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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rista curriculum and sought how to improve them 
by feedback from domestic specialized baristas and comparative analyses of the training programs that take 
place in barista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in curriculum and what to be improved, 
I gained the opinions of 15 experts who are currently teaching students in barista educational institutions 
using Delphi technique. To sum up the opinions of experts, working level education of coffee has to be 
mainly done and substantial educations for employment such as cafe operating technique and marketing are 
needed. In addition, experts suggested enhancing service courses considering the nature of working in contact 
with customers and the course for baking goods that takes up a lot of sal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curriculum in the institutions for baristas, it seems necessary to supplement these training courses that 
experts suggested because the educations are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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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9년 스타벅스 커피 문 이 국내에 진출한 

것을 기 으로 커피빈, 자바커피 등 많은 해외 커

피 문 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왔으며, 국내 기업

들도 커피 문  시장에 뛰어들면서 커피산업은 

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스타벅스, 엔
제리 스커피, 카페베네 등 주요 커피 문 랜드 

매장수가 3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견된다(월간

식품산업 2010). 이는 지난해보다 1000개가량 늘

어난 수치로 원두커피 시장의 규모가 차 커지

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커피수요와 커피 문 이 증가함에 따라

서 커피를 즉석에서 제조하는 바리스타가 새로운 

문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 바리스타

가 으로 알려진 것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아 바리스타에 한 직업 인식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지만 은 층을 상으로 차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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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되고 있으며, 직업에 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 바리스타는 바리스타 양성을 한 문 

사설교육기 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직업 문학교, 학부설 사회교육원과 2년제 

학 등에서 바리스타학과가 신설되어 바리스타 양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리스타를 교

육하는 다양한 교육기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재까지 바리스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한 커피에 

한 학술  연구도 마 이나 산업  에서

의 연구(Kim YO 2003; Jung YW 2006; Kim HB 
등 2007; Ko JY·Seo HJ 2009; Byoun GI 등 2009)
나 문화  의 커피 문  향에 한 연구

(Hwang JS·Doh SJ 2009; Kim GY·Kim MG 2010; 
Chun HY·Kim HY 2010; Gaudio RP 2003; 
Thompson CJ 2004; Ruzich CM 2008)는 최근 활

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망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리스타 련 학과의 교육과정이

나 바리스타의 인 서비스 등 바리스타를 상으

로 한 연구는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바리스타라는 직업군이 

국내에 들어온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바리스타가 증가하고 있는 을 감안

해 볼 때 이 분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커피 문가인 바리스타를 배

출하는 교육기 의 교과과정을 실무  에서 

평가하고 바리스타 육성을 한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바리스타 육성과 같이 

실무 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 에서는 해

당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과 지식에 한 

사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Choi JH·Choi YJ 2010).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바리스타의 직무에 한 장 문가의 

의견을 탐색하고, 이를 토 로 바리스타를 배출

하는 교육기 의 교과과정이 장에서의 바리스

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델 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바리스타 교육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교과과정의 개선방향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연구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바리스타의 직무

바리스타(barista)는 이탈리아어로 ‘바(bar)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업장인 바에서 에스

소 커피기계를 설치하고 에스 소를 조리하

는 바맨(barman)에서 생성된 용어이다. 미국으로 

넘어간 바리스타라는 용어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회(SCAA: Speciality Association of America)에
서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WBC: World Barista 
Championship) 등의 공식 인 행사를 통하여 ‘커
피조리사’라는 직업 인 의미로 리 알려지게 

되었다(Kim YJ․Kim JG 2007). 
직무란 직업상의 주된 업무로 주어진 직책에 

따라 책임성 있게 수행해 나아가야 할 업무를 말

하거나 직책에 따라 부여되어 계속 으로 수행하

는 업무를 의미한다(Kang ES․Chun BG 2008). 
일반 으로 바리스타의 직무는 크게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문가’로서 에스 소 커피를 심으로 커피종

류  품질, 로스 , 커피 련 장비 리, 라떼아트

(latte art) 등 단순히 에스 소를 추출하고 제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인 커피에 한 지식

을 바탕으로 좋은 원두의 선택에서부터 에스

소 커피기계를 완벽하게 활용할  알아야 한다

(Choi JH․Choi YJ 2010). 한 커피머신의 유지

리도 바리스타의 기본 인 직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바리스타는 매장을 책임지는 가장 요

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장의 시설 검과 

시설의 생  청결, 재료 상태 확인, 재고  주

문 체크,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한 마 , 고객

리 등의 업무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수행하기 해서는 매장의 분 기를 이끌 

수 있는 한 리더십과 책임감 등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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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셋째, 바리스타는 고객과의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바리스타는 

고객의 요구를 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정신도 필요하다(Manning P 2008).
Kang SW와 Ko BS(2005)은 와인과 커피 산업

분야의 직무항목에 한 요도를 평가하여 산업

체와 교육기  간의 상호계약에 의한 문 학 

호텔 와인커피 공 교과과정 개발에 한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 식음료와 련된 직무

의 요도는 고객서비스회복, 커뮤니 이션, 서
비스 스킬, 서비스 매뉴얼지식, 갈등조정능력, 와
인이론지식, 외국어지식, 환 서비스론, 스토랑 

수요 측, 커피이론 지식 등의 순으로 나타냈다. 
교육경력이 있는 호텔식음료 문가들은 와인․

커피와 련된 식음료 분야에서 서비스와 련된 

내용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언어(외국어) 분야의 요성을 인식

하고 있었으며, 실질 으로 와인  커피와 련

된 실용 인 지식에 한 인식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와 련되어 있는 교육에 한 

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여겨 볼 부분은 커피와 련된 교

과목의 요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은 이다. 이
러한 결과에 해서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문화 

된 커피 문가에 한 성이 미약하고, 커피

에 한 기계의존성, 메뉴의 단순화, 커피문화에 

한 인식 부족에 기인 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커피에 해 인식이 많

이 변화하 고, 화되었다. 그러나 재까지

도 커피는 기계의 의존성이 크고, 다른 음료직무

와 비교해서 메뉴가 비교  단순한 은 바리스

타의 문성을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Choi JH와 Choi YJ(2010)은 직업교육과정 개

발에 활용되는 Dacum기법을 이용하여 바리스타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바리스타의 직무 역은 

외식창업경 리, 메뉴 리, 에스 소업무, 라
떼아트업무, 핸드드립업무, 로스 업무, 커피향미

평가, 바리스타 업실무, 사이드메뉴 리, 자기개

발업무로서 커피기 지식업무의 10가지가 도출

되었고, 수행 작업은 44개로 나타났다. 교과목에

서 수행 작업의 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가 A로 

나타난 것은 바리스타의 기본 수행 작업과목인 

에스 소 실무론이었다. 교육필요도는 1순 와 

2순 에서 나타났는데, 총 44개 수행 작업  1순
는 27개, 2순 는 17개로 나타났다. 교과목 범

주는 경 기 지식  이론부문이라고 할 수 있

는 외식창업론, 외식마 리, 식공간연출론, 
주방 리론, 메뉴 리론, 외국어, 음료론, 조리원

리, 제과제빵론, 커피학, 구매 리와 바리스타의 

실무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 소실무론, 
라떼아트실무론, 로스 실무론, 커피기계 리론, 
핸드드립실무론, 서비스실무론 등 17개가 도출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교육

기 에서는 바리스타의 통 인 실무 역이라

고 할 수 있는 에스 소업무, 라떼아트업무, 핸
드드립업무, 로스 업무, 바리스타 업실무, 커피

향미평가에 주안 을 두고 교육 로그램을 구성

할 것을 제안하 다.
음료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한 Huh 

JB(2011)의 연구에서는 커피의 화로 인하여 

바리스타라는 직업군이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업

에서의 커피 련 자격증에 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지 하 다. Huh JB(2011)은 바리스타의 

자격증에 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문제 을 

지 하 다. 첫째, 교육시설  시행능력을 갖추

지 못한 사단법인을 통한 다양한 명칭으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커피자격증 발 이 남발되고 있

다. 둘째, 시행하는 사단법인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문제의 합격기 이 다르며, 지원 자격 

 응시료, 시행횟수도 달라 수험자가 커피자격

증 취득을 하기 한 선택의 폭이 넓어 보이지만 

제한되어 있다. 셋째, 학력에 따른 자격증 구분이 

없어 고학력 시 에 자격증에 따른 차별성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커피  와인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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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에 한 신뢰도가 조하기 때문에 국

가기술자격증인 조주기능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음료 문기능사 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

하 다. 

2. 바리스타 교과과정 황

바리스타학과가 개설된 국 4개의 2년제 학

과 6개의 직업 문학교의 교과과정을 학과 홈페

이지의 내용을 기 로 살펴보았다. 재 4년제 

학교에서는 독립 공이나 학과로 개설한 곳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년제 학과 직업 문학교를 비교한 결과 학

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의 수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는데, 2년제 학에 비해 직

업 문학교에서는 이론과목의 수가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식분야의 가장 기본인 식품

생이나 양학 등은 직업 문학교에서는 한 곳

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2년제 학에서도 두 

곳에서만 개설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부분의 교육기 에서는 커피 로스  실습과목

이 개설되었지만 일부 직업 문학교에서는 개설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참조).
커피는 식음료에 포함되는 종류임에도 불구하

고 식음료 개론은 2년제 학  한 곳도 개설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 문학교는 

2년제 학에 비해 칵테일 실무, 제과제빵 실습, 
한식, 양식조리 실습, 디 트 실습 등의 다양한 실

습과목이 개설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한 곳의 학과 두 곳의 직업 문학교에서는 와

인과 커피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2년제 학에 

비해 직업 문학교는 와인학 개론, 와인향의 과

학 등 역시 이론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반면 와인

제조실습과 와인실습, 카페창업 등의 실무과목은 

직업 문학교에서 더 많이 보편 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문 바리스타의 필수 직무 의 하

나인 커피향미 평가와 커피 로스 의 이해, 커피

기계의 이해에 한 이론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교육기 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최근 유망직종으로 자리 잡은 바리

스타의 교육 황을 악하여 바리스타를 배출하

는 교육기 의 교과과정의 문제 과 개선 을 실

무  에서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 그러나 

재까지 바리스타를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

게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양  연구 방법으로 바

리스타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찾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목 을 달성하

기 해서 질 연구의 조사방법  하나인 델

이 기법(Delphi method)을 이용하여 바리스타 직

무  교육방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하 다. 질  연구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상이나 상에 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나 상 이면에 내재한 문화  토양, 
가치체계, 행 의 배경 등을 탐구할 경우, 는 

규모의 표본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Joh 
YH 2002). 

한 질 연구 방법  하나인 델 이 기법은 

어떤 분야의 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

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많은 패 로부터 지리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

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향을 받지 않고 개인

의 의사를 정확히 반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Okoli C & Pawlowski SD 2004). 반복된 설

문을 통하여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서 여론의 분

산 폭을 이고 합의도출을 유도하여 복잡한 문

제를 효율 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델 이 

기법은 본 연구목 을 달성하는데 효과 인 연구

방법이라고 단하 다.
델 이 기법에서 가장 요한 것은 문가 선

정인데, 델 이 기법이 문가  직 을 객 화

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때 조사에 참

여한 문가의 자질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조사 상은 문가로 구성되며, 이 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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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iculums of Barista Education in Institutions

Curriculum

College Job Technical School Division

Naju 
College

Busan 
Women's
College

Baesuk 
Culture 
College

Daegu 
Health 
College

Hotel & 
Tourism
Technical 

School 

Cooking 
Academy
Technical 

School 

Incheon
Literary

Technical 
School 

Korea
Technical 

School

Modern 
Job

Technical 
School 

Food 
cooking
Technica
l School 

Steering 
Subject's 

Sum
Dept. Barista Major in 

Barista
Major in 
Coffee 
Wine

Dept. Barist & 
Sommelier Barista

Dept
Barista
Course

Introduction Food Industry 3
Food Service & Training 1
Food Industry & Data Processing 1
Food Hygiene & Regulations 2
Sitology 2
Dietetics 1
Public Health Engineering 2
Cooking Basic Skill 1
Introduction to Coffee 6
Understanding to Coffee Roasting 3
Espresso Training 8
Cappuccino Training 3
Introduction to Food & Beverage 3
Practical Business Skills to Food & Beverage 4
Tea & Beverage 2
Functional Beverages 1
Hand Drip 4
Coffee Roasting Training 8
Latte Art 4
Understanding Coffee Machine 4
Deli Training 1
Coffee Flavor Evaluation 3
Science of Coffee's Flavor 1
Functional Beverages 1
Practical Business Skills to Cocktail 7
Introduction to Wine 5
Science of Wine flavor 1
Wine Zymurgy 1
Wine Training 6
Brewing Wine 3
Baking and Breadmaking 6
Dessert Training 1
Tea Sommelier 1
Menu Management 5
Cafe Open 5
 Food Prime Cost Management 1
World Food Culture 1
Food Service Foundation 3
Food Service Management 2
Food Service Industry Marketing 3
Cooking 2
Food Quality Management 1
Variation Cooking 3
Table Coordinator Training 4
Western Style Food Cooking 2
Korean Style Food Cooking 1
Hotel Catering 1
In-Service Training 4

Sum 19 19 24 12 10 8 10 8 12 15

자료: 연구자 작성

자의 표성, 성, 문  지식능력, 참여의 성

실성, 참가자의 수 등을 신 히 고려하여야 한다

(Kim BS 1996; Choi YM 2002). 선행연구에 따르

면 문가 패 의 수는 게는 4명에서 1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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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vey Questionnaire

Research process Survey Contents Analysis Methods Survey Methods

1st Survey

-Barista's Job Capability
-Adding Subjects to the Curriculum
-Strengthening Subjects in the Curriculum
-Problems of the Curriculum
-Improvement Methods of the Curriculum

Content Analysis
Unstructured 

Questions

2nd Survey

-Main subject's Importance for Curriculum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Practical Business Skills to 
Coffee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Theory Education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Beverages except coffee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Dessert and Cooking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In-Service Training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cafe foundation 
-Detailed subject's Importance for Service

Frequency Analysis
Kendall's coefficient 
of concordance(W)

Likert scale 
from 1 to 5 

3rd Survey
-Check consensus of opinions between the 2nd results and 
participants 

Frequency Analysis
Kendall's coefficient 
of concordance(W)

Likert scale 
from 1 to 5 

도 효과 인 연구가 가능하며, 반면에 100명이 넘

는 규모의 문가 패 이 운 되기도 한다. 가령 

Anderson D(1995)의 연구에서는 10～15명의 소

집단의 문가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규명하 으며, 델 이 패 의 크기에 

한 상 계에서 평균그룹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그룹의 신뢰성을 최 화시키기 해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 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Ziglio E(1996)의 연구에서는 10～15명의 소

집단 패 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2. 조사 상자  기간

본 연구의 문가 그룹은 바리스타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재 교육기 에서 이와 련된 교육

을 하고 있는 문가 15명으로 선정하 다. 1차 

조사는 1 1 면담을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2차  

3차 조사는 e-mail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1년 2월 7일 부터 2011년 4월 22일 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2차 설문조사는 2011년 

3월 28일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약 12일간 실

시하 다. 3차 조사는 2011년 4월 11일부터 2011
년 4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3. 조사내용

1차 조사를 하기에 앞서 1차 설문지에서 사용

된 항목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기 해서 비조

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는 5명의 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 총 6문항으로 1차 설

문지를 구성하 다. 1차 설문지의 내용은 바리스

타의 직무, 추가되어야 할 교과목, 강화되어야 할 

교과목, 교과과목의 문제 , 교과과정의 개선방

안에 한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
년 2월 21일부 터 2011년 3월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 다.
2차 설문지의 구성은 1차 설문지에서 문가들

이 답변했던 교과과정의 추가과목과 문제 , 개
선방안 등을 토 로 바리스타 학과 교과과정의 

과목(커피실무, 이론과목, 커피  음료, 디 트 

 조리, 장실습, 카페창업)을 선정하고, 과목

의 요도와 주당 필요한 교육시간을 조사하 다. 
한 1차 설문결과를 토 로 각 교과과목의 세부

과목의 요도를 묻는 문항을 리커트식 5  척도

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3차 설문지는 2차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응답의 평균값을 표시하여 동일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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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 Classification N % Item Classification N %

Sex
Male 7 46.7

Academic 
Ability

Graduate 3 20.0

Female 8 53.3
Master's 
Course 1 6.7

Age

20-29 1 6.7 Master 3 20.0

30-39 4 26.7
Doctor's 
Course 2 13.3

40- 10 66.6 Doctor 6 40.0

Work-Site 
Career 

3years 4 26.7

Lecture 
Career

3years 5 33.3

4years 3 20.0 4years 2 13.3

5years 2 13.3 5years 4 26.7

6years 2 13.3 6years 1 6.7

7years 1 6.7 7years 1 6.7

8years 1 6.7 12years 1 6.7

10years 2 13.3 15years 1 6.7

상자들에게 발송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 다.

4. 통계방법

본 연구는 1차 조사에서 내용분석을 실시하

으며, 2차 분석과 3차분석의 결과는 달의 W검

정을 통해 연구 상자들의 일치도를 검증하 다. 
설문지의 자세한 설문내용  분석방법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Ⅳ. 분석결과

1.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본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인구통

계학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과 업경력, 강의

경력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자

는 총 15명이며, 표본의 일반  특성은 <Table 3>
과 같다.

2. 1차 조사의 분석결과

1) 바리스타의 정의에 한 분석 결과

바리스타(Barista)의 사  의미는 이탈리아어

로서 업장인 바 안에서 에스 소 머신을 설

치하고 커피메뉴를 조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1차 설문에서 바리스타의 정의에 한 문가

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리스타는 

커피메뉴의 단순 조리를 넘어 생두의 선택(커핑 

포함), 로스 부터 고객에게 커피를 설명하고 카

페 리를 책임지는 커피 문가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 즉 커피를 만드는 사람

이라는 의미에 맞게 실질 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커피추출에 한 

숙련된 기술 외에도 커피에 한 올바른 지식을 

고객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고객의 입맛

에 최 한 만족을 주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마 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 바리스타의 직무에 한 분석 결과 

1차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연구 상

자들에게 바리스타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바리스타의 직무는 크게 매장운 을 기 으

로 한 구분과 업시간을 구분으로 한 직무 역으

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운 을 기 으

로 한 바리스타의 직무 역은 크게 커피제조, 커
피기계 리, 고객 서비스, 매장 리 4가지로 구

분될 수 있으며, 시간을 기 으로 한 분류는 업

, 업 , 업후로 구분할 수 있다. 매장운 과 

시간을 기 으로 한 바리스타의 구체 인 직무

역별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3) 바리스타 교육에 한 평가

바리스타 교육을 한 교과목의 문제 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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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Job Specifications of a Barista

Standard Job Specifications Contents

Managing 
a Shop

Make Coffee
Espresso Understanding , Coffee Sampling, Coffee Flavor Evaluation, Latte Art, 
Chocolate Etching, Roasting

Coffee Machine 
Management

Hand Drip, Utensils Management

Customer Service Contact Service

Supervising
Business Analysis, Marketing, Workplace Environmental Management, Kitchen 
Management, Tax Accounting, Menu Plan, Menu Price Fixing, Menu Analysis, 
Stock Control, Purchase & Storage Management

Time

Prior to Open

Check Cleaning in the workplace, Goods equpping ,Checking a refrigerator & a 
freezer, an electricity, a light Music, Checking Steam of the espresso machine, 
Check whether the water cuts off or not, Check a pressure pump & boiler pressure, 
Check espresso's powder size & sampling time , Check espresso's taste and flavor, 
Check shortages of every ingredient and ordering, Check subsidiary materials( milk, 
sauce syrup,, ice, etc), Check Bar objects and supplement (shot glass, steam pitcher, 
thermometer, spoon etc), Filter the goods on the self-service table(milk, spice, sugar, 
straws, napkin etc), Check expiration date and make out the account book

Open
Welcoming with customers, Take the customer to the seat, Order and Recommend 
the menu, Making the menu and Serving, Use the ingredient according to first in, 
first out, Refill the menu and Check customer response, Welcoming with customers

Close
Put away and Clean the grinder, Clean the espresso machine, Put away Pitchers, 
Potter filters, shot glasses, Clean refrigerators, a sink, and machines, Cut the power 
supplies

으로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교육에 한 내

용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매 교

육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바리스타라는 직업 

역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 을 차지하

기 때문에 서비스 리능력, 고객 응 능력이 

요하다. 재 많은 바리스타들이 기술 인 부분

은 뛰어나나 고객을 응 하는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국외에

서는 바리스타가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과 함께 

바리스타의 인 서비스에 한 요성이 강조

(Manning P 2008)되어 이에 한 교육이 요하

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에 한 부

분의 교육이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바리스타 교육에서도 서비스에 한 교육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 인 매장을 

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 보강되어

야 학생들이 장에 투입 되었을 때 좀 더 능력 

있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 외식서비스경 , 창

업, 마 , 고객 리, 상권  입지 분석, 메뉴

리, 원가 리 등을 배움으로서 교육과정 이수 후 

커피 련회사로의 취업, 카페 창업 등 더 넓고 다

양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셋째, 
커피가 신선 식품이라는 개념이 아직 부족하다. 
이를 각인시키기 해 철 한 생 리를 한 

식품 생  법규, 식품학과 양학 등의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기 에서 배운 이론과 장

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장실습을 통하여 

장 감각을 배우는 과정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3. 2차 문가 조사 분석결과

바리스타 학과 교과과정의 과목은 1차 문

가 조사결과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커피실무, 이
론과목, 커피 외 음료, 디 트  조리, 장실습, 
카페창업으로 구분하 다. 우선 과목의 요도

를 평균을 기 으로 살펴본 결과 커피실무가 가

장 요한 과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론교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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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eekly Education Hour by Criteria

Practical Business 
Skills in Coffee 

Making

Theory 
Education

Beverages 
except coffee

Dessert and 
Cooking

On-The Job 
Training

Cafe 
Foundation

Mean Time 4.87 3.31 2.37 2.43 6.87 2.37

<Table 5> Priority of Education Criteria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Order of Priority
Practical Business Skills in Coffee Making 1.13 0.34 1
Theory Education 2.44 0.96 2
Beverages except coffee 5.13 1.50 4
Dessert and Cooking 5.31 1.25 5
In-Service Training 4.06 1.61 3
Cafe Foundation 5.75 1.12 6

실습, 커피 외 음료, 디 트  조리, 카페창업 순

으로 검증되었다(<Table 5> 참조).
한편 과목의 주당 필요 교육시간은 빈도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Table 6> 참조). 장실

습이 6.87시간으로 가장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실습의 특성

상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실습 다음으

로는 커피실무, 이론교육 등의 순으로 교육시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6개 과목에 포

함된 세부과목의 요도는 달의 W검증

(Kendall’s W)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Table 7> 
참조). 달의 W검증은 여러 평가자들이 여러 

상들을 평가할 경우 평가자들 간의 동의 측도인 

일치계수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달의 W 검증의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 각 속성에 한 

평가자들의 의견은 상호간의 일치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Ko JY․Jung MR 2006). 달의 W검증 

결과 커피실무, 이론교육, 커피 외 음료, 디 트 

 조리, 장실습, 카페창업의 Kendall의 W값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2차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에

스 스 추출(1 )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 커

피실무와 고객 리(2 ), 메뉴 리(5 ), 제고

리(9 )를 포함하는 장실습이 교과목의 구성요

소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와 함께 커피기계의 이해(3 )와 커

피학개론(4 ) 등 커피와 련된 이론교육도 

요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같은 음료

지만 커피와 무 한 와인교육에 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식조리실습과 양식조리실습도 바리스타 교육

과 크게 련성이 없어 요도가 매우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 Choi JH와 Choi YJ(2010)연구에서는 사

이드 메뉴 리 부분의 ‘제과이해하기’와 ‘제빵이

해하기’ 교육의 요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샌드 치  런치 실습(9 )’, 
‘제과제빵 실습(10 )’ 교육의 요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커피에 한 교육이외에 제과제빵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제
과제빵 교육이 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재 

많은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제과와 제빵이 함께 

매되고 있으며, 매장수입에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3차 문가 조사 분석결과

3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2차 

문가 조사 분석 방법과 같이 달의 W검증

(Kendall’s W)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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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 of the 2nd Survey Analysis
Detailed Curriculum Mean Standard Deviation Ranking Kendall’s W(N=15)

Practical Business 
Skills in Coffee 

Making

Espresso sampling 5.00 0.00 1

Kendall’s W=0.302
Chi-square=58.053

df=12
Sig=.000***

Hand Drip 4.25 0.68 9
Latte Art 3.62 0.71 33
Roasting 3.81 0.83 24
Cappuccino 3.87 0.71 20
 Coffee Flavor Evaluation 3.87 0.71 20
Coffee Cupping 3.81 0.54 24
Green Bean producing district's Characteristic 3.87 0.80 20
Understanding of Green Ban 4.06 0.85 14
Development of Cafe Menu 3.56 0.62 34
Blending 4.00 0.63 16
Understanding of Varieties 3.87 0.88 20
Science of Coffee Flavor 3.25 0.77 39

Theory Education

Understanding Coffee Machine 4.50 0.63 3

Kendall’s W=0.392
Chi-square=75.193

df=12
Sig=.000***

Introduction Food Industry 3.31 0.60 38
Food Hygiene & Regulations 4.06 0.92 14
Sitology 3.12 0.80 42
Dietetics 3.06 0.99 43
Public Health Engineering 3.37 0.95 38
Introduction Coffee Education 4.43 0.81 4
Introduction of Food & Beverage 3.81 0.75 24
Introduction of Wine Education 3.00 1.03 45
Theory of Food Business Foundation 3.81 0.65 24
Theory of Food Management 3.81 0.75 24
Marketing of Food Industry 4.18 0.65 12
World Food Culture 3.18 0.54 40

Beverages except 
coffee

Cocktail Training 3.18 0.91 40

Kendall’s W=0.370
Chi-square=53.252

df=9
Sig=.000***

Kitchen Management 3.68 1.13 30
Functional Beverages 3.68 0.70 30
Tea & Beverage 4.12 0.61 13
Science of Wine flavor 2.93 0.77 46
The Study of Wine brewage 2.81 0.75 48
Wine Training 3.43 1.09 36
Brewing Wine 2.87 0.80 48
Tea Sommelier 3.56 1.03 34
Traditional Wine 3.06 0.77 43

Dessert and 
Cooking

Sandwiches and Brunch Cooking 4.31 0.79 8

Kendall’s W=0.629
Chi-square=60.411

df=6
Sig=.000***

Baking and Breadmaking 4.25 0.57 9
Food Quality Managemen 3.93 0.92 18
Korean Style Food Cooking 2.37 0.80 50
Western Style Food Cooking 2.56 0.81 49
 Table Coordinator Training 3.81 0.65 24
Variation Cooking 4.00 1.09 16

On-The Job
Training

Customer Management 4.62 0.50 2 Kendall’s W=0.211
Chi-square=6.750 df=2 

Sig=.034*
Menu Management 4.43 0.62 5
Stock Control 4.25 0.68 9

Cafe Foundation

Home Cafe 3.93 0.68 18 Kendall’s W=0.322
Chi-square=15.479

df=3
Sig=.001**

Marketing 4.50 0.63 3
Commercial Supremacy Analysis 4.43 0.72 5
Basic Commercial Law 3.68 0.60 30

과 교과과정에 한 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3차 문가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차 

문가 조사와 비슷하게 에스 소 추출(1 ), 고

객 리(2 ), 커피학개론(3 ), 메뉴 리와 커피

기계의 이해(4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조

사와 3차 조사를 통하여 재 교과과정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되는 교과목은 바리스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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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s of 3rd Survey Analysis

Detailed Curriculum Mean
Standard 
Deviation

Ranking Kendall’s W(N=15)

Practical Business Skills 
in Coffee Making

Espresso sampling 5.00 0.00 1

Kendall’s W=0.476
Chi-square=85.713

df=12
Sig=.000***

Hand Drip 4.20 0.67 8
Latte Art 3.40 0.82 25
Roasting 3.93 0.79 15
Cappuccino 3.66 0.81 19
Coffee Flavor Evaluation 3.46 0.74 21
Coffee Cupping 3.26 0.59 26
Green Bean producing district's 
Characteristic

3.60 0.63 20

Understanding of Green Ban 4.06 0.70 13
Development of Cafe Menu 3.26 0.88 26
Blending 4.20 0.67 8
Understanding of Varieties 3.46 0.74 21
Science of Coffee Flavor 3.25 0.77 29

Theory Education

Understanding Coffee Machine 4.40 0.63 4

Kendall’s W=0.579
Chi-square=104.229

df=12
Sig=.000***

Introduction Food Industry 2.86 0.51 41
Food Hygiene & Regulations 3.86 0.63 16
Sitology 3.06 0.59 35
Dietetics 2.86 0.51 41
Public Health Engineering 3.20 0.67 30
Introduction Coffee Education 4.53 0.63 3
Introduction of Food & Beverage 3.46 0.74 21
Introduction of Wine Education 2.73 0.45 45
Theory of Food Business Foundation 3.20 0.67 30
Theory of Food Management 3.13 0.51 34
Marketing of Food Industry 3.73 0.59 18
World Food Culture 3.06 0.70 35

Beverages except coffee

Cocktail Training 2.80 0.56 44

Kendall’s W=0.520
Chi-square=70.249

df=9
Sig=.000***

Kitchen Management 3.00 0.65 39
Functional Beverages 3.20 0.67 30
Tea & Beverage 4.13 0.74 10
Science of Wine flavor 2.40 0.73 46
The Study of Wine brewage 2.33 0.61 49
Wine Training 2.86 0.51 41
Brewing Wine 2.26 0.45 50
Tea Sommelier 3.06 0.45 35
Traditional Wine 2.93 0.59 39

Dessert and Cooking

Sandwiches and Brunch Cooking 4.33 0.48 6

Kendall’s W=0.720
Chi-square=64.839

df=6
Sig=.000***

Baking and Breadmaking 3.80 0.56 17
Food Quality Management 3.26 0.45 26
Korean Style Food Cooking 2.40 0.50 46
Western Style Food Cooking 2.40 0.50 46
 Table Coordinator Training 3.46 0.74 21
Variation Cooking 4.06 0.79 13

On-The Job Training
Customer Management 4.60 0.50 2 Kendall’s W=0.243

Chi-square=7.280 df=2
Sig=.026**

Menu Management 4.40 0.50 4
Stock Control 4.13 0.63 10

Cafe Foundation

Home Cafe 3.20 0.56 30 Kendall’s W=0.860
Chi-square=38.702

df=3
Sig=.000***

Marketing 4.33 0.48 6
Commercial Supremacy Analysis 4.13 0.51 10
Basic Commercial Law 2.93 0.45 39

인 실무 직무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실무 분

야(에스 소 추출, 해드드립, 블랜딩 등)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에스 소

업무, 라떼아트업무, 핸드드립업무, 로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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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업실무, 커피향미평가에 주안 을 두

고 교육 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주장한 Choi JH
와 Choi YJ(2010)의 바리스타 교육 로그램 개발

을 한 기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2차 문가 조사와 3차 문가 조사에서 

모두 고객서비스를 포함하는 고객 리(2 )가 

요과목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바리

스타의 직무 역  서비스 부분이 많은 비 을 차

지하기 때문에 서비스 리능력, 고객 응 능력이 

요하다는 을 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5. 연구결과와  교육과정의 비교

문가조사를 통하여 재 교과과정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교과목은 바리스타의 기

본 인 실무 역인 ‘에스 소업무, ‘라떼아트

업무’, ‘핸드드립업무’, ‘로스 업무’, ‘커피향미

평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 실시되고 있

는 교육기 의 교과과목 운 사항을 살펴보면 10
개의 교육기   ‘에스 소실습’을 실행하는 

교육기 은 8곳으로 나타났으며, ‘카푸치노 실습’ 
3곳, ‘라떼아트’ 4곳, ‘핸드드립’ 4곳, ‘커피로스

’ 3곳, ‘커피향미평가’ 3곳 등 10곳  과반수가 

안 되는 교육기 에서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커피학개론’과 같은 

이론교육도 단지 6곳의 교육기 에서 교과목을 

운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가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

펴보면 같은 음료지만 커피와 무 한 ‘와인이나 

‘차와 음료’, ‘한식조리실습’과 ‘양식조리실습’, 
‘기 조리실습’, ‘식음료 개론  실무’ 등 바리스

타 교육과 크게 련성이 없는 교과목은 요도

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부 바

리스타 교육기 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이 운 되

고 있었다. 한편 2차 문과 조사와 3차 문가 

조사 모두 고객서비스를 포함하는 고객 리(2 )
가 요과목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재 ‘외식

서비스  실습’ 과목을 운 하고 있는 교육기

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재 바리스타 

교육기 의 교과과정 편성이 학습자 심이 아닌 

교수 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커피바리스타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의 공

에 따라 교과목이 편성되다보니 실질 인 바리스

타로서 필요한 문지식 보다는 련된 유사 과

목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바리스타 역이 정식 학문으

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정규 학의 커피바리스타 

문교과의 경우 외부 겸임, 시간강사에 의지하

고 있고 내부 임교수는 외식산업개론, 식품

생법규 등 개론 인 유사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

다. 이는 주객이 도된 상으로서 체계화된 바

리스타 인력양성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바리

스타 교육기 의 실력 있는 바리스타가 양성되기 

해서는 교육 수요자 심의 교과과정이 편성되

어 커피에 한 교육이 좀 더 구체 이면서 문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에 한 국내의 

바리스타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리스타 교

육기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로그램과 비

교분석함으로써  바리스타 교과과정의 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 다. 교과과정의 문제 과 

개선 을 악하기 해서 재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15명의 문가를 상으로 델 이 기

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의견을 도출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

고 있는 문가들은 에스 소 추출에 한 교

육을 바리스타 교육에서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으며, 고객 리, 커피학개론, 메뉴 리와 커

피기계의 이해 순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마찬가지로 2차 조사와 3차 조사를 

통해서도 재 교과과정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

되는 교과목이 바리스타의 통 인 실무 역이

라고 할 수 있는 커피실무 분야(에스 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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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드립, 블랜딩 등)라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리스타의 교육기 에서는 교과과목을 

구성하는데 있어 실무 심의 커피교육이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 으로 취업에 필요

한 카페운 기법  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고객과의 에서 근무를 하는 특

성상 서비스 과목을 강화하고, 매출의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제과제빵에 한 교육도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가조사 결과와 비교

하여  바리스타를 교육기 의 교과목을 살펴보

면 문가들이 원하는 교육 로그램은 매우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과목  교육과정에 

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인

으로써 바리스타 교육기 의 교과과정 편성이 학

습자 심이 아닌 교수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효과 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재 커피산업은 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커

피산업에 한 인식과 더불어 바리스타에 한 인

식이 정 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

의 바리스타 교육은 아직까지 학문 으로나 실무

으로도 체계화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바리스타 교육기 의 교과과정도 커피산업

의 상황을 반 하여 지속 으로 교과과정이 다듬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바

리스타 교육이 좀 더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이루

어져 실질 으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제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수 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명
의 커피 문가를 상으로 델 이기법을 용하

기 때문에 본 연구는 탐색  수 에서 받아들

여져야 한다.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커피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체계 이고 과

학 인 바리스타 교육에 한 시사 이 도출되어

야 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에 한 국내의 

바리스타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리스타 교

육기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로그램과 비

교분석함으로써  바리스타 교과과정의 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 다. 교과과정의 문제 과 

개선 을 악하기 해서 재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15명의 문가를 상으로 델 이 기

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의견을 도출하 다. 문

가의견을 종합하면 바리스타의 교육기 의 교과

과목을 구성하는데 있어 실무 심의 커피교육이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 으로 취업에 

필요한 카페운 기법  마  등의 교육을 필

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가들은 고

객과의 에서 근무를 하는 특성상 서비스 과

목을 강화하고, 매출의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제

과제빵에 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 다. 
그러나 재의 바리스타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

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은 매우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나 문가들이 제안한 교과목들

에 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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