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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안내행사일정안내

행사일시 : 2017년 4월 15일(토) ~ 5월 6일(토) 22일 운영/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14시 ~ 15시

행사장소 : 해조류 요리교실 (해상전시관 건너편 TFS텐트)

참석대상 : 일반 관람객 중 신청자 1회 최대 40명 (2인/1팀제 – 총 20팀)

행사구성

일반 : 1팀 당 10,000원

학생 단체 : 1팀 당 6,000원

신청방법신청방법

1차 사전 온라인 접수

2차 현장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체험 내용체험 내용

완도해조류를 원재료로 한 웰빙한식요리 / 자연요리 / 영양간식

요리 체험을 통해 해조류의 효능과 다양한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제공

1주차1주차

해조류 웰빙한식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박람회 전시관에서 소개된 해조류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現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한식메뉴 레시피를 선보이는 요리교실

강사강사 NONO 일시일시 메뉴메뉴

1 4월 15일(토)
10:30 미역 마 약밥

14:00 곰피쌈밥

2 4월 16일(일)
10:30 곰피 젓갈쌈/다시마 말이

14:00 갈래곰보냉채

3 4월 17일(월)
10:30 전복 물회 국수

14:00 세모가사리 두부 주먹밥

4 4월 18일(화)
10:30 미역 들깨 바지락 완자탕

14:00 해조류 계란떡

5 4월 19일(수)
10:30 건다시마 마국수

14:00 해초골뱅이무침

6 4월 20일(목)
10:30 해조류 비빔국수

행사안내 > 체험프로그램 > 해조류 요리교실

여러 분야의 요리전문가와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다양한 장르의 레시피와 現 트랜드를 반영한 

22일 간의 해조류 요리 도전

해조류 요리교실해조류 요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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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20일(목)
14:00 해조류 돼지고기 말이강사강사 NONO 일시일시 메뉴메뉴

2주차2주차

해조류 자연요리

다이어트와 해독작용에 탁월한 해조류, 맛있는 식감과 우아한 푸드 스타일로 파티&홈메뉴를 체험하는 요리교실

강사강사 NONO 일시일시 메뉴메뉴

1 4월 21일(금)
10:30 문어유자 초회

14:00 김장아찌

2 4월 22일(토)
10:30 마늘해산물 드레싱

14:00 전복장

3 4월 23일(일)
10:30 해조류곤약 무침

14:00 미역 연두부 냉채

4 4월 24일(월)
10:30 모듬해초 캘리포니아롤

14:00 해초두부 샐러드

5 4월 25일(화)
10:30 톳나물두부무침

14:00 해조류월남쌈

6 4월 26일(수)
10:30 꼬시레기 은이버섯 샐러드

14:00 해조류 비빔국수

7 4월 27일(목)
10:30 해초국수

14:00 꼬시레기 해물잡채

8 4월 28일(금)
10:30 미역야채연근전

14:00 다시마해산물 영양밥

3주차3주차

해조류영양간식

각종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기로 알려진 해조류로 접하지 못한 색다른 영양만점간식을 누구나 손쉽게 배우며 즐겁게 체험하는 요리교실

강사강사 NONO 일시일시 메뉴메뉴

1 4월 29일(토)
10:30 건해조류 에너지바

14:00 해조류마들렌

2 4월 30일(일)
10:30 파래크림과일 타르트

14:00 연어해조류 까나페

3 5월 1일(월)
10:30 청각초콜릿

14:00 구운다시마 스낵 로쉐

4 5월 2일(화)
10:30 톳야채쿠키

14:00 다시마양갱

5 5월 3일(수)
10:30 동물모양김쿠키

14:00 완도잔멸치 주먹밥

6 5월 4일(목)
10:30 다시마견과류 호떡

14:00 톳삼각주먹밥

7 5월 5일(금)
10:30 미역찹쌀파이

14:00 다시마쿠키

8 5월 6일(토)
10:30 건해조류 머핀

14:00 잔멸치견과류 총명맛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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