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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제빵실습Ⅰ

교 재 한장호 외 - 2019 - 최신 제과제빵&디저트 - 지구문화사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제빵에 사용되는 재료과학에서부터 작업공정에 필요한 제과·

제빵 기구와 도구 등의 제빵이론을 바탕으로 반죽, 발효, 성형, 

굽기 등의 기본적인 제빵과정을 익힌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

에서는 밀가루, 이스트, 이스트푸드, 설탕, 소금, 유지, 달걀, 유

제품, 물 등 제빵의 원재료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빵의 공정인 

믹싱, 발효, 분할, 둥글리기, 성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과정에 

따른 주의점과 실습기물관리, 스트레이트법, 중종법, 냉장, 냉

동법, 액종법(수종법) 등의 제빵법에 따른 제품을 실습한다. 나

아가 제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공정에 따

른 제빵 실습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

다.

제빵 기초지식과 재료과학에 대한 이론과 각 공정별 제법에 

완전한 습득,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제품의 제조

실기 능력을 학습한다. 

이를 위한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밀가루, 이스트, 이스트푸드, 설탕, 소금, 유지 등 제빵 원재

료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제빵에 사용되는 도구와 기물의 사용법과 관리방법을 이해

한다.

3. 배합표를 읽고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빠짐없이 갖추고, 배

합표와 공정을 숙지하여 오차없이 재료계량을 할 수 있다.

4. 스트레이트법의 반죽단계를 판단하여 제품에 맞는 반죽상

태로 반죽을 완성할 수 있다.

4. 각 제품에 알맞은 발효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5. 제빵공정인 믹싱, 발효, 분할, 둥글리기, 성형 등의 공정을 

완료할 수 있다.

6. 중종법, 냉장, 냉동법, 액종법 등의 제조원리와 공정을 파악

할 수 있다.

7. 최종적으로, 제빵에 대한 기본기식과 기본적인 공정에 따른 

제빵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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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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2) 과제물 안내 
 3) 팀 편성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주제 : 제빵 재료조사
 - 제출 : 9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
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제과제빵의 이해
2. 강의목표 : 과자와 빵의 정의 및 분류, 변천사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과자와 빵의 변천
 2) 과자와 빵의 정의와 분류
4. 수업방법 : 과자와 빵의 변천사와 빵의 정의 및 분류를 익히도록 
주교재를 학습자료로 하여 이론 강의를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0~22

2. 주교재 목차
 - 과자와 빵의 변
천
 - 과자와 빵의 정
의와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제과제빵의 이해
2. 강의목표 : 과자와 빵 재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과자와 빵 재료의 특성
4. 수업방법 : 밀가루, 유지류, 물, 이스트, 계란 등 빵의 주재료의 과
학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교재를 교안으로 하여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23~35

2. 주교재 목차
 - 과자와 빵 재료
의 특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제과제빵의 이해
2. 강의목표 : 제빵의 원리 및 공정 등 과자와 빵의 여러 제조원리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과자와 빵의 제조 원리
 
4. 수업방법 : 제빵의 원리 및 공정 등 과자와 빵의 여러 제조원리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학습자료로 하고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5~55

2. 주교재 목차
 - 과자와 빵의 제
조원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제과제빵의 기기 및 기구
2. 강의목표 : 냉동생지 및 제품평가, 사용되는 기기 및 기구의 특징
을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냉동생지
 2) 과자와 빵의 평가
 3) 제과와 제빵 기기
 4) 제과와 제빵 기구 
4. 수업방법 : 일반 반죽과 구별되는 냉동생지의 특징과 및 빵 제품
의 평가방법, 사용되는 기기 및 기구의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주교
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 56~89

2. 주교재 목차
- 냉동생지
- 과자와 빵의 평
가
- 제과와 제빵 기
기
- 제과와 제빵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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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밀빵과 식빵
2. 강의목표 :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제빵반죽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하고 호밀가루 사용시 보통 식빵과 비교하여 반죽제법 및 
반죽 온도, 분할, 및 발효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비상스트레이트법 특징 설명
 2) 호밀빵 반죽 시연
 3) 식빵 반죽 시연
 4) 반죽 1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반죽의 특징을 설명하
고 호밀빵의 진 반죽의 특징을 설명하며 두 가지 빵 반죽을 시연
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8~151
- p. 194~197

2. 주교재 목차
- 식빵
- 호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호밀빵과 식빵
2. 강의목표 :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제빵반죽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하고 호밀가루 사용시 보통 식빵과 비교하여 반죽제법 및 
반죽 온도, 분할, 및 발효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호밀빵 계량, 반죽 실습
 2) 1차 발효 실습
 3) 호밀빵, 식빵 분할 및 정형 시연
　4) 호밀빵, 식빵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진 반죽 상태에 유의하여 호밀빵을 반죽하고, 글루
텐을 정돈하여 1차 발효까지 마친다. 호빌빵과 식빵의 정형 과정
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8~151
- p. 194~197

2. 주교재 목차
- 식빵
- 호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호밀빵과 식빵
2. 강의목표 :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제빵반죽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하고 호밀가루 사용시 보통 식빵과 비교하여 반죽제법 및 
반죽 온도, 분할, 및 발효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식빵 계량, 반죽 실습
 2) 1차 발효 실습
 3) 호밀빵 분할 및 정형 실습
 4) 호밀빵 2차 발효 실습
4. 수업방법 : 식빵 반죽의 밑 준비와 반죽을 마치고, 호밀빵 분할 
및 정형단계를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8~151
- p. 194~197

2. 주교재 목차
- 식빵
- 호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호밀빵과 식빵
2. 강의목표 :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제빵반죽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하고 호밀가루 사용시 보통 식빵과 비교하여 반죽제법 및 
반죽 온도, 분할, 및 발효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식빵 분할 및 정형 실습
 2) 식빵 2차 발효 실습
 3) 호밀빵, 식빵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식빵 반죽을 분할하고 정형하여 2차 발효하고, 이후 
두 가지 빵을 구워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8~151
- p. 194~197

2. 주교재 목차
- 식빵
- 호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호밀빵과 식빵
2. 강의목표 : 비상스트레이트법을 이용한 제빵반죽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하고 호밀가루 사용시 보통 식빵과 비교하여 반죽제법 및 
반죽 온도, 분할, 및 발효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호밀빵 굽기 실습
 2) 식빵 굽기 실습
 3) 완제품 완성 및 냉각
 4) 제품평가 및 포장
4. 수업방법 : 굽기를 마친 빵 제품을 평가하고, 포장을 거쳐 수업
을 마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8~151
- p. 194~197

2. 주교재 목차
- 식빵
- 호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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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먼식빵과 크림빵
2. 강의목표 : 뚜껑이 있는 사각팬에 구워 샌드위치용 식빵으로 
활용가능한 식빵을 만들어 보고 단과자빵에 충전물을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을 인지하여 크림빵을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풀먼식빵 반죽/ 1차 발효시연
 2) 크림빵 반죽 /1차 발효 시연
 3) 크림 제조 시연
4. 수업방법 : 샌드위치 식빵인 풀먼식빵과 단과자빵의 하나인 크
림빵 반죽을 시연하고 충전물인 크림을 제조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8~161
- p. 167~171

2. 주교재 목차
- 풀먼식빵
- 크림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풀먼식빵과 크림빵
2. 강의목표 : 샌드위치용 식빵으로 활용가능한 풀먼식빵을 만들
어 보고 단과자빵에 충전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을 인지하여 크
림빵을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풀먼식빵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2) 크림빵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3) 크림 제조 실습
4. 수업방법 : 반죽 완료점에 유의하여 풀먼식빵 및 크림빵 반죽
을 완료하고, 크림빵 충전물인 커스터드 크림을 제조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8~161
- p. 167~171

2. 주교재 목차
- 풀먼식빵
- 크림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풀먼식빵과 크림빵
2. 강의목표 : 샌드위치용 식빵으로 활용 가능한 풀먼식빵을 만들
어 보고 단과자빵에 충전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을 인지하여 크
림빵을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풀먼식빵 분할 및 정형, 2차 발효 시연
 2) 크림빵 분할 및 정형,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풀먼식빵 분할 및 정형 방법을 설명하고 2차 발효 
완료점을 설명하며, 크림빵 성형 요령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
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8~161
- p. 167~171

2. 주교재 목차
- 풀먼식빵
- 크림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풀먼식빵과 크림빵
2. 강의목표 : 샌드위치용 식빵으로 활용 가능한 풀먼식빵을 만들
어 보고 단과자빵에 충전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을 인지하여 크
림빵을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풀먼식빵 분할 및 정형, 2차 발효 실습 
 2) 크림빵 분할 및 정형, 2차 발효 실습
 3) 풀먼식빵, 크림빵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풀먼식빵 2차발효 완료점에 유의하고, 크림빵 정형
방법을 숙지하여 두가지 빵 제조 실습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8~161
- p. 167~171

2. 주교재 목차
- 풀먼식빵
- 크림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풀먼식빵과 크림빵
2. 강의목표 : 샌드위치용 식빵으로 활용 가능한 풀먼식빵을 만들
어 보고 단과자빵에 충전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을 인지하여 크
림빵을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풀먼식빵 굽기 및 냉각 실습
 2) 크림빵 굽기 및 냉각 실습
 3) 제품평가 및 포장
4. 수업방법 : 두가지 빵의 굽기에서 냉각까지 마쳐 완제품을 제
조하고, 제품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8~161
- p. 167~171

2. 주교재 목차
- 풀먼식빵
- 크림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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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밤식빵과 브리오슈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바삭한 맛과 밤의 씹히는 촉감이 있는 밤
식빵의 제조법을 익히고 유지함량이 많은 반죽인 부드러운 브리
오슈의 제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밤식빵 반죽 시연/ 1차발효 시연
 2) 브리오슈 반죽 시연 / 1차 발효 시연
 3) 밤식빵 토핑물 시연
4. 수업방법 : 과자빵으로도 인식되는 밤식빵 반죽과 유지 함량이 
많아 투입 시기가 중요한 브리오슈를 반죽 시연하고, 밤식빵 윗면 
토핑물 제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6~159
- p. 180~183

2. 주교재 목차
- 밤식빵
- 브리오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밤식빵과 브리오슈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바삭한 맛과 밤의 씹히는 촉감이 있는 밤
식빵의 제조법을 익히고 유지함량이 많은 반죽인 부드러운 브리
오슈의 제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밤식빵 반죽 / 1차 발효 실습
 2) 브리오슈 반죽 /1차 발효 실습
 3) 밤식빵 토핑물 제조 실습
4. 수업방법 : 시연과 교재를 참고하여 두 가지 빵의 반죽을 완성
하고, 밤식빵 토핑물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6~159
- p. 180~183

2. 주교재 목차
- 밤식빵
- 브리오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밤식빵과 브리오슈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바삭한 맛과 밤의 씹히는 촉감이 있는 밤
식빵의 제조법을 익히고 유지함량이 많은 반죽인 부드러운 브리
오슈의 제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밤식빵 분할/ 정형 시연
 2) 브리오슈 분할 및 정형 시연
 3) 밤식빵, 브리오슈 2차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밤식빵 정형과정과 팬닝, 2차 발효 과정을 시연하
고, 오뚝이 형의 브리오슈 정형 방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6~159
- p. 180~183

2. 주교재 목차
- 밤식빵
- 브리오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밤식빵과 브리오슈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바삭한 맛과 밤의 씹히는 촉감이 있는 밤
식빵의 제조법을 익히고 유지함량이 많은 반죽인 부드러운 브리
오슈의 제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밤식빵 정형 및 2차발효 실습
 2) 브리오슈 정형 및 2차발효 실습
 3) 밤식빵 토핑물 장식 시연
 4) 밤식빵 굽기, 브리오슈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시연과 교재를 참고하여 당절임한 밤을 충전후 토
핑물을 만들어 모양을 낸 식빵을 만들고, 오뚝이 모양이 서로 대
칭을 이룰 수 있도록 성형하는 브리오슈를 만든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6~159
- p. 180~183

2. 주교재 목차
- 밤식빵
- 브리오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밤식빵과 브리오슈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바삭한 맛과 밤의 씹히는 촉감이 있는 밤
식빵의 제조법을 익히고 유지함량이 많은 반죽인 부드러운 브리
오슈의 제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밤식빵 토핑물 장식 실습
 2) 밤식빵, 브리오슈 굽기 및 냉각
 3) 제품평가 및 포장
4. 수업방법 : 밤식빵에 토핑물을 올리고, 두 가지 빵의 굽기와 냉
각 과정을 마친 뒤 제품평가를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6~159
- p. 180~183

2. 주교재 목차
- 밤식빵
- 브리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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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

1

1. 강의주제 : 소보로빵과 옥수수식빵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맛과 빵의 향이 잘 어울리는 소보로빵을 
제조하여 보고, 옥수수의 색깔이 연하게 배어 있는 옥수수 식빵을 
만들어 가루류를 이용한 기본 식빵 제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옥수수식빵 반죽, 1차발효 시연
 2) 소보로빵 반죽, 1차발효 시연
 3) 소보로빵 토핑 제조 시연
4. 수업방법 : 글루텐발전 상태를 설명하며 옥수수빵 반죽을 시연
하고, 소보로빵 반죽 및 토핑물 제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2~153
- p. 164~163

2. 주교재 목차
- 옥수수식빵
- 소보로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소보로빵과 옥수수식빵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맛과 빵의 향이 잘 어울리는 소보로빵을 
제조하여 보고, 옥수수의 색깔이 연하게 배어 있는 옥수수 식빵을 
만들어 가루류를 이용한 기본 식빵 제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옥수수식빵 반죽, 1차발효 실습
 2) 소보로빵 반죽, 1차발효 실습
 3) 소보로빵 토핑 제조 실습
4. 수업방법 : 시연과 교재를 참고하고 옥수수식빵의 글루텐 상태
를 판단하여 반죽을 완성하고, 소보로빵 반죽 및 토핑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2~153
- p. 164~163

2. 주교재 목차
- 옥수수식빵
- 소보로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소보로빵과 옥수수식빵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맛과 빵의 향이 잘 어울리는 소보로빵을 
제조하여 보고, 옥수수의 색깔이 연하게 배어 있는 옥수수 식빵을 
만들어 가루류를 이용한 기본 식빵 제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옥수수식빵 분할 및 정형, 2차발효 시연
 2) 소보로빵 분할 및 토핑물 얹기, 2차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각 빵 반죽을 분할하고 정형하여 2차 발효 과정까
지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2~153
- p. 164~163

2. 주교재 목차
- 옥수수식빵
- 소보로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소보로빵과 옥수수식빵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맛과 빵의 향이 잘 어울리는 소보로빵을 
제조하여 보고, 옥수수의 색깔이 연하게 배어 있는 옥수수 식빵을 
만들어 가루류를 이용한 기본 식빵 제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옥수수식빵 정형 및 2차발효 실습
 2) 소보로빵 분할 및 토핑물 얹기, 2차발효 실습
 3) 옥수수식빵, 소보로빵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소보로 토핑물을 이용한 단과자빵 제조 및 발효 방
법을 익히고, 옥수수의 구수한 향과 발효향이 조화를 이루는 옥수
수빵을 굽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2~153
- p. 164~163

2. 주교재 목차
- 옥수수식빵
- 소보로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소보로빵과 옥수수식빵
2. 강의목표 : 토핑물의 맛과 빵의 향이 잘 어울리는 소보로빵을 
제조하여 보고, 옥수수의 색깔이 연하게 배어 있는 옥수수 식빵을 
만들어 가루류를 이용한 기본 식빵 제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옥수수식빵 굽기 실습
 2) 소보로빵 굽기 실습 
 3) 냉각 후 제품평가, 포장 실습
4. 수업방법 : 각 빵의 굽기에서 냉각 과정을 마친 뒤 제품평가를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2~153
- p. 164~163

2. 주교재 목차
- 옥수수식빵
- 소보로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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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우유식빵과 단팥빵
2. 강의목표 : 우유의 향과 발효향이 잘 어울리는 우유 식빵과 팥
앙금의 성형이 중요시되는 비상스트레이트법 과자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우유식빵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2) 단팥빵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3) 팥 분할 시연
4. 수업방법 : 우유 단백질로 인해 반죽의 힘이 강하여 반죽시간이 
길어진 우유식빵의 반죽, 발효, 제품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반죽을 
시연하고, 단팥빵의 반죽 및 앙금 분할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0~151
- p. 162~163

2. 주교재 목차
- 우유식빵
- 단팥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우유식빵과 단팥빵
2. 강의목표 : 우유의 향과 발효향이 잘 어울리는 우유 식빵과 팥
앙금의 성형이 중요시되는 비상스트레이트법 과자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단팥빵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2) 우유식빵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3) 팥빵 포앙 시연 / 2차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글루텐 발전 상태를 판단하여 팥빵 및 우유식빵 반
죽을 마친다. 앙금이 반죽 중앙에 위치하도록 포앙하는 시연을 진
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0~151
- p. 162~163

2. 주교재 목차
- 우유식빵
- 단팥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우유식빵과 단팥빵
2. 강의목표 : 우유의 향과 발효향이 잘 어울리는 우유 식빵과 팥
앙금의 성형이 중요시되는 비상스트레이트법 과자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팥빵 포앙 실습 및 정형, 2차발효 실습
 2) 우유식빵 분할 및 정형, 2차 발효 실습
 3) 팥빵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앙금이 반죽 중앙에 위치하도록 팥빵에 앙금을 포
앙하여 팬닝 후 2차 발효한다. 우유식빵 반죽을 분할한 뒤 정형하
여 2차 발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0~151
- p. 162~163

2. 주교재 목차
- 우유식빵
- 단팥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우유식빵과 단팥빵
2. 강의목표 : 우유의 향과 발효향이 잘 어울리는 우유 식빵과 팥
앙금의 성형이 중요시되는 비상스트레이트법 과자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우유식빵 굽기 시연
 2) 팥빵 굽기 실습
4. 수업방법 : 윗면 색에 주의하여 우유식빵 굽기 과정을 시연하
고, 팥빵 굽기 과정을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0~151
- p. 162~163

2. 주교재 목차
- 우유식빵
- 단팥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우유식빵과 단팥빵
2. 강의목표 : 우유의 향과 발효향이 잘 어울리는 우유 식빵과 팥
앙금의 성형이 중요시되는 비상스트레이트법 과자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우유식빵 굽기, 냉각 및 제품평가
 2) 팥빵 냉각 및 제품평가
 3) 포장
4. 수업방법 : 식빵을 구워낸 뒤 두 가지 빵을 냉각시켜 제품평가
를 거쳐 수업을 마무리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0~151
- p. 162~163

2. 주교재 목차
- 우유식빵
- 단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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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

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

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

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

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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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주

1

1. 강의주제 : 버터톱식빵과 그리시니
2. 강의목표 : 버터함량이 많아 충분한 반죽 후 유지 투입이 필요
한 빵 반죽의 특징과 여러 향신료의 활용폭이 넓은 그리시니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톱식빵 반죽 및 1차 발효 시연
 2) 그리시니 반죽 및 1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버터가 많이 들어간 버터톱반죽의 특징과 유지 투
입시기, 글루텐 발전상태에 유의해야 하는 그리시니의 특징을 설
명하며 반죽 제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60~161
- p. 186~187

2. 주교재 목차
- 버터톱식빵
- 그리시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버터톱식빵과 그리시니
2. 강의목표 : 버터함량이 많아 충분한 반죽 후 유지 투입이 필요
한 빵 반죽의 특징과 여러 향신료의 활용폭이 넓은 그리시니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톱식빵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2) 그리시니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4. 수업방법 : 반죽 완료점을 숙지하여 버터톱 식빵과 그리시니 
반죽을 완료하고 1차 발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60~161
- p. 186~187

2. 주교재 목차
- 버터톱식빵
- 그리시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버터톱식빵과 그리시니
2. 강의목표 : 버터함량이 많아 충분한 반죽 후 유지 투입이 필요
한 빵 반죽의 특징과 여러 향신료의 활용폭이 넓은 그리시니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톱식빵 분할 및 정형, 팬닝 시연
 2) 그리시니 분할 및 성형, 팬닝 시연
 3)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일정한 굵기의 그리시니 시연 방법을 시연하고, 버
터톱 식빵 정형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60~161
- p. 186~187

2. 주교재 목차
- 버터톱식빵
- 그리시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버터톱식빵과 그리시니
2. 강의목표 : 버터함량이 많아 충분한 반죽 후 유지 투입이 필요
한 빵 반죽의 특징과 여러 향신료의 활용폭이 넓은 그리시니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톱 식빵 분할 및 성형, 팬닝, 2차 발효 실습
 2) 그리시니 분할 및 정형, 팬닝, 2차발효 실습
 3) 버터톱 식빵 칼집내기, 버터 얹기,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그리시니는 일정한 굵기로 정형하고 팬닝 후 2차 
발효한다. 버터톱 식빵을 팬닝 후 2차 발효한다. 버터톱 식빵의 2
차 발효 완료점을 설명하고 윗면 칼집 후 버터를 짜넣는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60~161
- p. 186~187

2. 주교재 목차
- 버터톱식빵
- 그리시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버터톱식빵과 그리시니
2. 강의목표 : 버터함량이 많아 충분한 반죽 후 유지 투입이 필요
한 빵 반죽의 특징과 여러 향신료의 활용폭이 넓은 그리시니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톱 식빵 칼집내기, 버터 얹은 뒤 굽기 실습
 2) 그리시니 굽기 실습
 3) 제품 냉각 후 제품평가, 포장
4. 수업방법 : 버터톱 윗면을 성형하고 구워내고, 그리시니 굽기 
과정까지 마친 뒤 제품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60~161
- p. 186~187

2. 주교재 목차
- 버터톱식빵
- 그리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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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

1

1. 강의주제 : 트위트스빵과 모카빵
2. 강의목표 : 내부의 조직이 부드럽고 기공이 균일하며 두가지로 
꼬아 성형하는 빵을 만들고, 비스킷을 씌워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
하는 모카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트위스트빵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2) 모카빵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3) 모카빵 토핑 비스킷 제조 시연
4. 수업방법 : 단과자빵인 트위스트빵 반죽과 커피를 넣어 만드는 
모카빵 반죽 및 1차 발효 공정을 시연한다. 모카빵 토핑 비스킷 
제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2~173
- p. 188~190

2. 주교재 목차
- 트위스트빵
- 모카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트위트스빵과 모카빵
2. 강의목표 : 내부의 조직이 부드럽고 기공이 균일하며 두가지로 
꼬아 성형하는 빵을 만들고, 비스킷을 씌워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
하는 모카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트위스트빵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2) 모카빵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3) 모카빵 토핑 비스킷 제조 실습
4. 수업방법 : 트위스트빵 반죽, 모카빵 반죽을  제조하고 1차 발
효하는 동안, 모카빵 토핑 비스킷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2~173
- p. 188~190

2. 주교재 목차
- 트위스트빵
- 모카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트위트스빵과 모카빵
2. 강의목표 : 내부의 조직이 부드럽고 기공이 균일하며 두가지로 
꼬아 성형하는 빵을 만들고, 비스킷을 씌워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
하는 모카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트위스트빵 분할 및 성형(8자, 이중8자), 2차발효 시연
 2) 모카빵 분할 및 토핑 성형,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트위스트빵 성형과정을 8자와 이중 8자, 달팽이형 
등으로 제조하여 시연하고, 모카빵 정형과 토핑물 토핑과정을 시
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2~173
- p. 188~190

2. 주교재 목차
- 트위스트빵
- 모카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트위트스빵과 모카빵
2. 강의목표 : 내부의 조직이 부드럽고 기공이 균일하며 두가지로 
꼬아 성형하는 빵을 만들고, 비스킷을 씌워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
하는 모카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트위스트빵 분할 및 성형, 2차 발효 실습
 2) 모카빵 분할 및 토핑 성형, 2차 발효 실습
 3) 트위스트빵 및 모카빵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꼬인 모양이 균일한 형태의 트위스트 빵을 정형한 
뒤 2차 발효하고, 모카빵 분할과 토핑물 토핑까지 마친 뒤 2차 발
효한다. 두 가지 빵의 굽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2~173
- p. 188~190

2. 주교재 목차
- 트위스트빵
- 모카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트위트스빵과 모카빵
2. 강의목표 : 내부의 조직이 부드럽고 기공이 균일하며 두가지로 
꼬아 성형하는 빵을 만들고, 비스킷을 씌워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
하는 모카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트위스트빵 굽기 및 냉각 실습
 2) 모카빵 굽기 및 냉각 실습
 3) 제품평가 및 포장
4. 수업방법 : 두 가지 빵을 굽기와 냉각까지 마친 뒤, 교수자의 
제품평가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2~173
- p. 188~190

2. 주교재 목차
- 트위스트빵
- 모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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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

1

1. 강의주제 : 건포도 식빵과 베이글
2. 강의목표 : 건포도의 맛과 향이 진한 건포도 식빵과 데치는 과
정을 통해 전분의 호화를 이용한 베이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건포도식빵 반죽 및 1차 발효 시연
 2) 베이글 반죽 및 1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건과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건포도식빵 반죽 및 1
차 발효 과정을 시연하며, 베이글 글루텐 발전 단계 및 반죽 완료
점을 설명하며 1차 발효 과정까지의 제조 공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4~155
- p. 184~185

2. 주교재 목차
- 건포도식빵
- 베이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건포도 식빵과 베이글
2. 강의목표 : 건포도의 맛과 향이 진한 건포도 식빵과 데치는 과
정을 통해 전분의 호화를 이용한 베이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건포도식빵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2) 베이글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3) 건포도 식빵 분할 및 정형, 팬닝 및 2차 발효 시연
 4) 베이글 분할 및 정형, 팬닝 후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건포도를 전처리한 뒤 식빵을 반죽하고, 베이글 글
루텐 발전 상태를 확인하여 반죽을 완료한다. 건포도식빵과 베이
글 정형 과정을 시연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4~155
- p. 184~185

2. 주교재 목차
- 건포도식빵
- 베이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건포도 식빵과 베이글
2. 강의목표 : 건포도의 맛과 향이 진한 건포도 식빵과 데치는 과
정을 통해 전분의 호화를 이용한 베이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건포도식빵 분할 및 정형, 팬닝 및 2차 발효 실습
 2) 베이글 분할 및 정형, 팬닝 후 2차 발효 실습
 
4. 수업방법 : 건포도 식빵을 분할하여 팬닝한 뒤 2차 발효하고, 
균형잡힌 모양의 베이글을 정형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4~155
- p. 184~185

2. 주교재 목차
- 건포도식빵
- 베이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건포도 식빵과 베이글
2. 강의목표 : 건포도의 맛과 향이 진한 건포도 식빵과 데치는 과
정을 통해 전분의 호화를 이용한 베이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베이글 호화 및 팬닝, 굽기 시연
 2) 건포도식빵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끓는 물에 표면을 호화시켜 굽는 베이글 제조 과정
을 시연하고, 건포도 식빵 굽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4~155
- p. 184~185

2. 주교재 목차
- 건포도식빵
- 베이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건포도 식빵과 베이글
2. 강의목표 : 건포도의 맛과 향이 진한 건포도 식빵과 데치는 과
정을 통해 전분의 호화를 이용한 베이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베이글 호화 및 팬닝, 굽기 실습
 2) 건포도식빵 굽기 실습
 3) 냉각 및 제품평가
4. 수업방법 : 두 가지 빵의 굽기 과정까지 마쳐 교수자의 제품평
가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4~155
- p. 184~185

2. 주교재 목차
- 건포도식빵
- 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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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치빵과 버터롤
2. 강의목표 : 바삭한 토핑물을 지닌 럭비공 모양의 더치빵과 제
빵제품의 기본 품목인 번데기 모양의 버터롤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더치빵 반죽 및 1차 발효 시연
 2) 버터롤 반죽 및 1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더치빵과 버터롤 제품 특징을 설명하며 반죽 및 1
차 발효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7~179
- p. 196~197

2. 주교재 목차
- 더치빵
- 버터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더치빵과 버터롤
2. 강의목표 : 바삭한 토핑물을 지닌 럭비공 모양의 더치빵과 제
빵제품의 기본 품목인 번데기 모양의 버터롤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더치빵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2) 버터롤 반죽 및 1차 발효 실습
 3) 더치빵 토핑물 제조 시연(유지 제외)
4. 수업방법 : 교재와 시연을 참고하여 두 가지 빵 반죽을 완성 
후 1차 발효한다. 더치빵의 토핑물 제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7~179
- p. 196~197

2. 주교재 목차
- 더치빵
- 버터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더치빵과 버터롤
2. 강의목표 : 바삭한 토핑물을 지닌 럭비공 모양의 더치빵과 제
빵제품의 기본 품목인 번데기 모양의 버터롤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더치빵 정형, 2차 발효 시연
 2) 버터롤 정형,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럭비공 모양으로 더치빵 반죽을 성형하고  좌우대
칭의 롤 모양으로 성형하는 버터롤 정형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7~179
- p. 196~197

2. 주교재 목차
- 더치빵
- 버터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더치빵과 버터롤
2. 강의목표 : 바삭한 토핑물을 지닌 럭비공 모양의 더치빵과 제
빵제품의 기본 품목인 번데기 모양의 버터롤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더치빵 정형, 2차 발효 실습
 2) 버터롤 정형, 2차 발효 실습
 3) 더치빵 토핑 후 굽기, 버터롤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럭비공 모양으로 더치빵 반죽을 성형하고 좌우 대
칭이 균일하도록 버터롤을 제조한다. 더치빵 토핑 및 두 가지 빵 
굽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7~179
- p. 196~197

2. 주교재 목차
- 더치빵
- 버터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더치빵과 버터롤
2. 강의목표 : 바삭한 토핑물을 지닌 럭비공 모양의 더치빵과 제
빵제품의 기본 품목인 번데기 모양의 버터롤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더치빵 토핑 후 굽기, 버터롤 굽기
 2) 냉각 후 제품평가
4. 수업방법 : 더치빵 토핑 및 굽기, 버터롤 굽기 과정을 마친 뒤 
교수자가 제품을 평가하고 수업을 마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7~179
- p. 196~197

2. 주교재 목차
- 더치빵
- 버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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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

1

1. 강의주제 : 빵도넛과 스위트롤
2. 강의목표 : 튀겨 익힌 빵 도넛과 계피 설탕을 충전물로 하여 
원통형으로 말아 야자잎과 세잎으로 성형하는 스위트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빵도넛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2) 스위트롤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3) 스위트롤 충전물 준비 시연
4. 수업방법 : 빵도넛 및 스위트롤 반죽을 최종 단계까지 반죽하
고, 스위트롤 충전물 제조 공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0~171
- p. 198~199

2. 주교재 목차
- 스위트롤
- 빵도넛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빵도넛과 스위트롤
2. 강의목표 : 튀겨 익힌 빵 도넛과 계피 설탕을 충전물로 하여 
원통형으로 말아 야자잎과 세잎으로 성형하는 스위트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빵도넛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2) 스위트롤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3) 스위트롤 충전물 준비 실습
4. 수업방법 : 빵도넛 반죽 및 스위트롤 반죽을 1차 발효까지 실
습하고, 스위트롤 충전물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0~171
- p. 198~199

2. 주교재 목차
- 스위트롤
- 빵도넛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빵도넛과 스위트롤
2. 강의목표 : 튀겨 익힌 빵 도넛과 계피 설탕을 충전물로 하여 
원통형으로 말아 야자잎과 세잎으로 성형하는 스위트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빵도넛 분할 및 성형 시연
 2) 스위트롤 반죽 밀기 및 성형, 팬닝 시연
4. 수업방법 : 빵도넛을 꽈배기형, 8자형, 링도넛형 형태로 성형하
는 공정을 시연하고, 스위트롤 반죽을 말아 야자잎과 세잎형으로 
정형하는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0~171
- p. 198~199

2. 주교재 목차
- 스위트롤
- 빵도넛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빵도넛과 스위트롤
2. 강의목표 : 튀겨 익힌 빵 도넛과 계피 설탕을 충전물로 하여 
원통형으로 말아 야자잎과 세잎으로 성형하는 스위트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빵도넛 분할 및 성형 시연
 2) 스위트롤 반죽 밀기 및 성형, 팬닝 시연
 3) 빵도넛 튀기기 및 스위트롤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도넛을 꽈배기형, 8자형, 링도넛형 형태로 성형하고  
스위트롤 반죽을 말아 야자잎과 세잎형으로 정형한다. 도넛 튀김 
과정과 굽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0~171
- p. 198~199

2. 주교재 목차
- 스위트롤
- 빵도넛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빵도넛과 스위트롤
2. 강의목표 : 튀겨 익힌 빵 도넛과 계피 설탕을 충전물로 하여 
원통형으로 말아 야자잎과 세잎으로 성형하는 스위트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빵도넛 튀기기 및 설탕 묻히기
 2) 스위트롤 굽기 및 냉각
 3) 제품평가
4. 수업방법 : 도넛을 튀긴 뒤 냉각하여 설탕을 묻히고, 스위트롤
을 구워 냉각시킨다. 교수자의 제품평가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0~171
- p. 198~199

2. 주교재 목차
- 스위트롤
- 빵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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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2. 강의목표 : 칼집을 넣어 부풀림을 좋게 하고 오븐에 스팀을 넣
어 껍질 부분의 광택을 좋게 하여 바삭함과 속결의 부드러움을 
지닌 하드계 빵과 반죽에 소시지, 양파와 피자치즈를 넣어 맛을 
낸 조리빵인 소시지빵을 제조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빵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2) 소시지빵 반죽 및 1차발효 시연
 3) 소시지빵 충전물 준비 시연
4. 수업방법 : 설탕과 유지가 들어가지 않아 단단한 질감을 가지
고 글루텐의 발전단계에서 반죽을 마무리하는 프랑스빵 반죽과, 
반죽의 탄력이 강한 소시지빵 반죽 과정을 시연한다. 소시지빵 충
전물을 준비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82~183
- p. 191~19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빵
- 소시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2. 강의목표 : 칼집을 넣어 부풀림을 좋게 하고 오븐에 스팀을 넣
어 껍질 부분의 광택을 좋게 하여 바삭함과 속결의 부드러움을 
지닌 하드계 빵과 반죽에 소시지, 양파와 피자치즈를 넣어 맛을 
낸 조리빵인 소시지빵을 제조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빵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2) 소시지빵 반죽 및 1차발효 실습
 3) 소시지빵 충전물 준비 실습
4. 수업방법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반죽 및 1차 발효를 마치고, 
소시지빵 충전물을 준비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82~183
- p. 191~19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빵
- 소시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2. 강의목표 : 칼집을 넣어 부풀림을 좋게 하고 오븐에 스팀을 넣
어 껍질 부분의 광택을 좋게 하여 바삭함과 속결의 부드러움을 
지닌 하드계 빵과 반죽에 소시지, 양파와 피자치즈를 넣어 맛을 
낸 조리빵인 소시지빵을 제조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빵 분할 및 정형, 팬닝, 2차 발효 시연
 2) 소시지빵 분할 및 정형, 팬닝 및 2차 발효 시연
4. 수업방법 : 시연을 통하여 프랑스빵, 소시지빵 분할 및 정형, 
팬닝 2차 발효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82~183
- p. 191~19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빵
- 소시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2. 강의목표 : 칼집을 넣어 부풀림을 좋게 하고 오븐에 스팀을 넣
어 껍질 부분의 광택을 좋게 하여 바삭함과 속결의 부드러움을 
지닌 하드계 빵과 반죽에 소시지, 양파와 피자치즈를 넣어 맛을 
낸 조리빵인 소시지빵을 제조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빵 분할 및 정형, 팬닝, 2차 발효 실습
 2) 소시지빵 분할 및 정형, 팬닝 및 2차 발효 실습
 3) 프랑스빵 칼집 및 굽기 시연
 4) 소시지빵 토핑 후 굽기 시연
4. 수업방법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분할 및 2차 발효 실습을 마
친 뒤, 프랑스빵 칼집, 굽기, 소시지빵 토핑 및 굽기 과정을 시연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82~183
- p. 191~19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빵
- 소시지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프랑스빵과 소시지빵
2. 강의목표 : 칼집을 넣어 부풀림을 좋게 하고 오븐에 스팀을 넣
어 껍질 부분의 광택을 좋게 하여 바삭함과 속결의 부드러움을 
지닌 하드계 빵과 반죽에 소시지, 양파와 피자치즈를 넣어 맛을 
낸 조리빵인 소시지빵을 제조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빵 칼집 및 굽기 실습
 2) 소시지빵 토핑 후 굽기 실습
 3) 냉각 후 제품평가, 포장
4. 수업방법 : 프랑스빵 칼집 및 굽기, 소시지빵 토핑 및 굽기 과
정을 마친 뒤 제품평가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82~183
- p. 191~19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빵
- 소시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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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

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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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니시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2. 강의목표 : 유지의 온도를 조절하여 싼 후 접기와 밀어펴기를 
반복하여 데니시페이스트리와 페이스트리 식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 반죽 제조 및 냉장 휴지 시연
 2)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 반죽 제조 및 냉장 휴지 실습
 4. 수업방법 : 유지를 충전하여 밀어펴고 접어미는 과정이 특징
인 반죽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시연 후 동일 과정을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4~176
- p. 204~205

2. 주교재 목차
- 데니시페이스트리
- 페이스트리 식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데니시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2. 강의목표 : 유지의 온도를 조절하여 싼 후 접기와 밀어펴기를 
반복하여 데니시페이스트리와 페이스트리 식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용 유지 넣어 밀어 펴기 (3절 2회 후 
휴지) 시연
 2)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용 유지 넣어 밀어 펴기 (3절 2회 후 
휴지) 실습 
4. 수업방법 : 충전용 유지를 준비하여 반죽으로 감싸 3절 2회까
지 접어미는 과정을 시연하고, 시연을 참고하여 반죽을 접고 밀기
를 반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4~176
- p. 204~205

2. 주교재 목차
- 데니시페이스트리
- 페이스트리 식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데니시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2. 강의목표 : 유지의 온도를 조절하여 싼 후 접기와 밀어펴기를 
반복하여 데니시페이스트리와 페이스트리 식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용 유지 넣어 밀어 펴기 (3절 1회 후 
휴지) 시연
 2)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용 유지 넣어 밀어 펴기 (3절 1회 후 
휴지) 실습
4. 수업방법 : 유지의 결이 선명하도록 반죽 온도에 주의하여 3절 
1회 밀기 시연 및 실습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4~176
- p. 204~205

2. 주교재 목차
- 데니시페이스트리
- 페이스트리 식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데니시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2. 강의목표 : 유지의 온도를 조절하여 싼 후 접기와 밀어펴기를 
반복하여 데니시페이스트리와 페이스트리 식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 반죽 성형 및 팬닝 시연
 2) 데니쉬/ 식빵 페이스트리 반죽 성형 및 팬닝 실습
 3) 2차 발효 시연 및 실습
4. 수업방법 : 데니쉬 페이스트리는 초승달형과 바람개비형등의 형
태별로 성형하고, 결이 선명하도록 페이스트리를 꼬아 만든 식빵을 
성형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동일 순서대로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4~176
- p. 204~205

2. 주교재 목차
- 데니시페이스트리
- 페이스트리 식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데니시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2. 강의목표 : 유지의 온도를 조절하여 싼 후 접기와 밀어펴기를 
반복하여 데니시페이스트리와 페이스트리 식빵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니쉬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굽기 시연
 2) 데니쉬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식빵 굽기 실습
 3) 냉각 후 제품평가
4. 수업방법 : 각 반죽의 굽기 과정을 시연하고, 시연을 참고하여 
제품을 굽는다. 냉각 후 교수자의 제품 평가로 수업을 마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4~176
- p. 204~205

2. 주교재 목차
- 데니시페이스트리
- 페이스트리 식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 방법, 기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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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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품목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의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학습자가 이론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한 직

접 실습참여를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으로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한장호 외 - 2019 - 최신 제과제빵&디저트 - 지구문화사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제빵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월간 파티시에 (BnC World) 등의 잡지의 내용을 보조 자료로 활

용한다.

 - 유튜브 How its’ made bread와 같은 동영상을 활용한다.

3. 이미지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이미지를 예시자료(Pinterest 어플

리케이션)를 이용하여 참고함으로서 감각과 느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