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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현대케익디자인실습

교 재 월간파티시에-2017-과자를 완성하는 데커레이션 테크닉-비앤씨월드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파티시에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작품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고, 창조적으로 응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

록 깊이 있게 탐색하고, 연구하는 직접 경험의 계기를 통해 

파티시에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

으로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케이크를 만드는 방

법과 데코 디자인법, 케이크 디자인에 대한 개념, 케이크 디자

인의 구성요소, 설탕공예 배합의 종류, 젤라틴 몰드, 파티스야

쥐, 케이크 시트, 암석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슈거드 플라워, 

초콜릿 도구와 재료, 가나슈, 슈가 크레프트, 반죽의 종류, 후

루츠를 넣은 케이크, 커버링 반죽, 케이크 커버링 등의 케이크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계절, 색, 분위기, 소형 케이크, 특별한 

날, 디저트 등에 따른 케이크 디자인을 실습함으로써 기본 케

이크를 만드는 방법과 데코 디자인법을 익혀 파티시에의 생각

과 의도를 표현하는 작품으로서의 케이크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케이크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케이크 디자인의 발달과정과 

케이크 디자인에 쓰이는 다양한 기법을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시트 제조와 아이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2. 케이크 디자인법, 구성요소,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특징과 

다양한 반죽 제조법을 이해한다.

3. 각종 모양깍지를 이용한 기본, 응용, 꽃 짜기를 학습한다.

4. 가나슈 및 초콜릿 제조법을 익히고, 플라스틱 초콜릿을 만

들어 공예품 및 케이크를 제조한다.

5. 후르츠를 넣은 케이크와 커버링 반죽을 만들고, 다양한 반

죽을 이용하여 케이크 커버링 및 슈가 크래프트 공예를 할 수 

있다.

6. 에어브러쉬 기법을 이해하고 도구의 준비와 다루는 방법, 

기본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7. 마지팬 공예를 할 수 있다.

8. 최종적으로 케이크 데코 디자인 방법을 습득하여 파티셰의 

개성을 표현하여 다양한 케이크 디자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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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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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케이크 데커레이션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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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커리를 직접 방문

하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케
이크 디자인의 유형을 정리하
여 제출

 - 제출 : 13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케이크디자인의 구성요소 및 구성 원리
2. 강의목표 : 케이크 디자인의 필요성 및 디자인의 구성원리, 

색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디자인의 구성요소
 2) 디자인의 구성원리
 3) 색채의 기본과 활용
4. 수업방법 : 디자인의 구성요소, 디자인의 구성 원리, 색채의 

기본과 활용에 관하여 설명하여 케이크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익힌다.

1. 주교재 페이
지

 - p8~19

2. 주교재 목차
 - 도구와 재료
 - 데커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에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 만
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와 도구, 사용 방법
2. 강의목표 :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와 용구를 살펴보고, 

각각의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커레이션에 사용하는 용구
4. 수업방법 : 실습실 기물 및 소도구, 학생 도구 상자의 

소도구의 명칭, 쓰임새, 관리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도구를 직접 손으로 다루며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8~19

2. 주교재 목차
 - 도구와 재료
 - 데커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에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 만
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와 도구, 사용 방법
2. 강의목표 :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와 용구를 살펴보고, 

각각의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모양깍지
 2) 짜기에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
 3) 짜기
 4) 케이크의 구성
4. 수업방법 : 모양깍지의 모양과 짜낸 크림의 결과물을 

살펴보고, 유산지로 짤주머니를 접어본다. 케이크의 토대가 
되는 시트, 3단 케이크의 조화로운 크기 등 반죽 분량 
조절 방법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8~19

2. 주교재 목차
 - 도구와 재료
 - 데커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에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 만
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와 도구, 사용 방법
2. 강의목표 :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와 용구를 살펴보고, 

각각의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데커레이션 반죽
 2) 데커레이션 반죽의 아이싱과 커버
 3) 착색방법, 옆면짜기 분할, 런아웃 아이싱
4. 수업방법 : 로열아이싱, 버터크림, 마지팬, 롤드 퐁당 등 

케이크 디자인의 재료의 특징과 케이크 디자인 활용 
방법을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
지

 - p8~19

2. 주교재 목차
 - 도구와 재료
 - 데커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에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 만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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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커레이션 케이크 아이싱Ⅰ
2. 강의목표 : 케이크 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기본 

케이크 시트와 버터크림으로 데커레이션 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케이크 시트 및 데코레이션 기본 반죽 학습
4. 수업방법 : 케이크 아이싱에 이용되는 몇 가지 

크림의 제조 방법과 재료 특성을 설명하고, 연습용 
크림을 만드는 방법과 아이싱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6~43

2. 주교재 목차
 - 버터크림짜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데커레이션 케이크 아이싱Ⅰ
2. 강의목표 : 원형 케이크 모형에 버터크림 아이싱을 

능숙하게 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제누와즈 시연
 2) 버터크림 제조 
4. 수업방법 : 연습용 크림과 데커레이션 기본 도구를 

준비하고, 연습용 모형케이크에 윗면에 매끈하게 
크림을 바를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연습용 
모형케이크에 윗면과 옆면에 매끈하게 크림을 
바르는 아이싱 기법을 시연하고 다양한 깍지를 
이용하여 로제, 쉘, 원형으로 윗면을 장식하고, 
옆면을 바구니짜기, 쉘짜기 등으로 장식하는 기법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49

2. 주교재 목차
 - 버터크림짜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데커레이션 케이크 아이싱Ⅰ
2. 강의목표 : 원형 케이크 모형에 버터크림 아이싱을 

능숙하게 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제누와즈 실습
4. 수업방법 : 연습용 모형케이크에 윗면과 옆면에 

매끈하게 크림을 바를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다양한 깍지로 바구니짜기, 쉘, 로제 등을 짜는 
연습을 반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49

2. 주교재 목차
 - 버터크림짜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데커레이션 케이크 아이싱Ⅰ
2. 강의목표 : 원형 케이크 모형에 버터크림 아이싱을 

능숙하게 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버터케이크 시연
4. 수업방법 : 제누와즈에 시럽을 바르고, 버터크림으로 

윗면과 옆면을 커버링하고, 옆면을 바구니짜기, 
쉘짜기 등으로 장식한다. 윗면은 로제, 쉘 등으로 
장식하도록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49

2. 주교재 목차
 - 버터크림짜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데커레이션 케이크 아이싱Ⅰ
2. 강의목표 : 원형 케이크 모형에 버터크림 아이싱을 

능숙하게 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 버터케이크 실습
4. 수업방법 : 제누와즈에 시럽을 바르고, 버터크림으로 

윗면과 옆면을 커버링하고, 옆면을 바구니 짜기, 쉘 
짜기 등으로 장식한다. 윗면은 로제, 쉘 등으로 
장식하도록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49

2. 주교재 목차
 - 버터크림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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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양깍지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시연
2. 강의목표 : 버터크림을 이용한 케이크 제조 실습을 

통하여 크림 제조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기본 케이크 시트(제누와즈)준비
 2) 버터크림 제조 시연 
 3) 버터크림 커버링 시연
 4)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짜기 시연
4. 수업방법 : 다양한 깍지를 이용하여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짜기를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1

2. 주교재 목차
 - T네일 꽃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모양깍지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시연
2. 강의목표 : 버터크림을 이용한 케이크 제조 실습을 

통하여 크림 제조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기본 케이크 시트(제누와즈)준비
 2) 버터크림 제조, 조색
 3) 버터크림 커버링 
 4)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짜기 
4. 수업방법 : 다양한 깍지를 이용하여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짜기를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1

2. 주교재 목차
 - T네일 꽃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모양깍지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시연
2. 강의목표 : 버터크림을 이용한 케이크 제조 실습을 

통하여 크림 제조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짜기 
4. 수업방법 : 다양한 깍지를 이용하여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짜기를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1

2. 주교재 목차
 - T네일 꽃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모양깍지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시연
2. 강의목표 : 버터크림을 이용한 케이크 제조 실습을 

통하여 크림 제조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짜기 
4. 수업방법 : 다양한 깍지를 이용하여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짜기를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1

2. 주교재 목차
 - T네일 꽃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모양깍지를 이용한 베리에이션 시연
2. 강의목표 : 버터크림을 이용한 케이크 제조 실습을 

통하여 크림 제조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짜기
 2) 다양한 꽃을 어레인지한 버터크림 케이크 제조 
4. 수업방법 : 다양한 깍지를 이용하여 장미, 데이지, 

애플블라썸,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짜기를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101

2. 주교재 목차
 - T네일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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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링 플라워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플라워를 다양하게 제조함으로서 

모델링 플라워 반죽법 및 모델링플라워 어레인지 방
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 케이크 시연
 2) 슈가페이스트 제조 시연
 3) 슈가페이스트 커버링
4. 수업방법 : 모델링페이스트(슈가페이스트) 반죽법과 

반죽 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케이크에 매끈하게 커버
링할 수 있도록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모델링 플라워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플라워를 다양하게 제조함으로서 

모델링 플라워 반죽법 및 모델링플라워 어레인지 방
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버터 케이크 시연
 2) 슈가페이스트 제조 시연
 3) 슈가페이스트 커버링
4. 수업방법 : 모델링페이스트(슈가페이스트) 반죽법과 

반죽 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케이크에 매끈하게 커버
링할 수 있도록 시연을 참고하여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모델링 플라워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플라워를 다양하게 제조함으로서 

모델링 플라워 반죽법 및 모델링플라워 어레인지 방
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카네이션 제조 시연
 2) 자스민 시연
4. 수업방법 : 슈가크래프트 카네이션 툴을 사용하여 카

네이션과, 함께 어레인지 할 자스민 제조 방법을 시
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모델링 플라워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플라워를 다양하게 제조함으로서 

모델링 플라워 반죽법 및 모델링플라워 어레인지 방
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카네이션 제조 
 2) 자스민 제조 실습
4. 수업방법 : 슈가크래프트 카네이션 툴을 사용하여 카

네이션을 만들어 보고, 맥시칸 햇 기법을 이용하여 
자스민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모델링 플라워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플라워를 다양하게 제조함으로서 

모델링 플라워 반죽법 및 모델링플라워 어레인지 방
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플라워 어레인지
 2) 케이크 데코레이션
4. 수업방법 : 자스민과 카네이션을 조합하여 부케를 만

들고, 케이크에 장식하여 데커레이션 케이크를 완성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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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링 페이스트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페이스트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모델링 페이스트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모델링 페이스트 제조 시연
 2) 장미 시연
 3) 라일락 시연
 4) 부케 어레인지
4. 수업방법 :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꽃을 

제조하는 기법들을 소개하며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모델링 페이스트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페이스트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모델링 페이스트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모델링 페이스트 제조 
 2) 장미 실습
4. 수업방법 :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장미꽃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모델링 페이스트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페이스트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모델링 페이스트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장미꽃 제조 
4. 수업방법 :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장미꽃을 

제조한다. 꽃잎이 얇고 섬세하며, 제조된 모양이 
균형을 갖추도록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모델링 페이스트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페이스트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모델링 페이스트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라일락 제조
4. 수업방법 :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라일락 꽃을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모델링 페이스트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모델링 페이스트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모델링 페이스트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부케 어레인지
 2) 케이크 커버링 
4. 수업방법 :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케이크를 

커버링하고 부케를 만들어 장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모델링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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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드 퐁당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롤드 퐁당 케이크 

위에 로열 아이싱으로 장식함으로서 롤드퐁당 
아이싱케이크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롤드 퐁당 제조 시연
 2) 로얄 아이싱 제조 시연
 3) 로얄 아이싱 파이핑 시연
4. 수업방법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로열 아이싱의 

특징과 데코레이션의 예를 참조하여 로열 아이싱 
파이핑의 예시를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17
 - P112~127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만들기
 - 롤드 폳당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롤드 퐁당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롤드 퐁당 케이크 

위에 로열 아이싱으로 장식함으로서 롤드퐁당 
아이싱케이크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롤드 퐁당 제조 
 2) 로얄 아이싱 제조 시연
 3) 로얄 아이싱 기본 선 짜기
4. 수업방법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로열 아이싱의 

특징과 데코레이션의 예를 참조하여 기본 선 짜기를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17
 - P112~127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만들기
 - 롤드 폳당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롤드 퐁당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롤드 퐁당 케이크 

위에 로열 아이싱으로 장식함으로서 롤드퐁당 
아이싱케이크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로얄 아이싱 드로잉 시연
4. 수업방법 : 글씨 쓰기 연습 교본 및 선긋기 연습 

교본을 이용하여 로얄 아이싱 드로잉 및 레터링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17
 - P112~127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만들기
 - 롤드 폳당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롤드 퐁당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롤드 퐁당 케이크 

위에 로열 아이싱으로 장식함으로서 롤드퐁당 
아이싱케이크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로얄 아이싱 드로잉 
4. 수업방법 : 글씨 쓰기 연습 교본 및 선긋기 연습 

교본을 이용하여 로얄 아이싱 드로잉 및 레터링을 
연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17
 - P112~127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만들기
 - 롤드 폳당
 - 모델링페이스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롤드 퐁당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롤드 퐁당을 제조하고 롤드 퐁당 케이크 

위에 로열 아이싱으로 장식함으로서 롤드퐁당 
아이싱케이크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케이크 커버링 
 2) 로얄 아이싱 드로잉 
4. 수업방법 : 롤드 퐁당으로 케이크를 커버링하고, 

옆면을 선짜기로 데코레이션하며, 윗면은 레터링 및 
드로잉으로 장식한 케이크를 완성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17
 - P112~127
 - P128~135

2. 주교재 목차
 - 데커레이션을 위한 

반죽만들기
 - 롤드 폳당
 - 모델링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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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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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1
2. 강의목표 : 여러 슈가 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한 

모델링 케이크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가니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마지팬과 슈가페이스트 비교
 2) 슈가페이스트 제조 시연
 3) 동물만들기 시연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 만들기를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1
2. 강의목표 : 여러 슈가 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한 

모델링 케이크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가니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슈가페이스트 제조
 2) 동물만들기 실습- 양, 다람쥐, 토끼 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을 만들어 본다. 손으로 빚거나 툴을 사용하여 
각 동물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1
2. 강의목표 : 여러 슈가 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한 

모델링 케이크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가니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슈가페이스트 제조
 2) 동물만들기 실습- 양, 다람쥐, 토끼 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을 만들어 본다. 손으로 빚거나 툴을 사용하여 
각 동물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1
2. 강의목표 : 여러 슈가 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한 

모델링 케이크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가니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동물/모형 만들기- 곰, 인형, 요람 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 및 인형을 만들어 본다. 손으로 빚거나 툴을 
사용하여 각 동물과 인형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1
2. 강의목표 : 여러 슈가 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한 

모델링 케이크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가니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동물/모형 만들기- 곰, 인형, 요람 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 및 인형을 만들어 본다. 손으로 빚거나 툴을 
사용하여 각 동물과 인형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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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2
2. 강의목표 : 케이크를 슈가페이스트로 커버링하고 전주

에 완성한 가니쉬를 어레인지하여 모델링 케이크를 완
성한다.

3. 세부내용 :
 1) 케이크 가니시 더스팅 시연
 2) 케이크 커버링, 로얄 아이싱 장식 시연
 3) 어레인지 및 완성
4. 수업방법 : 전 주차에 제조된 캐릭터의 더스팅(색 입

히기)을 시연하고, 슈가페이스트(롤드 퐁당)로 케이크 
커버링 및 로얄아이싱 장식을 이용하여 모델링 케이크 
제조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2
2. 강의목표 : 케이크를 슈가페이스트로 커버링하고 전주

에 완성한 가니쉬를 어레인지하여 모델링 케이크를 완
성한다.

3. 세부내용 :
 1) 캐릭터 더스팅
4. 수업방법 : 전 주차에 제조된 캐릭터의 더스팅(색 입

히기)을 실습한다. 각 캐릭터의 특징이 선명하게 표현
되도록 색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2
2. 강의목표 : 케이크를 슈가페이스트로 커버링하고 전주

에 완성한 가니쉬를 어레인지하여 모델링 케이크를 완
성한다.

3. 세부내용 :
 1) 캐릭터 더스팅 
 2) 케이크 커버링, 로얄 아이싱 장식 만들기
 3) 어레인지 및 완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롤드 퐁당)로 케이크 커버링 

및 로얄아이싱 레터링 및 선짜기로 장식을 만든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2
2. 강의목표 : 케이크를 슈가페이스트로 커버링하고 전주

에 완성한 가니쉬를 어레인지하여 모델링 케이크를 완
성한다.

3. 세부내용 :
 1) 캐릭터 더스팅 
 2) 케이크 커버링, 로얄 아이싱 장식 만들기
 3) 어레인지 및 완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롤드 퐁당)로 케이크 커버링 

및 로얄아이싱 레터링 및 선짜기로 장식을 만든다. 커
버링한 케이크 위에 캐릭터와 로얄 아이싱 장식을 어
레인지하여 케이크를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캐릭터 모델링 케이크 실습 2
2. 강의목표 : 케이크를 슈가페이스트로 커버링하고 전주

에 완성한 가니쉬를 어레인지하여 모델링 케이크를 완
성한다.

3. 세부내용 :
 1) 케이크 커버링, 로얄 아이싱 장식 시연
 2) 어레인지 및 완성
4. 수업방법 : 슈가페이스트(롤드 퐁당)로 케이크 커버링 

및 로얄아이싱 레터링 및 선짜기로 장식을 만든다. 커
버링한 케이크 위에 캐릭터와 로얄 아이싱 장식을 어
레인지하여 케이크를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6~141
 - p148~167

2. 주교재 목차
 - 검페이스트
 - 마지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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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초콜릿 제조의 기초인 템퍼링 방법을 

익히고 초콜릿 공예반죽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템퍼링 기법 시연
 2) 초콜릿 봉봉 시연
4. 수업방법 : 초콜릿의 특징과 템퍼링 원리를 

설명하고, 템퍼링 후 봉봉을 시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초콜릿 제조의 기초인 템퍼링 방법을 

익히고 초콜릿 공예반죽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템퍼링 기법 연습
4. 수업방법 : 초콜릿의 특징과 템퍼링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템퍼링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초콜릿 제조의 기초인 템퍼링 방법을 

익히고 초콜릿 공예반죽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템퍼링 기법 연습
 2) 초콜릿 봉봉 제조- 센터필링 및 몰딩기술 시연
4. 수업방법 : 초콜릿의 특징과 템퍼링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템퍼링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몰드를 이용한 간단한 봉봉쇼콜라를 
제조하여 초콜릿 템퍼링 기술이 익숙하도록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초콜릿 제조의 기초인 템퍼링 방법을 

익히고 초콜릿 공예반죽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템퍼링 기법 연습
 2) 초콜릿 봉봉 제조- 센터필링제조 및 몰딩
4. 수업방법 : 초콜릿의 특징과 템퍼링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템퍼링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몰드를 이용한 간단한 봉봉쇼콜라를 
제조하여 초콜릿 템퍼링 기술이 익숙하도록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초콜릿 제조의 기초인 템퍼링 방법을 

익히고 초콜릿 공예반죽의 제조법 및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제조 시연
 2)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제조
4. 수업방법 : 다음 주차에 사용할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 시연하고, 시연을 참고하여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한다. 숙성이 필요한 반죽이기 
때문에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고 온도와 상태에 
주의하도록 한다.

.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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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및 세공- 장미꽃, 줄기, 잎 

제조
 2) 초콜릿 몰딩 및 소형 공예품 제조 시연 
4. 수업방법 :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장미꽃을 

빚는 시연과, 템퍼링한 초콜릿과 몰드로 구형, 
반구형 등을 제조하고 플라스틱 초콜릿 장미꽃과 
어레인지하여 초콜릿 공예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5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 초콜릿으

로 만드는 장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및 세공- 장미꽃, 줄기, 잎 

제조 
4. 수업방법 :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장미꽃을 

빚는다. 꽃잎이 녹아버리지 않도록 하여 섬세하고 
균형 잡힌 장미꽃으로 완성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5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 초콜릿으

로 만드는 장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및 세공- 장미꽃 제조 
4. 수업방법 :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장미꽃을 

빚는다. 꽃잎이 녹아버리지 않도록 하여 섬세하고 
균형 잡힌 장미꽃으로 완성하도록 하며, 몇 송이를 
균일하게 만든다. 잎사귀와 줄기를 제조하여 
조화로운 장미 다발이 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5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 초콜릿으

로 만드는 장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몰딩 및 소형 공예품 제조  
4. 수업방법 :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빚은 

장미와, 템퍼링한 초콜릿을 몰드로 구형, 반구형 
등으로 제조하고 플라스틱 초콜릿 장미꽃과 
어레인지하여 초콜릿 소형 공예 작품을 만든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5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 초콜릿으

로 만드는 장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몰딩 및 소형 공예품 제조 
 2) 에어브러쉬 피스톨레 시연 및 실습
4. 수업방법 :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빚은 

장미와, 템퍼링한 초콜릿을 몰드로 구형, 반구형 
등으로 제조하고 플라스틱 초콜릿 장미꽃과 
어레인지하여 초콜릿 소형 공예 작품을 만든다. 
에어브러시 분사 기법 시연을 참고하고 공예품에 
색을 입힌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85
 - P200~203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 초콜릿으

로 만드는 장미
 - 에어브러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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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기본 케이크 시트 제조
 2)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및 세공
 3) 몰드, 필름, 유산지, 자연재료 등을 이용한 장식 

만들기 시연 
4. 수업방법 :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장미꽃을 

빚는 시연과, 템퍼링한 초콜릿과 몰드, 필름, 유산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초콜릿 컵, 시가레트, 
에벤테일스, 리본 등 가니쉬로 활용되는 초콜릿 
장식물을 시연으로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기본 케이크 시트 제조
 2)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 및 세공
4. 수업방법 : 제누와즈를 제조하고, 플라스틱 초콜릿을 

이용하여 장미꽃을 빚는다. 꽃잎이 녹아버리지 
않도록 하여 섬세하고 균형 잡힌 장미꽃으로 
완성하도록 한다.

1. .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몰드, 필름, 유산지, 자연재료 등을 이용한 장식 

만들기 실습
 2) 초콜릿 장식을 활용한 초콜릿 케이크 제조
4. 수업방법 : 템퍼링한 초콜릿과 몰드, 필름, 유산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초콜릿 컵, 시가레트, 
에벤테일스, 리본 등 가니쉬로 활용되는 초콜릿 
장식물을 제조한다. 템퍼링 기술과 각각의 가니쉬를 
만드는 짜기, 꼬기 등 기법들이 익숙하도록 
반복한다.

1. .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몰드, 필름, 유산지, 자연재료 등을 이용한 장식 

만들기 실습
 2) 초콜릿 장식을 활용한 초콜릿 케이크 제조
4. 수업방법 : 템퍼링한 초콜릿과 몰드, 필름, 유산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초콜릿 컵, 시가레트, 
에벤테일스, 리본 등 가니쉬로 활용되는 초콜릿 
장식물을 제조한다. 템퍼링 기술과 각각의 가니쉬를 
만드는 짜기, 꼬기 등 기법들이 익숙하도록 
반복한다.

1. .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플라스틱 초콜릿 활용 실습
2. 강의목표 : 플라스틱 초콜릿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형 공예 작품을 완성하여 초콜릿 장식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초콜릿 장식을 활용한 초콜릿 케이크 제조
4. 수업방법 : 케이크 시트에 초콜릿 크림으로 

코팅하고, 윗면에 플라스틱 초콜릿 세공품과 초콜릿 
가니쉬로 장식한 케이크를 제조한다.

1. . 주교재 페이지
 - P182~199

2. 주교재 목차
 - 초콜릿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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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크리스마스 스타일 쿠키
2. 강의목표 : 집 모양의 과자와 트리모양의 쿠키 

조형물을 완성하여 초콜릿 데커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집 모양과 통나무 모양 쿠키제조
 2) 피스톨레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조
4. 수업방법 : 진저브레드 쿠키 반죽을 제조하고, 집 

모양의 본을 이용하여 각 벽면과 지붕 등을 
성형하는 시연으로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7
 - P200~203

2. 주교재 목차
 - 쿠키
 - 에어브러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크리스마스 스타일 쿠키
2. 강의목표 : 집 모양의 과자와 트리모양의 쿠키 

조형물을 완성하여 초콜릿 데커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진저브레드 반죽 제조
 2) 구상된 집 벽면 본뜨기/ 반죽 성형/ 굽기
4. 수업방법 : 진저브레드 쿠키 반죽을 제조하고, 집 

모양의 본을 이용하여 각 벽면과 지붕 등을 
성형하여 굽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7
 - P200~203

2. 주교재 목차
 - 쿠키
 - 에어브러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크리스마스 스타일 쿠키
2. 강의목표 : 집 모양의 과자와 트리모양의 쿠키 

조형물을 완성하여 초콜릿 데커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벽면 및 지붕 조립 시연
4. 수업방법 : 진저브레드 쿠키 반죽을 제조하고, 집 

모양의 본을 이용하여 각 벽면과 지붕 등을 
성형하여 굽는다. 시연 시 로얄 아이싱과 초콜릿, 
설탕 시럽 등으로 집 모양으로 성형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7
 - P200~203

2. 주교재 목차
 - 쿠키
 - 에어브러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크리스마스 스타일 쿠키
2. 강의목표 : 집 모양의 과자와 트리모양의 쿠키 

조형물을 완성하여 초콜릿 데커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벽면 및 지붕 조립 시연
 2) 초콜릿 및 로얄 아이싱 장식 시연
4. 수업방법 : 구워낸 반죽을 로얄 아이싱과 초콜릿, 

설탕 시럽 등으로 집 모양으로 성형한다. 옆면과 
지붕을 초콜릿과 머랭 등을 짜서 장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7
 - P200~203

2. 주교재 목차
 - 쿠키
 - 에어브러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크리스마스 스타일 쿠키
2. 강의목표 : 집 모양의 과자와 트리모양의 쿠키 

조형물을 완성하여 초콜릿 데커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조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벽면 및 지붕 조립 
 2) 초콜릿 및 로얄 아이싱 장식 
4. 수업방법 : 구워낸 반죽을 로얄 아이싱과 초콜릿, 

설탕 시럽 등으로 집 모양으로 성형한다. 옆면과 
지붕을 초콜릿과 머랭 등을 짜서 장식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7
 - P200~203

2. 주교재 목차
 - 쿠키
 - 에어브러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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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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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케이크 디자인에 관한 연구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케이크 디자인 도안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창의적인 케이크 디자인 도안 그리기
 3) 케이크 디자인에 관한 발표
4. 수업방법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방법을 정리하고, 학습자별로 각 기법을 응용한 
창의적 디자인의 도안을 그려본다. 각 도안을 
발표하고, 식재료와 보유한 도구를 파악한 뒤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습자간의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디자인으로의 수정 작업을 거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168

2. 주교재 목차
 - 모양깍지를 이용한 

짜기
 - 다양한 짜기 테크닉
 - 페이스트공예

1. 피드백
 - 15주간 수업내용에 대
한 피드백 진행 및 만족도 
파악

2. 토론
 - 실습한 결과물을 바탕
으로 우수한 점 및 개선점
에 대하여 토론

2

1. 강의주제 : 현대 케이크 디자인에 관한 연구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케이크 디자인 도안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창의적인 케이크 디자인 도안 그리기
 3) 케이크 디자인에 관한 발표
4. 수업방법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방법을 정리하고, 학습자별로 각 기법을 응용한 
창의적 디자인의 도안을 그려본다. 각 도안을 
발표하고, 식재료와 보유한 도구를 파악한 뒤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습자간의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디자인으로의 수정 작업을 거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168

2. 주교재 목차
 - 모양깍지를 이용한 

짜기
 - 다양한 짜기 테크닉
 - 페이스트공예

1. 피드백
 - 15주간 수업내용에 대
한 피드백 진행 및 만족도 
파악

2. 토론
 - 실습한 결과물을 바탕
으로 우수한 점 및 개선점
에 대하여 토론

3

1. 강의주제 : 현대 케이크 디자인에 관한 연구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케이크 디자인 도안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창의적인 케이크 제조하기
4. 수업방법 : 발표한 뒤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습자간의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디자인으로의 수정 작업을 
거친 도안을 실제로 형상화하여 실제 케이크로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168

2. 주교재 목차
 - 모양깍지를 이용한 

짜기
 - 다양한 짜기 테크닉
 - 페이스트공예

1. 피드백
 - 15주간 수업내용에 대
한 피드백 진행 및 만족도 
파악

2. 토론
 - 실습한 결과물을 바탕
으로 우수한 점 및 개선점
에 대하여 토론

4

1. 강의주제 : 현대 케이크 디자인에 관한 연구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케이크 디자인 도안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창의적인 케이크 제조하기
4. 수업방법 : 발표한 뒤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습자간의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디자인으로의 수정 작업을 
거친 도안을 실제로 형상화하여 실제 케이크로 
제조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168

2. 주교재 목차
 - 모양깍지를 이용한 

짜기
 - 다양한 짜기 테크닉
 - 페이스트공예

1. 피드백
 - 15주간 수업내용에 대
한 피드백 진행 및 만족도 
파악

2. 토론
 - 실습한 결과물을 바탕
으로 우수한 점 및 개선점
에 대하여 토론

5

1. 강의주제 : 학기 정리 및 발표, 피드백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하여 익힌 케이크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케이크 디자인 도안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1) 케이크 디자인 발표
4. 수업방법 : 직접 제조한 케이크의 디자인을 

발표하고, 학습자간 결과물에 관한 토론과, 교수자의 
피드백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2~168

2. 주교재 목차
 - 모양깍지를 이용한 

짜기
 - 다양한 짜기 테크닉
 - 페이스트공예

1. 피드백
 - 15주간 수업내용에 대
한 피드백 진행 및 만족도 
파악

2. 토론
 - 실습한 결과물을 바탕
으로 우수한 점 및 개선점
에 대하여 토론

3. 성적열람기간,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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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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품목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의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케이크 디자인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디자인 감각과 기법을 

체득하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과제 피드백

- 과제 피드백으로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월간파티시에–2017-과자를 완성하는 데커레이션 테크닉-BnC World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케이크 디자인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제과미술(재단법인 과우학원, 2017. BnC World)와 같은 도서, 

월간파티시에 등의 잡지의 내용을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3. 이미지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이미지를 예시자료(Pinterst 어플리

케이션)를 이용하여 참고함으로서 감각과 느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