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커피학개론 학점 및 총시간
( 3 )학점 주당 ( 3 )시간

총 ( 45 )시간
담당
교수

이수구분 전공필수 해당전공 관광식음료

강의목표
및 개요

  식음료산업에서 가장 대표적 음료중의 하나인 커피, 본 커피학 개론에서는 커피에 대한 기초이론인 커피의 역사, 종류, 재배환경, 
가공방법, 세계커피원산지별 특징 및 품질의 특성, 로스팅, 포장 등 제조방법과 커피의 성분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여 커피산업의 다
양한 이해와 맛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이해하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
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커피의 문화와 생산, 제조, 유통, 조리, 음용 등 커피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내 커피시장을 감안해 
커피문화의 정착과 질적 향상 및 지식습득에 그 목표가 있다.

평가기간 중간고사: 04.17 - 04.21 / 기말고사: 06.12 - 06.16
성적이의
신청기간

2017. 06. 28 - 2017. 07. 04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성 적
평 가
방 법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과 제 물 : 20%
⋅출    석 : 20%

※ 출석 80%미만시, ‘F'

주교재 coffee barista(커피&바리스타) 박영배 백산출판사 2012

참고문헌 커피 교과서 호로구치토시히데
벨라루나

출판사
2015

주차 강  의  내  용
수업
방법

학습자료
(과제포함) 기자재

제1주차

1) 강의제목: 커피의 역사
2) 강의주제: 커피의 역사와 품종
3) 강의세부내용:
1. 커피의 역사에 대한 이해
2. 커피 품종에 대한 이해(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론 및 
토론

주교재/
영상자료

빔프로젝트

제2주차

1) 강의제목: 커피의 재배와 가공
2) 강의주제: 커피의 재배와 수확, 가공
3) 강의세부내용: 
1. 커피의 재배조건
2. 커피의 성장과정
3. 커피의 수확
4. 건식법과 습식법

이론 
주교재/
영상자료

빔프로젝트

제3주차

1) 강의제목: 생두와 로스팅
2) 강의주제: 생두의 선별과 커피 로스팅
3) 강의세부내용: 
1. 생두의 선별
2. 생두의 분류
3. 커피 로스팅에 대한 이해

이론 주교재 빔프로젝트

제4주차

1) 강의제목: 커피 추출
2) 강의주제: 커피 추출과 추출기구
3) 강의세부내용: 
1. 커피 추출에 대한 이해
2. 커피 추출기구에 대한 이해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5주차

1) 강의제목: 에스프레소
2) 강의주제: 에스프레소의 정의와 추출
3) 강의세부내용: 
1. 에스프레소의 정의
2. 에스프레소의 종류에 대한 이해
3.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이해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6주차

1) 강의제목: 우유 거품과 휘핑크림
2) 강의주제: 우유 거품과 휘핑크림
3) 강의세부내용: 
1. 우유 거품 만들기
2. 휘핑크림 만들기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7주차 중      간     고     사 이론

2017년 1학기 강의계획서



주차 강  의  내  용 수업
방법

학습자료
(과제포함) 기자재

제8주차

1) 강의제목: 에스프레소 메뉴
2) 강의주제: 에스프레소 핫 메뉴
3) 강의세부내용: 
 에스프레소, 카페 마키아토, 카페 콘파냐, 카페라테, 카푸치노, 카페모카, 아메리카노, 
카페 비엔나, 캐러멜 마키아토, 라테 마키아토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9주차

1) 강의제목: 에스프레소 메뉴
2) 강의주제: 에스프레소 아이스 메뉴
3) 강의세부내용: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테,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카페모카, 아이스 캐
러멜 마키아토, 카페모카 프라페, 캐러멜 프라페

이론 및 
실기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10주차

1) 강의제목: 세계의 커피 원산지
2) 강의주제: 아프리카
3) 강의세부내용: 
 에티오피아, 예멘, 케냐, 탄자니아 커피 생산의 이해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11주차

1) 강의제목: 세계의 커피 원산지
2) 강의주제: 아메리카
3) 강의세부내용: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자메이카, 온두라스 커피 생산의 이해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12주차

1) 강의제목: 세계의 커피 원산지
2) 강의주제: 아시아ㆍ태평양
3) 강의세부내용: 
 인도네시아, 베트남, 하와이, 파푸아뉴기니 커피 생산의 이해

이론 및 
실기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13주차

1) 강의제목: 커핑
2) 강의주제: 커핑에 대한 이해
3) 강의세부내용: 
1. 커핑의 정의
2. 커핑의 관능평가에 대한 이해
3. 커핑방법에 대한 이해
4. 커핑용어

이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14주차

1) 강의제목: 커피의 보관, 커피의 맛 결정 4대 요소
2) 강의주제: 커피의 보관방법과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4대 요소
3) 강의세부내용: 
1. 커피의 보관방법(공기, 습기, 온도)
2. 커피 맛을 결정하는 4대 요소(원두, 물, 분쇄, 비율)

이론 및 
토론

주교재/
부교재

빔프로젝트

제15주차 기     말     고     사 이론

[ 과제 및 발표준비사항 ]  ※ 과제제출일 : 제 10주차

<과제> 아래의 주제 중 택1 

- 커피산지별 특징조사(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대륙) / 국내 체인 커피브랜드와 개인브랜드의 특징(차이)조사 / 커피와 건강

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