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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실기시험 안내

 폐기 및 변경과제 현황

종목 변경전 변경후 폐지 문제수 폐지 과제

제빵기능사 25개 20개 5개 브리오슈, 블란서빵, 데니시페이스트리, 
쌀식빵, 페이스트리식빵

제과기능사 26개 20개 6개
찹쌀도넛, 멥쌀스펀지케이크, 

마카롱쿠키, 퍼프페이스트리, 밤과자, 
흑미롤케이크

○ 과제목록 및 시험시간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과제
번호

과제명 시험시간
과제
번호

과제명 시험시간

1 빵도넛 3시간 1 초코머핀 1시간 50분

2 소시지빵 3시간 30분 2 버터스펀지케이크(별립법) 1시간 50분

3 식빵(비상스트레이트법) 2시간40분 3 젤리롤케이크 1시간 30분

4 단팥빵(비상스트레이트법) 3시간 4 소프트롤케이크 1시간 50분

5 그리시니 2시간30분 5 스펀지케이크(공립법) 1시간 50분

6 밤식빵 3시간 40분 6 마드레느 1시간 50분

7 베이글 3시간30분 7 쇼트브레드쿠키 2시간

8 스위트롤 3시간 30분 8 슈 2시간

9 우유식빵 3시간 40분 9 브라우니 1시간 50분

10 단과자빵(트위스트형) 3시간 30분 10 과일케이크 2시간 30분

11 단과자빵(크림빵) 3시간 30분 11 파운드케이크 2시간 30분

12 풀만식빵 3시간 40분 12 다쿠와즈 1시간 50분

13 단과자빵(소보로빵) 3시간 30분 13 타르트 2시간 20분

14 더치빵 3시간 30분 14 사과파이 2시간 30분

15 호밀빵 3시간 30분 15 시퐁케이크(시퐁법) 1시간 40분

16 버터톱식빵 3시간30분 16 마데라(컵)케이크 2시간

17 옥수수식빵 3시간 40분 17 버터쿠키 2시간

18 모카빵 3시간 30분 18 치즈 케이크 2시간 30분

19 버터롤 3시간 30분 19 호두파이 2시간 30분

20 통밀빵 3시간 30분 20 초코롤케이크 1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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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변경 내역 

 변경 내역(준 : 준비물, 요 : 요구사항)
과제

명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과기

능사,

제빵기

능사 

전과제 

공통

준(추가)
준스테인리스볼 필요량만큼 추가 지참 가능, 

(제과) 사과파이용 필러칼 지참 가능

제과기

능사,

제빵기

능사 

전과제 

공통

요1)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분).

요1)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분).

․재료계량(재료당 1분) → [감독위

원 계량확인] → 작품제조 및 정리

정돈(전체시험시간-재료계량시간)

․재료계량 시간내에 계량을 완료하

지 못하여 시간이 초과된 경우 및 

계량을 잘못한 경우는 추가의 시간 

부여 없이 작품제조 및 정리정돈 

시간을 활용하여 요구사항의 무게

대로 계량

․달걀의 계량은 감독위원이 지정하

는 개수로 계량

제과-3

젤리롤

케이크

요캐러멜 색소를 이용하여 무늬를 

완성하시오.

요캐러멜 색소를 이용하여 무늬를 

완성하시오(무늬를 완성하지 않

으면 제품 껍질 평가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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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4

소프트

롤케이

크

요캐러멜 색소를 이용하여 무늬를 

완성하시오.

요캐러멜 색소를 이용하여 무늬를 

완성하시오(무늬를 완성하지 않

으면 제품 껍질 평가 0점 처리).
제과-7

쇼트브레

드쿠키

요 지급재료 달걀 6개 요 지급재료 달걀 7개

제과-20

초코롤

요8)시트를 구운 윗면에 가나슈를 

바르고, 원형이 잘

유지되도록 말아 제품을 완성하

시오.

요8)시트를 구운 윗면에 가나슈를 

바르고, 원형이 잘 유지되도록 

말아 제품을 완성하시오(반대 방

향으로 롤을 말면 성형 및 제품

평가  해당항목 감점).

제빵기

능 사 

공통

기존 시험시간 4시간 과제

과제에 따라 3시간 30분, 3시간 

40분으로 단축

-이스트 증가, 성형개수 감소, 작

품 제출 수량 감소 등으로 수정

(성형 개수가 감소된 과제는 남은 

반죽을 별도로 제출하여 시행)
제빵-2

소시지

빵
요18개 제조

요12개 제조(토핑물 및 충전물 

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6

밤식빵 요이스트 4%
요이스트 4.5%(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8

스위트

롤

요야자잎형 18개, 

트리플리프(세잎새형) 12개

요야자잎형 12개, 

트리플리프(세잎새형) 9개
제빵-9

우유식

빵
요우유 72%, 이스트 3%

요우유 40%, 이스트 4%, 물 

29%(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10

단과자

빵(트위

스트형)

요모양은 8자형, 달팽이형, 더블 

8자형, 전량 제출

요모양은 8자형, 달팽이형, 24개 

제출

제빵-11

단과자

빵(크림

빵)

요제품 중 20개는 크림을 넣은 후 

굽고, 나머지는 반달형으로 

크림을 충전하지 말고 

제조하시오.

요12개는 크림을 넣은 후 굽고, 

12개는 반달형으로 크림을 

충전하지 않고 제조(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12

풀만식

빵
요이스트 3%

요이스트 4%(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13

단과자

빵(소보

로빵)

요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요반죽은 24개를 성형하여 

제조(토핑용 소보로 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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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공개문제 검색 방법

․Q-net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자료실 → 공개문제 → “종목명” 입력 후 검색 

․사과파이는 호두파이팬을 이용하여 시험장별로 규격이 다소 상이함(지름 약 
12~15cm)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년도 동일 사항).

․시험장별 재료 계량용 저울의 눈금 표기가 상이하여(짝수/홀수), 배합표의 표기를 “홀수
(짝수)” 또는 “소수점(정수)”의 형태로 병행 표기하여 기재합니다(‘19년도 동일 사항)

※ 단순 맞춤법, 문장순화를 위한 내용은 별도의 공지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빵-14

더치빵 요이스트 3%

요이스트 4%(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토핑 제조 시 물량 조정 

가능

제빵-15

호밀빵 요이스트 2%
요이스트 3%(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17

옥수수

식빵
요이스트 2.5%

요이스트 3%(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18

모카빵 요전량 제출
요완제품 6개 제출(배합표, 

지급재료 수정)
제빵-19

버터롤 요분할무게 40g, 전량 제출 요분할무게 50g, 24개 제출
제빵-20

통밀빵 요분할무게 100g, 전량 제출 요분할무게 200g, 8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