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미리내캠프 테마음식(뷔페)체험 식단표

*A-전채요리 (Appetizer)
*M-주요리 (Main course)
*S-반찬류 (Side dish)
*D-후식 (Dessert)

★ 매끼마다 테마를 갖춘 뷔페 식단으로 다양한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1일차
점심

테 마

유럽식

코 스
A

망고샐러드, 감자샐러드

M

모듬소시지(돼지고기:국내산/닭고기:국내산)볶음
햄버거스테이크(돈육:국내산/우육:호주산)
양념핫치킨봉(닭봉:덴마크산)

요리체험

S

김칫국(배추/고춧가루:국내산), 하이라이스
키드니빈스, 피클,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초코퐁듀, 과일, 밑반찬1종, 모듬쌈채
오징어튀김, 단호박샐러드, 치즈블루베리샐러드
토마토소스스파게티(불고기토핑소고기:호주산)
미트볼(돼지고기:수입산/닭고기:국내산)
라비올라(물만두돼지고기:수입산/베이컨:수입산)
고구마페페로니(돼지고기:국내산)피자, 마늘바게트
콩나물국, 피클,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D

과일, 밑반찬2종

A

후르츠샐러드 , 고구마샐러드 ,두부철판구이

M

버섯불고기(소불고기:호주산), 계란찜

S

미역국 , 구운김 , 나물류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볶음,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D

과일, 요구르트

A

해초샐러드, 신선샐러드
짜장, 오리곤약국수(훈제오리:중국산)
오미자탕수육(돈육:국내산), 사천식닭볶음(닭정육:브라질산)
불,삼숙주볶음(돼지고기:국내산/쇠고기:호주산)

S
D
A

1일차
저녁

2일차
아침

2일차
점심

2일차
저녁

이태리식

M

요리체험

한국식
(버섯
불고기)
요리체험

중국식

M

요리체험

일본식
요리체험

S

계란국, 단무지,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D

고구마맛탕, 과일, 밑반찬1종, 모듬쌈채

A

브로컬리초회, 신선샐러드

M

야끼우동, 날치알카레덮밥, 야채덴뿌라
일본식돈까스(등심:국내산)

S
D
A

3일차
아침

미국식

M

요리체험

S
D

3일차
점심

상차림내역

유부어묵탕, 오징어젓갈, 밑반찬1종, 꽃게무조림
단무지,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과일
북어국, 콘샐러드, 신선샐러드
토스트, 참치야채볶음, 베이컨(돼지고기:수입산)스크램블
그릴소시지(돼지고기:국내산)
양념웨지감자, 베이크드빈스
피클, 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핫케익, 과일, 우유

A

과일샐러드

(한방

M

한방갈비찜(돼지고기:미국산), 매콤두부, 잡채, 명태살야채전

갈비찜)

S

곤드레밥, 된장국(쇠고기무국), 말린도토리묵무침, 콩나물무침
멸치볶음, 계절나물, 김치

D

과일, 모듬쌈채

한국식

요리체험

비

고

유럽은 재료의 맛을 살리는 조
리법을 사용하며, 다양한 향신
료와 소스를 사용한다. 햄버거
는 몽골족 고유음식으로, 14세
기에 독일로 전해져 19세기 함
부르크에서 불에 구워 먹는 요
리법으로 변화하면서 정착화 된
요리이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사계
절이 뚜렷한 나라여서 요리재료
가 풍부하고, 마늘을 많이 사
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 요리가 많다. 면과
생선요리가 주로 발달하였다.

한국은 한 상에 모두 차려놓고
먹는 문화가 있고, 예로부터 숟
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써온 나
라로 숟가락 문화가 발달한 것
은 탕 종류의 음식이 많기 때문
이다.
중국은 넓은 땅과 많은 인구만
큼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재료가
광범위하고, 기름을 많이 사용
하며 다양한 향신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여 맛과 향이 다양하고
외향이 화려하다.
일본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해
산물을 부식으로 하며, 맛이 담
백하고 색채가 아름다운 특징이
있다. 모든 요리가 쌀밥과 일본
술에 조화되도록 만들어졌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
법을 중시한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
들의 후손들로 비교적 간단한
아침식사를 즐긴다. 육류와 감
자, 샐러드, 씨리얼이 주를 이
루고 샌드위치나 도너츠, 커피
를 좋아한다.
한국은 한 상에 모두 차려놓고
먹는 문화가 있고, 예로부터 숟
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써온 나
라로 숟가락 문화가 발달한 것
은 탕 종류의 음식이 많기 때문
이다.

★ 모든 음식은 뷔페로 제공되고, 음식이 맞지 않은 고객을 위해 밥, 국(찌개), 밑반찬, 김치를 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캠프에서 제공되는 쌀(농협)과 김치(무, 배추, 고추농장재배)는 국내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자재 수급현황에 따라 일부메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