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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칵테일실습Ⅱ

교 재 박영배 - 2017 - 성공창업과 운영노하우 : 칵테일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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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우고, 조주이론과 칵테일 실무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칵테일실습Ⅰ에서 이뤄진 교육에 이어 칵테일을 만

들기 위한 주재료, 부재료의 종류 및 특색, 가니쉬, 잔, 얼음의 

강도, 얼음의 양, 온도, 칵테일 메소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

록 실습을 통해 테스팅을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알콜성 칵테일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칵테일의 맛과 향의 배합을 통해 새로운 

창작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뿐만 아니라 현

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칵테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칵테일의 맛과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실습을 통해 기본적 조

주방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외식산업에 진출했을 때 이론과 실

무를 겸비한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외식산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의 소비 트

렌드가 다양해지면서 음료사업 중 주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칵테일에 사용하는 주재료, 부재료의 종류 및 특색을 학습한

다.

2. 얼음의 종류를 이해하고, 카빙을 통해 다양한 얼음 형태를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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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등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4. 다양한 알콜성, 무알콜성 음료의 맛과 특징을 이해하고 칵테

일의 황금비율을 파악하도록 실습한다.

5. 40가지 칵테일 레시피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변형 레시피를 

습득하고 새로운 칵테일 제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서비스 방법과 고객응대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7.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주장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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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테일실습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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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를 품고 

있는 본인만의 창작 칵테일 레
시피 만들고 발표하기

 - 제출 : 11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음료를 분류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발표주 제조 과정 이해
 2) 증류주 제조 과정 이해 
 3) 혼성주 제조 과정 이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알코올성 음료

의 제조 과정을 강의하고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이해
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14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음료 분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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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음료를 분류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청량음료 제조 과정 및 종류 이해
 2) 영양음료 제조 과정 및 종류 이해
 3) 기호음료 제조 과정 및 종류 이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비알코올성 음

료의 제조 과정과 종류를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16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음료 분류하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고객서비스를 위한 칵테일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의 역사 및 유래 이해
 2) 칵테일의 정의 이해
 3) 용도에 따른 칵테일의 분류 이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칵테일의 유래

를 강의하고 학습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롤 플레잉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19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고객서비스를 위한 칵테일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용량에 따른 칵테일의 분류 이해
 2) 형태에 따른 칵테일의 분류 이해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칵테일 분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 이해도를 높인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24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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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구의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글라스 종류 및 특징 이해
 2) 칵테일 도구의 명칭 및 사용법 숙지
 3) 칵테일 계량단위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칵테일 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3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이해
 2) 칵테일 조주방법 실습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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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다양한 발효주의 특성을 설명하고 발효주를 활

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맥주의 제조과정 이해
 2) 맥주의 종류 및 맛의 특징이해
 3) 테이스팅을 통한 분석 실습
4. 수업방법 :
 -  - 발효주 중 맥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테이스팅을 통한 맛

의 특징을 이해시키고, 노트를 작성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3~20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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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다양한 발효주의 특성을 설명하고 발효주를 활

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맥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
 - Red Eye, Black Velvet, Yellow Sunset, Campari Beer
4. 수업방법 :
 - 맥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 제조 및 시음을 통해 칵테일을 

이해하고, 노트를 작성하여 레시피를 숙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3~20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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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다양한 발효주의 특성을 설명하고 발효주를 활

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맥주를 활용한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맥주를 베이스로 한 창작 칵테일 제조하고 발표하여 창작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3~20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맥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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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다양한 발효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의 제조과정 이해
 2) 와인의 품종과 분류의 이해 
 3) 와인 서비스 방법의 이해
4. 수업방법 :
 - 발효주 중 와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품종별 분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4~1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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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와인 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와인 푸어링 서비스 실습
 2) 와인 디켄팅 서비스 실습
4. 수업방법 :
 - 와인 서비스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개인 역량을 향

상시키고, 테스트를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4~1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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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발효주 맛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레드와인 테이스팅
 2) 화이트와인 테이스팅
 3) 스파클링와인 테이스팅
4. 수업방법 :
 - 와인 종류 별 테이스팅을 통해 맛의 특징을 분석하고, 종

류별 서비스 방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4~1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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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발효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을 활용한 칵테일 제조
 - Sangria, Vin chaud, Wine Cooler 둥
4. 수업방법 :
 - 와인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 제조 및 시음을 통해 칵테일을 

이해하고, 노트를 작성하여 레시피를 숙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4~1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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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발효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을 활용한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와인을 베이스로 한 창작 칵테일 제조하고 발표하여 창작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4~1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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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다양한 발효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스페인의 쉐리와인 이해
 2) 포르투칼의 포트와인 이해
 3) 이태리의 베르뭇트 이해 
4. 수업방법 :
 - 주정강와 와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종류별 제조과정 및 특

징을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8~19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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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기본기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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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발효주 맛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포트와인 테이스팅
 2) 쉐리와인 테이스팅
 3) 베르뭇트 테이스팅
4. 수업방법 :
 - 와인 종류 별 테이스팅을 통해 맛의 특징을 분석하고, 활

용 방법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8~19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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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발효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을 활용한 칵테일 제조
 - Sangria, Port wine Tonic 등 실무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주정강화 와인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 제조 및 시음 후 노

트를 작성하여 레시피를 숙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8~19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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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다양한 발효주의 특성을 설명하고 발효주를 활

용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와인을 활용한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와인을 베이스로 한 창작 칵테일 제조하고 발표하여 창작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8~19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와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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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의 부재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시럽류의 종류 및 특징 이해
 2) 향신료, 과일 사용법 및 특징 이해
 3) 얼음의 종류 및 활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칵테일 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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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의 부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시럽 회사 별 특징 이해
 2) 시럽 종류 별 맛 테이스팅 실습
 3) 홈메이드 시럽 제조 실습
4. 수업방법 :
 - 칵테일의 부재료 중 시럽의 종류를 이해하고 테이스팅을 

통해 부재료의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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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의 부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가니쉬의 이해(향신료, 과일활용)
 2) 실습을 통해 다양한 가니쉬 활용법 실습
4. 수업방법 :
 - 칵테일의 부재료 중 향신료, 과일 활용법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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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의 부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얼음의 중요성 및 종류 활용법 이해
 2) 아이스 카빙 실습
4. 수업방법 :
 - 칵테일의 부재료 중 얼음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실

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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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의 부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얼음의 중요성 및 종류 활용법 이해
 2) 아이스 카빙 실습
4. 수업방법 :
 - 칵테일의 부재료 중 얼음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실

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부재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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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알코올 칵테일
2. 강의목표 :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무알코올 재료의 이해
 2) 무알코올 재료의 특징 분석
 3) 무알코올 칵테일 레시피 숙지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칵테일 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2

2. 주교재 목차
1) 무알코올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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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기본기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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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무알코올 칵테일
2. 강의목표 :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후르츠 펀치, 키위상큼, 골드메달리스트, 딸기 스무디 만

들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무알코올 칵테일 제조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2

2. 주교재 목차
1) 무알코올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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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무알코올 칵테일
2. 강의목표 :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라임모히토, 블루베리 스쿼시, 오미자에이드, 피치에이드 

만들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무알코올 칵테일 제조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2

2. 주교재 목차
1) 무알코올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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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무알코올 칵테일
2. 강의목표 :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본인의 창작 무알코올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창작 무알코올 칵테일을 제조하고 발표를 통해 학습의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2

2. 주교재 목차
1) 무알코올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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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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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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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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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류주
2. 강의목표 : 다양한 증류주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진의 종류와 제품의 이해
 2) 보드카의 종류와 제품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증류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7~212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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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Free pour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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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진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진 베이스 칵테일 제조
 - Dry Martini, Singapore Sling, Negroni
 2) 진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Dirty Martini, Singapore Sling, Negroni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현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7~212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 제조
 - Apple Martini, Kiss of Fire, Cosmopolitan
 2)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Peach Martini, White Russian, Screw Driver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현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7~212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증류주를 활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진 & 보드카 베이스로 나만의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창작 칵테일을 제조하고 발표를 통해 학습의 이해도를 확

인하고 장착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7~212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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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류주
2. 강의목표 : 다양한 증류주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럼의 종류와 제품의 이해
 2) 데킬라의 종류와 제품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증류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2~21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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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Free pour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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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럼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럼 베이스 칵테일 제조
 - Daiquiri, Pina Colada, Maitai, Blue Hawaiian
 2) 럼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Frozen Daiquiri, Chi Chi, Bahama mama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현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2~21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데킬라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데킬라 베이스 칵테일 제조
 - Magarita, Tequila Sunrise, 
 2) 데킬라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Slammer, Blue Magarita, Frozen Strawberry Magarita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현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2~21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증류주를 활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럼 & 데킬라 베이스로 나만의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창작 칵테일을 제조하고 발표를 통해 학습의 이해도를 확

인하고 장착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2~216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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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

1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다양한 증류주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위스키의 종류와 제품의 이해
 2) 브랜디의 종류와 제품의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증류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6~232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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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Free pour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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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 제조
 - Rusty Nail, Whisky Sour, Manhattan
 2)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Perfect Manhattan, Perfect Old Fashioned, Hot Toddy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현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8~1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조주 실무
 - 조주기능사 지정 칵테

일
 - 창업을 위한 특선 칵

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 제조
 - Brandy Alexander, Side Car, Honeymoon
 2) 브랜디 등급별 맛의 차이 및 서비스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브랜디를 활용한 칵테일과 종류 별 맛 분석 및 서비스 방

법의 이해를 통해 고객 응대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8~1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조주 실무
 - 조주기능사 지정 칵테

일
 - 창업을 위한 특선 칵

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증류주
2. 강의목표 : 증류주를 활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위스키 & 브랜디 베이스로 나만의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창작 칵테일을 제조하고 발표를 통해 학습의 이해도를 확

인하고 장착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6~232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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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혼성주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약초 향초계 혼성주 이해
 2) 과일계 혼성주 이해
 3) 종자계 혼성주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증류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3~241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혼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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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Free pour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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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혼성주
2. 강의목표 : 혼성주 맛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약초, 향초계 혼성주 테이스팅
 2) 과일계 혼성주 테이스팅
 3) 종자계 혼정주 테이스팅
4. 수업방법 :
 - 종류 별 혼성주를 테이스팅한 후 맛의 특징, 단맛의 강도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여 창작 칵
테일 조주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3~241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혼성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혼성주
2. 강의목표 : 혼성주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혼성주 베이스 칵테일 제조
 - Apricot, B -52, Pousse Cafe, Glasshopper
 2) 혼성주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Sexy Mild, Cassis Frappe, Maitai Colada, Melona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현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8~1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조주 실무
 - 조주기능사 지정 칵테

일
 - 창업을 위한 특선 칵

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혼성주
2. 강의목표 : 혼성주를 활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혼성주를 베이스로 나만의 창작 칵테일 제조
 2) 혼성주의 특징을 바탕으로 Floating 기법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창작 칵테일을 제조하고 발표를 통해 학습의 이해도를 확

인하고 장착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33~241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혼성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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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음료의 특성 분석
2. 강의목표 : 전통주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전통주의 개념과 제조방법 이해
 2) 한국 지역별 전통주 현황 및 대표 전통주의 특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전통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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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강의주제 : 칵테일 기법 실무
2. 강의목표 :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기법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칵테일 조주방법 실습
 - Building, Stirring, Shaking, Free pouring
4. 수업방법 :
 - 칵테일 조주 기법의 종류별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하여 기법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45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기법 실무
 - 칵테일의 특성 파악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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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전통주
2. 강의목표 : 전통주 맛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서울 경기 전통주 테이스팅
 2) 강원도 전통주 테이스팅
 3) 경상도 전통주 테이스팅
4. 수업방법 :
 - 지역 별 전통주를 테이스팅한 후 맛의 특징, 누룩의 차이

를 이해하고 본인의 테이스팅 노트 작성하여 창작 칵테일 
조주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전통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전통주
2. 강의목표 : 전통주 베이스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조주기능사 자격증 전통주 베이스 칵테일 제조
 - Healing, Puppy Love, Guemsan, Gochang
 2) 전통주 베이스 칵테일 활용한 메뉴 제조
 - Indangsoo, Mojito, ForRest, Romantic Heaven
4. 수업방법 :
 - 전통적인 레시피의 칵테일과 대회 수상작 칵테일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 맛을 비교하고 레시피 응용력을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48~142

2. 주교재 목차
1) 칵테일 조주 실무
 - 조주기능사 지정 칵테

일
 - 창업을 위한 특선 칵

테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전통주
2. 강의목표 : 전통주를 활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전통주를 베이스로 나만의 창작 칵테일 제조
4. 수업방법 :
 - 창작 칵테일을 제조하고 발표를 통해 학습의 이해도를 확

인하고 장착 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1~257

2. 주교재 목차
1) 음료의 특성 분석
 -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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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개발
2. 강의목표 : 표준화된 음료 제공을 위한 표준 레시피를 만

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표준 레시피 만들기
 2) 메뉴의 개념 및 개발 방법 이해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전통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메뉴 개발
2. 강의목표 : 고객 창출을 위한 기획 메뉴를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보드카를 활용한 인퓨징 주류 만들기
 2) 럼을 활용한 인퓨징 주류 만들기
 3) 진을 활용한 인퓨징 주류 만들기
4. 수업방법 :
 - 고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음료를 직접 홈메이드로 인퓨징

을 하여 차별화 된 음료를 만들어 메뉴를 개발능력을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메뉴 개발
2. 강의목표 : 고객 창출을 위한 기획 메뉴를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홈메이드 비터 만들기 실습
 2) 홈메이드 시럽 만들기 실습
 3) 홈메이드 얼음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 고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음료를 직접 홈메이드로 재료를 

만들어 차별화 된 메뉴 개발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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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강의주제 : 메뉴 개발
2. 강의목표 : 고객 창출을 위한 기획 메뉴를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분자 칵테일의 이해
 2) 커피를 활용한 분자 칵테일 만들기
 3) 맥주를 활용한 분자 칵테일 만들기
4. 수업방법 :
 - 고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음료를 직접 홈메이드로 재료를 

만들어 차별화 된 메뉴 개발능력을 향상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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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강의주제 : 메뉴 개발
2. 강의목표 : 고객 창출을 위한 기획 메뉴를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계절에 맞는 메뉴 개발
 2) 성별에 맞는 메뉴 개발
4. 수업방법 :
 - 고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음료를 계절과 성별의 특성을 이

해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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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평가표
 - 실기평가 품목 및 평가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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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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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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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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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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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음료영업장 관리
2. 강의목표 :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시설물 및 재고 관

리를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직원 관리하기
 2) 음료영업장 시설 및 기구 관리하기
 3) 음료 관리하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전통주의 종류와 제품

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6~333

2. 주교재 목차
1) 음료영업장 관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창작 칵테일 제조
2. 강의목표 : 홈메이드 재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레시피를 만

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홈메이드 증류주를 활용하여 칵테일 창작 레시피 제작
4. 수업방법 :
 - 홈메이드 럼, 진, 보드카를 활용하여 창작 칵테일 레시피를 

완성하여 재료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창작 칵테일 제조
2. 강의목표 : 홈메이드 재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레시피를 만

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홈메이드 부재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창작 레시피 제작
4. 수업방법 :
 - 홈메이드 시럽, 비터, 얼음을 활용하여 창작 칵테일 레시피

를 완성하여 재료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창작 칵테일 제조
2. 강의목표 : 분자 칵테일 제조 방법을 활용하여 칵테일 레

시피를 만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분자를 활용하여 칵테일 창작 레시피 제작
4. 수업방법 :
 - 분자를 활용하여 창작 칵테일 레시피를 완성하여 재료 활

용 능력을 향상 시킨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창작 칵테일 제조
2. 강의목표 : 홈메이드 재료를 활용하여 칵테일 레시피를 만

들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홈메이드 재료를 사용하여 창작 칵테일 완성 작품 제조 

및 전시
4. 수업방법 :
 - 칵테일을 제조하여 만드는 과정과 맛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 이해도와 개인 역량을 평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6~304

2. 주교재 목차
1) 메뉴 개발
 - 표준 레시피 만들기
 - 기획메뉴 만들기
 - 주문형 메뉴 만들기
 - 메뉴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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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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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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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다양한 칵테일과 관련되는 사진자료와 예시자

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고, 대회 출전자들의 영상 

시청을 통해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칵테일 제조 자료들을 접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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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특히 홈메이
드 재료 만드는 방법과 칵테일 제조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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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취
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