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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리스타 민간자격제도의 운 체제와 방법이 커피직무능력의 학업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직무능력 향상, 입직이나 직에 활용하려는 경제 효용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 고 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커피자격검정제도의 운 체제

방법이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와 경제 효율성에 부분 으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었고, 커피자격검정을 통해

서 얻어지는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도 직업의 경제 효율성에도 부분 인 정(+)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커피

련 자격검정제도의 내용 문 이고 신뢰할 만한 체계 인 리와 운 은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에 향을 주고

있었고, 나아가 입직이나 직 등의 경제 효율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격검정제도의 문성과

공정성에 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커피 련 자격검정제도, 국가직무표 능력, NCS, 직무능력 학업만족도, 경제 효율성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how operation system and method of barista private certification implemented in 

Korea influence on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coffee work skills and how such system and method has an effect 

on the economic effectiveness to utilize for the improvement of work performance skills and for job seeking and 

changing. For this purpose, author conducted a survey to coffee specialists who had obtained barista certification 

and who have been working in coffee related industry. The result shows that the operation system and method of 

coffee cer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has a partially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work 

performance skills and economic effectiveness. The contents of the coffee related cer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as well as specialized and reliable systematic operation of such verification system have an influence on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work performance skills and have further influence on the economic effectiveness such as 

seeking or changing jobs.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of the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must be continued.  

Key Words : Coffee Related Certification Verification, National job standard ability, NCS, Academic Satisfaction, 

Economic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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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성장하고 있는 커피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이 늘어나면서 바리스타의 역량 자질에 한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1]. 사회 으로 공신력있고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한 성황리에 두되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개인의 능력 계발 리의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직무 수행의 향상과 자기 경

력 개발을 한 기반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2-4].

자신의 능력 평가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바리스타 자

격증 시험은 재는 여러 커피 련 단체나 회에서 시

행되고 있는데 사회 인 공신력과 효용가치를 단하기

해서는 표 화된 평가지표가 필요한 시 이다[5].

2017년 식음료서비스 분야 에서 커피 련 민간자격

을 키워드로 등록하는데 “커피”, “바리스타”로 등록된 것

은 141개, 201개나 된다[6], 식음료조리, 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 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산업 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개인의 경력개발과 리를 한 훌륭한

방책으로서 여기고 있으며 취득자가 미취득자에비해 직

무 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기 하게 되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1 , 2 으로 등 을 나 어 수

을 구분하고있고 필기 실기 평가로 그방법을나 어

수행 능력의평가범 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수정[5]은

상 요도와 가 치에 따라 필기평가항목을 커피학,

제조, 머신, 향미 순으로 구성하고, 실기평가항목을 비

과정, 시연과정, 정리과정, 서비스, 맛평가, 기타 순으로

순서짓고 있다. 이와같이 커피 련 업무 수행을 해 필

수 으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바리스타자격증에 다

양하게 구성하여 삽입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학력과 나이 등 사회 조건의 제

약이 없으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구

나 취득할 수 있는 유망 자격으로 부상하고 있다[6,7].

시험의 횟수나 기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타 업

종의 응시자들도 짧은 시간에 암기와습득으로 합격하는

문제 이 두되고 있고[8] 기술 자격증이 필요 없는 사

람들까지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문제 으로 나

타나고 있다[7].

특히, 바리스타 자격증은 등록제민간자격으로서 시

에 유통되고 있는 것의 수조차도 악하기 힘든 실정이

다. 행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소 부처로써

이원화되면서 단속이 더더욱 어렵고 사후 리도 미비한

상태이다[16].

따라서 많은 수의 커피 련 민간자격증의 내용과 운

에 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가 시 해졌고

나아가 자격증 취득이 산업 장의 직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커피산업의 발 과 성장을 하

여 커피 련 자격검정 제도의 운 체제 방법에 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악할 것이며 자격증을 취득하며 얻

어지는 업무수행능력의 만족정도는 얼마인지, 나아가

장의 직무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

이다. 한 그 능력이자기개발 경력개발에 얼마나 활

용되고 있는지의 효율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2. 론적 경 

2.1 커피 련 격검정

일반 으로, 자격은 직무수행능력에 한 지식과기술

을 습득한 정도를 일정한 기 차에 따라국가 는

련 기 에서 인정하고 증명해 놓은 것이다[2.9]. 즉, 각

개인이 갖춘 직무 능력 정도를 뒤돌아보며 평생 학습을

수강하고 자격 검정을 통해서 산업의 기술 변화에 빠르

게 응했음을 인정받고 산업 장에서는 바로 용이 가

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10,11].

따라서 자격검정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척도로서 활용된다. 직무에 한 개인의 지식정

도, 기술 발휘 능력 정도, 역량 강화 태도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10]. 나아가 이는 조직

내에서 경력개발, 승진, 임 보상 등의 경력 리를 한

요한 기반 자료로서도 활용된다[11].

커피 련 자격검정도 커피 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지를 악하는 척도가 된다. 고객이 원하는 커피메뉴

를 주문받아 커피 추출도구를사용하여 만들어 낼 수있

고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응 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지

를 단하는 평가도구로서 사용된다[5]. 이를 해 음료

만드는 기술은 물론 카페를 리하고 운 할 아는

반 인 리 시스템까지 수행할 아는 능력까지 단

하게 된다.

보통 자격제도에는 직업자격과 직업기 자격을 구분

하여 모두평가한다[1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 인 직

업 련 능력에 한 평가와 직무를 이행하는데 수반되

어 갖추어야 하는 직업기 능력에 한 평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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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신혜경(2017)은 자격증 시험을 비하

는 과정에서직무에 한 수행 지식 기술을 익히는 것

은 물론,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문제 을 살피고 개

선하며 자신 스스로를 개발하는 직업기 능력까지 향상

시켜 다는 것이다[12]. 이것은 자아개발 경력 개발까

지 형성되게 하고 나아가 장에 용하며 여러 문제

까지 해결해 낼 알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에서

시행되는 부분의 자격제도에는 직업자격 평가에

을 두고 있는 편이다[13].

민간자격은 크게 등록된 민간자격과 국가에서 공인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주무부장 에게 등록된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공

인한 민간자격을 제외한 것들이다[14].

2011년 6월 16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격기본법 개

정을 통해 기존의 민간자격에 과정형자격제도를 도입하

기로 결정하 다[15]. 그 이유는 국가직무능력표 에 기

한 과정형 자격을 국가자격에는 실시하고 있으나, 민

간자격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두되었기 때문

이라고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육훈련과정과 검정 자

격시험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곳이 많아졌다.

한편, 2013년부터는 민간자격을 인정받기 해서는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한다[9]. 2018년 재까지

등록된 커피 련 등록 민간자격의 키워드가 총 220여개

를 넘어섰다. “커피”로 등록된 것이 158개, “바리스타”로

등록된 것이 227개, “커피바리스타”로 등록된 것은 79개

나 된다[6]. 이 게 유사한 명칭을 가진 커피 련 민간자

격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격증 제도에 한 불만사항

의 수치 한 증가하고 있고 자격증 심의에 한 문성

결여 과 고 등의 문제 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16].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15]에서도 민간자격 분야

가 국가직무능력표 (NCS)에 용되어 활성화되지 못

하고있다고 지 하 다. 그 결과,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

재 양성을 한 민간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한 제

도 근거를 시 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NCS을 근거로 한 민간 자격의 활성화를 하

여 행 커피 련 민간자격 시험이 직무 수행능력 개발

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악하며 나아가 실

의 업무 수행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볼 것

이다.

2.2 리스타 격검정 제도  운 체제  현황 

커피 련 자격증은 2008년에 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

서 첫 시험이 시작되었고 2013년 민간자격이 등록제로

환되면서 그 수가 속히 늘어났다[6]. Table 1과 같이

2017년까지는 53개가 등록되어 있다.

Year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umber 1 5 8 14 35 46 44 53

source : Korea Institute of Vocational Training, Private Qualifica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2018.4.13.

Table 1. Barista certificate number 

바리스타 자격증 련 자료만 해도 493건을탐색할 수

있고 련 키워드만 해도 1 바리스타, 2 바리스타, 커

피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자격증시험, 바리스타필기

시험, 바리스타컨설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33].

2012년에 1만 여 명 이상의 자격증을 배출한 기 만

해도 바리스타2 (한국커피 회), 커피바리스타(한국능

력교육개발원), 커피조리사(한국음료산업연구원), 카페

바리스타(한국식음료외식조리 회) 4곳이 있었고 그 외,

랜차이즈나 사설 기 에서는 자체 으로 시험을 실시

하기도 하 다[17].

최근에는 커피조리사 시험을 주 하는 한국음료산업

연구원은 2014년 6월 10일자로 노동부산하한국음료직업

교육개발원으로 바 었고 재는 시험과정이 없어진 상

태이다. 한국커피 회는 2018년 3월 기 으로 일반 회원

이 37만 명이상이 되었고 정회원은 2300명을 넘어서고

있다[19]. 2017년 말 기 으로, 한국커피 회의 바리스타

2 응시자는 25만 명 이상, 취득자는 19만 명을 넘어섰

고 바리스타 1 취득자만도 500명 이상이나 된다[19].

그 외, 신설된 커피아카데미 의회(2010)에서도 커피자

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 2000명이상의 회원 수

를 보유하고 있고[18] 한국 식음료 회에서도 커피바

리스타 자격검정을 필기와 실기로 나 어 실시하고 있다

[31].

커피 련 자격검정의 내용은 기 별로 조 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으로 ‘바리스타’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 소양을 담고 있다[17].

검정 방법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필기에

는 커피학개론, 커피로스 이론, 에스 소 머신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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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이론, 향미평가 이론, 서비스 생 직무이론 등을

담고 있고 실기에는 에스 소와 카푸치노추출 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다. 부분은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치를 수 있는 방식이고 카페바리스타 시험만이 실기 평

가 후 필기를 치르고 있었다.

필기는 객 식 형식이며 합격기 은 시험 주 별 차

이가 있다. 실기에는 에스 소 추출의 성과 카푸

치노에 한 이해도 등을 기술 인 부분과 감각 인 부

분, 서비스 부분으로 나 어 체를 종합하여 그 이해도

를 평가하고 있다[17].

평가 수 에 따르면 몇몇 기 에서는 2 과 1 으로

나 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바리스타2 수 에는 일반

인바리스타 기본 소양 기술을담고있고바리스타1

수 에는 라떼아트 등의 고 리티의 기술을 요하는

곳도 있다[19].

검정 장소는 아카데미, 학 학교, 직업교육원,

평생교육원, 한국바리스타스쿨등 국에서실시되고있고

정기 으로 시험 시설 환경을 검을 받고 있다[19].

검정 시기는 기 별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많은 자격

증 보유자를 배출한 한국커피 회는 거의매달 치러지고

있다.

커피 련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 황을 살

펴보면 Table 2와 같다.

2.3 리스타 직 능력

국가직무표 능력(NCS)[20]에서는 커피 련 직무 종

사자를 “바리스타”라고 정의하며 ‘바(Bar) 안에 있는 사

람’이란 뜻으로서 바에서 에스 소를 기본으로 하는

음료를만드는 일을하는사람을 뜻한다. 즉, 커피를추출

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직무능력으로는

커피매장을 리ㆍ운용할 알고, 신선한 원두를 감별

하여 가져와서 그라인더로 분쇄하고 에스 소 머신 등

의 기계를 이용하여 카페메뉴를 만들 알며 고객에게

직 서빙하여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동안 즐길 수 있는

분 기를 연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NCS가정의한바리스타가 갖추어야 하는 직무능력단

는 “에스 소 커피음료 제조”, “커피음료 우유 스티

”, “커피 원두 선택”, “커피기계 운용”, “커피 그라인더

운용”, “커피 추출”, “커피매장 고객 서비스”, “커피매장

리”, “커피매장 경 ” 을 들고 있다[20]. 이것은 장에

서 바리스타가 업무를 처리하기 해 기본 으로 익히고

divisi
on

1)Barista
(Korea Coffee
Association)

2)Coffee barista
(Korea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3)Coffee
related

qualificatio
n test
(Coffee
Academy
Council)

4)Cafe barista
(Korean Food
& Beverage
Cooking

Association)

5)Barista
(Korea

Institute of
Vocational
Competen

ce)

Eligibi
lity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Completio
n of
online
lecture

Test
Meth
ods

Handwriting,
practice

Handwriting,
practice

Handwriti
ng,

practice

Handwriting,
practice

Handwriti
ng

Exam
level
and
conte
nt

Barist
a
1st

grade

Coffee
theory,
crushing
ability,
espress

o,
cappucci

no
practice,
latte art

Coffee
Master

Coffee
theory,

Understan
ding
coffee
status,
latte art
and cafe
menu
practice

Coffee
hand drip,
Coffee
barista,
Coffee
latte art,
Coffee
roasting,
Coffee
flavor

evaluation

Cafe
Barista
1st

grade

Coffee
Practic
al skill

Coffee
theory,
espresso
theory,
case
study

Table 2. Status of Institutional Barista Certification 

Examination

Coffee
Barista
1st

grade

Coffee
theory,

hand drip,
latte art,
cafe menu
practice

,
Coffee

Instructor

Barist
a
2nd

grade

Coffee
theory,
espress
o and
cappucci

no
practice

Coffee
Barista
2nd
grade

Coffee
theory,
espresso

and
cappuccin

o

Cafe
Barista
2nd
grade

Coffee
theory
handw
riting,
coffee
practic
al skill

검정
Place
and
facilit
y

envir
onme
nt

Academy,
college an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Vocational
College, Over
200 locations
overseas

Academy, college
and university,
welfare center,

Over 171
locations
overseas

National
universitie
s and

academy
chapters,
Myanmi,
Laos

overseas
etc.

University,
Coffee Barista
School, more

than 44
vocational
schools

nationwide

not
needed

exam
Time

Handwriting
and Practice
Once a month

...

Handwriting Once
a month,

Practical skill

Once a
month for
each test

type

Writing 4 times
a year

Conduct time

Online
after 20
hours

1)Korea Coffee Association
https://www.kcc-coffee.org/main/main.do, 2018.5.6.
2) Korea Competenc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Qualification and Testing Centerhttp://www.caea.or.kr/pc/index.php,
2018.5.6.
3) Korea Coffee Academy Council,
http://www.kwac-kcac.org, 2018.5.21.
4) (G) Korea Food & Beverage Outfitting Cooking Education Association
http://ncook.net/main/guide05_1.php, 2018.5.6
5)Korea Institute of Vocational Competence,
http://www.pqi.kr/license/license_30.asp,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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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해야 하는 필수 지식과 기술 능력들이며 훈련을 통

해서 몸에 젖어들어 태도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들이다.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교육기 에서는 커피학개론, 에

스 소머신과 그라인더 리, 에스 소추출, 커피 스

, 크스티 , 커피향미 커핑실습, 핸드드립커피실

습, 카푸치노실습, 바리스타2 자격취득 비 이론 시

연실습, 라떼아트실습, 커피창업경 , 장실습 등 12개

교육내용을 요시여기고 있었고[28] 윤상희(2012)는 커

피학 개론의 교과와 장실습 교과를 함께 두어 지식 인

측면과 실무교육 측면의 요성을 지 하고 있었다[22,29].

평가방법으로는 일반 으로 산업 장에서 실제로 일

어날 수 있는 상황을 문제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식

인데, 한 지식 기술능력을 선정하여 문제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살피는 수행 평가를주로 시행하고

있다[21].

행 바리스타 민간자격 시험은 NCS 능력 단 에

서 에스 소 업무, 카푸치노 수행 업무, 커피머신

련도구사용 능력 평가 등의 직무수행을 한 지식 기

술 역을 얼마나 익히고 용할 아는지, 나아가 꾸

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부분 살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리스타의 민간자격검정을 통해서 직

무수행 능력을 얼마나 개발하고 습득하게되는지의 만족

도를 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무에 한 심과

성취만족도에 얼마나 향을 미치게 되는지, 나아가 이

것은 업무수행의 향상과 경력개발을 해서얼마나 활용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4 커피직 능력  학업만족도 

변 계(2014)는 학습이란 ‘학습자가 정해진 학습목표

를 달성시키려는 상황에 참여하여 의도한학습목표를 성

취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학습 내용에는 행동의 변

화를 보이는 행동주의 이 들어있고 학습을 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이루어진다고 한

다[23]. 결국에는 학습이란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일

어나는 비교 지속 인 행동이나 인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학습목표는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일으키고 성취

하고자 하는 종착 을 나타내어 주는데이는 성취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해 다[24]. 학습목표는 인

지 역에서 지식 인 측면, 기술 인 측면, 태도 인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는데[25] 이는 수업을 진행

하며 학습자 행동의 지속 인 변화를 살피기 한 기

을 마련해 다.

커피 련 자격증 취득은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가

되고 시험을 치는 시험지는 평가도구가 된다. 검정의 결

과에 따라 성취정도를 단할 수 있고 이는 차후 입직이

나 직, 한 향상된 경력개발을 한자신의 능력을 증

명해 수 있는 자료로서활용된다. 그 이유는커피 련

수업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커피에 한 기반 지식

을 익히게 되고, 자격검정의 실기평가를 비하는 과정

에서 직무수행을 한 기술 인 면을 경험하고 습득하게

되며 지속 인 행동과 훈련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꾀하

게 된다.

성취도란 사 인 의미로 목 한 바를 이룬 정도를

말하는 것[26]이며 개인의 만족도와 결부되는 것이다.

재의 학력수 이나 수행능력 정도를 알려주고, 그 동안

학습된 진보의 정도를 알려주며, 다른 사람과의 수 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과시험의 부분이 표 인 성

취도를 악하는 검사가 되며 특정 능력을 인정하는 자

격증을 부여하거나, 진 이나 취업을 결정할 때 주로 사

용된다[26].

따라서 커피 련 자격검정의 결과는 즉, 수는 직무

수행능력의 성취 정도, 즉, 학업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자

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자료가 된다. 한 이것은자신

의 능력 향상 정도를 나타내주므로 자신의 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5 경제적 효  

“효율(Utility)이란 ‘보람있는 쓰임’에 을 둔 사

인 의미과 같이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

력 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의 정도”를 말한

다[24]. 이 의미 속에는 얼마나 만족하며 쓸모가 있는지

의 활용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정도는개인의선

호도인 주 에 의해 좌우된다.

‘만족’이란 물리 인 상에 한 마음이나 태도를 행

동의도로 나타낸 것[36]으로 개인의 의지나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20]. 보통 극 인 행동을 보이면 만족의효과

라고볼수있고이것은구 이나권유등으로나타난다[38].

만족한다면, 주 의 다른 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극

알리게 되고, 이를 들은 잠재고객은 이야기 주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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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하게 된다[32]. 이야기에 한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게 되면, 이야기를 들은 상자가 직 참여하도록

유도되어 충성도를 높이게 된다[22].

본 연구에서는 우선, 커피 련 자격검정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인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

도[30]에 따라 타인에게 추천과 권유를 하여 자격검정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자격검정은 특정 능력을 인정하는 측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김성필 외(2016)[2]는 자격증을 직무역

량을 강화시키고 직무효능감을 고취하며 직무에 몰입하

고 직무수행에 한 만족감을 이끌어내기 하여 취득한

다고 한다[37].

하지만 빨라지는 산업 사이클과 산업 간 표 화와 융

합화에 한 빠른 환경변화에 효율 으로 처하는데 국

내 자격검정은 한계를 보인다[27]. 민간자격의 구성 내용

이 교양자격 평가보다 직업자격 평가에만 치우쳐 있다.

하지만 직무에 진입하기 한 제조건이나 필수조건으

로서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국가자격보다 민간자격의 활

용도가 더 낮다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 하고 있

다[14]. 그 이유는 많은 수의 민간자격이 교육훈련 이수

증 수 으로 발 됨에 따라 학력의 보완재로서 주로 사

용되고 있고 노동시장 내 구직이나 채용을 한 요한

평가 자료로는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다[15].

그러나 김상호 외(2015)[13]는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민간자격

리 운 범 와 시장의 활용도가 확 되었다고 밝

혔다.

한 국세청(2017)[34]은 100 업종 통계를 근거로

2014~2017년 최근 3년간의 업종 트 드를 분석한 결과,

커피음료 은 7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업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Type of business
2014. 9
①

2015. 9 2016. 9 2017. 9
②

Rate of
change
(②/①)

Coffee drink shop 25,151 30,446 36,546 43,457 72.8%

Fast food
restaurant

27,741 31,174 32,982 34,421 24.1%

Japanese
restaurant

12,997 13,531 14,675 15,896 22.3%

source: The National Tax Statistics Office (2017.11.27), The top 100
households in the national tax statistics - Analysis of trends in the last 3
years -, National Tax Service.p 13. summary

Table 3. Changes in the number of food service 

businesse

이러한 커피 산업의 변화에 따라 민간자격의 효용 가

치도 덩달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커피 련 민간자격 분야에서 그 효율 가치

는 어떠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커피 련 민간자격

취득은 입직을 한 수단으로 개인의 기술능력의 비상

태를 살피고 직이나 직무 환을 하여 실력을 인정

받기 한 평가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지, 특히 민간자

격검정 주 의 문성과 공정성에 의해 실력을 인정받을

만한지, 나아가 향상된 직무능력으로 경제 향상을 꾀

하여 커피산업 발 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연  

3.1 연  형  연

재 시행되고 있는 커피 련 민간자격검정에 한

운 체제 방법에 한 문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악하기 하여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 , 커피 련 자료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바리

스타 직무수행을 한 NCS의 국가직무표 능력들을 살

피고 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리스타 민간자격의 운

체제 평가 방법, 황 등을 찾아보았다.

2) 시행 인 커피 련 자격검정에 한 평가체제(내

용, 평가방법, 평가수 , 평가 리 운 , 평가 기 의

역량)에 한 문성 신뢰도를 살펴보기 하여 바리

스타 민간자격을 취득하 으며 커피 련 업체에 종사한

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서 사회

으로 공신력있는 커피 련 자격검정을 검해 보았다.

3) 한 시행 인 커피 련 자격증 시험을 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개발되는 업무수행능력의 만

족 정도를 살펴보기 하여 와 같은 방법으로 설문하

다. 이를 통해 커피 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습득되

는 성취도 만족도를 알아보고 정리하 다.

4) 커피 련 자격검정 취득을통해서 얻어지는 업무수

행능력의 향상 개발은 경제 인 효율성, 즉, 입직이나

업무 환에활용되는가? 나아가업무능력의향상으로 생

산성의 향상을 보이게 되어 산업 발 에 향을 미치는

가를 설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커피 련

자격검정의 운 체제 방법에 한 문성 공정성

과 자격증 시험의 효용성을 악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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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satisfaction
of Coffee Job Ability

Operating system
and method of

coffee qualification
examination

Economic
effectiveness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  

본연구의 주요 측정 개념을 해 다음의설문을 구성

하 다.

커피 련 자격검정에 한 운 체제 제도에 한

설문문항으로는 강정은(2017)[7]이 제시한 시험제도 평

가 문항을 기반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평가 시험제도

에 업무 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방법이

한지, 시험 수 이 합한지, 평가 시설 환경 등의 평

가 리와 운 체제( 수, 비용, 결과확인, 피드백여부 등)

근이 용이한지, 평가기 이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5개 문항을 설문하 다.

커피 직무수행능력의 학업성취정도에 따른 만족도를

악하기 한 설문문항으로는 변 계(2014)[23], 정석기

(2015)[25], 김선정외(2018)[35]가 제시한 학습목표 성취

의 인지 역을기반으로 지식 인면, 기술 인 면, 태

도 인 면으로 3문항으로 구성하 다.

커피 련 민간자격증의 경제 효율성에 한 문항으

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민간자격의 효용성 평

가체계[13-15]를 기반으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입직을 한 취업용이나 이직이나 직무 환의 해 자

격증을 활용하고 있는지? 주변에 자격증 취득을 권유나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직무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생산

성 향상을 보이는지? 나아가 산업발 에 향을 다고

생각하는지?로 구성하 다.

3.3 가  정

가설1. 커피자격검정 운 체제 방법(내용, 평가수

, 평가 방법 환경, 평가 리 운 , 평가기 역량)

이 커피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지식 인 면, 기술

인 면, 태도 인 면)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커피자격검정 운 체제 방법(내용, 평가수

, 평가방법 환경, 평가 리 운 , 평가기 역량)

이 업무수행을 한 경제 효율성(입직과 직무 환에

활용, 타인에게 권유, 능력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산업발 에 기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격증 취득에 따른 커피직무수행능력의 학업

만족도(지식 인 면, 기술 인 면, 태도 인 면)는 업무

수행을 한 경제 효율성(입직과 직무 환에 활용, 타

인에게 권유, 능력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산업발

에 기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조사 과정과 

본 연구는 (사)한국커피 회의 회원들 에서 커피

련 민간자격을 취득하 으며 재 커피 련 산업체에 종

사한 자를 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2017년 7월7일부터 7

월 9일까지 설문하여 450명의 응답을 받았다. 이 에서

커피에 련되지 않은 업종의 종사자나 주부, 무직자는

설문의 응답에서 제외시키고 부 한 답변의 설문지

는 뺀 후 383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설문지의 주요

변수는 일반 인 특성, 커피 련 민간자격제도의 체제

운 , 업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 민간자격의 경제

효용성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고 리커드 5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척도를 사용하 다. SPSS

22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

석, 상 계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결과

4.1 조사 상  적 특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4와 같다. 성별은 남

성이 70.2%, 여성이 29.8%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 다. 연령 는 20 37.1%가 가장 많았고, 30

(25.37%)와 40 (24.3%)로 비슷한 수치 고, 그 다음

으로 50 10.74%, 60 이상 2.6% 순으로 나타났다. 학

력은 4년제재학 졸업이 46.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 고졸이 24.5.7%, 문 학 재학 졸업생이 20.9%,

학원 재학 졸업이 8.1% 순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

통해 커피 련 직무의 종사자의 학력은 기술력을 주로

배우는 문 학 학력 수 을 넘어서 4년제 학 이거

나 졸업생이상인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련직업군으로는 기타 2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커피 문 종사자가 19.3%, 커피 련 학

생이 18.5%로 서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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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문 종사자가 15.9%, 평생교육원이나 기타교육기

강사가 13.6%, 외식기업 스토랑 종사자가 6.5%,

커피유통업체 종사자가 5.7% 순이었다. 기타 직업군으로

는 아르바이트생, 사무직, 건설업, 주부 등 다양하게 나

타났다. 직업 경력은 1년 미만이 7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9.1%, 3년 이상

에서 5년 미만이 8.1%, 7년 이상이 5.7%, 5년 이상에서 7

년 미만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직장의 직 은

사원이 4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기타가 18.8%, 창업이나 주에

해당하는 사장은 14.1%, 과장은 9.9%, 리 장은

4.7%, 부장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N:383, %:100
division N %

Gende
r

male 269 70.2

female 114 29.8

Age

20~30 142 37.1

31~40 97 25.3

41~50 93 24.3

51~60 41 10.7

61~ 10 2.6

Educat
ion

high school
graduation

94 24.5

Graduated from
college

80 20.9

Graduated and
graduated from a
four-year college

178 46.5

Graduate school and
graduation

31 8.1

Job

Student 71 18.5

Coffee shop 74 19.3

Restaurants 25 6.5

Franchise coffee shop 61 15.9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52 13.6

Coffee (bean, green
bean) distribution

company
22 5.7

etc 78 20.4

career

Less than 1 year 283 73.9

1 yeer ~ 3 year 35 9.1

3year ~ 5 year 31 8.1

5 year ~ 7 year 12 3.1

More than 7 years 22 5.7

rank

Employee 188 49.1

Deputy,
Team Leader

18 4.7

Manager 38 9.9

Super manager 13 3.4

president 54 14.1

etc. 72 18.8

4.1.1 커피 련 민간 격  취득 현황[12]

커피 련 민간자격증 취득 황은 Table 5와 같다. 커

피 련 민간자격증 종류 에서 한국커피 회에서 자격

증을 92.5%로 가장 많이 취득하 고, 그 외, 기타로서

SCA, 한국외식음료 회, 한국능률교육개발원, 한국커피

아카데미 회에서 취득하 다. 한국커피 회의 커피

련 민간자격증이 커피 시험제도의 표 인 시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Table 5. Type of acquisition of private certificate 

for coffee(Double Check)
N %

Coffee Assocition 310 92.5

Korea Efficient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7 2.1

Korea Food & Drink Association 7 2.1

Korea Coffee Academy Council 3 0.9

Etc 8 2.4

SUM 335 100.0

4.1.2 필수적  커피 련 직  능력 악

커피 련 직무를 수행하기 해 필수 인 능력을

악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커피추출능력이 24.2%로

가장 필수 인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

비스 능력이 15.5%, 매장운 경 능력이 14.6%, 로

스 기술이 13.3%, 향미평가능력이 12.4%, 고객 리능

력이 11.2%, 메뉴개발 능력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커

피 직무 수행 에서 가장 요시 여기는 커피추출능력

은 바리스타 국가직무표 능력[20]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음료를 만드는 가장 필수 인 하 능력과 일치한다.

한 하 수 을 완수하면 상 수 에 응할 수 있도록

정의한 NCS와 같이, 3수 과 4수 에 해당하는 고객 서

비스 능력과 매장 운 리 능력도 그 다음 순 를

지키고 있다.

Table 6. Coffee performance skills(Double Check)

N %

Coffee Extraction 282 24.2

Roasting 155 13.3

Flavor evaluation 145 12.4

Service 180 15.5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tores

170 14.6

Menu Development 102 8.8

Customer management 130 11.2

Sum 11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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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설문에서는 로스 기술도 그 다음으로

요한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NCS 기본 필수 능력에

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NCS 개선에 고려해 직하다.

4.1.3 커피 련 민간 격  취득 목적

커피 련 민간자격증 취득 목 은 Table 7과 같다. 커

피 문 을 운 하기 해서가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생계목 을 해서가 26.6%, 기능 인

실력을 인증받기 해서가 21.4%, 기 지식을 소양하기

해서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커피 련

자격증은 직무를 수행하기 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개인 지식 소양보다는 취업을

해, 생계의 목 을 한 기능 인 실력향상에 더 큰 목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 %

Going to college 2 0.5

Employment and
livelihood purpose 102 26.6

To qualify for functional
skills 82 21.4

Operating the coffee
shop 184 48.0

Basic knowledge literacy 10 2.6

etc 3 0.9

SUM 383 100.0

Table 7. Purpose of acquiring coffee related private

qualification

4.2 신뢰 과 타당  검

4.2.1 탐색적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들의 향 계를 분석

하기 에, 측정 항목의 신뢰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

여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변수의 요인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크론바흐 알 (Cronbach’s ∂)값이 평균 0.937 이상이며,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0.5이상이며, KMO

(Kaiser-Meyer-Olkin)와 분산설명력(%)은 0.921, 66%

이상으로 측정 변수의 신뢰성 내 일 성을 확보하

다.

Table 8. Exploratory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Factore
d load
factor

Dispersi
on
(%)

Cumula
tive

dispersi
on
(%)

Cronbach’s
∂

Evaluati
on

system
and

method

Assessment Subjects
and Contents

0.635

30.4163
13

30.4163
13

0.937

Evaluation method
(handwriting, practice)

0.754

Evaluation level (1st,
2nd, etc.)

0.784

Evalu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facility and
environment,

certification and
training, etc.)

0.808

Evaluation agency
competence

(reliability, expertise)
0.789

Acade
mic

Satisfac
tion of
Coffee
Job
Ability

Knowledge aspects 0.776

25.0004
07

55.4167
21

Technical aspects 0.747

Attitude aspects 0.757

Econo
mic

Effectiv
eness

Utilize for entering
and exiting

0.687

20.9944
60

76.4111
80

Recommendation
and invitation to

others
0.728

Improve productivity
by improving job

skills
0.648

Contribution to
industry development

0.732

Test of KMO and Bartlett
0.921

Kaiser-Meyer-Olkin sample fitness

Bartlett’s Unit matrix test

Approximation of
approximation

3591.376

df 66

Significance level .000

4.2.2 커피 격 검정에 연  운 체제  

과 직 수행능력  학업만족도, 경제적 효

과   련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 간의 련성을 악하고

변수들 간의 윤곽을 보기 하여 상 계를분석하 다.

커피자격검정 제도가 미치는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

도, 경제 효율성과의 련성을 상 계로 분석하기

해 Person의 률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그 결과, 모든 요인들이 P<0.01 수 에서 연

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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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alysis of correlation matrix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964** 1

3 .679**.811** 1

4 .626**.725**.757** 1

5 .581**.632**.666**.748** 1

6 .508**.627**.654**.714**.797** 1

7 .478**.563**.575**.654**.704**.715** 1

8 .514**.568**.588**.691**.725**.703**.820** 1

9 .723**.543**.521**.527**.535**.484**.483**.512** 1

10 .485**.473**.430**.461**.418**.409**.466**.471**.560** 1

11 .358**.384**.340**.394**.446**.418**.433**.432**.377**.443** 1

12 .507**.480**.470**.521**.499**.495**.498**.524**.722**.529**.436**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P <0.01 level.
1.Academic achievement (knowledge), 2.Academic Achievement (Skills),
3.Academic achievement (attitude), 4.Evaluation system and method
(contents), 5.Evaluation system and method (evaluation method).
6.Evaluation system and method (evaluation level)., 7.Evaluation system
and method (evalu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8.Evaluation system
and method (evaluation agency competence), 9.Utilize for entering and
exiting, 10. Recommendation and invitation to others, 11.Improve
productivity by improving job skills, 12.Contribution to industry development

4.3 가  검

4.3.1 커피 격검정  운 체제   직 수

행능력  학업만족도에 미 는 향

커피자격검정의 운 체제 방법이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Effect of Operating System and Method of 

Coffee Qualification Test on Academic

Satisfaction of Job Performance

Theory 1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P Judgment

B
Standard
error

B

-1.308 0.122 -10.756 .000

1 0.967 0.083 0.754 11.656 .000⁎⁎ Adoption

2 0.156 0.087 0.135 1.796 .073

3 0.023 0.081 0.021 0.286 .775

4 -0.270 0.084 -0.238 -3.224 .001⁎⁎ Adoption

5 -0.225 0.094 -0.182 -2.394 .017⁎ Adoption

F Rate
R2

Adj R2

52.244
0.409
0.401

*P<0.05, **P<0.01
Theory 1. Evaluation system and method -> Academic Satisfactiont
1.Assessment Contents -> Academic Satisfactiont 2.Evaluation method ->
Academic Satisfactiont 3.Evaluation level -> Academic Satisfactiont
4.Evalu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5.Evaluation agency competence ->Academic Satisfaction

커피자격검정제도 의 평가내용과 평가 리 체

운 은 P<0.01의 유의미한 수 에서, 평가기 의 역량은

P<0.05의 유의미한 수 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직무

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에 자격검정제도의 평가방법과

평가수 은 P<0.05에서 유의미한 수 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족하기 해서는

필기와 실기 등의 시험 방법과 2 , 1 등의 시험 수

과 상 없이 시험에 주어지는 내용에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격검정 내용과 이를 교육하는

문성은더욱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 평가기 의 신뢰도와 역량도 학업만족도에 향을

주게 되는데 시험을 응시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임

을 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격검정의 인 라, 인력규

모, 시설 장비 등 검정제도의 체제와 운 에 한

반 인 만족도에도크게 향을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업만족도는 평가방법과 수 보다는 평가하는

내용과 운 의 문성 공정성에 더 을 두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4.3.2 커피 격검정  운 체제   경제적 

효 에 미 는 향

커피자격검정의 운 체제 방법이 직업 경제 효

율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The Effect of Qualification Testing Operating

System and Method on Economic Efficiency

Theory 2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P Judgment

B
Standard
error

B

-0.830 0.149 -5.585 0.000

1 -0.046 0.101 -0.036 -0.454 0.650

2 0.047 0.106 0.041 0.445 0.656

3 -0.125 0.099 -0.111 -1.263 0.207

4 0.201 0.102 0.178 1.964 0.050** Adoption

5 0.312 0.115 0.253 2.721 0.007** Adoption

F Rate
R2

Adj R2

10.021
0.117
0.106

*P<0.05, **P<0.01
Theory 2. Evaluation system and method ->Economic Effectiveness 1.
Assessment Contents->Economic Effectiveness 2.Evaluation method
->Economic Effectiveness 3. Evaluation level ->Economic Effectiveness 4.
Evalu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Economic Effectiveness 5.
Evaluation agency competence ->Economic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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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격검정제도 에서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수

은 P<0.05의 유의미한 수 을나타내지 않았으나평가

체제의 운 방식과 평가기 의 역량에 해서는 P<0.05

수 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

재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커피 련 자격 검정의 내

용과 방법은 이미 다양하게 구성하여제시되고 있으므로

그리 요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취득한 자격증이 문

이고 신뢰할 만한 기 에서 운 하고평가되어진 것인

지를 더욱 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직

과 직을 한 직무능력 평가를 한 도구로써 자격증

을 활용하기에 신뢰를 주는 것이 더욱 요하다고 여기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3 커피 련 민간 격  직 수행능력에 한 

학업만족도가 경제적 효 에 미 는 향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가 경제 효율성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The Effect of Job Skill Satisfaction on 

Economic 

Theory 3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Significa
nce
level

Judgment

B
Standard
error

B

-0.715 0.129 -5.522 .000

1 0.685 0.083 0.548 8.220 0.000** Adoption

2 0.081 0.105 0.065 0.771 0.441

3 -0.342 0.098 -0.287 -3.497 0.001** Adoption

F Rate
R2

Adj R2

30.086
0.192
0.186

*P<0.05, **P<0.01
Theory 3. Academic Satisfaction -> Economic Effectiveness 1. Knowledge
aspects -> Economic Effectiveness 2. Technical aspects -> Economic
Effectiveness 3. Attitude aspects -> Economic Effectiveness

직무수행에 한 학업만족도 지식 인 면과 태도

인 면이 P<0.01 수 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술 인 면은 P<0.05 수 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자격검정을 해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

식 인 면에 크게 향을 받았고 이는 직무에 용되어

수행태도의 변화를 꾀하게 되어 취업이나경력개발에 활

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인 면은 반

복 인 실습과 연습을 통해서 익히고 몸에 베이게 해야

하므로 단기간의 자격검정 보다는 장기간의실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실 의 매장에서는 각기 다른 기술과 메뉴를 구

사하므로 새로운 경험과 훈련이 뒤따라와야 한다. 이에

자격검정의 기술 분야는 필요한 기술기능에 한 기

지식을 숙지하 는지의 정도에만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커피에 한 지식 인 면은 Table 7에서와 같이

커피매장을 운 하고 생계를 한 취업이나 직을 해

필수 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태도 인 변화에 의한 만족도는 커피직무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만족감

은 성취감으로도 연계되어지므로 타인에게 권유할 의사

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커피산업의 성장과 발 에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커피자격검정제도의 운 체제 방법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와 입

직이나 직 등을 한 경제 인 효율성을 주는지, 나아

가 궁극 으로 커피산업의 발 에 기여하는지를 실증하

기 한것이다. 이를 해자격검증제도에 한 내용, 방

법, 수 , 운 체제 리, 평가기 의 역량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커피 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

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 다. 커피자격 검정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업

만족도 즉, 지식 인 면, 기술 인 면, 태도 인 면에서

어떠한지, 나아가 취직이나 채용 시나 경력개발 능력

향상을 살피기 한 평가도구로써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이를 통해 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 민간자격

증의 취득이 커피산업발 에 주는 효용성을 제고해 보고

자 하 다. 본 연구의가설에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커피자격검정제도의운 체제 방법이 직무수

행능력의 학업만족도에 부분 으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내용과 신뢰할 수 있는평가

기 의 역량과 평가를 한 운 리 부분이 학업만

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기와 실기로

나 어 평가되는 평가방법과 1 과 2 등으로 구분되는

평가수 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커피 문 을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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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커피 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고 직무능

력을 익히고 숙지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즉, 자격검정을 비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련된 지식

과 기술을 익히고태도 변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능

력을 익히고 숙지하게 만드는 자격검정의내용부분은 직

무능력 개발을 한 학업만족도에 크게 향에 미치고

있었다.

시험을 주 하는 기 마다 평가하는 내용은 조 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필기평가를 한 이론 인 내

용은 반 인 커피 지식을 이해하고있는지를 악하는

것이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실기평가를 한

내용은 큰차이를나타내고 있었다. 즉, 10분내에 에스

소 4잔, 카푸치노 4잔을 추출하여 서비스하는 기 이

있는반면, 10분내에 에스 소 2잔, 카푸치노 2잔을 추

출하여 서비스하거나 핸드드립 능력까지 살피는 등 그

평가기 과 내용을 달리 잡고 있었다. 자격검정의 평가

내용 범 가 차이나면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의 학

업성취도도 덩달아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힘들고 어

려울수록 더 많은 노력을 꾀하여 더 높은 성취감을 가지

게 되며 강한만족감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무 힘들

면 반부터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할 우려가 있

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 평가하는 방법 인 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

이고있다. 평가방법은필기와 실기로 나 어져 있고 2

과 1 등으로 수 을 구분하고 있다. 거의 필기를 합격

해야 실기평가를치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평가 방법

과 수 의 구분은 학업성취 만족감에 큰 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

구보고에서와 같이, 행 등록제 방식의 민간자격 제도

는 특정 몇몇 기 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교육훈련만

받으면 일률 으로 이수하게 되는 수 에 머물고 있기

때문[15]인 것으로 악된다.

한편 자격검정을 주 하는 기 의 역량에 따라 학업

만족도에 크게 향을 받고 있었는데, 자격검정을 취득

할 때 기 의 인지도를 살피며 시험기 을 선정하고 있

었다[12]. 즉,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검정에 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살피기 한 목 으로 시험 기 의 역량을 살

피고 있었다. 자격증은 차후 입직이나 직을 해서, 경

력개발의 능력 평가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믿을 수 있는 심사 원에 의해서

공정성 있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운 체제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 의 역량에 따라

학업만족도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커피자격검정의 운 체제 방법이 직업 경제

효율성에 부분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취득한 자격증을 취업이나 채용 등의 경제 인

면에 활용하기 해서는 커피자격을 평가하는 내용, 방

법, 수 보다 운 하고 리하는 문성 공정성, 이를

다루는 기 의 역량에 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득한 자격증을 자기 능력을 변해 주는 도구

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 장에 더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지의 신뢰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 의 역량, 시설 도구의 비

사항, 문 심사 원의보유, 체계 인평가 피드백 여

부, 한 평가비용 등을 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셋째, 커피자격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수행능력

에 한 학업만족도는 직업 경제 효율성에 부분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기 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커

피에 한 지식과 기술을익히고 습득하게 된다. 커피 매

장을 운 하고 리하기 한 필수 인 기 지식을 배

우고 익히며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되고습득되는 지식과 기술은 에띄게 변화

를 보이게 되고 나아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바꾸고자 하

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입직이나 직을

하여, 한 자신의 능력향상을 하여, 나아가 커피산

업 발 에 기여하는 기 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술 인 면은 시험 비를 한 단기간의 훈

련과 습득만으로는 장에 나아가 바로 응해 나가기에

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재 커피 련자격검

정이 훈련만하면 받는 이수증 수 으로 발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민간자격은 구직자나 고용주에게

요한 평가 기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다[15].

따라서 커피 련 자격검정의 기술분야는 바리스타 직

무를 수행하기 한 필수 인 능력, 즉, 커피 추출능력을

다루고는 있지만 장에 바로 응할 수 있는 숙련된 기

술이 아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 인 필수 기술을 숙

지하는정도에만큰의미를두고있음을짐작할수있었다.

커피 련 직무능력은 바리스타 직무표 능력

(NCS)[20]에는 가장 필수 인 2수 으로 커피추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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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수 은 커피매장의 고객서비스 능력, 4수 은 매

장 운 경 능력들이 있다.

바리스타 자격검정의 기술분야는 NCS 직무능력 에

서 2수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3수 , 4수

으로 나아가는데 필수 인 토 가 된다. 하지만 자격검

정 기술분야의 수 만으로는 취업과 채용등의 경제 으

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며 꾸 한 장경험과 문제해결

의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해 다.

와 같은 결과 분석를 통해 커피 련 자격검정제도

운 체제의 문성과 공정성, 직무능력에 한 학업성취

에 따른 만족도, 경제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

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제 민간자격검정 방식에 의해 수많이 배출

되고 있는 자격검정에 문성과 공정성을꾀해야 하는데

이를 하여 수많은 민간자격검정제도를 심의하는 상

기 을 둘 필요가있다. 심의를 통해평가하고 리를 한

다면 과 고하거나 문성이 결여된 기 들은 추려질

것이며 자격검정제도의 문성 공정성은체계를 갖추

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능력 정도를 충분히 변해 수 있는

믿을 만한 기 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산업체는 좀 더 수

월하게 개인의 역량을 구별하여 채용할 수 있고, 한 개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하여 훨씬 더 노력

하고 자신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지속

으로 반복된다면 커피산업의 발 은 이루어질것으로 여

겨진다.

둘째, 취득한 자격증만 제시하더라도 개인의직무역량

을 악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제도의 내용, 방법, 수 ,

운 체제, 리 등을 공표하고 자료화하여 구나 감시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구에게나

자신을 증명하고 구나 자신을 평가하고 지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 꾸 한 연구와 개발

이 이루어질 것이며 검정제도의 부족한 면도 수정하고

보완되어질 것이다.

셋째, 바리스타 자격검정의 수 기술 인 향상이

미흡하고 경제 인 효율성이 낮은 을해결하기 하여,

자격검정제도의 취득 기 내에 장실습과정을 포함시

켜 필수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나

후에, 실 을 경험할 수 있는 업체나 훈련장에서 일정시

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격검정을 취득한 것으

로만 개인의 직무능력을 논하기보다 경험하고실습해 온

과정까지 자격검정 규정에 포함시켜 질 인 훈련과 실습

이 겸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복 인 훈련과 실

습을 통해 장기간 시간이 걸려야 숙지되는 기술력 문

제해결력을 보완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 이 있었다. 설문 상자가

(사)한국커피 회의 자격증 취득자가 부분을 차지한다

는 이다. 기타 기 에서 주 하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서도 함께 응답을 받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

기 과의 비교, 평가까지 다루는 추가 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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