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외식서비스마케팅

교 재 김태희 외-2017-외식서비스 마케팅 (외식사업 성공원리와 실제)-파워북

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와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올

바른 와인문화 정착을 이끌 수 있으며 와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배움으로써 와인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도

록 한다. 본 교과목은 와인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원료포도 

및 포도재배에 대한 이론 학습 및 와인의 숙성, 코르크마개 

등 와인의 양조 및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별 산지

에 관한 이론 및 특성을 익히며 와인에티켓을 배운다. 와인

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세계의 유명 와인생산국들의 다양

하고도 복잡한 와인의 세계를 분석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

은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여 호텔 

및 외식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즈니스 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 

음료 중 특히 와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더욱 필요한 시

대이다.

고객들의 와인 지식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고객

만족 및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와인 기초지식의 이론

과 테이블 매너, 서비스 방법 등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체

계화하여 정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와인의 기초적 이론과 포도 품종을 이해한다.

2. 포도재배 과정과 숙성의 의미를 이해한다.

3. 구세대 지역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별 산지에 

관한 이론 및 특성을 이해한다.

4. 신세대 지역인 미국, 칠레, 호주 등 국가별 산지에 관한 

이론 및 특성을 이해한다.

5. 와인 서비스 방법을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6. 와인 테이스팅 과정과 목적을 이해한다.

7.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세계 유명 와인생산국의 

다양한 와인 세계를 분석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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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서비스마케팅 과목 이해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배포 및 교재 구성과 안내
   - 평가방법 및 비율 세부 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외식서비스 마케팅을 배우는 목적과 이유에 관해 자유롭게 토

론하여 학습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과목의 흥미도를 높인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외식사업 

서비스 실패사례를 조사
하고 실패사례의 개선점
을 제시하라.

 - 제출 : 10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

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

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
도 안내

2

1. 강의주제 : 
 - 외식서비스의 기본 이해
2. 강의목표 : 
 - 외식사업의 기본 개념 및 성공적인 외식사업을 위한 마케팅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사업의 정의
 2) 외식사업의 목표
 3) 외식시장과 레스토랑 콘셉트 : 
 - 패스트푸드 / 패스트 캐주얼 / 패밀리 레스토랑 / 캐주얼 다

이닝 / 파인 다이닝 콘셉트 
 4) 외식사업은 무엇을 판매하는가
 5) 외식사업의 고객은 누구인가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 내식의 차이를 
말하고 사례를 들어보자.

1. 주교재 페이지
 - p19~32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

초개념
 - 외식서비스의 기본이해
 - 외식사업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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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 외식사업의 특징
2. 강의목표 : 
 - 외식서비스 상품과 고객, 외식사업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사업의 특징
 - 피플 비즈니스(people business)
 - 재방문 비즈니스(repeat business)
 - 시스템 비즈니스(system business)
 -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
 - 페니 비즈니스(penny business)
 - 디테일 비지지스(detaik business)
 - 고객 경험 비즈니스(CX business)
 - 접점비지니스(1m business)
 - 위생안전 비즈니스(sanitation & safety business)
 - 소설 비즈니스(social business)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사업의 특징 10
가지를 말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40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

초개념
 - 외식사업의 기본이해
 - 외식사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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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서비스의 기본 이해
2. 강의목표 : 국내 외식산업의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현 주소와 세계적인 외식소비 메가트랜드를 바탕으로 국내 외
식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국내 외식산업 현황
 - 외식산업의 특징
 - 외식업체 경쟁현황
 - 외식소비 행태
 2) 외식소비 전망
 - 최근 국내 외식업 주요 이슈
 - 외식소비의 메가 트렌드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

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글로벌 음식 vs 로컬 음식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 외식브랜드 사례를 찾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41~59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

초개념
 - 외식산업의 기본이해
 - 국내 외식산업 현황
 - 외식소비 전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마케팅의 기본 개념
2. 강의목표 : 전통적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마케팅 발전 단계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마케팅의 정의
 2) 마케팅의 목표
 3) 기업경영철학으로서 마케팅 발전과정
 - 생산/ 제품/ 판매/ 마케팅 콘셉트
 4) 마케팅관리 활동으로서 구성개념
 - 교환/거래/관계, 마케팅 환경 분석
 - 시장, STP, 마케팅믹스, 제공물과 브랜드
 5) 마케팅 패러다임의 진화
 - 마켓 1.0시대, 마켓 2.0시대, 마켓 3.0시대, 마켓 4.0시대
 6) 미래 마케터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마케팅의 목표, 마케팅 콘셉트의 발전단계, 마
케팅의 구성요소, 등을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1~80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

초개념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이

해
 - 마케팅의 기본 개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개념
2. 강의목표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핵심성공요인과 마케팅믹스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미래 마케터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들
 - 브랜드 마케팅, 소설 미디어 마케팅, 변환경제, 공유가치 창출,
   진정성, 세렌디피티
 2)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개념
 - 왜 서비스 마케팅인가, 
 -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 서비스 마케팅믹스
 - 서비스 생산성과 서비스품질의 관계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목표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등에게 서비스가 제품과 다른 4가지 독특
한 특성을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91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

초개념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이

해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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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적인 서비스 마케터가 되기 위한 조건
2. 강의목표 : 성공적인 서비스마케터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지

식과 스킬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성공적인 서비스 마케터가 되기 위한 조건
 - 서비스 마케팅의 핵심역량
 - 서비스 마케터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비스품질이 서비스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도
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2~94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

초개념
 -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이

해
 - 성공적인 서비스 마케터

가 되기 위한 조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고객 기대의 이해
2. 강의목표 : 고객의 기대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

한다.
3. 세부내용 :
 1) 고객 기대개념과 기대유형
 - 희망서비스/적정서비스/허용구간
 2) 고객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내적요인, 외적요인, 상황적 요인, 기업요인 
 3) 고객 기대관리방안
 - 통제 가능요인에 대한 기대관리
 - 통제 불가능한 요인의 기대관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고객이 외식서비스에 
기대하는 기대 수준의 유형을 말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9~112

2. 주교재 목차
 -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의 이해
 - 기대, 서비스 품질 및 고

객만족의 이해
 - 고객 기대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비스 품질의 이해
2. 강의목표 : 서바스 품질의 개념과 구성요소 세 가지에 대하여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서비스 품질 개념
  2) 외식서비스 품질 구성요소
 - 음식품질, 서비스 과정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 
    기타 품질요소
 - 서비스 품질 요소 파악하기
  3) 고품질 서비스 제공방안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세가
지 구성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나열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9

2. 주교재 목차
 -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의 이해
 - 기대, 서비스 품질 및 고

객만족의 이해
 - 서비스 품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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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고객 만족의 이해
2. 강의목표 : 고객 만족의 개념과 갭(CAP) 모델의 5가지 갭에 

대해 이해하고 서비스품질, 충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3. 세부내용 :
 1) 고객만족의 개념
 2)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들
 -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상품의 특징
 - 서비스의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3)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충성도의 관계
 4) 갭 모텔을 활용한 고품질 서비스 달성
 - 고객 갭, 경청 갭, 서비스 설계와 표준 캡
 - 서비스 성과 갭, 의사소통 갭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외식업체 경
영자라면 네 가지 제공자 갭 중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자 하는 
갭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0~131

2. 주교재 목차
 -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의 이해
 - 기대, 서비스 품질 및 고

객만족의 이해
 - 고객 만족의 이해
 - 갭 모텔을 활용한 고품질 

서비스 달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서비스 마케팅 조사의 기본
2. 강의목표 : 고객 기대를 이해하기 위한 서비스 마케팅 조사방

법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마케팅 조사의 기획
 - 마케팅 조사의 목표 설정
 - 마케팅 조사의 실행 주체 선정
 - 마케팅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2) 마케팅 조사의 유형
 - 정량적 조사, 정성적 조사, 기타 조사방법
 3) 서비스 마케팅 조사의 유형
 4) 효과적인 서비스 마케팅 조사의 조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정량조사, 정성조사, 
관찰 조사의 장단점을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5~147

2. 주교재 목차
 -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의 이해
 - 서비스 마케팅 조사
 - 서비스 마케팅 조사의 기

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고객 만족 조사의 실제
2. 강의목표 : 고객 만족 조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

해본다.
3. 세부내용 :
 1) 표본설계
 -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의 결정, 표본 크기의 산정
 2) 설문지 설계
 - 질문의 형태, 설문지의 구조, 설문 문항 개발 시 주의점
 3) 자료 수집
 4)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설문 조사자료 분석
 - 고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설문 조사 시 질문의 형태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비율척도를 활용하여 응답을 얻는다. 각 척도의 특징을 말하
고 사례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7~155

2. 주교재 목차
 - 서비스 마케팅 조사
 -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의 이해
 - 고객 만족 조사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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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서비스 상품개발과 서비스 혁신
2. 강의목표 : 외식산업에서 신서비스 상품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 상품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 외식서비스 상품개발의 의미
 -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필요성
 - 외식서비스 상품 디자인 과정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

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외식 고객 요
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트랜드는 무엇인지 알아본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1~167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상품개발과 

서비스 혁신
 - 외식서비스 상품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혁신적인 상품의 이해
2. 강의목표 : 신서비스 상품개발 유형과 외식서비스 상품 디자인 

과정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에서 혁신의 의미
 2) 외식서비스에서의 혁신적인 상품 유형
 - 서비스 상품혁신
 - 서비스 솔루션을 통한 상품혁신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

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신서비스 상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외식서비스의 성공적인 개
발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7~175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상품개발과 

서비스 혁신
 - 외식서비스 혁신적인 상

품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메뉴 상품개발
2. 강의목표 : 외식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메뉴의 역할을 알아보고 

다양한 메뉴 분류 유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메뉴의 기본 이해
 - 메뉴의 정의와 역할
 - 메뉴의 분류 
 2) 신 메뉴 상품 개발 시 고려 사항
 - 레스토랑 콘셉트의 확인
 - 표적시장의 확인
 - 외식업체의 역량확인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메뉴의 유형은 무엇이며 적합한 예는 무엇인
지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7~184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메뉴 상품 개

발
 - 메뉴의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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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신 메뉴 상품개발
2. 강의목표 : 신 메뉴 개발과정을 파악하고 메뉴 상품 개발 범위

에 맞는 적절한 메뉴 상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신 메뉴 상품 개발의 정의와 목적
 2) 신 메뉴 상품 개발 영역과 전략
 - 신 메뉴 상품개발 영역
 - 신 메뉴 상품 개발 전략
 3) 신 메뉴 상품 개발과정
 - 신 메뉴 상품개발의 준비과정
 - 신 메뉴 개발 프로세스
 - 메뉴 리디자인 프로세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사업에서 메뉴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고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5~202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메뉴 상품 개

발
 - 신 메뉴 상품의 개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메뉴 상품의 평가
2. 강의목표 : 메뉴 상품의 평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탐색하

고 논의한다.
3. 세부내용 :
 1) 고객 관점의 평가
 - 실용적 측면의 평가
 - 사회적 측면의 평가
 2) 업체 관점의 평가
 - ABC 분석법, ABC 크로스 분석법, 메뉴 엔지니어링
 3) 메뉴 상품 평가 결과에 따른 메뉴 전략방안 요약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외식업체의 메뉴 정보를 획득하여 메뉴 엔지니
어링 졸차를 통한 메뉴 평가를 실시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3~214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메뉴 상품 개

발
 - 메뉴 상품의 평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의 이해
2. 강의목표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을 위한 필요 개념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서비스 프로세스와 고객 경험
 2)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시 고려사항
 - 고객과 종사원 중심의 공동 창작
 - 서비스 디자인 사고
 - 서비스 흐름의 배열과 터치 포인트
 - 서비스 증거의 확보
 - 총체적 관점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에서 고객과 종사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7~225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

자인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

자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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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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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과정
2. 강의목표 :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

여 각 부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수준과 영역
 -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수준
 -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영역
 2)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과정
 - 발견단계, 정의 단계, 확장단계, 전달단계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식당을 이용하
는 과정에서 터치 포인트를 모무 파악해 보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의 터치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논의해 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6~235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

자인
 -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

인 수준과 영역
 - 신서비스 프로세스 디자

인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 도구
2. 강의목표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을 위한 도구를 탐색하

고 이용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3. 세부내용 :
 1) 발견 디자인 도구
 - 데스크 리서치, 새도잉, 서비스 사파리
 - 이해관계자 지도, 친화도 맴
 2) 정의 단계의 디자인 도구
 3) 확장단계의 디자인 도구
 - 서비스 청사진, 페르소나, 고객 여정지도
 4) 전달단계의 디자인 도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특정 콘셉트의 레스
토랑을 선정하여 외식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 청사진
이나 고객 여정 지도를 작성해 보고 개건 방향에 대하여 토론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6~254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

자인
 - 외식서비스 프로세스 디

자인 도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
2. 강의목표 : 브랜드 개념, 특성,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과정을 이

해한다.
3. 세부내용 :
 1) 브랜드 창업의 필요성
 2) 브랜드 특성
 3)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과정
 - 창업자 특성 파악
 - 개인적인 재무상태 확인
 - 레스토랑 콘셉트, 레스토랑 브랜드 사명문 개발
 - 상권 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석 분석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 브랜드 창업계획서 작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진짜 브랜드와 가짜 
브랜드를 확인하는 3가지 기준을 말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9~270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창업의 필요성
 - 브랜드 특성
 -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과

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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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1. 강의주제 : 레스토랑 브랜드 콘셉트의 구성요소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브랜드 콘셉트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레스토랑 브랜드 콘셉트의 구성요소
 - 목표교객, 서비스 전달과정, 메뉴, 상권과 입지
 - 물리적 환경 및 분위기, 가격대, 사람의 역할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점포 운용 관련 요소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레스토랑 콘셉트 구
성요소를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70 ~277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
 - 레스토랑 브랜드 콘셉트 

구성요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레스토랑 브랜드 관리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브랜드 아이텐티티 실행요소 개발, 브랜

드 자산과 브랜드 에쿼티의 차이점, 레스토랑 브랜드 등록 절
차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레스토랑 브랜드 아이덴티티 실행요소 개발
 - 브랜드 아이덴티티 실행요소 선택 시 고려사항
 - 브랜드 아이덴티티 실행요소 특징과 사례
 2) 레스토랑 브랜드 관리
 - 레스토랑 브랜드 에쿼티 관리
 - 레스토랑 브랜드 등록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특허 정보넷
(www.kipris.or.kr)을 방문해보고 상표를 검색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77~286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디자인
 -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
 - 레스토랑 브랜드 아이덴

티티 실행요소 개발
 - 레스토랑 브랜드 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외식 서비스의 표준화
2. 강의목표 : 서비스 표준, 서비스 표준 설정의 의미, 고객 중심

적 서비스 표준 개발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고품질서비스 표준 설정
 - 서비스 표준의 의미
 - 고객 중심적 서비스 표준
 - 서비스 표준 유형 
 - 고객 중심적 서비스 표준 개발 과정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표준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1 ~ 298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외식서비스의 표준화
 - 고품질서비스 표준설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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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표준화
2. 강의목표 : 표준화된 매뉴얼의 장점, 외식점포의 조리 프로세

스 표준화, 서비스 프로세스 포준화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 표준화의 중요성
 2) 외식서비스 매뉴얼화 작업
 - 매뉴얼 작성방법, 사용자 중심 매뉴얼 디자인
 3) 외식서비스 표준화의 실제
 - 외식서비스 표준화 매뉴얼의 분류
 - 상품 품질의 표준화
 -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레스토랑에 조리 프
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절차를 개발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9 ~ 307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외식서비스 의 표준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취합

2

1. 강의주제 :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2. 강의목표 : 미스터리 쇼퍼의 서비스 품질 평가 역할을 이해하

고, 미스터리 쇼핑 평가 항목과 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미스터리 쇼핑의 이해와 활용
 2) 미스터리 쇼핑의 실행 프로세스
 3) 미스터리 쇼핑의 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서비스 품질평가, 메뉴 품질 평가
 - 위생관리 평가, 물리적 환경 평가
 4) 미스터리 쇼핑의 평가 결과 검증
 5) 미스터리 쇼퍼의 조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미스터리 쇼핑의 활
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8 ~ 314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외식서비스의 표준화
 -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서

비스 품질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불평고객 및 충성고객관리
2. 강의목표 : 불평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불평고

객과 불량고객의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효과적인 불평고객관리의 중요성
 2) 불평고객 유형 및 불평 행동
 - 고객 불평이 목적
 - 불평 고객의 유형
 - 불량고객 유형 및 대응방안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불평 고객과 불량고
객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지 논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17 ~ 323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불평고객 및 충성고객 관

리
 - 불평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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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회복 전략
2. 강의목표 : 서비스 회복의 정의와 서비스 회복 전략 중 고객 

진정시키기와 문제해결하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서비스 회복의 정의
 2) 서비스 회복전략
 3) 서비스 보증
 4)서비스 회복의 체계적인 접근
 - 외식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실패나 실수 파악
 - 파악된 서비스 실패나 실수를 분류
 - 점포 현장에서 불평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모든 서비스 파악
 -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서비스 수준 결정
 - 서비스 회복 프로그램 제도 설계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비스 회복의 정의
를 중심으로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23 ~ 333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불평고객 및 충성고객 관

리
 - 서비스 회복전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충성고객 확보 전략
2. 강의목표 : 충성고객이 주는 혜택,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관리

하는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충성 고객이 주는 혜택
 2) 수익성 기반의 충성고객 분류
 3) 태도와 행동을 고려한 충성고객 분류
 4) 일반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전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일반고객을 충성고객
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 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34 ~ 339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불평고객 및 충성고객 관

리
 - 충성고객 확보전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물리적 환경의 이해
2. 강의목표 : 물리적 환경의 정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물리적 

환경의 역할과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물리적 한경의 정의 및 중요성
 - 물리적 환경의 정의
 -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 레스토랑 콘셉트와 물리적 환경
 2) 물리적 환경의 역할
 3)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
 - 물리적 환경과 사용자와의 관계
 -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물리적 환경과 사용
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레스토랑 서비스 스케이프와 고객과 
서비스 종사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43 ~ 353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물리적 환경 관리
 - 물리적 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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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디자인
2. 강의목표 : 레스토랑 시설 설계 시 고려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레스토랑 디자인 시 고려사항
 2) 식사 공간 배치
 3) 고객 식사 공간 디자인
 - 색상, 조명, 음향, 환기, 표면질감, 테이블 형태와 크기
 4) 주방 공간 디자인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레스
토랑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나열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 ~ 360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물리적 환경 관리
 -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디자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서비스 종사원과 고객의 역할관리
2. 강의목표 : 서비스 품질을 위한 서비스 종사원의 중요성을 이

해한다.
3. 세부내용 :
 1)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종사원 및 고객과의 관계
 2)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
 - 서비스 품질에서 서비스 종사원의 중요성
 - 서비스 문화와 서비스 종사원
 -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
 - 탁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점관리 실천 전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3 ~ 373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 종사원과 고객의 

역할관리
 -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종

사원의 역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비스 품질과 고객의 역할
2. 강의목표 : 외식서비스 제공과장에서 고객 참여 유형별 역할과 

셀프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의 역할과 수용도에 대해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고객참여
 - 고객 참여의 중요성, 고객 참여의 유형
 2) 외식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고객의 역할
 - 서비스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고객의 상관관계
 - 고객의 역할, 동료 고객의 역할
 3) 셀프서비스 기술
 4) 고객 참여를 높이는 전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 발달에 따라 고
객의 셀프서비스 참여도가 높ㅇ지고 있는데, 해당 사례를 찾
아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73 ~ 382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 종사원과 고객의 

역할관리
 - 서비스 품질과 고객의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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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와 공급능력관리
2. 강의목표 : 외식서비스에서 수요와 공급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

해하고, 고객 수요에 공급능력을 일치시키는 전략과 공급능력
에 고객 수요를 일치시키는 전략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 수요와 공급관리
 - 외식서비스는 ‘좌석을 파는’ 사업
 - 외식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2) 고객 수요에 공급능력을 일치시키기
 - 성수기 수요에 맞춰 공급 능력 늘리기
 - 비수기의 공급능력 조정하기
 3) 공급능력에 고객 수요를 일치시키기
 - 성수기의 수요 감소시키기
 - 공급능력에 맞춰 수요 증가시키기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공급능력에 고객 수
요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사례를 들어 나열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86 ~ 394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수요와 공급능력관리
 - 외식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
 - 고객 수요에 공급능력을 

일치시키기
 - 공급능력에 고객 수요를 

일치시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대기관리
2. 강의목표 : 고객의 대기를 관리하는 전략과 대기관리와 수익과

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 대기관리
 - 비 수요시간대에 고객 유인 커뮤니케이션
 - 기다림에 대한 인식 관리
 2) 수익 경영 관점의  관리도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서비스에서 고객
의 대기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
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95 ~ 403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수요와 공급능력관리
 - 외식서비스 대기관리
 - 수익경영 관점의 관리도

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통합서비스 마케팅 관리와 외식사업의 미래
2. 강의목표 : 통합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통합 서비스 마케팅 관리
 -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
 - 통합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비스 마케팅 삼각
형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07 ~ 410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통합서비스 마케팅 관리

와 외식사업의 미래
 -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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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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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통합서비스 마케팅 커뮤이케이션 전략
2. 강의목표 : 통합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전략

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필요성
  2) 통합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천전략
 - 외식서비스 외부 마케팅
 - 외식 서비스 상호작용 마케팅
 - 외식 서비스 내부 마케팅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서비스에서 내부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10 ~ 416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통합서비스 마케팅 관리

와 외식사업의 미래
 - 통합서비스 마케팅 커뮤

이케이션 전략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마케팅 성과와 외식사업의 미래
2. 강의목표 : 외식기업의 성정과 미래 도전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성장은’ 전략이 아니라 ‘결과’이다
 2) 다점포 외식사업으로의 성장과 과제
 - 다점포 운용을 통한 외식사업 확정
 - 다 브랜드 개발을 통한 사업확장
 - 다점포 운영의 도전 과제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식 기업의 성장 전
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16~ 421

2. 주교재 목차
 - 외식서비스 품질관리
 - 통합서비스 마케팅 관리

와 외식사업의 미래
 - 외식서비스 마케팅 성과

와 외식사업의 미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외식서비스 마케팅
2. 강의목표 : 외식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

의 서비스마케팅 전략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주차별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외식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총괄적인 재 요약 정리한다.
 - 외식서비스 마케팅의 기초개념
 -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의 이해
 - 외식서비스 디자인
 - 외식 서비스 품질관리
4. 수업방법 : 
 - 외식서비스 가본이해,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 이해,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의 이해, 서비스 마케팅 
조사 등 주차별 주제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재 요약 
정리한다. 

 - 기말고사 풀이 및 내용을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 421

2. 주교재 목차
 - 외식 서비스 마케팅 (총 

정리)
 - 외식서비스마케팅 기획 

프로세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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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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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참고자료,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및 토론

- 질의응답을 통해 주차별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한다.

- 학습자 상호간 서로 다른  차이점을 말할 수 있고 장단점을 비교

하여 각자 의견을 말 할 수 있으며, 남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

도록 최상의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4. 학습자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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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과제물 제출 및 발표

- 과제제출 및 발표를 통하여 해당교과목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 과제발표를 통해 타인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잇게 말 할 수 

있으며,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

킬 수 있다.

1. 주교재

 - 김태희 외-2017-외식서비스 마케팅 (외식사업 성공원리와 실제)-
파워북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외식기업의 마케팅 사례자료 등 다양하고 전문적

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

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

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 해당 주제에 맞는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마케팅 사례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