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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칵테일실습Ⅰ

교 재 원홍석-2017-칵테일&바텐더-백산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외식산업에 있어서 음료를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장(Bar)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조주이론과 칵테일 실무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음료는 외식사업 매출에 크게 공헌하는 중요한 상품으로 칵테

일을 만들기 위한 주재료, 부재료의 종류 및 특색, 가니쉬, 잔, 얼음

의 강도, 얼음의 양, 온도, 칵테일 메소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

록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테스팅을 학습하며 알콜성, 무알콜성 음

료의 맛과 특징을 실습을 통해 다양한 칵테일의 맛을 찾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양한다. 아울러 칵테일을 잘 

만들기 위한 기본적 조주방법을 익히고, 외식산업에 진출했을 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음료사업 중 주장시장에 진출하려면 주류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조주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레시피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주능력의 향상은 물론 신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조주 능력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다양한 조주기구의 사용법, 스킬을 습득하여 기초능력을 배양한

다.

2. 주재료, 부재료들의 특성과 맛에 대하여 습득하고, 조주 기법에 

대한 기초능력을 습득한다.

3. 칵테일 메소드 파악을 위한 가니쉬, 잔, 얼음의 강도 및 양, 온

도 등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4. 알콜성, 무알콜성 음료의 맛과 특징을 이해하고 실습과정을 통

해 칵테일의 맛을 파악하도록 학습한다.

5. 40가지 칵테일 레시피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6. 서비스 방법과 고객응대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7.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주장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실무 칵테일 조주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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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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테일실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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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물 주제 : 우리나라 칵테

일 대회 종류를 조사하고 대회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기.

 - 제출 : 10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음료의 정의
2. 강의목표 : 음료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음료의 정의 : 음료의 뜻과 범위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음료의 분류 : 음료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분류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음료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학습하여 음료의 분야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25

2. 주교재 목차
1) 음료
 - 음료의 정의
 - 음료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술의 제조과정
2. 강의목표 : 술의 종류에 대하여 제조공정 이해
3. 세부내용 :
  1) 양조주의 제조과정 : 양조주의 제조과정을 이해한다.
  2) 증류주의 제조과정 : 증류주의 제조과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양조주와 증류주의 제조과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

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26

2. 주교재 목차
1) 음료
 - 술의 제조과

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음료
2. 강의목표 : 각 나라별 알코올 표기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영국의 표시 방법 
  2) 미국의 표시 방법 
  3) 독일의 표시방법 
4. 수업방법 :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표기법의 다름을 이해하도록 학습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27

2. 주교재 목차
1) 음료
 - 알코올 농도 

계산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음료
2. 강의목표 : 음료 수업 내용의 이해도 확인
3. 세부내용 :
  1) 음료를 정의 할 수 있다.
  2) 제조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나라별 알코올 표기법을 구별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질의문답을 통하여 학습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27

2. 주교재 목차
1) 음료
 - 알코올 농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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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성 음료-맥주
2. 강의목표 : 맥주 역사 및 제조공정
3. 세부내용 :
  1) 맥주의 역사 : 역사적 배경과 변천사를 알아본다.
  2) 맥주의 원료 : 맥주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학습한다.
  3) 맥주의 제조공정 : 맥주 제조공정을 알아보고 각 과정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교재를 활용하여 맥주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진행하고 영

상학습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33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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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맥주
2. 강의목표 : 맥주의 종류 및 서비스
3. 세부내용 :
  1) 맥주의 종류 : 효모에 의한 구분법을 숙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학습을 한다.
  2) 맥주 서비스 : 각 맥주 별 서비스 방법을 시연 및 실습

한다. 
4. 수업방법 : 
 - 교재를 활용하여 맥주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진행하고 맥

주 서비스 방법을 시연 및 실습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
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3~36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맥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맥주
2. 강의목표 : 맥주 서비스
3. 세부내용 :
  1) 여러 가지 맥주를 종류별로 구별할 수 있다.
  2) 맥주 서비스 방법을 구연할 수 있다.
  3) 맥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실습 해 본다
4. 수업방법 : 
 - 여러 국가의 맥주를 구별하고 종류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실습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36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맥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맥주
2. 강의목표 : 맥주 시음
3. 세부내용 :
  1) 맥주 테이스팅 방법을 숙지한다.
  2) 테이스팅 노트를 활용하여 각 맥주의 특성을 시음 실습

을 통하여 알아본다.
  3) 특성이 다른 맥주를 구별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맥주 시음을 통하여 맥주의 차별화와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음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36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맥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맥주
2. 강의목표 : 블라인드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선별된 맥주를 시음하여 구별할 수 있다.
  2) 나라별, 제조과정 별 차이점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하여 맥주의 차이점을 느껴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실습실 정리정돈 
및 도구 정리를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36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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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성 음료-와인
2. 강의목표 : 와인의 정의 및 분류
3. 세부내용 :
  1) 와인의 정의 : 와인의 어원과 정의를 이해한다.
  2) 와인의 분류 : 와인 색,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주교재를 활용하여 와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40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와인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3. 세부내용 :
  1) 와인 서비스 : 와인의 적절한 서비스 온도를 학습한다.
  2) 디켄팅 서비스 : 디켄팅의 의미와 서비스 방법을 학습한

다.
4. 수업방법 :
 - 와인 서비스 방법, 와인 따르는 방법, 디켄팅 방법을 시연 

한 후 실습에 활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4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와인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3. 세부내용 :
  1) 레드와인 서비스 : 레드와인 서비스 방법 실습
  2) 화이트와인 서비스 : 화이트와인 서비스 방법 실습
  3) 스파클링와인 서비스 : 스파클링와인 서비스 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각 와인 별 서비스 방법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5~55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와인
2. 강의목표 : 와인 따르기
3. 세부내용 :
  1) 와인 따르기 :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파클링 와인의 

글라스와 용량에 맞는 따르는 방법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와인 따르는 방법, 용량, 파지법 등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5~55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알코올성 음료-와인
2. 강의목표 : 와인 서비스 및 따르기
3. 세부내용 :
  1) 지정된 와인을 서비스하고 따르는 과정을 시연하고 부

족한 부분을 피드백 해 준다.
  2) 실습실의 기물과 주변을 정리한다. 
4. 수업방법 : 
 - 와인 서비스의 기초적인 부분을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5~55

2. 주교재 목차
1) 알코올성 음료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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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의 이해
2. 강의목표 : 칵테일의 역사 및 정의
3. 세부내용 :
  1) 칵테일의 탄생배경 이해하기
  2) 칵테일의 유래 및 정의 이해하기
4. 수업방법 : 
 - 교재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칵테일의 이론적 배경을 학

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8~63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칵테일의 분류 및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칵테일 분류와 조주방법 숙지
3. 세부내용 :
  1) 칵테일을 용량, 용도, 맛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중 빌딩과 스터링 방법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교재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칵테일의 분류를 학습하고 

빌딩과 스터링 방법을 실습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6~73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분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빌딩기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적당한 용량을 지거를 통하여 계량할 수 있다.
  2) 계량한 용량을 글라스에 담을 수 있다.
4. 수업방법 : 
 - 각자 계량컵인 지거를 활용하여 용량에 맞게 글라스에 담

는 실습하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스터링기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적당한 용량을 지거를 통하여 계량할 수 있다.
  2) 계량한 용량을 글라스에 담아 스터링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각자 계량컵인 지거를 활용하여 용량에 맞게 글라스에 담

고 얼음과 함께 스터링 기법 실습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0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빌딩, 스터링 기법 숙지
3. 세부내용 :
  1) 한 번에 정확한 용량을 빌딩할 수 있다
  2) 스터링 기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개인 기물을 가지고 기본기 빌딩, 스터링을 연습하여 정확

한 용량을 따르고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며, 실
습실 정리정돈으로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0~81

2. 주교재 목차
  - 칵테일의 조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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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 기구의 종류
2. 강의목표 : 칵테일 기구 종류 구별
3. 세부내용 :
  1) 칵테일에 사용하는 기구의 이름을 알 수 있다.
  2) 칵테일에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교재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기구 종류의 명칭과 

활용법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4~10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기구의 종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칵테일의 글라스
2. 강의목표 : 칵테일 글라스 종류 구별
3. 세부내용 :
  1) 칵테일에 사용하는 글라스의 이름을 알 수 있다.
  2) 칵테일에 사용하는 글라스를 구별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교재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기구 종류의 명칭과 

활용법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4~10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글라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쉐이킹기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쉐이커 기본 파지법을 할 수 있다.
  2) 쉐이킹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쉐이커에 얼음을 넣고 쉐이킹 동작을 및 방법을 실습하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7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리밍기법 실습
3. 세부내용 :
  1) 글라스에 리밍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2) 리밍하는 칵테일의 종류를 숙지한다.
4. 수업방법 : 
 - 리밍 방법을 숙지하여 자연스럽게 시연할 수  있게 실습

하는 학습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3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쉐이킹, 리밍 기법 숙지
3. 세부내용 :
  1) 쉐이킹 순서를 알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연할 수 있다.
  2) 리밍 기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조주기법을 숙지하도록 실습수업 시행 후, 실습실 정리정

돈으로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0~81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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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의 얼음
2. 강의목표 : 얼음 활용 능력 향상
3. 세부내용 :
  1) 얼음의 종류를 이해한다.
  2) 얼음의 종류 별 특징을 구별하고 활용할 수 있다. 
4. 수업방법 : 
 - - 교재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기구 종류의 명칭

과 활용법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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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의 장식
2. 강의목표 : 칵테일 장식 활용능력 향상
3. 세부내용 :
  1) 칵테일에 사용하는 장식 종류를 이해한다.
  2) 장식의 다양한 종류 및 방법을 이해한다. 
4. 수업방법 : 
 - 칵테일 음료에 어울리는 장식들의 종류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34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장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장식
2. 강의목표 : 칵테일 장식 실습
3. 세부내용 :
  1) 과일을 활용한 장식 실습한다.
  2) 허브를 활용한 장식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장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34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장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0~81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칵테일 장식
2. 강의목표 : 창작 칵테일 장식 전시
3. 세부내용 :
  1) 창작 칵테일 장식을 만들어서 전시한다.
  2) 실습실 정리한다.
4. 수업방법 : 
 -  창작 장식품을 전시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학습을 

마무리한 후 실습실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134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장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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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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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주

1

1. 강의주제 : 칵테일 베이스-진
2. 강의목표 : 진의 역사 및 재료,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진의 역사 : 진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본다.
  2) 진의 재료와 제조방법 : 영국진과 네덜란드의 재료와 제

조법을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0~1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증류주-진
2. 강의목표 : 진의 종류 및 상품
3. 세부내용 :
  1) 진의 종류 : 나라별 종류를 알아보고 대표적 브랜드 상

품의 특징을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5~147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진
2. 강의목표 : 진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진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드라이마티니, 싱가포르슬링, 네그로니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진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4~21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진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진
2. 강의목표 : 진 베이스 칵테일 시음
3. 세부내용 :
  1) 칵테일 맛 시음 후 발표 및 토론수업 진행한다.
  2) 실습실 정리정돈 실시한다. 
4. 수업방법 : 
-  테이스팅 노트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학습을 마무리한 

후 실습실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4~21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진베이스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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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칵테일 베이스-보드카
2. 강의목표 : 보드카의 역사 및 재료,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보드카의 역사 : 보드카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

본다.
  2) 보드카의 재료와 제조방법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0~1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증류주-보드카
2. 강의목표 : 보드카의 종류 및 상품
3. 세부내용 :
  1) 보드카의 종류 : 나라별 종류를 알아보고 대표적 브랜드 

상품의 특징을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0~1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보드카
2. 강의목표 :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블라디마리, 블랙러시안, 하비웰벵어, 키스오브화이어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보드카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

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2~24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보드카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보드카
2. 강의목표 :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씨브리즈, 애플마티니, 롱티, 코스모폴리탄, 모스크뮬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보드카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

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 시행 후 실습실 정리정
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2~24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보드카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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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칵테일 베이스-럼
2. 강의목표 : 럼의 재료 및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럼의 역사 : 럼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본다.
  2) 럼의 재료와 제조방법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7~14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증류주-데킬라
2. 강의목표 : 데킬라의 재료 및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데킬라의 재료 및 제조방법을 알아본다.
  2) 데킬라의 종류 : 숙성 기간에 따른 종류의 명칭 및 특징

을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8~164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럼
2. 강의목표 : 럼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럼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다이퀴리, 바카디, 쿠바리브레, 마이타이, 피나콜라다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럼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0~231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럼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데킬라
2. 강의목표 : 데킬라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데킬라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마가리타, 데킬라썬라이즈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데킬라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

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 시행 후 실습실 정지정
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0~253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데킬라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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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칵테일 베이스-브랜디
2. 강의목표 : 브랜디의 재료 및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브랜디의 역사 : 브랜디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

본다.
  2) 브랜디의 재료와 제조방법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4~16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증류주-브랜디
2. 강의목표 : 브랜디의 종류
3. 세부내용 :
  1) 브랜디 종류 : 꼬냑, 아르마냑, 오드비의 특징과 유명 제

품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주교재 페이지
  - p165~16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브랜디
2. 강의목표 :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브랜디알렉산더, 사이드카, 허니문,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브랜디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

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4~25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브랜디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브랜디
2. 강의목표 : 꼬냑, 오드비, 아르마냑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꼬냑, 오드비, 아르마냑의 대표 제품을 테이스팅한다.
   - 시음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브랜디 시음하고 맛을 표현하는 발표 및 토론,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시행 후 실습실 정지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7~16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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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칵테일 베이스-위스키
2. 강의목표 : 위스키의 재료 및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위스키의 역사 : 위스키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

본다.
  2) 위스키의 재료와 제조방법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9~170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증류주-위스키
2. 강의목표 : 위스키의 종류
3. 세부내용 :
  1) 위스키 종류 : 산지별, 증류별 위스키 종류에 대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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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1~18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위스키
2. 강의목표 :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맨하튼, 오드패션드, 러스티네일, 뉴욕, 위스키사워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위스키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

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0~269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위스키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위스키
2. 강의목표 : 몰트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몰트위스키, 그레인 위스키의 대표 제품을 테이스팅한다.
   - 시음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위스키 시음하고 맛을 표현하는 발표 및 토론,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시행 후 실습실 정지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1~18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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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 베이스-리큐어
2. 강의목표 : 리큐어의 재료 및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리큐어의 역사 : 리큐어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

본다.
  2) 리큐어의 재료와 제조방법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3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증류주-리큐어
2. 강의목표 : 리큐어의 종류
3. 세부내용 :
  1) 리큐어 종류 : 과실, 약초향초, 꿀 등이 첨가되어 만들어

진 종류를 이름과 맛,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3~191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의 조주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리큐어
2. 강의목표 : 리큐어 베이스 칵테일
3. 세부내용 :
  1) 리큐어 베이스 칵테일의 종류와 레시피를 알아본다.
   - 푸스카페, B-52, 준벅, 슬로우진피즈, 그라스하퍼, 아프리

콧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리큐어 베이스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

여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70~281

2. 주교재 목차
1) 조주기능사 칵테일 40

가지
 - 리큐어베이스칵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위스키
2. 강의목표 : 리큐어 테이스팅
3. 세부내용 :
  1) 리큐어의 종류별 제품을 테이스팅한다.
   - 시음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리큐어 시음하고 맛을 표현하는 발표 및 토론,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시행 후 실습실 정지정돈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3~191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베이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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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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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재료-부재료
2. 강의목표 : 부재료의 종류 및 활용법
3. 세부내용 :
  1) 부재료 종류 : 시럽, 약초류&향초류의 부재료 종류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부재료 종류 : 음료(과즙, 청량음료)의 종류 및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0~206

2. 주교재 목차
1) 기타 재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기타재료-부재료
2. 강의목표 : 부재료-비터의 정의 및 제조방법
3. 세부내용 :
  1) 비터의 정의 및 종류 알아본다.
  2) 비터 종류의 특징 및 재료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6~212

2. 주교재 목차
1) 기타 재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칵테일 조주방법
2. 강의목표 : 조주방법 실습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빌딩, 스터링 기법 실습한다.
  2) 칵테일 조주방법 쉐이킹 기법 실습한다. 
4. 수업방법 : 
 - 기본기 훈련을 위해 조주방법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89

2. 주교재 목차
1) 기타 재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기타재료-부재료
2. 강의목표 : 무알콜성 칵테일
3. 세부내용 :
  1) 기타 부재료를 활용한 무알콜성 음료 만들어 본다.
   - 신데렐라, 쉘리템플, 버진피나콜라다, 골드메달리스트
   - 각 칵테일의 어원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 조주 후 테이스팅 노트 작성한다.
4. 수업방법 : 
 - 무알코올성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표현하여 테

이스팅 노트 작성하는 실습을 시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6~212

2. 주교재 목차
1) 기타 재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창작 칵테일
2. 강의목표 :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3. 세부내용 :
  1) 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를 활용하여 나만의 창작 레시피 

만들 수 있다.
   - 조주 후 전시하여 발표한다.
4. 수업방법 : 
 - 창작 음료 레시피 작성하여 작품 만들어 전시한 후 발표 

및 토론 수업 진행한다. 발표 종료 후 실습실 정리정돈 실
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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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하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으로 실습의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해 직업 실습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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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영상자료

를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원홍석-2017-칵테일&바텐더-백산출판사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조주 동영상 등 다양하고 전

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조주기능사 자격증 실기 동영상과 

대회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

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창장 레시피를 학습자에게 제공하

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