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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mposed of both a research of research literature and empirical analysis. With regard to litera-
ture based, consideration was given to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coffee shops, thhe definition of barista, 
the duty characteristics baristas, and intention to change job. Empirical analysis established hypotheses and 
verified theeffect of duty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 survey to verifying the 
hypothesis of study was performed for 400 baristas who were working at their coffee shops with selecting 
coffee shops randomly in Seoul and Kyeonggi-do. 2012.08.15～2012.08.30, for 15 days, I performed survey, 
without faithless answers and questionnaires which weren't written, I used total 331 papers for actual analysis. 
Collected basic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18.0 program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actori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 on. I suggested like this for managing 
effective human resources. For increasing satisfaction of duty of barista, manager should give opportunity for 
attending important duty to barista, and because of this, barista can feel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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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들어국내식문화는커피시장을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Lee JH 201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피전문점

을 통해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기를 짐작할수 있

다(Jeong JW․Kim SG 2015). 1990년 후반 스타
벅스, 커피빈앤티리프 등과 같은 많은 외국계 브

랜드가국내시장에진출하면서커피전문점시장

이본격적으로성장하였다(Suh JY․Lee HJ 2011).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은 외국 브랜드인 스타벅스, 커피빈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인 할리스, 탐앤탐스, 이디야, 엔제리
너스, 다빈치, 카페베네, 디 초콜릿 등 순수 국내
브랜드 또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프
랜차이즈가아닌개인이직접로스팅하여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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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로스터리 카페 또한, 삼청동, 홍대 주변, 
명동을중심으로계속해서생겨나고있는실정이

다(Kim JE․Jung SH 2011).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시장은 1999년 이후

2011년 현재 100배의 크기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커피산업은 2006년 1조
2,000억 원대에서 2011년 2조 3,000억 원대의 시
장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 중 커피전문점의 시
장은 2006년 2,400억원대에서 2011년현재 약 1
조원대로 급속히 성장하였다(Jung SY 2011).
커피전문점이단순히커피를마시는공간이아

닌 문화의 측면으로 생활에 자리 잡아가는 현상

으로커피시장은꾸준히성장하고있다(Kim DJ․
Lee SG 2014). 현재 커피수입량은 2007년 91,000
톤에서 2011년 130,000톤으로 43.8%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007년 약 2억 3천만 달러에서 2011년
약 7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210.7%가 증가하
였다(Korea Customs Service 2012). 2013년 커피
수입 규모는 약 5억만 불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수입단가하락에의한것이고, 수입량은여전히증
가세를보이고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14).
지금까지 커피산업과 관련하여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품질에관한연구로서비스품질의중요도

성취도에 관한 연구(Kwon DK 2011), 국내와 국
외 브랜드간의 서비스 품질을 비교한 연구(Ryu 
SH․Lee JY․Kim DG 2011) 등이있고, 고객만족
도와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로는 브랜드와 만

족도의관계에관한연구(Park JY․Suk MR 2011), 
SERVQUAL을중심으로고객만족과의재구매의
도와의 관계연구(Kim GJ․Seoung TJ 2011) 등이
있으며, 마케팅관련 연구로는문화마케팅과 구매
의도와의 관계 연구(Park YJ 2013), 선호커피와
세분시장에 관한 연구(Choi SI․Yim ES․Moon 
SH 2012) 등이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활
발히 이루어져왔지만, 양적, 질적측면에서커피
시장의 성장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종사하는 바리스타는 호텔이

나외식산업에서의조리종사자들과는달리음료

조리뿐만아니라, 고객응대, 주문, 서빙등커피전
문점에서요구되는거의모든업무를수행하여야

하는 직업이기에 직무 자체에 특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Kang SM 2015; Kim HY․Bang JY․
Ryu KS 2015).
직무특성과직무만족, 이직의도는오랫동안많

은학자들과실무자들의관심사였으며, 이미산업
전반에 걸친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

행되어 있다. 커피시장이 팽창해감에 따라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에 비하면
커피전문점에서 종사하는 바리스타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피전문
점에 종사하는 바리스타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 
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를주목적으

로 하며, 세부 요인들을 파악하여 커피전문점의
인적 자원관리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는커져가는커피전문점시장에서의인

적자원관리에 사용할 커피전문점에서 종사하는

바리스타에관한직무의특성을파악하고, 직무만
족, 이직의도와의상관관계를파악하여 커피전문
점에서의인적자원관리에효율적인방안을제시

하여숙련도높은바리스타들의고용을유지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특성

직무특성에 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일반화된

이론은 Hackman & Oldham(1975)의직무특성모
델이다. 직무특성에관한선행연구들에서도대부
분 Hackman & Oldham(1975)에 의해 정리된 5가
지 핵심직무차원 즉, 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직
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기본적인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Kim SJ․Jun HW 2008; Choi HS 
2013). 직무다양성(job variety)은 직무의 범위를
넓게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체성(task identity)
은 노력의 결과와 직무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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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은 본인의 직
무가다른 사람의 직무에미치는영향 정도와 중

요도를 의미하고, 직무자율성(task autonomy)은
직무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것을 할 수있는

정도또는재량권을의미한다. 끝으로피드백(task 
feedback)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특성은 종사자들의 동기 부여(mo-

tivation), 만족(satisfaction), 몰입(commitment), 성
과(performance)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Becherer, Morgan & Richard 1982) 직무특성이
긍정적으로 지각되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직

무에 대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Song BS 
2005; Han KH 2007). 이처럼, 직무자체의특성이
직무 동기나 만족,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된다(Song JH․Lee BK 2009).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Kim HS(2014)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영향요인을 반드시 고려하

여 인사관리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직무특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의 핵심적

직무차원 5가지 외에 “경험성”이라는 직무 차원
을 추가 하고자 한다. “경험성”은 업무수행을 통
해 긍정적인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정도라

고 할 수 있다(Kim MS 2008).

2.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

면 직원이 실제적으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보상의 수준을 초과한정도 (Porter LW 
& Lawler EE 1968), 개인이직무에서얻어지거나
경험하는 욕구만족 정도의 함수(Mc Cormick EJ 
& Tiffin J 1974), 개인이자신의직무나직무경험
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생기는 유쾌하거나 긍정

적인 감정 상태(Locke EA 1976)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란 단지 직무하나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따른 인간
관계, 직무와 관련된개인의감정적태도,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등의 여러 다른 요소를 포함한정

서적반응(Kim BG 2006), 직무에대한개인의감
정적태도(Kim HI․Lee EJ․Choi SG 2010), 자신
의 직무와 이로부터 누릴 수 있는 임금, 성취, 승
진기회 등의 여러 가지 직무조건에 대하여 얼마

나 만족하는가 하는 물리적, 심리적 만족에 대한
인식 정도(Jang HR․Kim KS․Ahn HM․Jhun 
KC 2013) 등으로 정의했다. 
직무만족은조직뿐만아니라, 개인적성과들과

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pay), 승진(promotion), 감독(supervision), 

복리후생(fringe benefits), 성과보상(contingent re-
wards), 작업 여건(operating conditions), 동료(co- 
workers), 직무특성(nature of work), 그리고 의사
소통(communication) 등은 직무만족에 관련된 주
요 요소이다(Spetor 1985; Kim EH․Shin AS 
2006). 외식산업은인적자원에대한의존도가매
우 높은 산업으로 서비스 제공태도는 기업의 성

과로이어지기때문에종사원들의인적관리에서

직무만족은 기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Yun GA․Rha YA․Lee JH 2013). 커피전문점
또한 외식산업의 일종으로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커피바리스타를 대상
으로한 Lee SH(2015)의연구에서는훌륭한바리
스타 종사원을 소유한 커피전문점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중요

시 된다고 하였다. 

3. 이직의도

이직의도의개념을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이

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직(turnover)은 종
사원이자신이소속되어있는조직으로부터이탈

하는것(Chung KY․Kim WD 2008), 넓은의미로
조직구성원의이동을포함하지만, 협의로는재직
(job tenure)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현재의 업무
를 그만두고 다른 직무나 조직으로 옮겨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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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말한다(Lee SY 2012; Lee HS․Lim SH 2013). 
이직의개념과더불어이직의도란조직의구성

원이구성원이기를포기하고, 현직장을떠나려는
의도(Meyer JF․Allen AJ 1984)이며, 종업원자신
의 주관적 견해로서 가까운 시일안에 조직을 떠

나려는 성향이다(Mowday RT․Poter LW․Steers 
RM 1982).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수있으나, 선행연구들의대부분에서직무만
족을이직의도와깊은상관관계가있다고입증하

고 있다(Yoon HH․Kim YJ․Jung HS 2011; Lee 
JH 2012; Yeo KO․Bae SJ․Jin YH 2012). 
기업의 이직률은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Kim JH․
Song GS․Lee GS 1998). 따라서, 기업은 종사자
의이직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이직관련원

인변수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여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Jung YJ․Kang SH 
2016). 

Kim JK․Yun JS(2011)은 종업원이 이직과 관
련한 심리적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직에

부정적영향을가져오기때문에조직의관점에서

는 종업원의 이직에 대한심리적상태를 잘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바리스타의 직

무특성이 직무만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

형을 도식화 하였다. 인과적 설명체계를 구축하
면, 독립변수로 기술(기능)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경험성으로 총 6개
이며, 종속변수로 직무만족과이직의도를선정하
였다.

2. 연구가설 수립 및 조작적 정의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1)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는 Turner & Lawrence(1965)의 연구에서 직접적
인관계가있음이밝혀졌고, Kiggundu(1983)는직
무특성은 직무만족, 내재적 작업동기, 직무몰입, 
성장만족, 이직경향과높은상관관계가있다고증
명하였다. 

Spector(1986)의 실증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의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직무몰입, 성
과 및 동기부여 수준이 높게나타나는 것을 증명

하였고, Fried & Ferris(1986)는 직무특성모형의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직무특성 수준과 결과 간

에는정(+)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증명
하였으며, 직무성과를높이기위해정체성과피드
백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
로 Cho SB․Kim SY․Jeong SH(2009)은 지식을
조절변수로한직무특성과직무만족간의연구를

통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간의 높은 유의수준과

상관관계가있음을검증하였고, Kim MS(2008)는
기존의직무특성차원외에경험성, 갈등성두가
지요인을추가하여공무원을대상으로연구하여

환류성, 경험성, 자율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
향이 있다고 증명하였다.
본연구에서는직무특성을 Hackman & Oldham 

(1975)에 의해 정리된 5가지 핵심직무차원인 직
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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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 모형에 Jansen PG․Kerkstra M․Abu-Saad 
HH․Van Der Zee J(1996)이 제시한경험성(성장
가능성)을추가하여총 6개의 하위요인을사용하
여 연구하였다. 

연구가설 1. 바리스타의직무특성이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무특성과 이직의도

직무특성과 이직의도간 관계에 대해서 Kim 
YH․Jun HW(2009)는직무특성은 이직의도의영
향관계를증명하였으며, Choi SB․Moon JS(2013)
는 휴먼케어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특성 하위요
인 중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이직의도와 부(—)
의관계를나타냈다고하였고, Han EJ(2015)의연
구에따르면기술다양성이이직의도에영향을주

는것을증명하였다. 이는주방종사자들의직업의
특성상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Lee HJ․Cho YJ(2014)는간호사들을대상으로

한연구에서는업무자율성이높은군이이직의도

가 높은 군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고 하였으며, Lim JM․Song YS(2011)는웨딩플
래너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직무특성하위요인

중 4가지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
백이이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제시하

였다. 
본연구에서는이직의도를구성원스스로가현

재 담당하던 직무에서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으며(Park JC․Park 
JY 2008; Jung ES․Kim SW․Kim SI 2012), 바리
스타의 직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뉴제조가

주방종사자들과 유사하다고 보고, Lee MS(2010)
와 Park KE․Lee SB(2012)의연구를참고하여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바리스타의직무특성이이직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정

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커피전문점의비정
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Shin SH(2012)의 연
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조직몰입이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
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Park DH․Leem JU․Kim HJ(2014)의연구에서는
커피프랜차이즈의 슈퍼바이저 직무만족도가 이

직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슈퍼바이
저의직무만족도가높아질수록이직의도는낮아

진다고하였다. 바리스타의이직의도에관해연구
한 Yoo JH․Kim KJ․Lee SG(2012)의 연구에서
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통해 바리스타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

다고 하였다. Han EJ(2015)의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경우직무만족의하위요인을두가

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중 외재적 가치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텔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 Kim YH․Jun HW 

(2009)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
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선
행연구의결과와다르다고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용한 Smith C
H․Organ LP․Narver JC(1983)의연구와 커피전
문점종사자를대상한 Kim MJ․Seo JW (2010)의
연구에서 정의한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성적 선호도 또는 정서적 반응상태의 정

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바리스타의직무만족은이직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의 한 방법인

편의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위

치한 커피전문점에서 종사하는 바리스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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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자료를수집하였다. 대상이되는커피점문점
은 경기도 지역의 ‘할리스 커피’ 직영 및 가맹점
11개소, ‘커피빈앤티리브’ 직영점 2개소와서울시
구로구, 종로구, 동작구, 서초구일대의 커피전문
점 26개소와 서초구 소재의 커피전문학원인 ‘카
페인프라 커피학원’의 수료생중현재 서울․경기
지역에서커피전문점을운영하고있는창업자약

4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액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21일까지 15일동안서울서
초구, 동작구 지역의 커피전문점 11개소 50명을
대상으로실시하였고, 결과를통해설문항목을수
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0일동안 400명의표본집단을대상으로매장
을직접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점장, 매니저
에게 조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 코딩 후

SPSS 18.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
성을확인하기위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고, 신뢰
성과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신뢰도분석과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바리스타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4.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크게 인구 통계학적 조사와

바리스타의직무특성, 직무만족, 이직의도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본의 성별은 여성(53.5%)이 상대적
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20대(77.3%)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근무하는매장의운영형태는프랜
차이즈 가맹점(40.8)으로 가장 많고, 고용형태는

정규직(56.5%)이 비정규직(43.5%)보다 약간많은
수준이다. 직급은 바리스타(71.5%)가 가장 많고, 
매니저(14.8%)가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다. 
종사자의수가많지않은매장이라도매니저라는

직급을부여하기때문에매니저의비율이높다고

할수있다. 자격증을보유하지않고있는종사자
(58.6)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커피관련자격
증이 아직은 현장 근무나 취업조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Ⅳ. 실증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바리스타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로서서울․

경기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바리스타는자격증유․무와는상관없이 커

피전문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비확률적 표집방법을진행하였으며, 전체 표본

400부(100%)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31부
(82.8%)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 및 연령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154

명(46.5%), 여자가 177명(53.5%)으로 여자가 남
자에비해높게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가 256명
(77.3%)으로 가장많았으며, 30대가 69명(20.8%), 
40대가 6명(1.8%) 순으로나타났다. 둘째, 학력수
준은 전문대학 졸업(재학중)이 150명(45.3%)으로
가장많았으며, 대학교졸업(재학중)이 107명(32.3 
%), 고등학교 졸업(재학중)이 70명(21.1%), 대학
원 졸업(재학중)이 4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하고있는매장의운영형태는프랜차이
즈 커피전문점(가맹점)이 135명(40.8%)으로가장
많았고,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직영점)이 65명
(19.6%), 개인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이 58명(17.5 
%), 개인커피전문점(로스터리)이 39명(11.8%), 개
인커피전문점(Full-service 서빙까지 해주는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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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54 46.5

Female 177 53.5

Age

20～29 256 77.3

30～39 69 20.8

40～49 6 1.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0 21.1

College 150 45.3

University 107 32.3

Graduate school 4 1.2

Operating modes

Franchise coffee shops (direct) 65 19.6

Individual coffee shop 58 17.5

Franchise coffee shops (merchants) 135 40.8

Individual coffee shops (roasters) 39 11.8

Individual coffee shops (full-service) 31 9.4

The others 3 0.9

Employment type
Regular 187 56.5

Non-regular 144 43.5

Work position

Manager 49 14.8

Barista 237 71.5

Owner 30 9.2

The others 15 4.5

Certificate
None 194 58.6

Have a certificate 137 41.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331) 

이 31명(9.4%), 기타 형태가 3명(0.9%)으로 나타
났다. 넷째, 고용형태와 직급은 정규직이 187명
(56.5 %), 비정규직이 144명(43.5%)으로 약간의
차이로 정규직이 더 많았고, 직급은 바리스타가
237명(71.6.5%)으로 가장 많았고, 매니저가 49명
(14.8%), 점주가 30명(9.17%), 기타 15명(4.5%) 순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커피관련 자격증 보유는
없음이 136명(41.1%)으로가장많았고, 자격증보
유가 119명(36.0%), 취득준비 중이 58명(17.5%), 
2개 이상 보유 1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연구에서는내용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서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 for Windows 18.0을
이용하여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
lysis)을 실시하였다.
직무특성 요인과 그에 따른 변수들 간의 타당

성과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추출된 24개의 변수
를 6회 걸쳐 제거하였다. 변수 제거 시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공통성(Communalities) 0.4 이하(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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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value
Explained

variance(%)
Cronbach's 
α

Job
importance

My job at the coffee shop where I work is the most 
important.

.791

6.191 13.043 .781

My job processing results has more of an effect on 
other baristas and coffee shops.

.709

When my job is done incorrectly, greatly influence 
the coffee shop.

.707

My job is an important part of my work at the 
coffee shop.

.702

Experien-
tiality

I have been a constructive one than to have a co-
mmon barista.

.732

2.691 13.040 .810
My job i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ings that 
require more skill.

.719

Now the important thing is the experience for me. .669

If the barista should try Aya job I'm doing. .645

Feedback

The job execution result may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well.

.824

1.947 12.853 .820

Incorrect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identify 
immediately even during the job.

.804

It can determine whether the process is progressing 
well in job performance.

.723

Get information about the job or process results 
from superiors or fellow barista.

.543

Autonomy

My job is relatively free ropda the decis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840

1.620 12.319 .801
My job relative to other jobs in the coffee shop has 
the most autonomous discretion.

.804

My job is the most autonomous discretion. .774

My job is allowed to perform the process in a lot 
of personal judgment.

.688

Job
identity

My job can be done without resorting to other 
people.

.842

1.247 9.785 .726
It is the one that I independently of the other one. .719

My job is closely related to the duties of a full 
coffee shops.

.618

My job is to be responsible has been from the 
beginning completed until the end.

.568

Skill
variety

I have a different character each other many things. .802
1.023 6.064 .522

My job is difficult for beginners to perform alone. .520

 Total cumulative % of variance(%)=67.104, KMO=.785,  Bartlett χ2=3,352.600, Sig=.000.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on job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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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Cronbach's 
α

Job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job. .805

4.217 46.861 .853

I am satisfied with my workplace. .781

I am satisfied with my role. .689

I am satisfied with the promotion system. .661

I am satisfied with the welfare system. .658

I am satisfied with the flat of my work. .650

I am satisfied with the assessment of my boss. .648

I am satisfied with my colleagues. .627

I am satisfied with my working hours. .617

 Total cumulative % of variance(%)=46.861,  KMO=.830,  Bartlett χ2=1147.028,  Sig=.000.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on job satisfaction

ng JJ 2009)인 2개의문항을제거하고, 총 22개의
문항을 요인분석에적용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과 그에 따른 변수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선행연구

로부터 추출된 9개의 변수를 요인분석에 적용하
였다. 이직의도에 대한 요인과 그에 따른 변수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요

인분석에서는선행연구로부터추출된 3개의변수
를요인분석에적용하였다. 직무특성의요인분석
적용가능성의검정결과, 표준형성적절성의 KMO 
측도는 .785, Bartlett의구형성검정치는 3,352.600,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 영향 요인에 대한 요인 추출
결과 6개의요인이도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
은 67.104%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직무특성 요인에 전체에 대

한 신뢰도는 .864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별 신
뢰도를 살펴보면 직무다양성에 대한 신뢰도는

.522로나타났으며, 직무정체성은 .726, 직무중요성
은 .781, 자율성은 .801, 피드백은 .820, 경험성의
신뢰도는 .810으로 나타났다(Table 2). 
직무만족의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83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147.028,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산 설
명력은 46.861%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
뢰도 분석 결과,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853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의 신뢰도는 높

은 측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이직의도의요인분석적용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측도는 .6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26.224,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산 설
명력은 65.719%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
뢰도분석결과재구매의도에대한신뢰도는 .739
로 나타났다(Table 4).

3. 상관관계 분석

본연구에서사용된관련변수들의기술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직무
특성요인들과 직무특성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과이직의도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에의하면유

의한관계인것으로나타나, 이변수들간의관계
를 좀 더명확히 알아보기위하여 회귀분석을실

시하여가설을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다양성
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은 경험성(.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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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 
variety

Job 
identity

Job 
importance

Autonomy Feedback
Experien-

tiality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Skill variety 1

Job identity .234** 1

Job importance .309** .364** 1

Autonomy —.054 .180** .236** 1

Feedback .322** .309** .297** .077 1

Experientiality .394** .394** .426** .252** .616** 1

Job satisfaction .173** .269** .294** .083 .351** .426** 1

Turnover intention —.195** —.039 —.074  —.031 —.056 —.234** —.497** 1

** p<.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Factor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Cronbach's 
α

Turnover
intention

I will leave for a better job or workplace. .861

1.972 65.719 .739
I have a plan going into other coffee shops in the next 
year.

.788

I am already ready to cut out the coffee shop that I 
work now.

.780

 Total cumulative % of variance(%)=65.719,  KMO=.659,  Bartlett χ2=226.224, Sig=.000.

<Table 4>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on turnover intention

이었으며, 직무정체성도 경험성(.394**), 직무중
요성도 경험성(.426**), 자율성도 경험성(.252**), 
피드백도경험성(.394**), 경험성은피드백(.616**)
과 가장 상관관계가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이직의도(.497**)와상호간에가장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의 검증

바리스타의 직무특성요인이 직무만족요인에

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값은

21.7%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는 20.2%로 나타
났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14.926, p<.001).
직무중요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189, p<.029*), 피드백
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82, p<.48*).
직무특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

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값은 8.8%로 나타났으
며, 수정된 R2

는 7.1%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183, p<.001). 기술
다양성은 이직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t =—2.422, p<.016*), 피드백은
이직의도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t=2.258, p<.025*).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채택
되었다(Table 7).
바리스타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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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 Turnover intention B S.E β t p

Independent

(a constant) 1.443 .256 5.644 .000

Skill variety —.033 .042 —.043 —.774 .439

Job identity .084 .052 .089 1.605 .110

Job importance .116 .053 .126 2.189  .029*

Autonomy —.040 .045 —.047 —.888 .375

Feedback .127 .064 .126 1.982  .048*

Experientiality .215 .052 .289 4.107   .000***

R2=.217, Adj R2=.202,  F=14.926,  p=.000 

* p<0.5, *** p<0.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for job characteristic on job satisfaction

Dependent : Turnover intention B S.E β t p

Independent

(a constant) 3.262 .365 8.936 .000

Skill variety —.147 .061 —.146 —2.422 .016*

Job identity .070 .075  .056 .939 .349

Job importance .043 .076  .036 .547 .566

Autonomy .010 .065 .009 .160 .873

Feedback .206 .091 .154 2.258 .025*

Experientiality —.307 .075 —.311 —4.106 .000***

R2=.088, Adj R2=.071,  F=5.183,  p=.000 

* p<0.5, *** p<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for job characteristic on turnover intention

Dependent :
turnover intention

B S.E β t p

Independent
(a constant)  4.223 .105  40.209 .000

Job satisfaction —.376 .036 —.497 —10.395 .000***

R2=.247, Adj R2=.245, F=108.065,  p=.000 

*** p<0.01.

<Table 8> Single regression for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력인 R2값은 24.7%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는

24.5%로나타났다. 회귀모형은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108.065, p<.001). 직무만족은이직의도
에음(—)의영향을미치는것(t=—10.39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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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바리스타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 
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해설문지

를 배포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바리스타의직무특성이직무만족에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의검증 결과
는 직무중요성, 피드백, 경험성 요인이 직무만족
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
나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자율성은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SB․Kim SY․Jeong SH(2009)의 연구결
과에서는직무만족과유의한관계를보이던기술

다양성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커피전문점에
서의 바리스타는 주문관리, 매장관리, 주방관리
등을수행하는다양한직무특성을가지기때문이

라고추측한다. 호텔과달리커피전문점에서근무
하는바리스타들에게직무다양성이높은수준인

것은당연하게받아들여지는것이기에직무다양

성과 직무만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 Song BH․Lee BK(2009)의 연구에서

도 직무특성의 하위변인인직무자율성, 직무다양
성이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메뉴 구성은 타 외식 사업과 비

교하여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메뉴는바리스타가처음부터끝까지조리하는것

이일반적이라고할수있다. 매장의규모에따라
서는바리스타 1인이전체매장의업무를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 재량권도 타 외식사

업 종사자들 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직무정체성과 자율성의정도 역
시 바리스타에게 직무를 통한 만족감을 주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성이직무만족에유의한영향을주는요인이

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대상자가 공무원, 호
텔 종사자라는 점에서 커피전문점보다는 자율적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커피전문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바리스타일수록직무만족이높게나타났다. 대
부분의커피전문점은타외식사업에비하면종사

자의 수가 많지 않다. 대형 커피전문점이라도 종
사자의 수는 10명 내외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
무 환경에서 바리스타들 각각의 직무 중요성은

당연히높을수밖에없다. 직무중요성이직무만족
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바리스타들의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커피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규모가 크고 상대

적으로근무환경이좋은커피관련직종들이생겨

나고 있다. 향미평가, 로스팅, 프랜차이즈본사의
메뉴개발이나마케팅등이그예일수있다. 누구
나 그렇듯이 바리스타들도 좀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 현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미래를위해 자신의 역량을키울 수있

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는 경험성과 직무를 수행 하면서 직무수행 결

과에 대한 평가적 요소인 경험성 요인은 바리스

타들에게매우중요한직무만족요인으로작용할

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 Kim MS(2008)의연구
에서 언급한 좋은 조건의 보직으로 이동하기 위

해노력하는공무원들과같다고할수있는데, 이
는 단순작업을 하는 매장이아닌 더좋은 조건의

커피분야로분야로이동을원하는기때문에공무

원대상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 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바리스타의직무특성이이직의도에 유의

한영향을미칠것이다. 라는가설 2의검증결과
는 직무다양성, 경험성 요인이 이직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드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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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직무중요성, 직무정체성, 자율성
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Han EJ(2015)의연구에서도직무특성중하위변인
인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은이직의
도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 본연구
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Kim YH․Jun HW(2009)의연구에서는 직무특
성의자율성이이직의도에유의한관계가있다고

하였으며, Song BS(2005)의연구에서는직무다양
성이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직무특성과 이직의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견해들도 있기도

하다. 그러나위의논의에서언급한것과같이바
리스타들은자신의역량강화를매우중요시한다. 
직무다양성, 경험성은 바리스타로서의 역량강화
와매우밀접하게연관된요인들이다. 바리스타들
에게개인적인발전이 없는 직무수행은 곧이직

의고려로연결된다고할수있겠다. 반면, 바리스
타들에게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이라는
요인의 정도는 이직을 하더라도 커피전문점이라

는 외식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커피전문
점으로이직을하더라도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바리스타들은 위의 요인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가설 2의검증결과에서특이한점은피드백요

인이이직의도에정(+)의영향을미친다는결과이
다. 일반적으로피드백은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피드백이 이직을

고려하게 만든다는 결과는 커피전문점의 환경을

고려해서추측해볼수있겠다. 커피전문점의주
방은 타 외식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서 소수의 종사자와
관리자가 공통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드백 수준은 높을 수 있다. 
피드백 수준이 높다고 하면 직무 수행결과에 관

하여 그 효과성 여부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얻

을수있다는긍정적인부분이있다. 그러나관리
자의 관찰이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
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직무 수행자는 직무수
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잔소리나 직무
에관한간섭으로생각할수있다. 이러한부담스
러운직무환경을피하고자하여이직의도가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바리스타의직무만족은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Lee DR․Kim CJ(200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
가 도출되었다.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 가지로 커피전문점에서

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역량이 있는 종사자들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바리스타들의 이탈을
막기위해서는직무로부터의만족도를높여주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커피전문점에 종사하는 바리스타들은 다른 외

식업체보다좁은공간에서적은인원이근무한다

는 환경적 요인을가진다. 또한, 작업하는과정과
결과물이직접고객에게노출되는것이일반적이

고, 작업의난이도는낮지만여러종류의일을하
게 된다는점에서호텔 종사자들이나타 산업종

사자들과는비슷하지만다른결과를가져왔다. 가
설 2의 결과에서 피드백과 이직의도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독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바리스타라는

새로운전문직에관한연구이기에선행연구의부

족으로바리스타의특징적요소와바리스타의직

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였다고생각한다. 둘째, 설문조사대상지역이서
울․경기지역으로한정되어있어 표본이 전체 바

리스타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고생각한다. 셋
째, 설문구성에 있어 바리스타의 직무에 초점을
맞추어조사하여다각적인직무만족요소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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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못했다고할수있다. 향후연구에서는물리
적 환경,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 등 바리스타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

하여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보다의미있는연

구가필요하며, 커피전문점에서 종사하는바리스
타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를 통

해 타 산업 종사자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겠다. 

한글 초록

본연구는커져가는커피시장에서의인적자원

관리에사용할커피전문점종사자에관한직무의

특성을파악하고,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상관관
계를 파악하여 커피전문점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설정된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커
피전문점을무작위추출하여, 근무중인 바리스타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6
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설문을
실시, 불성실한 답변과 미기재 설문지를 제외하
고, 331부를실증분석에사용하였다. 수집된기초
정보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
석 등을 수행하였다.
직무중요성, 피드백, 경험성 요인이 직무만족

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
나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자율성은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다양성, 경험성요인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드백 요인은 이
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사점으로는 바리스타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

행할수있도록직장내․외부교육통한직무교육

을시스템을보강하고, 직무수행과정과직무수행
후에자신의 직무의 결과에 대해인지할 수있는

내부네트워크를 마련해야하겠다. 바리스타들의
역량강화와경험축적에도움이되는직무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바리스타, 직무특성, 직무만족, 이직의
도, 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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