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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아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 COI Food & Wine
Academy)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 COI Food & Wine
Academy) 는 2010 년에 아카데미아 까사 푸두 (Accademia Casa Puddu)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사르데냐 음식과 와인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품질 식자재의 마케팅과 공급,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에 식품 및 와인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제안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소규모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틀을 구축하고 젊은 인재들을 문화 부흥의 주역으로 육성하여 요리를 통한
지역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가치를 높이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직업 활동 및 훈련으로
사르데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정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는 사르데냐 심장부에
위치한 가장 작은 마을, “바라딜리 (Baradili)”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님들과 학생들에게 더 완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생산자에 가까이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는 학생들이 레스토랑 주방과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
(Electrolux)로 갖춰진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는 :
• “사 스콜라 바라딜리 와 칼리아리 (Sa Scolla Baradili e Cagliari / 레스토랑-피제리아)” -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메뉴와 학생들의 실습 제공 ;
• 요리사 및 고급 요리 운영자를 위한 전문 학교;
• 식품, 와인 및 관광 분야의 현지 생산자를 위한 훈련 학교;
• 문화 행사, 회의 및 세미나를 위한 시설;
• 코스 기간 동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
•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교육 및 컨설팅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는 전문 레스토랑
교육기관으로 2014년부터 사르데냐 자치구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입니다.
이론-실무 교육, 실습실, 인턴십, 학습 보조 활동 및 개인지도로 구분되는 교육 과정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이 됩니다.
요리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취급하는 식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통 요리와 모던 요리에
도입하여 지역 특산품들의 홍보 및 발전, 현대화에 맞춘 요리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환경을 존중하고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카데미아는 손님을 환대해 주는 장소이자 비즈니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식당 및 리셉션 서비스교육과 케이터링에 대한 전문 경영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의 다른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식품 및 와인 부문의 전문가 및 기업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아카데미아가 추구하는 윤리와 철학을 공유하려는 새 사업자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14
• “계절요리” 교육 과정 I , II
15명 학생으로 이뤄진 500시간 전문 교육과정.

2017
• “계절요리” 교육 과정 VII , VIII
13명 학생으로 이뤄진 500시간 전문 교육과정.

2018
• “계절요리” 교육 과정 IX , X
14명 학생으로 이뤄진 500시간 전문 교육과정.

• Alghero(알게로)에 위치한 4성급 호텔 “Hotel
Catalunya” 레스토랑 홀과 바 직원, 48시간 2차 전문 교육
과정.

2015
• “계절요리” 교육 과정 III, IV
15명 학생으로 이뤄진 500시간 전문 교육과정.

• Pedra ‘e Iddocca Sardegna 컨소시엄.
25명 학생들 대상 리셉션 서비스 및 음식/와인 페어링
서비스 40시간 전문교육 과정.

• Alghero(알게로)에 위치한 4성급 호텔 “Hotel
Catalunya” 주방 직원, 42시간 1차 전문 교육 과정.

• “La Cucina di Babele” 프로젝트.
Caritas Dioscesana와 Quartu S.Elena의 SPRAR
이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7개국에서 온 55명의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 COOKILAB. 사르데냐 주 지원으로 이뤄진 초등학생 35
명 대상 교육 프로젝트

• FOODSS 프로젝트, 사르데냐와 한국 간의 비즈니스 및
고용 프로젝트. 소비자, 관광객,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요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한국의 농식품 부문에서
사르데냐 기업의 국제화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

2016
• “계절요리” 교육 과정 V , VI
15명 학생으로 이뤄진 500시간 전문 교육과정.
• Pedra ‘e Iddocca Sardegna 컨소시엄.
25명의 셰프와 케이터링 운영자를 위한 60시간 전문교육
과정.

• Taste to Taste 프로젝트, Made in Italy를 위한 셰프들의
야심찬 프로젝트.
사르데냐 노동정책청과 외교부 지원 8개월 국제 훈련, 협력
및 기술 교환 프로젝트.
40시간 실업청년 6명 전문교육 포함.

• “Gusto (맛)” - 전통과 혁신 사이의 비즈니스.
사르데냐 주 지원 프로젝트.
레스토랑 운영 및 농식품 부문의 신규 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기술 교육 과정 (각150 시간).
• Neo Pro.Me.Te.O 오리스타노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전문
기술과 방법론. 오리스타노 지역 레스토랑 셰프 10인 대상
31시간 교육 과정.
FOR.TE를 통한 Oristano 상공회의소에서 자금 지원.
2019
• “계절요리” 교육 과정 XI , XII
7명 학생으로 이뤄진 500시간 전문 교육과정.

2020
• “계절요리” 교육 과정 XIII
11명 학생으로 이뤄진 600시간 전문 교육과정.
•Alghero(알게로)에 위치한 4성급 호텔 “Hotel
Catalunya” 주방 팀원들, 78시간 3차 전문 교육 과정.
• 한국에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국제화 프로젝트를 위한 요리인류
(FOOD ODYSSEY)와 정화예술대학교의 MOU 체결.

국외 프로젝트

국제화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 조직 구축과 인적자원의 가치를 통해 생성된 프로젝트로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턴십을 바탕으로 식품 및 와인 분야의 회사, 레스토랑 및 연구소, 더욱 나아가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서 다양하게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세계에 맞춰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담당자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의 교육 담당자분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기술자, 영양사, 역사가, 농업, 경제학자는 물론 아카데미아의 교육
품질을 위하여 재능 있고 유명한 셰프, Maître (홀 지배인) 및 패스트리 셰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은 우리가 접하는 음식과 와인의 성격을 전통적인 내용들과 함께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이 아카데미아
에노가스트로노미까 COI Accademia 와 사르데냐 및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셰프들과의 시너지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거의 94%의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국내 및 국제 행사와 관련된 활동들은 영토 개발과 이에 따른 조직을 구축하고 생존하게 하는 인적
자원의 가치 향상으로 생성된 결과라는 믿음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카데미아에서 추구하는 “음식” 이란 개발 촉진재를 사용하여 여러 이벤트를
설계하고 구현 하였습니다.

국외 이벤트

국내 이벤트
시디 와인 페스티벌
2014-2016 – SIDDI (CA)
사르데냐 대표 네츄럴와인 페스티벌.
라 코스탄테 델 구스토
2015 • 누오로의 MAN 현대미술관
음식의 미학에 대한 요리 예술 공연.
이 필리 델 구스토
2017- 2019 • BARADILI (OR)
바라딜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이탈리아
요리 및 식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진행.
바라딜리, 피자의 수도
2017-2019 • 바라딜리(OR)
이탈리아 내륙지방과 사르데냐 대표 피젯리아가 참여
하여 실내외에서 다양한 피자를 선보이는 지역 축제.

테레 디 빌라노바포루
2017-2020 • 빌라노바포루(CA)
MARMILLA 지역의 농식품 생산의 향상 및 촉진을 위
해 조직된 행사.
잇탈리
2017 • 밀라노, 로마
9월과 10월에 아카데미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사르데
냐 생산자들과 함께 EATALY 레스토랑의 운영 및 관리
참여.

2015 밀라노 엑스포
2015 • MILANO
9월 엑스포 2015에서 아카데미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사르데냐 생산자들과 함께 EATALY 레스토랑의 운영
및 관리.
“베를리날레” 프로젝트
2016 • 베를린
독일 정부가 공동 자금을 지원하고 독일에서 환영받는
10명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 프로젝
트. 이 프로젝트는 “베를리날” 국제 영화제 기간 동안
베를린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용 섹션인 “요리 영화”에
서 진행됨.
베를린의 SARDINIEN WOCHE
2016 • 베를린
시그니처 요리를 통해 사르데냐 농산물과 음식 및 와인
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베를린 / 크로이츠베르크 시
장에서 진행된 이벤트.

코이 아카데미아 코스타리카
2016-2017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에 아카데미의 스핀오프 설립을 위한 컨설
팅, 기술 지원 및 노하우 전수.
테이스트 투 테이스트
2017 • 뉴욕
직원 교육 및 현장 이벤트 조직을 통해 사르데냐 요리 및
제품 홍보를 목표로 AICNY 이탈리아 셰프 협회와 함께
요리 교육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벤트. ASPAL과
외교부에서 자금 지원.
MOU 협정 관련 행사
2017-2019 • 바라딜리, 밀라노, 서울
사르데냐와 한국간의 지역 생산물과 요리 문화 교류 및
비즈니스 생성.

요리인류 방영
2017 • 마밀라
요리인류에서 아카데미아의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둔 사
르데냐의 음식과 와인 및 농식품 유산에 대한 내용과 한
식의 발효음식에 초점을 두고 제작한 KBS 2부작 방송.
베를리날레 2018
2018 • 베를린
사르데냐 영화 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직한 베를린 영화
제 경쟁 부문에서 사르데냐 영화 “내 딸”을 상영하기 위
해 사르데냐 식품을 기반으로 한 “베를린에서의 사르데
냐” 갈라 이벤트.
사르데냐! 한국에 어서와!
2019 • 서울, 춘천
서울과 춘천의 바이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르데냐의
우수 음식과 와인을 레스토랑에서 판톡한 주간.

한국! 사르데냐에 어서와!
2019 • 바라딜리, 칼리아리
사르데냐와 한국 요리 운영자 간의 경험 교환 주간, 한
국과 사르데냐 요리의 퓨전 모델에 대한 실험적 수업,
바라딜리와 칼리아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식 및 사
르데냐 제품으로 두 번의 저녁 식사를 조직.

FOODSS 프로젝트
2019 • 한국 사르데냐
ASPAL(SARDINIAN AGENCY FOR ACTIVE EMPLOYMENT POLICIES)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
젝트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코엑스 푸드 위크 무역 박
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농식품 부문에서 사르데냐 기업
의 국제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시장에서 양질
의 사르데냐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요리 부문의 고
용 기회를 강화하여 다양한 식품 가공 기술에 대한 지식
과 교류를 장려하고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음.

코이 아카데미아 한국
2020 • 서울
코이 아카데미아의 한국에서의 국제화 프로젝트를 진
행 및 지원하기 위한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화
예술 대학교와 요리인류 TV 프로적션 센터와 2건의
MOU 체결.
코이 아카데미아 필리핀
2020 • 필리핀
요리수업, 이벤트 및 국제 무역 박람회 조직을 통해 필
리핀 및 ASEAN 지역 전체에서 사르데냐 제품의 교육,
홍보 및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필리핀 이탈리아 상공회
의소와 양해각서 체결.

PARTNERS AND SPONSORS
기관
Regione Autonoma della Sardegna
ASPAL Agenzia Sarda per le Politiche Attive del lavoro
Camera di Commercio di Cagliari e Oristano
Ambasciatori del Gusto
Fondazione Sardegna Film Commission
Jeonghwa Arts College Seoul
Food Odyssey, KBS Mediacenter Seoul
Camera di Commercio Italiana nelle Filippine

장비설비

Electrolux Professional
Forni Pavesi Srl
Sanelli coltelli
Telema - Software e tecnologie per la ristorazione
생산업체
Argiolas Formaggi
Accademia Olearia
Terrantiga - O. P. Apicoltori sardi
Cantina Su ‘Entu

연락처

COI Accademia Enogastronomica
Via Santa Margherita, 17 – Baradili (OR)
Sardegna – Italy
+39 078 39 50 25
info@coiaccademia.com

www.coiaccademia.com

Facebook-square facebook.com/coiaccademia
 instagram.com/coiaccademia

Gianfranco M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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