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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커피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커피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의 만족도와 효용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피바리스타 민간자격증이 NCS에서 지정한 직업기초능력의 어떤 부분을 개발시
켜주는 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이것이 직무수행 만족도 및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전설문을 통해 커피
바리스타 민간자격증과 NCS의 직업 기초 능력 개발의 연관성을 알아본 결과를 토대로, 본 설문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의 
만족도와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술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전반적으로 직무수행 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활용의도에는 부분적으로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직업기초능력이 주는 직무
수행 만족도는 활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커피바리스타 민간자격증은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채용 및 구직을 위한 능력척도의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 커피관련 민간자격증, 바리스타, 바리스타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만족도, 활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level and effective value in acquiring the 
coffee-related private certificates for purpose of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offee industry in Korea. 
Analysis had being made to investigate on which parts of the vocational competencies designated by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are developed by the coffee-related private certificates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effect of such certificate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utilize are further elaborated. While technical 
ability, self-development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overall job satisfaction. 
Further, job satisfaction of vocational competenc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utilization intention. 
Through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coffee barista private certificates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ies,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and are utilized as a material evaluating 
ability scales for recruitment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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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커피 시장은 지난 10년간 상승세를 타며 지속

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커피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일자리창출과경쟁력이늘어나면서바리스타의역량및

자질을 따지게 되었다[1]. 이에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커피바리

스타 자격증이 성황리에 등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고용의불안과고용적체가가속화되면

서개인의직무능력을꾸준히향상시키고경력을개발하

며 관리해야하는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2,3,4].

노동 시장에서는 일자리 경쟁력이 학력 중심에서 능

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때, 자격은 학력을 보완하

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력위주의 대학 교육체제보다는 능력

위주의 체계화된 평가를 더욱 우선시하고 있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확대

하여 교육 외, 실무 훈련까지 실시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려고 힘쓰고 있다[2,5].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은 등록만 하면 획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제도이다. 2017년 식음료서비스분야중에서커

피관련민간자격은 “커피”로 등록된것이 141개, “바리스

타”로 등록된 것이 201개이나 된다[6], 식음료조리, 서비

스 분야의 민간자격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최근에

는산업현장에서자격증취득이개인의경력개발과관리

를 위한 훌륭한 방책으로서 여기게 되었고 취득자가 미

취득자에 비해 직무 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자격증이 수없

이 늘어났고 현행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

동부로 이원화하면서 단속이 더더욱 어렵게 되어 사후

관리조차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허위 및 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7] 아직은 기존의 현장에서 기

대했던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내용과 운

영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가 시급해졌고 나아가

자격증 취득이 산업 현장의 직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커피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

여커피관련민간자격증취득이직무수행에미치는만족

도와 효용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격

증을취득하였으며산업체에종사하고있는자를대상으

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이 국가직무표준능력(NCS)의

‘바리스타’ 직업기초능력의어떠한영역을개발시켜주며,

나아가 이 영역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미치는 만족도와

그 효용가치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커피관련 민간자격제도
일반적으로 자격이란 어떤 직무에서 현재 또는 미래

의근로자가특정한수준의숙련이나자질을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8]. 즉, 직업의 수행

능력에대한지식과기술, 소양의습득정도를일정한기

준및절차에따라국가또는관련기관에서인정하고증

명해주는것을말한다[2]. 자격은개인의직업능력을뒤

돌아보며평생학습을촉진시키고산업의기술변화를검

정을통해서빠르게인정받고산업현장에서바로적응하

여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해주며또조직내에서경력

계발, 승진, 임금보상등의경력관리를위한중요한자료

로서활용할수는이점을주고[9,10] 또, 지정된기관에서

인정을받음으로써직업의이동과거래의비용을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준다[10].

특히, 국가자격증인 경우는 국민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직업에대하여사전에사고를방지하며무자격

자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9].

현행 국내자격증은국가자격과민간자격으로나뉘는

데 커피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에 속한다. 현행 자격지본

법상 민간자격은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

야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8]. 2017년 커피관련 등

록 민간자격으로는 총 200여개가 넘는다. “커피”로 등록

된것은 141개, “바리스타”로등록된것은 201개, “커피바

리스타”로 등록된 것은 72개나 된다[6]. 이러한 수많은

민간자격의등장으로인해다양한문제점이들어나고있

는실정이다. 전문성및인프라의부족, 잘못된허위광고,

자격관련 피해에 대한 불만상담 등의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7].

또, 자격제도는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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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지식정도, 기술, 역량및태도를살피는것으로서교

육훈련의 특성과 분리하여 고려하기는 어렵다. 일정 기

준의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떄문이다[9].

우리나라 자격 기본법(1997)에도‘일정한 기준과 절차

에따라평가인정된지식․기술의습득정도로서직무수

행에필요한능력을말한다.’로정의하고있다[9]. 따라서

자격제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준에는 교육훈련의 과

정에 발생하는 지식, 기술 외의 잠재적 교육과정도 필수

적으로살피야하며그훈련기간및절차를통해미치는

부가적인 영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커피관련 자격증의 해당 지

식 및 기술적 능력 평가기준을 제외하고 직무수행을 위

해잠재적으로필요한직업기초능력은어떤것들이있으

며또이는직무수행의능력향상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커피관련 직무능력
국가직무표준능력(NCS)[11]에서는 커피관련 직무 종

사자를 “바리스타”라고 정의하며 ‘바(Bar) 안에 있는 사

람’이란 뜻으로서 바에서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하는

음료를만드는일을하는사람을뜻한다. 즉, 커피를추출

하는사람을총칭하는의미로쓰이고있다. 이를위한직

무능력으로는 커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커피매장을

관리ㆍ운용할 줄 알고, 신선한 원두를 감별해서 그라인

더를 통해 커피를 분쇄하고 에스프레소 머신 등의 기계

를이용해여러가지커피를추출할줄알며고객에게직

접커피를서빙하여고객이매장에머무는동안즐길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위하여 NCS에서는바리스타를위한직무능력단

위로 “에스프레소 커피음료 제조”, “커피음료 우유 스티

밍”, “커피 원두 선택”, “커피기계 운용”, “커피그라인더

운용”, “커피 추출”, “커피매장 고객 서비스”, “커피매장

관리”, “커피매장경영” 을 들고있다[11]. 이것은바리스

타가 되기 위한 기술적인 지식을 익히고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고 이해하며 적용 및 응용을 통해 몸에 젖어들게

하여 태도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필수 능력들이다.

하지만현장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잠재적인직업기초능력들도 있다. NCS

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

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

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10가지를

들고 있다[12]. 이러한 기초 능력들은 모든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적용되는능력들이다. 그렇지만현장의업종

별, 경력별, 역량별 등에 따라 적용 범위 및중요도는 차

이가 난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평가할 때는 직무수행능

력 평가와 함께 필히 다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들

이다. 직업기초능력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산업현장

에서실제로일어날수있는상황을문제로제시한후이

를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직업기초능력을선정하여문

제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수행 평가

가 주를 이룬다[12].

현행 시행되고 있는 커피바리스타 민간자격 시험 평

가는 NCS 능력 단위중에서에스프레소업무, 카푸치노

수행업무, 커피머신및관련도구사용능력평가등의직

무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술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커피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업기초능

력영역에대한평가자료나기존시행평가결과를찾아

보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커피바리스타의 정확한 직무수행평가를 위해

선현행시행중인커피관련민간자격증시험이커피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술적인 면 외에, 직업기초능력을

개발시켜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수많이 시행되고 있는 바리스타 자

격증 시험은 직업기초능력 중 어떤 영역을 개발시켜 주

는지를먼저확인해보고, 이러한기초능력은차후에현

장에서 직무에 적용했을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얼마

나영향을미치는지와업무수행을위해서얼마나활용되

는지를 살펴보았다.

2.3 직무 만족
직무만족(jobsatisfaction)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

게 정의하고 있지만 직무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로서, 직

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

즉,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감성적이

고 정서적인 만족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3].

Brown & Peterson(1993)[14]은 직무상황과 직무경험

을 통해 종업원의 전반적인 감정적 평가라고 정의하며,

만족이란 선택된 것이 선택자의 신념과 어느 정도 일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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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직무 종사원의 만족은 자신의

직무와관련하여개인의태도와가치, 신념및욕구의수

준이나차원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다. 누릴수있는임

금, 승진기회, 성취감및회사경영방침등과같은여러가

지 직무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물리적,

심리적 만족에 대한 인식의 정도라 할 수 있다[15].

김성필외(2011)[16]은 서비스종사자의직무만족도를

승진기회, 능력발휘, 안전성 여부, 성취감 등으로 측정하

고 있었고 김재일 외(1996)[17]는 서비스 기업의 종업원

들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피며 정의하였

고, 류지혜(2011)[18]는 Mobley(1978)의 이론을 통해 직

무만족도는이직의요인과역상관관계가있음을주장하

였다. Porter와 Steer(1973)[19]도 이직의 요소들을 밝히

며 직무만족도가 이직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지

적하였다[28,32].

따라서 직무만족은 직무 수행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이경흠(2013)[15]이 정리한 커피전문점 종

사자의 직무만족 요소들, 업무수행, 임금, 승진기회제공,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31]과 김성필 외

(2016)[2]이 정의한 내적, 외적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들,

즉, 공정한 보수, 기타 혜택, 인사고과, 능력발휘의 기회,

일에보람, 장래성, 현재업무만족등을절충하여사용할

것이다.

2.4 활용 의도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이나

태도는행동의도로나타나게되는데이는개인의의지나

신념에 좌우되어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나타낸다고 한다

[20]. 보통 적극적인행동으로나타나면만족의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전이나 재활용 등으로 비춰진다

[29].

만족한 효과를 권유나 추천의사를 통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그경험을적극적으로이야기하게되거나온라

인으로전하게되고[34] 이를들은잠재사용자는어떤대

상에대한기대를하게된다(De Bruyn, Lilien, 2008)[21].

이것은 타인의유인을이끌게하고방문및활용을유도

한다. 이를통해대상에대한인지도를높여주게되고신

뢰를 만들어주며 기존 사용자 외에, 또다른 신규 사용자

의 참여를 유도한다. 결국에는 대상에 대한 충성도를 높

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22].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을 또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와

추천과 권유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한편, ‘활용”이라는의미속에는효용의가치가어느정

도 있는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효용(Utility)이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 또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정도”를말하는것으로[24] 개인의주관적인선호

도에 따르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보람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쓸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격제도의 활용은 학력과 더불어 개인의 능력을 측

정하는도구라고할수있다. 자격제도의취득동기즉, 직

무역량 강화, 직무효능감 고취, 직무몰입, 직무수행의 만

족도를이끌어내기위한효용가치를거론하면서자격제

도를 도구로써 활용하고 있다[2].

커피관련 업종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수준

을평가하기위한척도도구로써자격증을활용하고있다.

채용을 할 때 개인의 기술능력이나 준비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취업을 할 때 바리스타관련 기능 실력을 인정받

기 위한 평가도구로써 활용된다.

하지만 정희택(2014)[29]가 제시하는 국내 자격의 효

용성은빨라지는산업사이클과산업간표준화와융합화

에대한빠른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격을 산업과 직업에서 선별

의 평가도구로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며 자격의 효용성을

따지고있지만그범위가국내일부산업의기술및기능

분야에서만사용될뿐전산업과전교육및훈련에적용

하여그가치를인정받지는못하는실정이라고꼬집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의 효용 즉, 활용의도로는 취업

이나 채용을 할 때 민간자격증를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이 직무수행 만

족도와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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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주요 측정 개념을 위해 사전 설문을 통해

커피관련 민간자격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을 먼저 파악

하였고그결과를이용하여본설문을통하여직무만족

도와 활용 의도를 알아보았다.

사전 설문은 NCS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10개)의

하위능력(39개)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의 요인이 되는 문항은 사전 설문에서 선별된

것으로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이 개발시켜주는 직업기

초능력은기술능력(3), 자기개발능력(3), 문제해결능력(2)

총 8개로 구성하였다.

직무수행 만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는 이경흠

(2012)[15], 김성필 외(2016)[2], 한진영(2012)[30]가 제시

한직무만족도를절충하여구성하였다. 임금조정기회제

공, 승진기회 제공, 업무능력발휘기회 제공, 일에 보람,

장래성을 보장해 주는지로 5문항을 구성하였다.

커피관련 자격증의 활용 의도에 대한 문항으로는 오

염곤(2012)[20]와 한국직업능력평가원에서의민간자격의

효용성평가도구[24]를절충하여 3개의문항으로구성하

였다. 취업이나 채용시 자격증을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지?, 주변에 자격증 취득을 권유나 추천할 의사가 있는

지?,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을 또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로 구성하였다.

3.3 가설 설정
가설1.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 중 기술

능력이 직무수행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 중 자기

개발능력이직무수행만족도에정(+)의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 중 문제

해결능력이직무수행만족도에정(+)의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 중 기술

능력이재활용의도에정(+)의영향을미칠것

이다.

가설5.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 중 자기

개발능력이 재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6.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 중 문제

해결능력이 재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7. 직무수행 만족도는 재활용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4 설문 조사 과정과 분석방법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의 직업기초능력이 직무수행 만

족도와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커피관련자료및연구논문을통하여커피바

리스타 직무능력을 위한 NCS의 직무표준능력들

및직업기초능력을살펴보며현장에서필요한직무

능력 평가 방법을찾아보았다. 좀더 올바른바리스

타직무능력평가를위해서는지식및기술능력평가

외에 직업기초능력평가도 함께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2) 현행시행중인커피관련자격증에는어떠한직업기

초능력을 개발시켜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설문을실시하였다. 커피관련민간자격증을취득하

였으며 5년이상커피산업체에종사한자를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커피관련자격증

관관련된주된직업기초능력들을알아보고정리하

였다.

3) 2)의 결과를 토대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이 개발

시켜주는 직업기초능력들 중에서 구룹화되어지는

상위 12위까지의 능력들을 선별하였다.

4) 3)에서 선별된 커피관련 직업기초능력들이 직무수

행을위해미치는만족도와활용의도를알기위하

여 커피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이며 커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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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하여커피관련자격증이국내커피

산업의 효율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영

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피며 커피관련 민간자격

증의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하여 2회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

사전설문은본설문의주요설문요인을찾기위해실시

되었다. (사)한국커피협회의 회원들 중에서 커피관련 민

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커피관련 직장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80부를 배부하여 75부

를회수하였고이중부적합한설문 1개를빼고 74개를사

용하였다. 문항은 NCS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내에 39개 하위 능력을 제시하고 리커드 5점(5=전

혀그렇지않다, 1=매우그렇다)를 사용하였다. SPSS 22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Friedman 검정으로 분석한 후

평균순위 중에서 구룹화되는 상위권의 직업기초능력을

선별하였다.

본 설문은 사전 설문에서 선별된 직업기초능력들을

토대로 (사)한국커피협회의 회원들 중에서 커피관련 민

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커피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대상으로설문하기위하여, 우선, (사)한국커피협

회의 회원들 중에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

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2017년 7월7일부터 7월 9일

까지설문하여 469명의응답을받았다. 이 중에서커피에

관련되지 않은 업종의 종사자나 주부, 무직자는 설문의

응답에서 제외시키고 또 부적절한 답변의 설문지는 뺀

후 320부를 본연구에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주요변수는

일반적인 특성, 직무수행 만족도, 민간자격증의 재활용

의도에관한문항으로구성하였고리커드 5점(1=전혀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척도를 사용하였다. SPSS 22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설문에 대한 결과
4.1.1 커피관련 민간자격 시험을 통해서 개발되어

지는 직업기초능력 선정(사전 설문)

커피관련민간자격시험을통해서개발되어지는직업

기초능력과 그 하위능력들을 서열지어 본 결과는

<Table 1>과같다. 기술능력이가장우선적으로개발되

어졌고, 그 다음으로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

윤리, 의사소통능력, 서비스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ranking of occupational skills related 
to the private qualifications of a coffee 
proficiency test

coffee proficiency
test Sub ability

Ranking
of Ave Adoption

Communicative
competence

Understanding documents 17.95
Writing documents 20.55

Listen 17.19
Expression 17.17

Basic foreign language 21.22

Ability to repair

Basic operation 22.93
Basic statistics 26.68
Chart Analysis 25.76
Charting 26.03

Problem-solving
ability

thinking power 12.34 0
Problem handling 10.97 0

Self-development
ability

Self-awareness 9.38 0
self care 9.37 0

Career development 10.33 0

Resource
management ability

Time resource management 14.93
Budget resource
management

19.00

Material resource
management

19.64

Human Resource
Management

21.39

Interpersonal skills

Teamwork 17.89
Leadership 19.56

Conflict management 18.60
Negotiation 18.32

Customer Service 16.54

Information ability
Computer use 23.75

Information processing 23.41

Technical ability
Understanding Technology 4.92 0
Technology Selection 4.54 0
Apply technology 4.84 0

Ability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International sense 23.20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System

24.49

Understanding Management 22.76
Understanding Your Work 20.15

Work ethics
Work ethics 14.09

Community Ethics 15.11

N 74

Approximation of approximation 1108.572

df 33

Significance level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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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관련 민간자격 시험을 통해서 관련 직업군의 기

술을이해한후필요한기술을선택하여적용할줄알게

되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

을개발하여경력을관리할줄알게되며, 발생하는다양

한문제를파악하고대처할줄알게해주는것으로파악

되었다. 그외, 직무에대한시간관리능력을길러주며직

무근로윤리및공동체윤리까지형성시켜주는것을알

수 있었다.

위의결과를토대로구룹화되는직업기초능력들중에

서상위 3개의직업기초능력구룹을선별하여본설문을

위한 요인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4.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본 설문)

<Table 2>General characteristics   N:320, %:100
division N %

Gende
r

male 107 33.4

female 213 66.6

Age

20∼30 142 44.4
31∼40 79 24.7
41∼50 68 21.3
51∼60 27 8.4
61∼ 4 1.3

Educa
tion

high school
graduation

167 52.2

Graduated and
graduated from a
four-year college

127 39.7

Graduate school and
graduation

26 8.1

Job

Student 43 13.4
Coffee shop 78 24.4
Restaurants 10 3.1

Franchise coffee
shop

43 13.4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31 9.7

Coffee (bean, green
bean) distribution
company

11 3.4

ETC 104 32.5

career

Less than 1 year 187 58.4

1 yeer ∼ 3 year 52 16.3

3year ∼ 5 year 39 12.2

5 year ∼ 7 year 18 5.6

More than 7 years 24 7.5

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은 <Table 2>와같다. 성별은

여성이 66.6%, 남성이 33.4%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많이응답하였다. 연령대는 20대 44%, 30대 24.7%, 40

21.3%, 50 8.4%, 60대 이상 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은고졸이 52.2%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4년제대학

재학및졸업생이 39.7%, 대학원 재학및졸업생이 8.1%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관련 직업군으로는 기타 3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커피전문점 종사자가

24.4%, 프랜차이즈 전문점 종사자와 공부하는 학생이

13.4%, 평생교육원이나기타교육기관강사가 9.7%, 커피

유통업체 종사자가 3.4% 순이었다. 기타 직업군으로는

외식기업이나 레스토랑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사무직,

건설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업 경력은 1년 미만이

58.4%,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16.3%, 3년 이상에서 5

년미만이 12.2%, 7년 이상이 7.5%, 5년 이상에서 7년미

만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4.1.3 커피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사항
커피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사항은 <Table 3,4>와 같

다. 커피관련민간자격증 종류<Table 3> 중에서한국커

피협회에서자격증을 94.3%로가장많이취득하였고, 그

외, 기타로서 SCA, 한국외식음료협회, 한국능률교육개발

원, 한국커피아카데미협회에서 취득하였다. 각 자격증을

선택한 이유<Table 4>는 높은 인지도가 69.7%로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주변의 추천 14.7%에 의해서,

검정 방법이 적절해서였다고 6.6%가 응답하였다. 그 외,

평생교육원등의광고를통해서선택한것을알수있었

다.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커피협회의 커피관련 민간자

격증이커피시험제도의대표적인시험이라는것을이미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Table 3> Type of acquisition of private certificate 
for coffee(Double Check)

N %
Coffee Assocition 314 94.3

Korea Coffee Academy Council 3 0.9
Korea Efficient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5 1.5

Korea Food & Drink
Association

5 1.5

Etc 6 1.8
SUM 3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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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Study on the Acquisition Characteristics 
of Communist-Related Individuals

N %

Reasons
for
testing

A high profile 223 69.7

Appropriateness of
testing methods

21 6.6

Recommended 47 14.7

Ease of acquisition 10 3.1

E.T.C 19 5.9

Acquisiti
on

purpose

Going to college 2 0.6

Employment and
livelihood purpose 77 24.1

To qualify for
functional skills 78 24.4

Operating the coffee
shop 154 48.1

Basic knowledge
literacy 6 1.9

E.T.C. 3 0.9

SUM 320 100.0

또한커피관련민간자격증을취득한목적<Table4>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48.1%로 가장 많았고

취업및생계목적을위해서와기능적인실력을인증받기

위해서가 24.1%, 기초 지식을 소양하기 위해서가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커피전문점의 직무를 수행

하기위해서는커피관련민간자격증이도움이되는것을

짐작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해, 실력향상을 위한 평가도구

로써 활용되고 있음 짐작할 수 있다.

4.1.4 커피관련 직무을 위해 필요한 능력 파악
커피관련 직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커피추출능력이 23.2%, 서비스능력이 15.2%, 매장운

영 및 경영 능력이 15.0%, 로스팅 기술이 13.1%, 향미평

가능력이 12.6%, 고객관리능력이 11.3%, 메뉴개발 능력

이 9.5% 순으로나타났다. NCS에서의바리스타직무표

준능력[11]에서도 커피추출과고객서비스능력이 3수준

에 속해 있고 매장 운영 및관리능력 등은 4수준으로 상

위단계에속해있다. 이는 3단계의능력이더필수적임을

나타내는데 설문에서의 결과에서도 커피추출 능력이 가

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것은 NCS 기본 능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Coffee performance skills(Double Check)
N %

Coffee Extraction 262 23.2

Roasting 148 13.1

Flavor evaluation 142 12.6

Service 172 15.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tores
169 15.0

Menu Development 107 9.5

Customer
management

128 11.3

Sum 1128 100.0

4.1.5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가. 탐색적 요인 및 요인분석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들의 영향 관계를 분석

하기전에, 측정항목의신뢰및타탕성을확보하기위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Table 6>와 같

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값이 평균 0.826 이상

이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5이상이며,

KMO(Kaiser-Meyer-Olkin)와 분산설명력(%)은 0.88,

75% 이상으로측정변수의신뢰성 및내적일관성을 확

보하였다.

<Table 6> Exploratory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Factore
d load
factor

Dispers
ion
(%)

Cumula
tive
dispers
ion
(%)

Cronbach’s
∂

Technical
ability

Technical
literacy

.720

14.9594
95

14.9594
95

0.841

Technical
choice ability

.874

Technical
adaptation
ability

.838

Self-devel
oped

capability

Ego-aware
ability

.814

14.5472
29

29.5067
24

Ego
management
ability

.868

Career
development

.731

Problem-s
olving
ability

,Thinking
power

.787
9.47960
6

38.9863
3Problem-

solving ability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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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커피관련 민간자격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
과 직무만족도, 활용 의도와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

하고 변수들 간의 윤곽을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커피관련민간자격에연관되어있는직업기초능

력과 만족도, 활용 의도와의 관련성을 상관관계로 분석

하기 위해 Pe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과같다. 그결과, 모든요인들이 P<0.01 수준

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1

2 .668** 1

3 .599** .855** 1

4 .392** .439** .451** 1

5 .412** .399** .408** .686** 1

6 .444** .483** .451** .546** .661** 1

7 .276** .315** .340** .329** .300** .329** 1

8 .287** .274** .242** .177** .223** .246** .472** 1

9 .455** .472** .478** .342** .391** .431** .278** .192** 1

10 .530** .534** .539** .320** .336** .440** .321** .275** .764**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P <0.01 level.
1.Technical literacy 2.Technical choice ability 3.Technical adaptation
ability 4.Ego-aware ability 5.Ego management ability 6.Career
development 7,Thinking power 8.Problem-solving ability 9.
Satisfaction 10.Repurpose recycling

4.2 가설 검증
4.2.1 커피관련 민간자격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커피관련 민간자격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이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커피관련민간자격에관련되어있는직업기초능력(자

기개발능력, 기술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만족도 P<0.05

에서 유의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에 필요한 기초

능력모두는직무수행에대한만족도를느끼는데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8> The effect of occupational skills on 
satisfaction level in relation to coffee 
qualifications 

Occupational
capacity

->satisfaction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P Judgment
B

Standar
d error

B

0.452 0.237 1.910 0.057

Self-developed
capability
->satisfaction

0.677 .072 .610 9.445 .000⁎⁎ Adoption

Technical
ability

->satisfaction
0.236 .083 .200 2.828 .005⁎⁎ Adoption

Problem-solvi
ng ability
->satisfaction

-0.141 .068 -.103 -2.066 .040⁎ Adoption

F Rate
R2

Adj R2

117.039
0.526
0.522

*P<0.05, **P<0.01

4.2.2 커피관련 민간자격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이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커피관련 민간자격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이 재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커피관련민간자격에연관된직업기초능력중에서자

기개발능력과 기술능력은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P<0.01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냈으나 문제해결능력

은 유의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면은 민간자격을

satisfaction

Pay adjustmen
topportunities

.808

24.6079
26

63.5942
56

0.917

Promotion
opportunities

.868

Opportunity for
business use

.840

Worth .712
Prospective
promise

.784

Repurpose
recycling

Use for
recruiting or
seeking
employment

.765
11.5824
84

75.1767
4

0.721

Recommended .577
re-apply .786

KMO 0.888

Bartlett’s Unit matrix test

Approximation of
approximation

2985.786

df 120
Significance level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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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다시활용할의사가있음을알수있으나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처리능력을 위해서는 민간자격증만

으로는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현장

에서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태도의 변화를 통해 익혀나

가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The Effect of Working Foundation in 
relation to coffee qualifications on the 
Reuse of Recycling Strategy 

Occupational
capacity

- > Repurpose
recycling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P Judgment
B

tandard
error

B

0.838 0.202 4.156 0.000
Self-developed
capability
->Repurpose
recycling

0.458 0.061 0.483 7.493 0.000** Adoption

Technical
ability

->Repurpose
recycling

0.296 0.071 0.293 4.154 0.000** Adoption

Problem-solvin
g ability
->Repurpose
recycling

-.024 .058 -.021 -.416 .678 Dismissal

F Rate
R2

Adj R2

117.887
0.528
0.524

*P<0.05, **P<0.01

4.2.3 직무수행 만족도가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수행 만족도가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Utilization 
Intention

Satisfaction
->Repurpose
recycling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Signific
ance
level

Judgment

B
Standard
error

B

1.486 0.114 13.043
1.9376E
-31

satisfaction
->Repurpose
recycling

0.653 0.031 0.764 21.134 0.000** Adoption

F Rate
R2

Adj R2

446.655
0.584
0.583

*P<0.05, **P<0.01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활용할 의도를 가지는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냈다. 만족도가

높으면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에 연관된 직업기초능력들

을활용할의사가높아짐을알수있었다. 나아가타인에

게 권유하며 꾸준한 발전을 위해 자격증의 중요성을 알

리고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커피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은 개인의 직무기초 능력을 개발하

고 경력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취업이나 채용시 종

사자를판단할수있는최적의평가도구로활용할수있

음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자격증에 내

포된 직업기초 수행능력은 무엇이 있으며 또 이것은 실

전 직무 수행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지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

는 직업기초능력은 무엇이 있으며 또 그것은 직무 수행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았다. 즉, 직무를이

해하고 적응하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받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지, 나아가 임금조정이나 승진

의기회및장래를보장받게되는지등의만족도를알아

보았다. 또한, 커피관련민간자격증과관련된기초직업능

력은 경력을 개발하거나 재취업 및 채용 시 평가도구로

활용을할의사가있는지를알아보았고나아가추천이나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자격증 취득을 다시

할의사를파악하였다. 이를통해현재수없이많은기관

에서시행중인민간자격증의취득이커피산업발전에주

는효율성을제고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의가설에대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관련민간자격증의직업기초능력중기술능

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이직무수행만족도에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증은 필

기와실기로나뉜다. 그시험에응시하기위해기술을이

해하고 익히며 또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 해가면서 자신

을되돌아보게되고자기관리를하며경력을향상시키고

쌓아가게 된다. 이 능력이 반복되어 숙지하게 되면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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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생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커피관련 직

업기초능력의 숙련은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직무몰

입, 직무 역량을 향상 및 강화시키게 되어 일에 대한 보

람을갖게만든다. 이는직무에대한만족도를낳게한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커피에

대한지식뿐만아니라태도의변화까지도이끌게해주

는하나의교구로서활용할가치가있음을짐작할수있

었다. 특히, 설문의 응답 중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답한 것을 보면 자격증이

커피에관한전반적인알게해주는입문과같은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자격증의 필기 시

험을 통해서 커피의 전반적인 지식을 살펴보게 되고 실

기시험을 통해 실전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익히고 훈련

하게 되는 등 초보자가 커피를 처음 접할 때, 필요한 준

비과정을전반적으로경험하게만들어주기때문인것으

로 여겨진다.

둘째, 커피관련민간자격증의직업기초능력중기술능

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이민간자격증의 재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만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커피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

며재인식하게되고기술을배우고익히며자기개발및

경력개발을 성취하게 해준다. 자격증을 취득한 종류와

급수는 개인의 기술정도와 경력 및 준비 상태를 대변해

준다. 이는 커피관련 직장을 새로이 구하거나 재취업 시

혹은 관리자로써 직원을 채용할 때, 종사원의 기술 상태

와 준비 정도를 판단하고 선별하는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는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타인에게 추천하고 권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커피관련 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부

(-)의영향을미치고있었다. 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하

는 훈련 정도로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나가는역량을갖추기에는부족한것으로나타났

다. 문제해결력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응용력을

통해서형성되는능력이므로충분한숙련과경력이뒷받

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앞의 내용을 종

합해 보건대, 커피관련 자격증은 커피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인측면, 태도적인면을총체적으로쌓을수

있는좋은계기를마련해주며, 또한자신의기술수준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이력을 만들어주는 필수적

인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커피관련민간자격증취득을통해서직업기초능

력을양성하게되는것은직무수행만족도를이끌게되

며나아가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게 하는데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생성되면 활용의

행동의지를낳게된다는선행연구와일치하는것으로확

인되었다[20].

직무에 대한 기술향상과 경력개발은 직무의 만족도

즉, 임금을조정할기회를갖게되고, 승진의기회가주어

지며 자신의 장래를 보장받으며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

게 만든다. 이러한 만족도는 구전을 통해 추천이나 권유

를이끌게되고고객의참여로인해시험에대한충성도

를형성하게되어재방문및재응시를유도한다. 이는시

험제도기관의충성도와점유율을높여주는계기가된다.

따라서민간자격증취득에의해직무수행의만족도를향

상시키면활용의도를높힐수있는계기를마련해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22].

따라서 위의 연구를 통해 커피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커피관련 민간자격증은 개인의 직무기초

능력을개발하고경력개발을향상시킬수있으며취업이

나 채용시 종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도구로

활용 등의 효용 가치를 실증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하지만본연구는몇가지한계점을내포하고있다. 첫

쨰, 설문대상자가 (사)한국커피협회의 자격증 취득자에

게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사)한국커피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취득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기타기관의취득자에게서도함께응답받아고려할필요

가 있었다.

둘째, 자격증취득에대한효율성은자격증취득을준

비하는 준비교육과정 단계부터 취득한 결과물, 나아가

이것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활용의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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