와 헌신은 직원들과 한
마음이 되어 공감을 얻어낸 후 이어지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 사회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평소의 이웃사랑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간 덕분에 2016년, 2017년에는 더 큰
성장으로 나타났다.

4)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경영
기업은 미래를 예측하여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선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혁영 회장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혁신으로 한 발 앞선 경영
을 이끌어 왔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 시절에 회사를 설립하였
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경영을 실천하고 있
는 것이다.
해양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1년 국내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크루즈형 대형 카페리선박을 도입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해상여행의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를 고급화하고 2013년부터
는 코레일 철도와 연계하여 수도권 고객을 유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
로 여객운송업을 선도하는 업체로 우뚝 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2005
년 고객만족 평가를 처음 실시한 이래, 종합경영대상을 비롯해 카페리 및 쾌속선 부문
경영대상, 최우수선박 등 7차례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5월부터 기존 운항선박인 씨스타크루즈호를 목포-제주 항로에 KTX를 활용
한 무박 해상여행을 탄생시키며 24시간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제주도로 가는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자 전천후 RO-RO 화물선(roll-on, roll-off 선
박：화물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배에 싣고 내리는 방식의 트레일러 선박)을 도입하여
운영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 덕분에 2017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전년에 비해 30%~50% 급증하는 획기적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의 꾸준한 실적에 크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Ⅳ. 결 론
연안여객 운송은 해상교통 및 해양관광 인프라의 핵심요소이다. 주 5일제 정착, 국
민소득 증가, 섬 관광 활성화 등에 따라 국민의 해양 관광ㆍ레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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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어 해상교통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반면에 해운업의 특성상 위험
요인이 매우 많은 특징을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연안운송업계에서 20년 이상 독보적인 선도업체로 성장
발전해 온 씨월드고속훼리(주)는 모범적인 경영사례이다.
연구의 결과,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승객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며 경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고객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연안운송업 환경 하에서 차별화
된 전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형 크루즈카페리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된다.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성공요인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서번트 리더십
(servant leadeship)을 발휘해 온 창업자 이혁영 회장의 경영철학에 큰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우는 이 회장의 주요 경영철학은 고객과
직원이 동행하는 신뢰경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주의 경영, 봉사와 사회적
책임중시 경영,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경영 네 가지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국내 연안운송업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한 최초의 논문
이라는데 큰 공헌점이 있다. 다만, 해외의 사례 및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하지 못한 한
계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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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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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company and
CEO of the corresponding company that appear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astal transportation industry in Korea. Among coastal transportation,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is responsible for passengers by ferry, and
due to the nature of shipping management, safety and responsible management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Among them, I
would like to analyze the success cases of the Seaworld Express Ferry Co.,
Ltd, which is remarkable leading company of the coastal transport industry.
The Seaworld Express Ferry Co., Ltd headquartered in Mokpo, Jeonnam
province, it has been the No.1 passenger ship company in Korea for more
than 20 years.
As a result of the study, I found that the success factor of this company is
based on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founder Hyuk-Young Lee, who has
demonstrated servant leadership based on a stable financial structure. Chairman
Lee’s main management philosophy is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trust
management accompanied by customers and employees, safety-first management,
service and social responsibility-oriented management, and innovative management
preparing for change and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and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Seaworld Express Ferry Co., Ltd., which
leads the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industry, and suggested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shipping management.
<Key Words> Seaworld Express Ferry Co. Ltd, Hyuk-Young Lee, Coastal Transportation
Industry,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Management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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