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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와인테스팅

교 재 마니올드-2015-와인테이스팅 코스-시그마북스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와인의 맛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취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실전을 통한 지식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좋은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혀 와인 색깔을 보고 향을 맡

고 혀를 굴리면서 맛을 보는 것과 와인을 감정하여 와인의 감별, 

선택, 보관법을 학습한다. 아울러 좋은 와인을 선별하기 위한 테스

팅 요소로서 와인의 색깔 및 흔들기에 대한 요령을 배우며 와인테

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냄새를 구분하는 요령을 배우기 위해 

포도의 품종의 특성을 배우고 맛을 느낄 수 있는 테스팅 요령을 

습득한다. 마지막으로 마시기를 통해 좋은 와인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와인테스팅의 방법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익힘으로서 호텔 및 외식업, 주류업에 취업을 할 수 있

으며, 와인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와인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좋은 와인을 감별하고 적

정한 와인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음식에 대해 질

적인 섭취를 원하는 시대이므로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의 선

택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파악하기 위해 와인 테스팅을 통한 

와인 맛의 구별과 표현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와인 테스팅 순서와 방법, 표현능력을 습득하여 와인 감별능력

을 향상 시킨다.

2. 와인재배, 양조기술, 기후에 따른 맛과 표현력 차이를 테스팅 실

습을 통해 습득한다.

3. 와인 생산 국가별 떼루아의 특징과 대표 와인을 이해하고 테스

팅 실습을 통해 나만의 테스팅 노트를 만들어 본다

4. 와인 주문, 와인 레이블 읽기, 와인 테스팅 및 서비스 방법을 실

습을 통해 습득한다.

5. 최종적으로 와인의 테스팅 방법뿐 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을 익

히고, 나만의 테스팅 노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학

습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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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테스팅 과목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와인 테이스팅 

노트를 활용하여 와인 테스팅 
포트폴리오 작성하여 발표하기

 - 제출 : 11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방법별도안내

2

1. 강의주제 : 와인용어
2. 강의목표 : 와인 테스팅 용어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용어 이해하기
  2) 와인 묘사어의 분류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와인 테스팅에 필요한 구사 용어들을 이해하고 실습수업에 

필요한 표현 능력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18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

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맛보기
2. 강의목표 : 프로처럼 와인 맛보기 이해
3. 세부내용 :
  1) 왕니 시각 시음 방법 이해 : 시각적인 색깔 구별법 이해
  2) 와인 향미 시음 방법 이해 : 후각적 향미 구별법 이해
  2) 와인 미각 시음 방법 이해 : 미각적 시음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와인 테스팅 방법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순서와 방법을 익

혀 프로 테스터를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21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

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체크리스트
2. 강의목표 : 와인 시음의 체크리스트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시음의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들의 특성을 이

해하고 테스팅 시 체크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체크리스트에 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

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테스팅 목적
2. 강의목표 : 와인 테스팅 목적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맛의 차이와 개인의 취향이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실전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 표현과 이론 지식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토론과 질문을 통하여 서로 의견을 제사하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25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

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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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와인의 맛과 향
2. 강의목표 : 와인의 아로마와 맛의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의 향 : 와인의 아로마와 부케의 차이를 이해
  2) 와인의 맛 : 단맛, 신맛, 쓴맛의 정도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30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테스팅의 구별
2. 강의목표 : 와인의 향, 맛, 질감에 따른 구분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맛 : 단맛과 신맛 구별하기
  2) 와인 향 : 향미 구별하기
  3) 와인 질감 : 무개감 구별하기
4. 수업방법 : 
- 와인 테스팅 과정에서 맛, 향, 질감의 차이를 이해하

고 실습을 통해 구별하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39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테스팅 구별
2. 강의목표 : 와인의 단맛과 신맛 구별
3. 세부내용 :
  1) 여러 가지 와인 시음 : 신맛과 단맛의 강도가 다

른 스타일의 와인 시음
4. 수업방법 : 
- 신맛과 단맛의 강도가 다른 와인을 준비하고 미각적 

테스팅을 통해 비교 분석 및 평가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39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테스팅 구별
2. 강의목표 : 와인의 향 구별
3. 세부내용 :
  1) 여러 가지 와인 시음 : 과일 풍미와 오크 풍미 구

별하는 와인 테스팅 실시
4. 수업방법 : 
 - 과일 풍미와 오크 풍미 구별하는 와인을 준비하고 

후각적 테스팅을 통해 비교 분석 및 평가 학습을 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39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테스팅 구별
2. 강의목표 : 와인의 질감 구별
3. 세부내용 :
  1) 여러 가지 와인 시음 : 바디, 탄닌, 탄산가스 구별

하는 와인 테스팅 실시
4. 수업방법 : 
 - 바디, 탄닌, 탄산가스 구별하는 와인을 준비하고 미

각적 테스팅을 통해 비교 분석 및 평가 학습을 한다. 
실슴 후 실습실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39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묘사와 시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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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와인 구매
2. 강의목표 : 와인 병, 숫자에 따른 구매 노하우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병 : 병 모양으로 특징 구별하기
  2) 와인 숫자 : 빈티지, 알코올 도수, 가격대에 맞는 

구매 방법 습득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9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쇼핑과 구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구매
2. 강의목표 : 와인 라벨 읽는 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신세계 와인 라벨 읽는 방법 이해
  2) 구세계 와인 라벨 읽는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0~53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쇼핑과 구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라벨 구별
2. 강의목표 : 와인 라벨 구별법 숙지
3. 세부내용 :
  1) 신세계 와인 라벨을 읽을 수 있다.
  2) 구세계 와인 라벨을 읽을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신세계 와인 라벨을 읽고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

시지를 쓰고 서비스하는 실습 진행

1. 주교재 페이지
 - p50~53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쇼핑과 구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주문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와인 주문 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주문 방법 숙지
  2) 와인 주문 체크리스트 숙지 
4. 수업방법 : 
- 와인 주문 방법을 숙지하고 손님과 직원의 입장에서 

직접 주문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2~53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쇼핑과 구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빙과 보관
2. 강의목표 : 와인 잔과 서빙 온도 이해
3. 세부내용 :
  1) 와인 잔 서빙 방법 숙지
  2) 와인 서빙 온도 및 숙성 이해
4. 수업방법 : 
- 와인 서빙 방법을 숙지하고 손님과 직원의 입장에서 

직접 주문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실습 
후 정리정돈 실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6~64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쇼핑과 구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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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와인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2. 강의목표 : 와인 풍미 3대 요소(떼루아) 이해
3. 세부내용 :
  1) 포도 품종, 포도원의 조건, 양조 방식에 따라 와인

의 맛이 다름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2~75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2. 강의목표 : 와인 숙성 과정 이해
3. 세부내용 :
  1) 숙성 과정에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산도 당도 

품이의 변화를 이해한다.
  2) 숙성에 따른 알코올 함량 예측이 가능함을 이해한

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0~83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2. 강의목표 : 와인 품종에 따른 와인 스타일 이해
3. 세부내용 :
  1) 화이트 와인용 포도 품종 스타일 이해
  2) 레드 와인용 포도 품종 스타일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87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풍미 이해하기
2. 강의목표 : 와인에 느껴지는 풍미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사과, 꽃, 허브 계열의 풍미를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계열 별 풍미의 재료를 준비하여 후각적 풍미의 느낌

을 테스팅하고 노트 작성하는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87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테스팅
2. 강의목표 : 무개감이 다른 와인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무개감이 다른 와인 테스팅하기
  2) 테스팅 노트 작성하기 
4. 수업방법 : 
- 와인 테스팅 후 노트 작성하여 발표 및 토론한다. 실

습 수 실습실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77

2. 주교재 목차
 - 와인의 스타일 지도 

그려보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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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주

1

1. 강의주제 : 화이트 와인 스펙트럼
2. 강의목표 : 화이트 와인의 스타일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무게감과 풍미에 따른 포도 품종 이해하기
  2) 각 나라별 화이트 와인의 테스팅 특징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92

2. 주교재 목차
 - 화이트 와인의 스펙

트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화이트 와인 테스팅
2. 강의목표 : 화이트 와인 테스팅 실습
3. 세부내용 :
  1) 무게감에 따른 품종별 테스팅 하기
  2) 품종의 특징 풍미, 무게감 테스팅 하기
  3) 테스팅 노트 작성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 후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와인의 시음

평을 공유하여 경험치를 넓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93~99

2. 주교재 목차
 - 화이트 와인의 스펙

트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레드 와인 스펙트럼
2. 강의목표 : 레드 와인의 스타일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무게감과 풍미에 따른 포도 품종 이해하기
  2) 각 나라별 레드 와인의 테스팅 특징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106

2. 주교재 목차
 - 레드 와인의 스펙트

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레드 와인 테스팅
2. 강의목표 : 레드 와인 테스팅 실습
3. 세부내용 :
  1) 무게감에 따른 품종별 테스팅 하기
  2) 품종의 특징 풍미, 무게감 테스팅 하기
  3) 테스팅 노트 작성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 후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와인의 시음

평을 공유하여 경험치를 넓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7~113

2. 주교재 목차
 - 레드 와인의 스펙트

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블라인드 테스팅
2. 강의목표 : 시음 한 와인 품종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시음 한 와인 중 선별하여 블라인드 테스팅 한다.
  2) 테스팅 노트에 와인의 품종을 적는다.
  3) 발표 및 토론한다.
4. 수업방법 : 
- 블라인드 테스팅을 실습하며 본인의 감각을 알아본

다. 실습 후 실습실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113

2. 주교재 목차
 - 화이트 와인의 스펙

트럼
 - 레드 와인의 스펙트

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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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2. 강의목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시간과 시기에 따라 와인 매칭 포인트 이해
  2) 주재료에 맞춰 와인 매칭 포인트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5~119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궁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2. 강의목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전문가들의 와인 매칭 포인트 이해
  2) 특별한 레시피에 맞춰 와인 매칭 포인트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0~123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궁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2. 강의목표 : 음식궁합 실습하기
3. 세부내용 :
  1) 소금과 설탕의 효과 구별 이해
  2) 소금과 설탕을 섭취 후 와인을 마셔본다.
4. 수업방법 : 
 - 소금, 설탕 양념들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습을 통해 알아

보고 음식과 매칭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4~125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궁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2. 강의목표 : 음식궁합 실습하기
3. 세부내용 :
  1) 매운맛과 느끼한 맛의 효과 구별 이해
  2) 후추와 치즈를 섭취 후 와인을 마셔본다.
4. 수업방법 : 
 - 후추, 치즈가 와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고 음

식과 매칭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6~127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궁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과 음식의 궁합 
2. 강의목표 : 테이스팅 노트 작성 및 발표
3. 세부내용 :
  1) 와인과 음식의 궁합의 느낌 발표
  2) 음식 선정 후 매칭 와인 찾아 발표 
4. 수업방법 : 
- 실습 내용의 발표 및 토론 진행하며, 궁합이 좋은 와

인과 음식을 찾아보는 실습 진행한다. 실습 후 실
습실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29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궁합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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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가

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가

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가

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가

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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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와인 양조 과정
2. 강의목표 : 와인 양조 과정에서 결정사항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발효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 이해하기
  2) 양조 시 알코올과 단맛의 영향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39

2. 주교재 목차
 - 와인 양조 과정에서

의 결정사항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양조 과정
2. 강의목표 : 발효 단계 별 테스팅 실습
3. 세부내용 :
  1) 발효 단계별 음료와 와인을 비교한다. 
  2) 당도와 알코올의 차이를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테스팅을 통하여 양조 과정의 결과물이 다름을 이해하고, 제

품의 특징과 명칭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0~141

2. 주교재 목차
 - 와인 양조 과정에서

의 결정사항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양조 과정
2. 강의목표 : 와인 양조 과정에서 결정사항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와인 별 양조방법의 차이가 빛깔과 스타일을 결정

함 이해하기
  2) 발효와 숙성에 따른 영향력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5

2. 주교재 목차
 - 와인 양조 과정에서

의 결정사항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양조 과정
2. 강의목표 : 오크통 영향 구별 테스팅 실습
3. 세부내용 :
  1) 껍질 여부에 따른 와인의 차이 이해하기 
  2) 오크통 숙성 여부에 따른 차이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을 통하여 양조 과정의 결과물이 다름을 이해하고, 제

품의 특징과 명칭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6~147

2. 주교재 목차
 - 와인 양조 과정에서

의 결정사항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양조 과정
2. 강의목표 : 스타일 와인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주정강화 와인 이해하기
  2) 스파클링 와인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을 통하여 양조 과정의 결과물이 다름을 이해하고, 제

품의 특징과 명칭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실습 후 정리정
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8~151

2. 주교재 목차
 - 와인 양조 과정에서

의 결정사항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0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포도재배 시의 선택사항들
2. 강의목표 : 떼루아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포도 재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해하기
  2) 위치, 지리, 기후, 토양의 영향력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4~161

2. 주교재 목차
 - 포도재배 시의 선택

사항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문화적 우선순위
2. 강의목표 : 나라 별 스타일의 차이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구세계 와인의 스타일 및 주요 생산국 이해하기
  2) 신세계 와인의 스타일 및 주요 생산국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6~169

2. 주교재 목차
 - 문화적 우선순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구세계 신세계 구별
2. 강의목표 : 구세계, 신세계 와인 나라 생산지 이해하

기
3. 세부내용 :
  1) 구세계 와인 지역 별 특징 및 대표 와인 이해하기
  2) 신세계 와인 지역 별 특징 및 대표 와인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퀴즈를 통해 특징 및 대표 와인 매칭하여 이해시키는 

실습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173

2. 주교재 목차
 - 문화적 우선순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구세계, 신세계 맛의 구별
2. 강의목표 : 와인 테스팅
3. 세부내용 :
  1) 구세계, 신세계 와인의 스타일 구별하기
  2) 특징 및 대표 나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대표 와인을 테스팅하여 지역 별 특징과 나라별 특징

을 테스팅 노트에 작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4~175

2. 주교재 목차
 - 문화적 우선순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구세계, 신세계 와인
2. 강의목표 : 와인 테스팅 노트 발표
3. 세부내용 :
  1) 구세계와 신세계와인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을 통하여 차이점을 이해하고, 지역의 특징과 명칭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실습 후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4~175

2. 주교재 목차
 - 문화적 우선순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1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포도 품종 별 특징 및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샤르도네 품종 이해하기
  2) 쇼비농 블랑 품종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7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포도 품종 별 특징 및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피노 그리지오 품종 이해하기
  2) 리슬링 품종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8~191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포도 품종 별 특징 및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모스카토 품종 이해하기
  2) 화이트 와인 품종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2~193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화이트 와인 품종 테스팅
3. 세부내용 :
  1) 대표 5가지 화이트 와인 품종 테스팅 하기
  2) 테스팅 노트 작성하기
4. 수업방법 : 
 - 대표 와인을 테스팅하여 품종 별 특징과 스타일을 

테스팅 노트에 작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3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화이트 와인 품종 테스팅
3. 세부내용 :
  1) 화이트 와인 품종 와인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을 통하여 차이점을 이해하고, 품종의 특징과 명칭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실습 후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3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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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포도 품종 별 특징 및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카베르네 쇼비뇽 품종 이해하기
  2) 메를로 품종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4~197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포도 품종 별 특징 및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피노누아 품종 이해하기
  2) 시라/쉬라즈 품종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8~201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포도 품종 별 특징 및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그르나슈 품종 이해하기
  2) 그 외 와인 품종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2~205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레드 와인 품종 테스팅
3. 세부내용 :
  1) 대표 5가지 레드 와인 품종 테스팅 하기
  2) 테스팅 노트 작성하기
4. 수업방법 : 
 - 대표 와인을 테스팅하여 품종 별 특징과 스타일을 

테스팅 노트에 작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4~205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용 포도 품종
2. 강의목표 : 레드 와인 품종 테스팅
3. 세부내용 :
  1) 레드 와인 품종 와인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기
4. 수업방법 : 
 - 테스팅을 통하여 차이점을 이해하고, 품종의 특징과 명칭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실습 후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4~205

2. 주교재 목차
 - 와인용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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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유럽의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유럽 와인의 역사 및 흐름 이해하기
  2) 프랑스 : 부르고뉴, 상파뉴, 보르도 지역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8~212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유럽의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프랑스 : 론 밸리, 알자스, 루아르 밸리 이해하기
  2) 이탈리아 : 토스카나, 피에몬테, 트리베네토 이해하

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3~218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유럽의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이탈리아 : 남부지역 이해하기
  2) 스페인 : 스페인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유럽 지역의 생산지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시각적 교육 실시

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9~221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유럽의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독일 : 독일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유럽 지역의 지도를 활용하여 와인 생산지를 그려보고 대표 

품종 지도 만드는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4~205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유럽 와인 지도 완성하기
3. 세부내용 :
  1) 유럽 지역 와인 지도(지역, 품종) 완성하기
  2) 전시 및 발표하기
4. 수업방법 : 
 - 와인 지도를 완성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품종의 특징과 명칭

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실습 후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4~205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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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신세계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미국 : 미국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2) 호주 : 호주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8~23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신세계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뉴질랜드 : 뉴질랜드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

하기
  2)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와인의 특

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4~235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신세계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칠레 : 칠레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2)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와인의 특징 및 스타일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신세계 지역의 생산지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시각적 교육 실

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6~237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신세계 와인 생산지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신세계 와인 지도 만들기
4. 수업방법 : 
 - 신세계 지역의 지도를 활용하여 와인 생산지를 그려보고 대표 

품종 지도 만드는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8~237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생산지
2. 강의목표 : 신세계 와인 지도 완성하기
3. 세부내용 :
  1) 신세계 지역 와인 지도(지역, 품종) 완성하기
  2) 전시 및 발표하기
4. 수업방법 : 
 - 와인 지도를 완성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품종의 특징과 명칭

을 이해하는 실습 시행한다. 실습 후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8~237

2. 주교재 목차
 - 와인 생산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기말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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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2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3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4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5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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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방법
3. 세부내용 :
  1) 와인 테스팅을 위한 푸어링 방법 이해하기
  2) 와인 서비스 용량 이해하기
  3) 와인 서비스 자세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교수자가 준비한 강의교안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

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6~65  

2. 주교재 목차
 - 서빙과 보관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교수자 시연

2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관리
3. 세부내용 :
  1) 와인 셀러 관리 요령 이해하기 
  2) 와인 보관 요령 이해하기
  3) 와인 재고 관리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교수자가 준비한 강의교안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

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6~65  

2. 주교재 목차
 - 서빙과 보관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교수자 시연

3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실습으로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쇼잉, 푸어링 자세 실습하기
  2) 쇼잉, 푸어링 용량 실습하기
4. 수업방법 : 
- 조를 나눠 와인 서비스 실습 시행한다.

-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교수자 시연

4

1. 강의주제 : 역할극 실습
2. 강의목표 : 역할 별 롤 플레잉 실습
3. 세부내용 :
  1) 손님과 직원으로 각자 역할 분담한다.
  2) 역할에 맞는 서비스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조를 나눠 와인 역할극 실습 시행한다.

-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교수자 시연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및 테스팅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서비스 실습
3. 세부내용 :
  1) 레스토랑의 주문부터 서비스까지 과정을 시물레이

션 해본다
  2) 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4. 수업방법 : 
- 조를 나눠 실습한 후 실습실 정리정돈 한다.

-

1. 학습자료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교수자 시연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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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한다.

- 강의교안,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가 시연을 통해 실습의 절차와 방

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학습자가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해 직접 실습에 참여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토론

-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자의 상

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 영상자

료를 활용하여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발표

- 와인 테이스팅 노트를 활용하여 와인 테스팅 포트폴리오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여 발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1. 주교재

 - 마니올드-2015-와인테이스팅 코스-시그마북스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와인입문’, ‘와이테스팅노트따라하기’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와인 서비스, 와인 테스팅, 와인 

푸어링, 와인 제조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

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테이스팅 노트를 학습자에게 제공

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