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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한국병과실습

교 재 최은희 외-2019-한식디저트의 미학-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관혼상제나 통과의례는 물론이고 시절음식의 하나로 오랜 역

사를 지니며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 고유의 전통 떡류와 한과

류 및 음청류의 특징을 고찰해보고 조리법에 따라 실습함으로

써 새로운 시대의 음식 문화 개발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병과 도구, 계량 단위, 떡의 의의와 역

사, 세시풍속과 떡, 통과의례와 떡, 지방별 떡의 특색, 제조방

법에 따른 찌는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술로 발효시

켜 찌는 떡 등과 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숙실과, 과편, 엿강

정, 엿 등의 한과류와 음청류의 역사,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을 

실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 병과의 실습을 통해 제과제빵 

분야에서 접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조리법이나 재료를 사용하

여 한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인 떡류, 한과류, 음청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서양의 디저트와 겨룰만한 한국의 전통 병과들에 대한 

우수성을 이해하고 대중화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음

식 문화 개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병과의 정의와 역사, 도구, 계량단위를 이해할 수 있다.

2. 떡의 의의와 역사, 조리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시풍속과 떡, 통과의례와 떡, 지방별 떡에 대해서 학습한

다.

4.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술 발효 떡의 각 반

죽특성을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반죽을 제조 할 수 있다.

5. 한과류와 음청류의 역사와 종류를 이해하고 만들어 본다.

6. 최종적으로 전통 병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과제빵으

로 접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 양성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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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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의 정의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0

2. 주교재 목차
-떡의 정의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주제 : 한식디저트 전문점 또는 병

과  대회 견학 후 전문점의 경우 
매장 및 메뉴분석 보고서, 요리대
회 경우 메뉴 소개

 - 제출 : 12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

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

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병과류 개요
2. 강의목표 : 병과류의 정의 및 역사,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떡의 역사 :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는 떡의 역사를 학습한다.
  2) 떡의 종류 :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에 대해 학습

한다.
  3) 떡의 재료 : 떡가루, 고물, 색을 내는 재료에 대해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떡에 대한 개요로서 역사 및 종류, 떡에 주로 쓰이는 

재료특징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0~17

2. 주교재 목차
-떡의 역사
-떡의 종류
-떡의 재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병과류 개요
2. 강의목표 : 병과류의 정의 및 역사,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떡의 용도 : 시절떡, 통과의례 떡, 향토떡에 대해 학습한다.
  2) 떡의 조리원리 : 멥쌀과 참쌀의 특징, 전분의 호화, 전분의 노화, 

떡의 노화방지에 대해 알아본다
  3) 떡의 유래 : 약식, 송편, 인절미 등 다양한 떡의 유래에 대해 학

습한다.
4. 수업방법 : 전통적으로 떡의 절기별, 통과의례별 용도를 설명하고, 

전분의 호화를 비롯한 떡의 과학적 조리 원리를 시각자료를 바탕
으로 이해를 돕는다. 대표적인 떡의 유래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7~32

2. 주교채 목차
-떡의 용도
-떡의 조리원리
-떡의 유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병과류 개요
2. 강의목표 : 병과류의 정의 및 역사,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한과의 정의와 유래, 역사
  - 우리나라 전통의 과자인 한과류에 대한 정의, 유래 및 역사에 대

해 학습한다.
  2) 한과의 종류 : 유밀과, 유과, 정과, 숙실과, 다식, 과편, 엿강정, 

엿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떡과 구별되는 한과의 정의, 유밀과와 유과, 정과, 숙실

과 등 대표적인 한과의 종류별 유래를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3~35

2. 주교채 목차
-한과의 정의와 유
래
-한과의 역사
-한과의 종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병과류 개요
2. 강의목표 : 병과류의 정의 및 역사,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음청류의 정의 및 역사
  - 기호성 음료인 음청류에 대한 정의 및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시대의 음청류에 대해 학습한다.
  2) 음청류의 분류 : 차와 대용차에 대해 알아본다.
  3) 차 : 차의 분류, 성분과 효능, 도구, 우려내는 법을 알아본다.
  4) 대용차 : 재료 및 조리법에 따른 대용차의 분류를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기호성 음료의 총칭인 음청류의 정의와 역사, 차와 대

용차로 나누어 세분화된 각 음청류의 특징을 알아본다.

2. 주교재 페이지
-p 44~52

2. 주교채 목차
-음청류의 정의
-음청류의 역사
-음청류의 분류
-차
-대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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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는 떡에 대한 이해와 실습 Ⅰ
2. 강의목표 : 백설기와 오색편을 제조하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

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백설기 재료 준비/쌀가루 만들기 시연
  2) 수분 혼합
  3) 안치기, 찌기 시연
4. 수업방법 : 계량 도구를 이용한 계량법과 계양단위에 대한 이

해를 돕도록 재료 준비 과정에서 백설기제조 완성까지 시연하
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
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3~65

2. 주교재 목차
-백설기
-오색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찌는 떡에 대한 이해와 실습 Ⅰ
2. 강의목표 : 백설기와 오색편을 제조하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

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백설기 재료 준비
  2) 수분 혼합
  3) 안치기, 찌기 실습
4. 수업방법 :  시연을 참고하며 반죽상태를 파악하여 수분을 혼

합하고, 찌는 떡을 완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3~65

2. 주교재 목차
-백설기
-오색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찌는 떡에 대한 이해와 실습 Ⅰ
2. 강의목표 : 백설기와 오색편을 제조하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

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색편 재료 준비
  2) 각 층 색 내기
  3) 물 맞추기, 안치기, 찌기 시연
4. 수업방법 : 오색편을 시연하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3~65

2. 주교재 목차
-백설기
-오색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찌는 떡에 대한 이해와 실습 Ⅰ
2. 강의목표 : 백설기와 오색편을 제조하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

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색편 재료 준비
  2) 각 층 색 내기
  3) 물 맞추기, 안치기, 찌기 실습
4. 수업방법 : 시연을 참고하며 반죽상태를 파악하여 수분을 혼합

하고, 찌는 떡을 완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3~65

2. 주교재 목차
-백설기
-오색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찌는 떡에 대한 이해와 실습 Ⅰ
2. 강의목표 : 백설기와 오색편을 제조하고 올바른 제조 방법, 가

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노화지연 방법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 63~65

2. 주교재 목차
-백설기
-오색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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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는 떡의 이해와 실습Ⅱ
2. 강의목표 : 단호박편과 팥시루떡을 제조하고 반죽에 수분양을 

맞추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팥고물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단호박편 재료 준비 시연
  2) 재료 혼합
  3) 안치기, 찌기 시연
4. 수업방법 : 올바른 제조 방법, 가루의 입자, 반죽의 완성요령, 

호박첨가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6~67
-p. 74~75

2. 주교재 목차
-팥시루떡
-단호박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찌는 떡의 이해와 실습Ⅱ
2. 강의목표 : 단호박편과 팥시루떡을 제조하고 반죽에 수분양을 

맞추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팥고물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단호박편 재료 준비 
  2) 재료 혼합
  3) 안치기, 찌기 실습
4. 수업방법 :시연을 참고하여 반죽상태를 파악하고, 재료를 혼합

하여 찌는 떡을 완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6~67
-p. 74~75

2. 주교재 목차
-팥시루떡
-단호박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찌는 떡의 이해와 실습Ⅱ
2. 강의목표 : 단호박편과 팥시루떡을 제조하고 반죽에 수분양을 

맞추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팥고물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팥고물 제조 시연
  2) 쌀가루 수분 혼합
  3) 안치기, 찌기 실습
4. 수업방법 : 알맞은 팥 고물 만드는 방법(수분량에 따른 전처리

법), 찜기 또는 시루 사용법 등을 설명하며 팥시루떡 제조 시
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6~67
-p. 74~75

2. 주교재 목차
-팥시루떡
-단호박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찌는 떡의 이해와 실습Ⅱ
2. 강의목표 : 단호박편과 팥시루떡을 제조하고 반죽에 수분양을 

맞추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팥고물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팥고물 제조 시연
  2) 쌀가루 수분 혼합
  3) 안치기, 찌기 실습
4. 수업방법 : 알맞은 팥 고물 만드는 방법(수분량에 따른 전처리

법), 찜기 또는 시루 사용법 등을 설명하며 팥시루떡 제조 시
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6~67
-p. 74~75

2. 주교재 목차
-팥시루떡
-단호박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찌는 떡의 이해와 실습Ⅱ
2. 강의목표 : 단호박편과 팥시루떡을 제조하고 반죽에 수분양을 

맞추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팥고물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 66~67
-p. 74~75

2. 주교재 목차
-팥시루떡
-단호박편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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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떡과 음청류Ⅰ
2. 강의목표 : 잡과병과 수정과, 원소병 공정을 익혀 찌는 떡을 

능숙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단맛을 적절히 조절한 음청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견과, 건과류 전처리
  2) 가루준비, 물 맞추기
  3) 안치기, 찌기 시연
4. 수업방법 : 견과와 건과 전처리 과정과 건과 첨가 시에 달라질 

수 있는 반죽 수분량 조절 방법을 설명하여 잡과병을 시연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p. 72~73
p.264~265
p.266~277

2. 주교재 목차
-잡과병
-수정과
-원소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떡과 음청류Ⅰ
2. 강의목표 : 잡과병과 수정과, 원소병 공정을 익혀 찌는 떡을 

능숙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단맛을 적절히 조절한 음청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견과, 건과류 전처리
  2) 가루준비, 물 맞추기
  3) 안치기, 찌기 
4. 수업방법 : 반죽 수분량 조절에 유의하여 잡과병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72~73
p.264~265
p.266~277

2. 주교재 목차
-잡과병
-수정과
-원소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떡과 음청류Ⅰ
2. 강의목표 : 잡과병과 수정과, 원소병 공정을 익혀 찌는 떡을 

능숙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단맛을 적절히 조절한 음청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원소병 제조 시연
   ① 찹쌀 반죽 시연
   ② 대추와 유자청 전처리
   ③ 단물 제조 및 반죽 빚기, 삶기
   ④ 원소병 완성
  2) 수정과 제조 시연
   ① 생강, 통계피, 곶감, 잣 전처리
   ② 끓이기
4. 수업방법 : 원소병과 수정과 제조 시연하며, 단맛을 적절히 조

절하고 재료 전처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72~73
p.264~265
p.266~277

2. 주교재 목차
-잡과병
-수정과
-원소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떡과 음청류Ⅰ
2. 강의목표 : 잡과병과 수정과, 원소병 공정을 익혀 찌는 떡을 

능숙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단맛을 적절히 조절한 음청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원소병 제조 
   ① 찹쌀 반죽 
   ② 대추와 유자청 전처리
   ③ 단물 제조 및 반죽 빚기, 삶기
  2) 수정과 제조 
   ① 생강, 통계피, 곶감, 잣 전처리
   ② 끓이기
4. 수업방법 : 원소병과 수정과 제조하며, 단맛을 적절히 조절하

고 각 재료의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72~73
p.264~265
p.266~277

2. 주교재 목차
-잡과병
-수정과
-원소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떡과 음청류Ⅰ
2. 강의목표 : 잡과병과 수정과, 원소병 공정을 익혀 찌는 떡을 

능숙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단맛을 적절히 조절한 음청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 72~73
p.264~265
p.266~277

2. 주교재 목차
-잡과병
-수정과
-원소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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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는 떡과 빚는 떡 실습Ⅰ
2. 강의목표 : 찹쌀을 익반죽하여 지지는 화전과, 경기도 지방의 

빚는 떡의 일종인 쑥갠떡을 만들어 보고, 제철마다 떡에 이용
할 수 있는 재료와 지역별 대표적인 떡에 대하여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화전 시연
   ① 밑준비 (식용 꽃, 시럽 준비)
   ② 익반죽하기
   ③ 지지기
   ④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식용으로 떡에 응용 가능한 꽃을 알아보고, 찹쌀가

루 익반죽 요령과 반죽 온도, 수분양 조절 방법을 설명하며 화
전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54~155
p.86~87

2. 주교재 목차
-화전
-쑥갠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지지는 떡과 빚는 떡 실습Ⅰ
2. 강의목표 : 찹쌀을 익반죽하여 지지는 화전과, 경기도 지방의 

빚는 떡의 일종인 쑥갠떡을 만들어 보고, 제철마다 떡에 이용
할 수 있는 재료와 지역별 대표적인 떡에 대하여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화전 제조
   ① 밑준비 (식용 꽃, 시럽 준비)
   ② 익반죽하기
   ③ 지지기
   ④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찹쌀가루 익반죽 요령과 반죽 온도, 수분양 조절에 

유의하여 화전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54~155
p.86~87

2. 주교재 목차
-화전
-쑥갠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지지는 떡과 빚는 떡 실습Ⅰ
2. 강의목표 : 찹쌀을 익반죽하여 지지는 화전과, 경기도 지방의 

빚는 떡의 일종인 쑥갠떡을 만들어 보고, 제철마다 떡에 이용
할 수 있는 재료와 지역별 대표적인 떡에 대하여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쑥갠떡 시연
   ① 밑준비 (어린 쑥 준비)
   ② 가루 준비
   ③ 익반죽하기 및 빚기
   ④ 찌기 및 떡살로 무늬 내기
4. 수업방법 : 쑥 전처리 방법, 쑥 첨가량, 멥쌀 익반죽 요령을 설

명하며 쑥갠떡 만들기 시연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54~155
p.86~87

2. 주교재 목차
-화전
-쑥갠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지지는 떡과 빚는 떡 실습Ⅰ
2. 강의목표 : 찹쌀을 익반죽하여 지지는 화전과, 경기도 지방의 

빚는 떡의 일종인 쑥갠떡을 만들어 보고, 제철마다 떡에 이용
할 수 있는 재료와 지역별 대표적인 떡에 대하여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쑥갠떡 제조
   ① 밑준비 (어린 쑥 준비)
   ② 가루 준비
   ③ 익반죽하기 및 빚기
   ④ 찌기 및 떡살로 무늬 내기
4. 수업방법 : 쑥 전처리 방법, 쑥 첨가량, 멥쌀 익반죽 상태에 주

의하여 쑥갠떡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54~155
p.86~87

2. 주교재 목차
-화전
-쑥갠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지지는 떡과 빚는 떡 실습Ⅰ
2. 강의목표 : 찹쌀을 익반죽하여 지지는 화전과, 경기도 지방의 

빚는 떡의 일종인 쑥갠떡을 만들어 보고, 제철마다 떡에 이용
할 수 있는 재료와 지역별 대표적인 떡에 대하여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

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
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154~155
p.86~87

2. 주교재 목차
-화전
-쑥갠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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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는 떡 익히기
2. 강의목표 : 삶는 떡의 종류를 살펴보고 오메기떡, 사과단자를 

실습하여 삶는 떡 제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메기떡 시연
   ① 밑준비 (팥 삶기, 팥 고물 만들기)
   ② 차조가루 익반죽하기
   ③ 삶기
   ④ 고물 묻히기
4. 수업방법 : 삶는 떡의 일종인 오메기떡을 제조하여 익반죽한 

반죽상태, 삶기 요령, 고물 만들기 등을 공정별로 자세히 설명
하며 시연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76~177
p.184~185

2. 주교재 목차
-오메기떡
-사과단자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삶는 떡 익히기
2. 강의목표 : 삶는 떡의 종류를 살펴보고 오메기떡, 사과단자를 

실습하여 삶는 떡 제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메기떡 만들기
   ① 밑준비 (팥 삶기, 팥 고물 만들기)
   ② 차조가루 익반죽하기
   ③ 삶기
   ④ 고물 묻히기
4. 수업방법 : 삶는 떡의 일종인 오메기떡을 시연을 참고하여 익

반죽한 반죽상태, 삶기 요령, 고물 만들기 등에 유의하여 제조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76~177
p.184~185

2. 주교재 목차
-오메기떡
-사과단자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삶는 떡 익히기
2. 강의목표 : 삶는 떡의 종류를 살펴보고 오메기떡, 사과단자를 

실습하여 삶는 떡 제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사과단자 시연
   ① 밑준비 (사과 절이기, 소 만들기)
   ② 찹쌀가루 익반죽하기
   ③ 삶기
   ④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삶는 떡의 일종인 사과단자를 제조하여 익반죽한 

반죽상태, 삶기 요령, 모양 만들기 등을 공정별로 자세히 설명
하며 시연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76~177
p.184~185

2. 주교재 목차
-오메기떡
-사과단자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삶는 떡 익히기
2. 강의목표 : 삶는 떡의 종류를 살펴보고 오메기떡, 사과단자를 

실습하여 삶는 떡 제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사과단자 제조
   ① 밑준비 (사과 절이기, 소 만들기)
   ② 찹쌀가루 익반죽하기
   ③ 삶기
   ④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삶는 떡의 일종인 사과단자를 시연을 참고하여 익

반죽한 반죽상태, 삶기 요령, 모양만들기 등에 유의하여 제조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76~177
p.184~185

2. 주교재 목차
-오메기떡
-사과단자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삶는 떡 익히기
2. 강의목표 : 삶는 떡의 종류를 살펴보고 오메기떡, 사과단자를 

실습하여 삶는 떡 제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176~177
p.184~185

2. 주교재 목차
-오메기떡
-사과단자

1. 학습자료
- 주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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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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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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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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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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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편과 시절식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추석 및 돌상에 올려 시절식 및 통과의례에서도 깊

은 의미를 갖는 송편을 실습하고, 그 외 대표적인 시절식인 
떡을 알아본다. 오색 쌀 엿강정을 밑준비까지 마쳐 쌀 강정 
제조방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송편 시연
  ① 멥쌀가루 익반죽
  ② 소 만들기
  ③ 빚기
  ④ 찌기
4. 수업방법 : 송편 반죽 방법, 솔잎을 깔고 찌는 것에 대한 효과, 

반죽 성형 방법, 송편 소 종류를 설명하며 송편 만들기를 시
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76~77
p.204~205

2. 주교재 목차
-오색송편
-오색쌀엿강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송편과 시절식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추석 및 돌상에 올려 시절식 및 통과의례에서도 깊

은 의미를 갖는 송편을 실습하고, 그 외 대표적인 시절식인 
떡을 알아본다. 오색 쌀 엿강정을 밑준비까지 마쳐 쌀 강정 
제조방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송편 제조
  ① 멥쌀가루 익반죽
  ② 소 만들기
  ③ 빚기
  ④ 찌기
4. 수업방법 : 송편 반죽 방법, 솔잎을 깔고 찌는 것에 대한 효과, 

반죽 성형 방법, 송편 소 종류를 파악하고 송편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76~77
p.204~205

2. 주교재 목차
-오색송편
-오색쌀엿강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송편과 시절식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추석 및 돌상에 올려 시절식 및 통과의례에서도 깊

은 의미를 갖는 송편을 실습하고, 그 외 대표적인 시절식인 
떡을 알아본다. 오색 쌀 엿강정을 밑준비까지 마쳐 쌀 강정 
제조방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색쌀엿강정 밑준비 시연
  ① 멥쌀 불리기, 끓이기
  ② 헹구고 소금  간하기
  ③ 발에 넣기, 건조
4. 수업방법 : 오랜 시간을 들이는 쌀강정의 밑준비 과정을 시연

하여 강정 재료 전처리 방법을 공정별로 자세히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76~77
p.204~205

2. 주교재 목차
-오색송편
-오색쌀엿강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송편과 시절식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추석 및 돌상에 올려 시절식 및 통과의례에서도 깊

은 의미를 갖는 송편을 실습하고, 그 외 대표적인 시절식인 
떡을 알아본다. 오색 쌀 엿강정을 밑 준비까지 마쳐 쌀강정 
제조방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색쌀엿강정 
  ① 멥쌀 불리기, 끓이기
  ② 헹구고 소금 간하기
  ③ 발에 넣기, 건조
4. 수업방법 : 시연을 참고하여 끓인 쌀이 퍼지는 정도, 소금 간

하는 방법 등 과정에 유의하여 쌀강정의 밑준비를 마친다.

1. 주교재 페이지
p.76~77
p.204~205

2. 주교재 목차
-오색송편
-오색쌀엿강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송편과 시절식에 대한 이해
2. 강의목표 : 추석 및 돌상에 올려 시절식 및 통과의례에서도 깊

은 의미를 갖는 송편을 실습하고, 그 외 대표적인 시절식인 
떡을 알아본다. 오색 쌀 엿강정을 밑 준비까지 마쳐 쌀강정 
제조방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76~77
p.204~205

2. 주교재 목차
-오색송편
-오색쌀엿강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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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과 식혜 실습
2. 강의목표 : 명절 선물 또는 잔치에 사용되는 쌀강정과, 탄수화

물을 당화시켜 은근한 단맛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혜를 제
조하여 한식 디저트 상차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식혜 제조 시연
  ① 엿기름 우리기
  ② 고두밥 짓기
  ③ 당화시키기
4. 수업방법 : 고두밥 짓기, 엿기름 우리기, 당화 완료 시점 판단 

등 공정별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식혜 제조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204~205
p.262~263

2. 주교재 목차
-오색쌀엿강정
-식혜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강정과 식혜 실습
2. 강의목표 : 명절 선물 또는 잔치에 사용되는 쌀강정과, 탄수화

물을 당화시켜 은근한 단맛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혜를 제
조하여 한식 디저트 상차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식혜 제조 
  ① 엿기름 우리기
  ② 고두밥 짓기
  ③ 당화시키기
4. 수업방법 : 고두밥 짓기, 엿기름 우리기 등 시연을 참고하여 

식혜용 고두밥을 당화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p.204~205
p.262~263

2. 주교재 목차
-오색쌀엿강정
-식혜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강정과 식혜 실습
2. 강의목표 : 명절 선물 또는 잔치에 사용되는 쌀강정과, 탄수화

물을 당화시켜 은근한 단맛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혜를 제
조하여 한식 디저트 상차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색쌀엿강정 제조 시연
  ① 말린 쌀 튀기기
  ② 색깔별로 버무리기
  ③ 강정 성형 및 썰기
  2) 식혜 끓이기 시연
4. 수업방법 : 강정 제조 방법을 시연한다. 튀기기 전 쌀의 건조

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고운 색을 내도록 기름
의 온도를 조절하여 쌀을 튀긴다. 시럽에 버무린 쌀을 썰 때 
온도에 유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204~205
p.262~263

2. 주교재 목차
-오색쌀엿강정
-식혜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강정과 식혜 실습
2. 강의목표 : 명절 선물 또는 잔치에 사용되는 쌀강정과, 탄수화

물을 당화시켜 은근한 단맛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혜를 제
조하여 한식 디저트 상차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색쌀엿강정 제조 
  ① 말린 쌀 튀기기
  ② 시럽별로 버무리기
  ③ 강정 성형 및 썰기
  2) 식혜 끓이기 
4. 수업방법 : 튀기기 전 쌀의 건조된 정도를 판단하여 수분을 맞

추고,  고운 색을 내도록 기름의 온도를 조절하여 쌀을 튀긴
다. 시럽에 버무린 쌀을 썰 때 온도에 유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204~205
p.262~263

2. 주교재 목차
-오색쌀엿강정
-식혜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강정과 식혜 실습
2. 강의목표 : 명절 선물 또는 잔치에 사용되는 쌀강정과, 탄수화

물을 당화시켜 은근한 단맛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혜를 제
조하여 한식 디저트 상차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204~205
p.262~263

2. 주교재 목차
-오색쌀엿강정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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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유밀과 실습
2. 강의목표 : 대표적 유밀과인 매작과와 약과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매작과 시연
  ① 생강 시럽 제조
  ② 잣가루 제조
  ③ 밀가루 반죽하기
  ④ 매작과 성형
  ⑤ 튀기기
  ⑥ 집청
4. 수업방법 : 대표적인 유밀과 중 매작과와 약과를 시연하고, 전

통적인 성형 방법, 튀기는 한과의 기름 온도, 집청 방법 및 집
청 온도 등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92~193
-p.196~197

2. 주교재 목차
-매작과
-약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유밀과 실습
2. 강의목표 : 대표적 유밀과인 매작과와 약과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매작과 시연
  ① 생강 시럽 제조
  ② 잣가루 제조
  ③ 밀가루 반죽하기
  ④ 매작과 성형
  ⑤ 튀기기
  ⑥ 집청) 
4. 수업방법 : 전통적인 성형 방법, 반죽 상태, 튀기는 한과의 기

름 온도, 집청 방법 및 집청 온도 등에 유의하여 매작과를 제
조한다.

2. 주교재 페이지
-p.192~193
-p.196~197
2. 주교재 목차
-매작과
-약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유밀과 실습
2. 강의목표 : 대표적 유밀과인 매작과와 약과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약과 시연
  ① 집청 제조
  ② 반죽물 제조
  ③ 대추, 호박씨 전처리
  ④ 반죽 제조
  ⑤ 튀기기
  ⑥ 집청, 고명
4. 수업방법 : 약과의 켜가 생기도록 반죽을 치대는 작업에 주의

하여 약과를 제조하고 집청하여 고명을 얹어 완성하기까지를 
시연한다.

3. 주교재 페이지
-p.192~193
-p.196~197

2. 주교재 목차
-매작과
-약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유밀과 실습
2. 강의목표 : 대표적 유밀과인 매작과와 약과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약과 제조
  ① 집청 제조
  ② 반죽물 제조
  ③ 대추, 호박씨 전처리
  ④ 반죽 제조
  ⑤ 튀기기
  ⑥ 집청, 고명
4. 수업방법 : 약과의 켜가 생기도록 반죽을 치대는 작업에 주의

하여 약과를 제조하고 집청하여 고명을 얹어 완성한다.

4. 주교재 페이지
-p.192~193
-p.196~197

2. 주교재 목차
-매작과
-약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유밀과 실습
2. 강의목표 : 대표적 유밀과인 매작과와 약과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192~193
-p.196~197

2. 주교재 목차
-매작과
-약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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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꽃산병, 두텁떡 
2. 강의목표 : 떡살로 부와 명예를 상징하며 순탄한 삶을 기원하

는 꽃산병과, 궁중떡의 일종인 두텁떡에 쓰이는 두텁 고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두텁고물 만들기 시연
  ① 거피팥 불리기 
  2) 꽃산병 시연
  ① 물 내리기
  ② 반죽 치기
  ③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두텁 고물을 만들기 위하여 거피 팥을 불리고, 꽃

산병을 과정별로 시연하며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96~97
-p.122~123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꽃산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꽃산병, 두텁떡 
2. 강의목표 : 떡살로 부와 명예를 상징하며 순탄한 삶을 기원하

는 꽃산병과, 궁중떡의 일종인 두텁떡에 쓰이는 두텁 고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두텁고물 만들기 
  ① 거피팥 불리기 
  2) 꽃산병 제조
  ① 물 내리기
  ② 반죽 치기
  ③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두텁 고물을 만들기 위하여 거피 팥을 불리고, 성

형에 유의하여 꽃산병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96~97
-p.122~123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꽃산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꽃산병, 두텁떡 
2. 강의목표 : 떡살로 부와 명예를 상징하며 순탄한 삶을 기원하

는 꽃산병과, 궁중떡의 일종인 두텁떡에 쓰이는 두텁 고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두텁고물 만들기 시연
  ① 거피팥 불리기 
  ② 거피팥 찌기
  ③ 체에 내려 볶기
4. 수업방법 : 두텁 고물을 만들기 위하여 거피 팥을 불리고, 성

형에 유의하여 꽃산병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96~97
-p.122~123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꽃산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꽃산병, 두텁떡 
2. 강의목표 : 떡살로 부와 명예를 상징하며 순탄한 삶을 기원하

는 꽃산병과, 궁중떡의 일종인 두텁떡에 쓰이는 두텁 고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두텁고물 만들기 
  ① 거피팥 불리기 
  ② 거피팥 찌기
  ③ 체에 내려 볶기
4. 수업방법 : 고물이 질지 않도록 찐 거피팥이 뜨거울 때 체에 

내리고,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 주의하여 두텁고물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96~97
-p.122~123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꽃산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꽃산병, 두텁떡 
2. 강의목표 : 떡살로 부와 명예를 상징하며 순탄한 삶을 기원하

는 꽃산병과, 궁중떡의 일종인 두텁떡에 쓰이는 두텁 고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96~97
-p.122~123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꽃산병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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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궁중떡과 화채
2. 강의목표 : 봉우리떡, 합병, 후병으로 불리는 궁중떡인 두텁떡

과, 유자가 들어가 두텁떡과의 어울림이 좋은 유자화채를 제
조한다.

3. 세부내용 :
  1) 두텁떡 제조 시연
  ① 두텁떡 소 준비 
  ② 가루 준비, 수분 주기
  ③ 안치기, 찌기
4. 수업방법 : 향과 맛을 더하는 두텁떡의 소와, 수분양 맞추기에 

중점을 두어 두텁떡 만드는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96~97
-p.274~275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유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궁중떡과 화채
2. 강의목표 : 봉우리떡, 합병, 후병으로 불리는 궁중떡인 두텁떡

과, 유자가 들어가 두텁떡과의 어울림이 좋은 유자화채를 제
조한다.

3. 세부내용 :
  1) 두텁떡 제조 
  ① 두텁떡 소 준비 
  ② 가루 준비, 수분 주기
  ③ 안치기, 찌기
4. 수업방법 : 향과 맛을 더하는 두텁떡의 소와, 수분양 맞추기에 

중점을 두어 두텁떡을 만든다.

1. 주교재 페이지
-p. 96~97
-p.274~275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유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궁중떡과 화채
2. 강의목표 : 봉우리떡, 합병, 후병으로 불리는 궁중떡인 두텁떡

과, 유자가 들어가 두텁떡과의 어울림이 좋은 유자화채를 제
조한다.

3. 세부내용 :
  1) 유자화채 제조 시연
  ① 유자 전처리
  ② 채썰기
  ③ 화채국물 만들기, 담기
4. 수업방법 : 유자껍질을 제거하여 쓴 맛을 없앤 화채국물을 제

조하고, 배와 유자채가 고른 크기로 가지런히 담긴 유자화채
를 완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96~97
-p.274~275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유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궁중떡과 화채
2. 강의목표 : 봉우리떡, 합병, 후병으로 불리는 궁중떡인 두텁떡

과, 유자가 들어가 두텁떡과의 어울림이 좋은 유자화채를 제
조한다.

3. 세부내용 :
  1) 유자화채 제조 실습
  ① 유자 전처리
  ② 채썰기
  ③ 화채국물 만들기, 담기
4. 수업방법 : 유자껍질을 제거하여 쓴 맛을 없앤 화채국물을 제

조하고, 배와 유자채가 고른 크기로 가지런히 담긴 유자화채
를 완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96~97
-p.274~275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유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궁중떡과 화채
2. 강의목표 : 봉우리떡, 합병, 후병으로 불리는 궁중떡인 두텁떡

과, 유자가 들어가 두텁떡과의 어울림이 좋은 유자화채를 제
조한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 96~97
-p.274~275

2. 주교재 목차
-두텁떡
-유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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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약식과 숙실과 실습
2. 강의목표 : 정월 대보름의 절식인 약식과 숙실과의 대표격

인 율란, 조란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약식 시연
  ① 찹쌀 찌기
  ② 밤, 대추 돌려깎기
  ③ 캐러멜 소스 만들기
4. 수업방법 : 찹쌀을 알맞게 찌는 방법, 밤, 대추 돌려깎기 

등을 설명하며 약식 제조 공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00~101
-p.224~225

2. 주교재 목차
-약식
-삼색란(율란, 조란, 생강
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약식과 숙실과 실습
2. 강의목표 : 정월 대보름의 절식인 약식과 숙실과의 대표격

인 율란, 조란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약식 만들기
  ① 찹쌀 찌기
  ② 밤, 대추 돌려깎기
  ③ 캐러멜 소스 만들기
4. 수업방법 : 밤,대추 돌려깎기 모양과 찹쌀이 알맞게 쪄 지

도록 주의하여 약식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00~101
-p.224~225

2. 주교재 목차
-약식
-삼색란(율란, 조란, 생강
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약식과 숙실과 실습
2. 강의목표 : 정월 대보름의 절식인 약식과 숙실과의 대표격

인 율란, 조란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율란, 조란만들기 시연
  ① 밤, 대추 찌기
  ② 밤, 대추 조리기
  ③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성형 방법과 성형 형태에 주의하여 율란과 조

란을 빚는 과정을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00~101
-p.224~225

2. 주교재 목차
-약식
-삼색란(율란, 조란, 생강
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약식과 숙실과 실습
2. 강의목표 : 정월 대보름의 절식인 약식과 숙실과의 대표격

인 율란, 조란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율란, 조란만들기
  ① 밤, 대추 찌기
  ② 밤, 대추 조리기
  ③ 모양내기
4. 수업방법 : 성형 방법과 성형 형태에 주의하여 율란과 조

란을 빚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100~101
-p.224~225

2. 주교재 목차
-약식
-삼색란(율란, 조란, 생강
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약식과 숙실과 실습
2. 강의목표 : 정월 대보름의 절식인 약식과 숙실과의 대표격

인 율란, 조란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
을 수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100~101
-p.224~225

2. 주교재 목차
-약식
-삼색란(율란, 조란, 생강
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기말고사 응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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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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외

2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3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4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5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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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치는 떡 익히기, 음청류 실습
2. 강의목표 : 치는 떡의 일종인 인절미를 고물을 달리 하여 3종

으로 제조하고, 인절미와 어울림이 좋은 음청류인 오미자 화
채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인절미 만들기 시연
  ① 물 내리기
  ② 반죽 치기
  ③ 모양내기, 고물 묻히기
4. 수업방법 : 찹쌀가루에 꽈리가 없도록 반죽을 치고, 일정한 크

기로 만들 수 있도록 인절미 제조 과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36~137
-p.272~273

2. 주교재 목차
-삼색인절미
-오미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치는 떡 익히기, 음청류 실습
2. 강의목표 : 치는 떡의 일종인 인절미에 고물을 달리 하여 3종

으로 제조하고, 인절미와 어울림이 좋은 음청류인 오미자 화
채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인절미 만들기 
  ① 물 내리기
  ② 반죽 치기
  ③ 모양내기, 고물 묻히기
4. 수업방법 : 찹쌀가루에 꽈리가 없도록 반죽을 치고, 일정한 크

기의 인절미를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36~137
-p.272~273

2. 주교재 목차
-삼색인절미
-오미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치는 떡 익히기, 음청류 실습
2. 강의목표 : 치는 떡의 일종인 인절미에 고물을 달리 하여 3종

으로 제조하고, 인절미와 어울림이 좋은 음청류인 오미자 화
채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미자화채 만들기 시연
  ① 오미자 우리기
  ② 설탕물 만들기
  ③ 배 고명 제조, 담기
4. 수업방법 : 

1. 주교재 페이지
-p.136~137
-p.272~273

2. 주교재 목차
-삼색인절미
-오미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치는 떡 익히기, 음청류 실습
2. 강의목표 : 치는 떡의 일종인 인절미에 고물을 달리 하여 3종

으로 제조하고, 인절미와 어울림이 좋은 음청류인 오미자 화
채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오미자화채 만들기 
  ① 오미자 우리기
  ② 설탕물 만들기
  ③ 배 고명, 담기
4. 수업방법 : 시연을 참고하여 오미자 화채를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36~137
-p.272~273

2. 주교재 목차
-삼색인절미
-오미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치는 떡 익히기, 음청류 실습
2. 강의목표 : 치는 떡의 일종인 인절미에 고물을 달리 하여 3종

으로 제조하고, 인절미와 어울림이 좋은 음청류인 오미자 화
채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완성품 프리젠테이션
  2) 학습자간 토의
  3) 교수자 피드백
4. 수업방법 : 학습자간 결과물을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각 

완성품을 평가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1. 주교재 페이지
-p.136~137
-p.272~273

2. 주교재 목차
-삼색인절미
-오미자화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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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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별 실습내용에 직업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체득하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

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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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으로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최은희, 외 - 2019 - 한식 디저트의 미학 - 백산출판사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부교재(정현숙, 이상남, 황경희, 윤인정-2018-아름

다운 우리떡-백산출판사), 웹진 ‘한식읽기 좋은날’, 요리잡지 에쎈

(ESSEN)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예시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고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미지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이미지 예시자료를 활용하여 시각

적인 감각과 느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