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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와인실무와서비스

교 재 김준철 외-2018-소믈리에 와인의 세계 (개정판)-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와인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되

고 있으며 외식문화의 발달로 와인문화가 유입되면서 와인 소믈리

에는 신종직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외식산업분야의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와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익히며 

와인학 개론 및 와인과 문화에 대해 학습하며 세계의 와인산지를 

학습하여 품종과 특성에 대해 배우며 와인 테이스팅 기법, 와인의 

구입, 보관과 셀러, 와인의 서빙과 기물 사용에 대해 실습한다. 아

울러 고객과의 연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학습하여 올바른 품행으로 고객의 욕

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와인에 대한 실전 서비스

에 대한 지식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와인의 감별, 와인

리스트 작성 및 음식과 와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여 비즈니스 와인매너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외식문화의 성장과 발달로 여러 음료 중 특히 와인에 대한 활용도

가 많아지면서 와인에 대한 기본 상식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훈

련이 필요하며, 와인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나라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2. 토착 품종과 포도 품종의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3. 와인 테이스팅을 통하여 테이스팅 기법, 와인의 구매, 보관 방법

을 이해하도록 한다. 

4. 고객과의 서비스를 위하여 와인 설명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

한 와인의 종류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5. 와인 주문부터 와인설명, 와인오픈, 와인 따르기, 디켄팅 능력을 

숙달시켜 실무에서 와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감각과 실력

을 키운다.

6. 최종적으로 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와인 서비스의 능력을 향상시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숙

련된 역량을 배양하는데 학습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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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실무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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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 각 나라별 대표 와인을 

테이스팅 하고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고, 코스별 음식에 맞는 
와인 매칭을 작성하여 발표 

 - 제출 : 10주차
 - 발표 : 11~13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

실성, 발표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술 그리고 와인
2. 강의목표 : 술의 발견과 종류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술의 발견과 기원
  2) 술의 제조과정과 종류
   -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술의 발견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영상을 통해 제조

과정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강의 후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16

2. 주교재 목차
 - 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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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와인이란
2. 강의목표 : 와인의 역사와 어원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의 발생
   - 그리스와 로마, 프랑스, 신대륙의 와인 역사와 이동경로를 알

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16

2. 주교재 목차
 - 와인이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이란
2. 강의목표 : 와인의 유형별 분류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의 유형별 분류
   - 색, 맛, 알코올 유무, 탄산가스, 식사, 저장기간에 따른 분류별 

와인 표기법과 대표적인 와인명을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16

2. 주교재 목차
 - 와인이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이란
2. 강의목표 : 좋은 와인은 무엇인가?
3. 세부내용 :
  1) 포도의 종류 : 유럽종, 미국종, 잡종
  2) 생산지와 테루아르 : 토양, 기후, 지형, 인위적 요인
  3) 와인 생산 연도 : 빈티지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20

2. 주교재 목차
 - 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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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 품종의 이해
2. 강의목표 : 품종 별 명칭과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화이트 와인 품종의 종류
   -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세미용, 게뷔르츠트라미너, 

슈냉블랑, 피노 그리, 비오니에, 머스캣, 뮈스카, 살바네르, 질
바너

  2) 레드와인 품종의 종류
   -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피노 누아, 시라/쉬라즈, 가메이, 

네비올로, 산지오베제, 그르나슈, 카베르네 프랑, 템프라니요, 
진판델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해당 품종의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25

2. 주교재 목차
 - 포도 품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제조 과정의 이해
2. 강의목표 : 와인별 제조 과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제조 과정에 따른 차이점 및 분류
   - 레드와인의 제조 과정
   - 화이트와인의 제조 과정
   - 로제와인의 제조 과정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 동영상을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35

2. 주교재 목차
 - 와인 제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시청(와인 제조과

정)

3

1. 강의주제 : 와인 라벨의 이해
2. 강의목표 : 각 나라별 와인 라벨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대륙 별 와인 라벨의 차이점 및 특징 이해
  - 구대륙 와인 라벨의 이해
  - 신대륙 와인 라벨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다양한 와인 라벨의 사진자료와 PPT를 활

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8~42

2. 주교재 목차
 - 와인 라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라벨의 이해
2. 강의목표 : 구대륙 와인 라벨을 읽을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 와인의 등급별 라벨 읽기
  2) 이탈리아 와인 등급별 라벨 읽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다양한 와인 라벨의 사진자료와 PPT를 활

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강의하고, 학습자가 와인병을 이용하여 
쓰고 읽는 실습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38~42

2. 주교재 목차
 - 와인 라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와인 병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라벨의 이해
2. 강의목표 : 신대륙 와인 라벨을 읽을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미국, 호주 와인 라벨을 읽고 특이점 이해
  2) 칠레, 뉴질랜드 와인 라벨을 읽고 특이점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다양한 와인 라벨의 사진자료와 PPT를 활

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강의하고, 학습자가 와인병을 이용하여 
쓰고 읽는 실습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38~42

2. 주교재 목차
 - 와인 라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와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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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프랑스 대표 와인 생산지의 기후와 지역 이해
   - 보르도, 부르고뉴, 론, 샹파뉴
  2) 프랑스 와인 등급 표시제도 이해 
4. 수업방법 : 
 - 프랑스 지도를 이용하여 대표 와인 생산지를 이해하는 강의

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4~47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프랑스 지도 활용

2

1. 강의주제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보르도 지역의 유명 와인 생산지역과 생산자 이해
   - 메도크, 포므롤, 생테밀리옹, 그라브, 소테른
   - 샤토 와인, 네고시앙 와인
  2) 생산지역 별 특징과 대표 와인의 이해
4. 수업방법 : 
 - 보르도 지도를 이용하여 대표 와인 생산지를 이해하는 강의

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7~59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보르도 지도 활용

3

1. 강의주제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보르도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보르도 와인 테이스팅 실습
   - 보르도의 지역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와인 테이스팅 실습수업을 통하여 지역 특징을 이해하고 학

습자와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7~59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보르도 글라스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푸어링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고객에게 와인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병 파지법, 푸어링 자

세, 적정 용량 푸어링 등을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와인 서비스 실습수업을 통하여 서비스 자세 및 순서를 이해

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62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와인 글라스
 - 와인 빈병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푸어링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고객에게 와인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병 파지법, 푸어링 자

세, 적정 용량 푸어링 등을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와인 푸어링 미션을 통하여 실습의 즐거움과 열정을 끌어내

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와인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62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와인 글라스
 - 와인 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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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부르고뉴 지역의 유명 와인 생산지역과 생산자 이해
   - 샤를리, 코트 도르, 코트 드 뉘이, 코트 드 본, 코트 샬로네

즈, 마코네, 보졸레
  2) 부르고뉴 와인의 특성과 등급의 이해  
   - 광역명칭 와인, 빌라주 와인, 프르미에 크뤼, 그랑 크뤼
4. 수업방법 : 
 - 부르고뉴 지도를 이용하여 대표 와인 생산지를 이해하고 등

급과 대표 와인을 이해하는 강의,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0~64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부르고뉴 지도 활용

2

1. 강의주제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부르고뉴 와인의 라벨의 특징과 읽는 방법 이해
  2) 보졸레 지역 와인의 특징 이해
4. 수업방법 : 
 - 부르고뉴 와인 라벨을 읽고 보르도 와인 라벨과 차이점을 이

해하는 강의, 학습자가 와인을 읽고 쓸 수 있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5~74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부르고뉴 지도 활용

3

1. 강의주제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부르고뉴 와인 테이스팅 실습
   - 부르고뉴의 지역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와인 테이스팅 실습수업을 통하여 지역 특징을 이해하고 학

습자와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0~74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부르고뉴 글라스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푸어링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고객의 와인 테이스팅 용 푸어링 방법과 용량, 동일한 용량 

푸어링에 대하여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반복적인 와인 서비스 실습수업을 통하여 서비스 자세 및 순

서를 숙지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2~16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와인 글라스
 - 와인 빈병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주문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고객에게 와인 주문 받는 방법, 주문한 와인 서비스 하는 

요령을 멘트와 함께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와인별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야 하는 표현을 숙지하고 실습

수업을 통하여 서비스 자세 및 순서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2~16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와인 글라스
 - 와인 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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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샹파뉴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샹파뉴 와인의 품종 및 제조과정 이해
   - 피노 누아, 피노 외니에, 새르도네
  2) 대표 샹파뉴 와인의 역사와 종류 이해
4. 수업방법 : 
 - 샹파뉴의 특징과 스파클링 와인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샴페

인 라벨의 의미강의,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4~8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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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론, 알자스, 루아르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지역 별 생산지역과 품종 이해
   - 론, 알자스, 루아르 와인의 생산지역과 품종에 대해 학습한

다.
  2) 유명 와인의 종류, 마리아주 음식 이해
4. 수업방법 : 
 - 각 지역 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강의, 학습자와 질의응답

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4~94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프랑스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프랑스 샹파뉴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샹파뉴 와인 테이스팅 실습
   - 샹파뉴의 지역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와인 테이스팅 실습수업을 통하여 지역 특징을 이해하고 학

습자와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4~82

2. 주교재 목차
 - 프랑스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샹파뉴 글라스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샴페인 오픈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샴페인 서비스 실습
   - 샴페인 오픈과 푸어링 방법, 테이스팅 푸어링 방법 및 용량

을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샴페인 서비스 실습수업을 통하여 서비스 자세 및 순서를 숙

지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5~166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샹파뉴 글라스
 - 동영상 및 빈병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샴페인 푸어링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샴페인 서비스 실습
   - 고객의 샴페인 푸어링 방법과 용량, 다양한 서비스 상황에 

맞는 푸어링을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반복적인 샴페인 서비스 실습수업을 통하여 서비스 자세 및 

순서를 숙지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5~166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샹파뉴 글라스
 - 샹파뉴 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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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이탈리아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이탈리아 대표 와인 생산지의 기후와 지역 이해
   - 토스카나, 피에몬테, 베네토
  2) 이탈리아 와인 등급 표시제도 이해 
4. 수업방법 : 
 - 이탈리아 지도를 이용하여 대표 와인 생산지를 이해하는 강

의,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6~105

2. 주교재 목차
 - 이탈리아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이탈리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이탈리아 유명와인 산지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이탈리아 지역의 유명 와인 생산지역과 생산자 이해
   - 토스카나, 피에몬테, 베네토
  2) 생산지역 별 특징과 대표 와인의 이해
4. 수업방법 : 
 - 이탈리아 와인과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매칭포인트 강의, 학

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6~105

2. 주교재 목차
 - 이탈리아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활용(이탈리아 파

스타&치즈 동영상)

3

1. 강의주제 : 이탈리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이탈리아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이탈리아 와인 테이스팅 실습
   - 이탈리아의 지역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이탈리아 와인과 어울리는 치즈 테이스팅 실습수업을 통하여 

지역 특징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토론을 통해 이해도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96~105

2. 주교재 목차
 - 이탈리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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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오픈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와인 오픈 과정 및 방법을 숙지하고 반복적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와인 오픈 실습수업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와인 서

비스 숙지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3~164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와인 글라스
 - 와인 오픈 동영상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오픈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와인 오픈 과정 및 방법을 숙지하고 반복적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반복적 와인 오픈 실습수업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와인 서비스 숙지 수업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3~164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와인 글라스
 - 와인 오픈 동영상 활용

2. 중간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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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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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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독일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독일 와인의 스타일과 토착 품종의 이해
   - 리슬링, 질바너, 뮐러 투르가우, 게뷔르츠트라미너
  2) 독일 와인 품질체계의 이해 
   - 타펠바인, 란트바인, 크발리테츠바인, 프래디카츠바인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동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111

2. 주교재 목차
 - 독일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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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독일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독일 유명와인 산지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독일 지역의 유명 와인 생산지역과 특징 이해
   - 모젤, 라인가우, 라인헤센, 아르, 나헤, 미텔라인, 팔츠
  2) 독일 와인 라벨 읽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다

양한 라벨을 읽는 능력 향상을 위한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
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5

2. 주교재 목차
 - 독일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독일 와인 라벨지 활용

3

1. 강의주제 : 독일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독일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독일 와인 테이스팅 실습
   - 독일의 지역별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

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시음 와인의 특징을 테이스팅을 시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115

2. 주교재 목차
 - 독일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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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디켄팅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디켄팅 실습
   - 와인 디켄팅 방법과 활용 상황을 숙지하고 실습수업 시행

한다.
4. 수업방법 : 
 - 교수자 시연을 통해 티켄팅 순서와 방법을 익히고 반복적 실

습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8~170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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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디켄팅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디켄팅 실습
   - 와인 디켄팅 방법과 활용 상황을 숙지하고 반복적 실습 시

행한다.
4. 수업방법 : 
 -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티켄팅 서비스를 익히고 학습자의 능

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8~170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디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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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스페인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스페인 대표 와인 생산지, 와인 등급 표시제도 이해
   - 리오하, 페네데스, 리베라 델 두에로, 프리오라토
  2) 스페인 셰리와인의 이해 
   - 스페인의 단일지역 와인 중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와

인인 셰리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25

2. 주교재 목차
 - 스페인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포르투갈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포르투갈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포르투갈 대표 와인 생산지, 와인 등급 표시제도 이해
   - 비뉴 베르드, 포트, 도우로, 다웅, 마데이라
  2) 포르투갈 포트와인의 이해
   - 영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와인인 포트 와인에 대해 학습한

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동

영상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포르투갈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활용(포트와인)

3

1. 강의주제 : 스페인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스페인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스페인 와인 테이스팅 실습
   - 스페인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

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시음 와인의 특징을 테이스팅을 시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25

2. 주교재 목차
 - 스페인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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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글라스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글라스 활용 실습
   - 다양한 와인글라스별의 특징과 푸어링 방법을 숙지하고 반

복적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174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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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디켄팅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디켄팅 실습
   - 와인 디켄팅 방법과 활용 상황을 숙지하고 반복적 실습 시

행한다.
4. 수업방법 : 
 -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티켄팅 서비스를 익히고 학습자의 능

력이 향상됨을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8~170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디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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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미국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미국 와인의 역사 이해
  2) 미국 와인의 특징 및 품종 이해
   - 캘리포니아 와인, 오리건 와인, 워싱턴 와인, 뉴욕 와인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8~144

2. 주교재 목차
 - 미국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미국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미국 유명와인 산지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미국 지역의 유명 와인 생산지역과 특징, 라벨 읽는 방법 

이해
  2) 미국 컬트와인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동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8~144

2. 주교재 목차
 - 미국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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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미국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미국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미국 와인 테이스팅 실습
   - 미국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시음 와인의 특징을 테이스팅을 시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8~144

2. 주교재 목차
 - 미국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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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와인 종류(영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에이징 레드 

와인, 매그넘 와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숙지하고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9~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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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와인 종류(영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에이징 레드 

와인, 매그넘 와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숙지하고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반복적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학습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9~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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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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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오스트레일리아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오스트레일리아 와인의 역사 및 포도품종 이해
  2) 오스트레일리아 와인 주요 생산지역의 특징 이해
   -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오스

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퀴스랜드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6~149

2. 주교재 목차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2

1. 강의주제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뉴질랜드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뉴질랜드 와인의 역사 및 포도품종 이해
  2) 뉴질랜드 와인 주요 생산지역의 특징 이해
   - 북섬, 남섬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0~152

2. 주교재 목차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뉴질랜드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뉴질랜드 와인 테이스팅 실습
   - 뉴질랜드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

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시음 와인의 특징을 테이스팅을 시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0~152

2. 주교재 목차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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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고객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와인 주문에서 디켄팅까지 과정을 이해하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한다.
   - 와인주문, 파지 및 설명, 와인의 주문, 코르크 개봉 및 따르

기, 디캔팅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스킬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와인글라스, 디켄터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고객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실습
   - 와인 주문에서 디켄팅까지 과정을 이해하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한다.
   - 와인주문, 파지 및 설명, 와인의 주문, 코르크 개봉 및 따르

기, 디캔팅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스킬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와인글라스, 디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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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칠레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칠레 와인의 역사 및 포도품종 이해
  2) 칠레 와인 주요 생산지역의 특징 이해
   - 마이포 밸리, 카차포알, 콜차과, 쿠리코 밸리, 마울레 밸리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4~155

2. 주교재 목차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2

1. 강의주제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아르헨티나 와인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아르헨티나 와인의 역사 및 포도품종 이해
  2) 아르헨티나 와인 주요 생산지역의 특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6~158

2. 주교재 목차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칠레 와인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칠레 와인 테이스팅 실습
   - 칠에 와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맛 표현 한다.
   -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미각적인 관찰
4. 수업방법 : 
 - 시음 와인의 특징을 테이스팅을 시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4~155

2. 주교재 목차
 - 기타 신세계 와인의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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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고객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서비스 실전 실습
   - 상황별 주제에 맞는 와인 추천 및 주문받기, 디켄팅 서비스

까지 과정을 이해하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한
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와인글라스, 디켄터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와인 고객 서비스 방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서비스 실전 실습
   - 상황별 주제에 맞는 와인 추천 및 주문받기, 디켄팅 서비스

까지 과정을 이해하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한
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와인글라스, 디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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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과 음식의 조화 이해
2. 강의목표 : 마리아주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의 특성과 마리아주 와인의 이해
   - 스위트와인, 산도 높은 와인, 탄닌 많은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 
  2) 식품재료와 와인의 궁합 이해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생선류, 패류 등에 어울

리는 와인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193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조화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2

1. 강의주제 : 와인과 음식의 조화 이해
2. 강의목표 : 마리아주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각 나라별 음식과 와인의 조화 이해
   - 한국음식, 서양음식, 일본음식, 중국음식에 어울리는 와인
  2) 와인 품종 별 음식의 궁합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

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6~193

2. 주교재 목차
 - 와인과 음식의 조화 이

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고객 서비스 롤플레잉
3. 세부내용 :
  1) 고객 서비스 롤플레잉 실습
   - 3인 1조로 팀을 정해 고객과 소믈리에 역할을 선정하여 상

황별 테마를 선정, 대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동영상 활용
 - 와인용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고객 서비스 롤플레잉
3. 세부내용 :
  1) 고객 서비스 롤플레잉 실습
   - 대본에 따라 롤플레잉을 시연한다. 
   - 숙련될 때 까지 반복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동영상 활용
 - 와인용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서비스 실습
2. 강의목표 : 고객 서비스 롤플레잉
3. 세부내용 :
  1) 고객 서비스 롤플레잉 실습
   - 대본에 따라 롤플레잉을 시연한다. 
   - 숙련될 때 까지 반복 실습 시행한다.
4. 수업방법 : 
 - 실습수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동영상 활용
 - 와인용품 활용

2.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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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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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와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시연
3. 세부내용 :
  1) 조별 와인 실무 서비스 실습
  - 조별로 상황별 테마를 제시해 주고 조별 와인 실무와 서비

스에 관한 시연을 실시한다. 
  2) 수업에 배운 내용을 현장상황에 맞혀 고객응대 및 와인 서

비스를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역할극 롤 플래잉을 통하여 와인 실무와 서비스를 시연해 학

습자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시연
3. 세부내용 :
  1) 조별 와인 실무 서비스 실습
  - 조별로 상황별 테마를 제시해 주고 조별 와인 실무와 서비

스에 관한 시연을 실시한다. 
  2) 수업에 배운 내용을 현장상황에 맞혀 고객응대 및 와인 서

비스를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역할극 롤 플래잉을 통하여 와인 실무와 서비스를 시연해 학

습자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시연
3. 세부내용 :
  1) 조별 와인 실무 서비스 실습
  - 조별로 상황별 테마를 제시해 주고 조별 와인 실무와 서비

스에 관한 시연을 실시한다. 
  2) 수업에 배운 내용을 현장상황에 맞혀 고객응대 및 와인 서

비스를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역할극 롤 플래잉을 통하여 와인 실무와 서비스를 시연해 학

습자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시연
3. 세부내용 :
  1) 조별 와인 실무 서비스 실습
  - 조별로 상황별 테마를 제시해 주고 조별 와인 실무와 서비

스에 관한 시연을 실시한다.  
  2) 수업에 배운 내용을 현장상황에 맞혀 고객응대 및 와인 서

비스를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역할극 롤 플래잉을 통하여 와인 실무와 서비스를 시연해 학

습자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2. 강의목표 : 와인 실무와 서비스 시연
3. 세부내용 :
  1) 조별 와인 실무 서비스 실습
  - 조별로 상황별 테마를 제시해 주고 조별 와인 실무와 서비

스에 관한 시연을 실시한다. 
  2) 수업에 배운 내용을 현장상황에 맞혀 고객응대 및 와인 서

비스를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역할극 롤 플래잉을 통하여 와인 실무와 서비스를 시연해 학

습자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183

2. 주교재 목차
 - 와인 서비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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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

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실습내용에 직접 실습(테이스팅 및 고객서비스 실무)에 참

여함으로서 체득하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시연

- 조별 간 시연을 통해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시연 후 학습

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평가하여 최상의 성과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으로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김준철 외 – 2018 - 소믈리에 와인의 세계 (개정판) - 백산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다양하고 와인라벨, 와인 지역별 특징 동영상 등 

예시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

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미지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서비스 이미지 예시자료를 활용하

여 시각적인 감각과 느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와인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을 학

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