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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호텔레스토랑실무

교 재 김연선 외 - 2019 - 호텔식음료 레스토랑 실무 [개정판] - 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4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호텔레스토랑에서 필요한 실무를 익히는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

으로 이루어지며, 호텔레스토랑에서 필요한 업무를 숙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호텔의 레스토랑의 기초 

이론과 식음료관리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식음료 상품의 판매기

법과 서비스 제공, 기물관리, 테이블셋팅, 칵테일 조주법 등의 

실무를 익히고, 호텔레스토랑 서비스의 기초 이론과 서비스의 

분류, 식탁차림, 룸서비스, 고객접대 및 응대방법, 고객의 불만

처리 사항 처리방법 등 식음료와 호텔 레스토랑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익히고, 실무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호텔레스토랑

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고, 호텔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는 종사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호텔의 대중화와 함께 호텔외식산업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호텔 식음료 상품의 판매

기술과 서비스, 테이블셋팅, 기물관리, 칵테일 조주법 등 실제 

호텔레스토랑 서비스의 실무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호텔식음료의 개념과 정의, 식음료 부서에 대해 이해한다.

2. 다양한 레스토랑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경영에 필요한 내용

을 학습한다.

3. 서비스의 분류와 자세를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순서, 고객응

대방법, 고객의 불만사항 처리방법을 학습한다.

4. 호텔 판매 음료를 이해하고 칵테일 조주법 등을 익힌다.

5.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요리 지식 및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

다.

6. 호텔연회서비스의 업무와 연회 기획서를 기반으로 테이블 연

출 및 서비스 방법을 학습한다.

7.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식음료와 호텔 레스토랑 경

영 및 서비스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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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레스토랑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다.
3. 세부내용 :
 1) 호텔레스토랑 실무 과목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과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제목 : 호텔 레스토랑의 메뉴 

및 서비스 형태 조사 후 발표
 - 제출: 10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발표능력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안내

2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자세
2. 강의목표 :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와 올바른 자세를 알 수 있

다.
3. 세부내용 :
 1) 식음료 서비스 기본
 - 서비스 마인드, 인사 예절법 숙지
 - 얼굴표정, 보행 자세 숙지
 2) 식음료 서비스에 적합한 인사 및 얼굴표정 실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직원 자세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실습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숙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16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부

서 직원의 기
본자세

 - 식음료 서비스
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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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자세
2. 강의목표 : 식음료 직원의 용모와 복장에 대해 알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남자 직원의 용모 및 복장
 - 유니폼, 구두, 헤어스타일, 손톱 등
 2) 여자 직원의 용모 및 복장 
 - 유니폼, 구두, 액세서리, 화장 및 헤어스타일 등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직원 용모 및 복장에 관

한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용모와 복장을 정리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22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부

서 직원의 기
본자세

 - 식음료 직원의 
용모 및 복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자세
2. 강의목표 : 식음료 직원의 대화법에 대해 알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호칭 예절 - 고객에 대한 올바른 호칭
 2) 대화 예절 - 고객과 대화 시 주의사항 및 접객 용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접객 용어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롤 플레잉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 학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25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부

서 직원의 기
본자세

 - 식음료 직원의 
대화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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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자세
2. 강의목표 : 식음료 직원의 전화예절 및 기본 요건에 대해 

알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전화응대요령 이해
 2) 고객과의 바람직한 언어 선택
 3) 식음료 직원의 기본 요건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

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34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의 기본자세
 - 음료 직원의 전화예절 

및 기본 요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자세
2. 강의목표 : 식음료 직원에 맞는 용모 및 자세를 실습하여 

숙지한다.
3. 세부내용 :
 1) 식음료 직원 용모
 - 유니폼, 화장, 구두, 손톱, 헤어 등 확인 및 수정
 2) 식음료 직원 자세
 - 인사, 표정, 보행자세 등 실습 
4. 수업방법 : 
 - 식음료부서 직원의 용모와 자세를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숙지하여 서비스 마인드 및 태도를 익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34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부서 직원

의 기본자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개요
2. 강의목표 : 호텔 식음료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호텔 식음료의 개념 및 역할
 2) 호텔 레스토랑의 기원 및 정의
 3) 호텔 식음료부서의 기능과 특성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

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5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개요
 - 호텔 식음료의 이해
 - 호텔 레스토랑의 개념
 - 호텔 식음료부서의 기

능과 특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트레이 서비스 방법을 숙지한다.
3. 세부내용 :
 1) 트레이 서비스 방법 및 순서
 2) 트레이 서비스 실습
 - 트레이 서비스 기술 습득
4. 수업방법 : 
 - 호텔레스토랑의 기본 트레이 서비스를 이해하고 반복적 실

습을 통해 트레이 서비스 방법을 익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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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개요
2. 강의목표 : 호텔 레스토랑의 분류 별 특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명칭에 따른 분류
 2) 제공 품목에 의한 분류
 3) 식사 시간에 의한 메뉴 및 레스토랑
 - 조식, 브런치, 런치, 에프터눈티, 디너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

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3~67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개요
 - 호텔 레스토랑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개요
2. 강의목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형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레스토랑의 종류와 메뉴 형태에 따른 서비스 형식
 - 테이블 서비스. 플레터 서비스 등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레스토랑 종류 별 서비

스 형식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0~75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개요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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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트레이 서비스 방법을 숙지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글라스 셋팅 방법 및 순서
 - 트레이 서비스, 핸드 케리 서비스
 2) 음료 서비스 실습
 - 음료 종류 별 서비스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레스토랑의 기본 트레이 서비스를 이해하고 반복적 실

습을 통해 트레이 서비스 방법을 익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플레이트 서비스 방법을 숙지한다.
3. 세부내용 :
 1) 플레이트 파지법 및 서비스 방법 이해
 2) 플레이트 서비스 실습
 - 플레이트 수량 별 파지법 및 서비스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레스토랑의 기본 음식 플레이트 서비스를 이해하고 반

복적 실습을 통해 고객 서비스 방법을 익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4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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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부서의 이해 
2. 강의목표 : 식음료 부서 조직도 및 직급별 직무를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
 1) 식음료 부서 조직도 이해
 2) 직급별 해당 직무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식음료 부서의 조직도

와 직무를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7~9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부서의 

이해 
 - 호텔 식음료부서의 조

직
 - 식음료 부서장 및 지

배인의 임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예약 및 고객 영접 서비스 방법을 이

해한다.
3. 세부내용 :
 1) 예약 방법에 따른 응대 요령 및 접수 방법 이해
 2) 고객 영접 및 안내, 착석보조 방법 이해
 3) 메뉴 제시 방법 및 물 서비스 요령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식음료 서비스 중 예약 

및 영접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3~10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예약 서비스
 - 고객영접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예약 및 고객 영접 서비스 방법을 실

습한다.
3. 세부내용 :
 1) Reservation Sheet 작성하여 예약접수 실습
 2) 고객 영접 및 안내, 착석보조 방법 실습
 3) 메뉴 제시 방법 및 물 서비스 실습
4. 수업방법 : 
 - 식음료 서비스의 예약 및 고객 영접 실습을 통해 실무 능

력을 향상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3~10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예약 서비스
 - 고객영접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식음료 서비스 롤 플레잉을 시행한다.
3. 세부내용 :
 1) 고객과 손님으로 역할을 나눈다.
 2) 예약과 고객 영접, 자리안내, 착석보조, 메뉴제시, 물 서비

스까지 롤 플레잉을 실시한다. 
4. 수업방법 : 
 - 팀별 롤 플레잉을 시행하고, 서비스의 수정사항을 이야기

하며 총체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3~10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예약 서비스
 - 고객영접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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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식사 주문 및 테이블 세팅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사 주문 받을 시 요령 및 업셀링 이해
 2) 테이블 세팅 및 종류 이해
 3) 레스토랑 특성에 맞는 세팅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식사 주문 및 테이블 

세팅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109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주문
 - 테이블 세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식사 제공 및 환송, 컴플레인 관리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사 및 음료 제공 시 원칙과 방법 이해
 2) 계산 및 환송 시 원칙과 방법 이해
 3) 컴플레인 발생 유형을 알아보고 처리 요령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서비스 순서를 이해하

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9~124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식사와 음료의 제공
 - 계산 및 환송
 - 고객 컴플레인 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테이블 세팅 기물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테이블 세팅에 사용하는 실버 기물 이해
 2) 양식 레스토랑의 세팅 실습
 3) 다양한 린넨 접기 실습
4. 수업방법 : 
 - 양식 레스토랑의 기본 및 풀코스 세팅 시연 및 린넨 활용 

실습을 병행하여 테이블 세팅 실습을 시행한 후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2~109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테이블 세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2. 강의목표 : 식사 제공 및 환송, 컴플레인 관리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트레이 및 플레이트 서비스 실습
 2) 음료 및 와인 서비스 방법 실습
 3) 리필 서비스 원칙 이해 및 스텐바이 요령 실습
4. 수업방법 : 
 - 식음료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음식 및 음료 서비스 방

법을 시연하고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9~124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 서비스의 

실제
 - 식사와 음료의 제공
 - 계산 및 환송
 - 고객 컴플레인 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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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기물
2. 강의목표 :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기물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은기물의 종류와 취급방법 이해
 2) 글라스의 종류와 취급방법 이해
 3) 도자기 및 린넨 종류와 취급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레스토랑의 기물

을 이해하고, 실물은 보여주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8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 레스토랑 서비스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기물
2. 강의목표 :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기물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은기물의 세척 및 관리 방법 실습
 2) 글라스의 세척 및 관리 방법 실습
 3) 도자기 및 린넨 세척 및 관리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기물을 세척과 관리 방법을 

시연하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학습 기술 향상 후 총체적
인 평가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8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 레스토랑 서비스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기물
2. 강의목표 : 기타 식음료의 기물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고객 서비스 장비류 종류 및 취급방법 이해
 2) 고객 서비스 비품류 종류 및 취급방법 이해
 3) 고객 서비스 소모품 종류 및 취급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레스토랑의 기물

을 이해하고, 실물은 보여주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9~143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 기타 식음료의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식음료의 기물
2. 강의목표 : 기타 식음료의 기물 이해하기
3. 세부내용 :
 1) 고객 서비스 기물 활용법 실습
 - 카트, 왜건, 트롤리 등
 2) 고객 서비스 비품류 활용법 실습
 - 트레이, 글라스 랙, 디캔터 등 
4. 수업방법 : 
 - 고객 서비스 기물 사용법을 시연하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

해 학습 기술 향상 후 종류별 서비스 방법을 숙지하고, 학
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9~143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식음료의 기물
 - 기타 식음료의 기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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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평가
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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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2. 강의목표 : 메뉴의 정의 및 종류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메뉴의 유래 및 정의 이해
 2) 메뉴의 중요성과 종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시각화 자료

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5~153

2. 주교재 목차
1)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 메뉴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시각화 자료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2. 강의목표 : 메뉴계획 및 조리부서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메뉴계획의 전략 이해
 2) 메뉴 가격 결정 방법 이해
 3) 조리부서의 개념 및 직무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메뉴 및 조리부서를 이

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3~158

2. 주교재 목차
1)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 메뉴계획 및 조리부서

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2. 강의목표 : 음식 종류에 따른 메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사 내용에 의한 메뉴 제작
 2) 식사시간에 의한 메뉴 제작 
4. 수업방법 : 
 - 식사내용 및 시간에 따른 메뉴를 시각적으로 익히고 학습

자가 메뉴를 만들어 보면서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5~153

2. 주교재 목차
1)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 메뉴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2. 강의목표 : 메뉴 가격 결정을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메뉴에 따른 식자재 비용 산출
 2) 메뉴 별 가격 결정
 3) 나만의 메뉴판 제작
4. 수업방법 : 
 - 제작한 메뉴의 재료 선정 및 가격 산출 방법을 전달하고 

학습자의 메뉴판을 제작하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 후 평가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3~158

2. 주교재 목차
1) 메뉴와 조리부서의 이해
 - 메뉴계획 및 조리부서

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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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탈 레스토랑의 이해
2. 강의목표 : 오리엔탈 레스토랑의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한식 레스토랑의 특성과 메뉴, 테이블 세팅 이해
 2) 일식 레스토랑의 특성과 메뉴, 테이블 세팅 이해
 3) 중식 레스토랑의 특성과 메뉴, 테이블 세팅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레스토랑 특성과 메뉴

를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71

2. 주교재 목차
1) 오리엔탈 레스토랑의 

이해
 - 한식 레스토랑의 이해
 - 일식 레스토랑의 이해
 - 중식 레스토랑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웨스턴 레스토랑의 이해
2. 강의목표 : 웨스턴 레스토랑의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양식 레스토랑의 종류 및 서비스 방법 이해
 2) 커피숍, 라운지, 카페, 바 운영 및 메뉴 이해
 3) 뷔페 레스토랑의 분류 및 특징 이해
 4) 룸서비스의 특성 및 업무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레스토랑 특성과 메뉴

를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187

2. 주교재 목차
1) 웨스턴 레스토랑의 이해
 - 양식 레스토랑의 개요
 - 커피숍, 라운지, 카페, 

바의 개요
 - 뷔페 레스토랑의 개요
 - 룸서비스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오리엔탈 레스토랑의 이해
2. 강의목표 : 오리엔탈 레스토랑의 서비스와 세팅을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
 1) 한식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습
 2) 일식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습
 3) 중식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한식, 일식, 중식의 세팅과 서비스 방법을 시연하고 학습자

의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 이해도를 높인 후 개별 평가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71

2. 주교재 목차
1) 오리엔탈 레스토랑의 

이해
 - 한식 레스토랑의 이해
 - 일식 레스토랑의 이해
 - 중식 레스토랑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웨스턴 레스토랑의 이해
2. 강의목표 : 웨스턴 레스토랑의 서비스와 세팅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양식 레스토랑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습
 2) 커피숍, 라운지, 카페, 바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

습
 3) 뷔페 레스토랑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습
 4) 룸서비스 세팅의 특징과 서비스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레스토랑 별 세팅과 서비스 방법을 시연하고 학습자의 반

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 이해도를 높인 후 개별 평가 시행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187

2. 주교재 목차
1) 웨스턴 레스토랑의 이해
 - 양식 레스토랑의 개요
 - 커피숍, 라운지, 카페, 

바의 개요
 - 뷔페 레스토랑의 개요
 - 룸서비스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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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서양식 요리의 이해
2. 강의목표 : 코스 요리의 순서와 코스별 음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전주의 정의와 종류 이해
 2) 빵과 전채요리의 의의와 종류 이해
 3) 스프, 생선요리, 셔벳의 의의와 종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코스요리의 순서와 메

뉴를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202

2. 주교재 목차
1) 서양식 요리의 이해
 - 식전주
 - 빵
 - 전채요리
 - 스프
 - 생선요리
 - 셔벳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서양식 요리의 이해
2. 강의목표 : 코스 요리의 순서와 코스별 음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육류요리의 의의와 종류 이해
 2) 샐러드와 드레싱의 의의와 종류 이해
 3) 디저트, 커피와 티의 의의와 종류 이해
 4) 식후주의 의의와 종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코스요리의 순서와 메

뉴를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2~221

2. 주교재 목차
1) 서양식 요리의 이해
 - 육류요리
 - 샐러드와 드레싱
 - 디저트
 - 커피와 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레스토랑 실무
2. 강의목표 : 음료 서비스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트레이를 활용한 음료 서비스 실습
 2) 와인 푸어링 서비스 실습
 3) 와인 디켄팅 서비스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 레스토랑 실무 서비스 중 음료 및 와인 서비스 방법

을 시연하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 및 평
가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221

2. 주교재 목차
1) 서양식 요리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레스토랑 실무
2. 강의목표 : 음식 서비스를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플레이트 서비스 실습
 2) 플레터 서비스 실습
 3) 페밀리 서비스 실습
 4) 더티 플레이트 서비스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 레스토랑 실무 서비스 중 음식 서비스 방법을 시연하

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 및 평가 시행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9~221

2. 주교재 목차
1) 서양식 요리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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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테이블 매너
2. 강의목표 : 식사에 필요한 매너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레스토랑 예약 시 고객 및 직원의 유의사항 이해
 2) 풀코스 기물 사용 요령 이해
 3) 테이블에서의 올바른 매너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테이블 매너를 이해하

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3~230

2. 주교재 목차
1) 테이블 매너
 - 식사와 매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연회의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 연회행사의 목적 및 종류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호텔 연회의 의의 이해
 2) 호텔 연회행사의 종류 이해
 3) 연회행사 업무 절차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연회 업무를 이해

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4~24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호텔 연회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연회의 이해
2. 강의목표 : 연회장 테이블 세팅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연회장 테이블 이동 및 세팅 실습
 2) 연회장 라운드 테이블 이동 및 세팅 실습
 3) 테이블 형태에 따른 세팅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 연회 서비스 중 테이블 이동 및 세팅 방법을 시연하

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 및 평가 시행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4~24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호텔 연회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연회의 이해
2. 강의목표 : 연회장 테이블 세팅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인원에 맞게 의자 이동 및 세팅 실습
 2) 연회장 라운드 테이블 이동 및 세팅 실습
 3) 테이블 형태에 따른 세팅 실습
4. 수업방법 : 
 - 호텔 연회 서비스 중 테이블 이동 및 세팅 방법을 시연하

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 및 평가 시행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4~241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호텔 연회의 개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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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연회의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 연회서비스 부서별 업무 및 케이터링 서

비스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호텔 연회서비스의 직무 이해
 2) 호텔 연회 식음료 서비스의 이해
 3) 케이터링 서비스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연회 업무를 이해

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47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연회서비스의 업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연회의 이해
2. 강의목표 : 연회장 기획서 작성 및 세팅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연회장 기획서 작성 방법 이해
 2) 연회장 기획서 해석 및 세팅 이해
 3) 케이터링 기획서 작성 및 세팅 이해
4. 수업방법 : 
 - 기획서 셈플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연회 

특성에 맞는 기획서를 작성하고 세팅하여 학습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47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연회서비스의 업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호텔 연회장 세팅
2. 강의목표 : 기획서를 보고 연회장 세팅을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행사 기획서를 기반으로 연회장 세팅
 - 테이블, 의자, 크로스 등
 2) 식사 형태에 따른 테이블 세팅 실습
 - 커트러리, 플레이트, 린넨 등
4. 수업방법 :
 - 행사 기획서를 제공하여 고객 요청에 맞게 연회장 테이블, 

의자, 크로스를 세팅하는 법을 시연하고, 학습자와 질의응
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세팅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47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연회서비스의 업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호텔 케이터링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 케이터링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를 실습한

다.
3. 세부내용 :
 1) 케이터링 기획서를 보고 기물 리스트 작성 
 2) 기물 리스트 기반으로 포장하기 실습
 3) 포장 기물 기반으로 현장 세팅 실습
4. 수업방법 : 
 - 케이티링 행사 시 준비 과정의 시연을 시행하고, 순차적인 

실습을 통해 연회서비스 실습을 시행한 후 팀별 결과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47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연회의 이해
 - 연회서비스의 업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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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음료의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료의 종류를 이해

하고 서비스 한다.
3. 세부내용 :
 1) 음료의 역사와 종류 이해
 2) 바의 개념과 운영 방법 이해
 3) 양조주(맥주, 와인 등) 종류 및 제조과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음료의 종류 및 

서비스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
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0~27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음료의 개요
 - 바(Bar) 경영 실무
 - 양조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음료의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료의 종류를 이해

하고 서비스 한다.
3. 세부내용 :
 1) 증류주의 개요와 종류 이해
 2) 혼성주의 개요와 종류, 만드는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호텔 음료의 종류 및 

서비스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
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70~28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증류주
 - 혼성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음료 테이스팅과 서비스 방법 이해
2. 강의목표 : 양조주와 증류주의 종류 별 맛을 알아보고 각

각의 서비스 방법을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맥주 테이스팅 및 서비스 방법 실습
 2) 와인 테이스팅 및 서비스 방법 실습
 3) 무알콜 음료 테이스팅 및 서비스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음료를 이해하기 위한 테이스팅 및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

하여 이해를 높이고 각각의 음료 별 호텔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0~27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음료의 개요
 - 바(Bar) 경영 실무
 - 양조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음료 테이스팅과 서비스 방법 이해
2. 강의목표 : 증류주와 혼성주의 종류 별 맛을 알아보고 각

각의 서비스 방법을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증류주 테이스팅 및 서비스 방법 실습
 2) 희석주 테이스팅 및 서비스 방법 실습
 3) 혼성주 테이스팅 및 서비스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음료를 이해하기 위한 테이스팅 및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

하여 이해를 높이고 각각의 음료 별 호텔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70~28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증류주
 - 혼성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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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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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호텔 음료의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료의 종류를 이해

하고 서비스 한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의 개요 및 조주 방법 이해
 2) 칵테일의 분류 및 조주기구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서비스 음료 중 

칵테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
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0~29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2

1. 강의주제 : 호텔 음료의 이해
2. 강의목표 :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료의 종류를 이해

하고 서비스 한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칵테일 종류 이해
 2) 칵테일 종류 및 레시피 숙지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호텔 서비스 음료 중 

칵테일과 조주기능사 자격증 실기응시에 필요한 이론적 지
식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0~33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조주기능사 칵테일 실

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제조
2. 강의목표 : 조주 기법에 맞게 칵테일을 제조하고 서비스 

방법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빌드기법에 관련한 칵테일 제조
 2) 스터링 기법에 관련한 칵테일 제조
 3) 쉐이킹 기법에 관련한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칵테일 제조 방법에 따른 칵테일을 선정하여 만들어 보고, 

고객 서비스 및 메뉴 설명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0~33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조주기능사 칵테일 실

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4

1. 강의주제 : 칵테일 제조
2. 강의목표 : 조주 기법에 맞게 칵테일을 제조하고 서비스 

방법 실습한다.
3. 세부내용 :
 1) 블랜딩 기법에 관련한 칵테일 제조
 2) 플루팅 기법에 관련한 칵테일 제조
 3) 머들링 기법에 관련한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칵테일 제조 방법에 따른 칵테일을 선정하여 만들어 보고, 

고객 서비스 및 메뉴 설명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0~330

2. 주교재 목차
1) 호텔 음료의 이해
 - 조주기능사 칵테일 실

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PPT자료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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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실습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절차와 방

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해 직업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체득하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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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피드백
과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

악하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교재
 - 김연선 외 - 2019 - 호텔식음료 레스토랑 실무 [개정판] - 백

산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다양한 호텔레스토랑실무와 관련되는 사진자료

와 예시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최신 인터넷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

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특히 각 호텔

마다 특성화된 서비스 방식을 살펴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실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

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