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2022-2023 개최 

• 10월 4~5일, 이틀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랜드 피날레 열려 

•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2022-2023 각 지역 결선 진출자 15명 선정 완료, 

그랜드 피날레 향한 기다림 시작 

밀라노, 2023년 2월 24일 /PRNewswire/ --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S.Pellegrino Young Chef 

Academy)[http://www.sanpellegrinoyoungchefacademy.com/ ] 가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22-23'의 그랜드 피날레(Grand Finale)가 올해 10월 4~5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릴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젊은 요리사들을 발굴하여, 미식 업계의 진화를 이끌 

그들의 재능을 축하하는 행사이다.   

멀티미디어 뉴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9143451-san-pellegrino-

young-chef-academy-competition-grand-finale-milan/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 세계에서 총 165명의 젊은 셰프들이 이 흥미롭고 치열한 지역 

결선(Regional Finals) 경쟁에 뛰어들었다. 각 지역의 저명한 셰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5개 

지역에서 진행된 라이브 요리 대회의 심사를 맡았다. 이번 지역 행사에서는 미식 업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성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파인 다이닝 러버스(Fine Dining Lovers)가 주최한 

브레인 푸드 포럼(The Brain Food Forum)도 처음으로 함께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제 요리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50명 이상의 유명 셰프들이 참석해 미식 업계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영감을 주고받았다.  

각 지역 결선마다 4인의 젊은 인재가 선발됐고, 이들은 그랜드 피날레에 진출해 이 세계적인 상을 두고 

경합하게 된다.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상의 주요 수상자는 그랜드 피날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상 외에 수여되는 3개의 특별상은 6월 말에 시작되는 그랜드 피날레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3 개의 특별상은 Sustainable Restaurant Association이 선정하는 S.Pellegrino Social 

Responsibility Award, 대회의 멘토들이 선정하는 Acqua Panna Connection in Gastronomy Award, 

그리고 Fine Dining Lovers의 독자들이 투표하는 Food for Thought Award 가 수여될 예정이다.  

산펠레그리노 국제 사업부 이사 Stefano Bolognese는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젊은 인재를 발굴해 미식의 

미래를 육성하기 위해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경연 대회를 2015년부터 개최하였다"라며,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4천 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가했는데, 이러한 지원자의 

숫자만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대회는 2천 명 

이상의 재능 있는 셰프들에게 영감을 부여하고, 일련의 활동 참여를 통해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셰프들은 이를 통해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티인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10월에 열릴 그랜드 피날레는 재능 있는 셰프들을 발굴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모든 결선 진출자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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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결선 진출자들은 세계 미식계의 거장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자신의 대표 요리를 다시 한번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심사위원단은 Eneko Atxa, Riccardo 

Camanini, Helene Darroze, Vicky Lau, Pia Leon, Julien Royer, Nancy Silvert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기술적 능력, 창의성 및 개인적 신념,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의 중점 기준을 가지고 결선 진출자를 평가할 예정이다. 그랜드 피날레로 

향하는 과정에서, 젊은 셰프들은 각자의 멘토와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요리법을 더욱 완벽하게 

가다듬을 예정이다.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상의 지역별 우승자 15명과 그들의 멘토는 다음과 같다. 

• Erick Alfredo Bautista Chacon / 멘토: Lula Martin Del Campo / 시그니처 요리: 'Oaxaca, its 

land and its hands'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Raul Garcia / 멘토: Stefan Heilemann / 시그니처 요리: 'Pike perch, mussels, artichoke, vin 

jaune, barigoule nage' / 서유럽 

• Anton Lebersorger / 멘토: Daniel Gottschlich / 시그니처 요리: 'Bresse Chicken, carrot from 

Schmidener Feld, kimchi, and Thai bearnaise' / 중부 유럽 

• Marcus Clayton / 멘토: Lisa Goodwin-Allen / 시그니처 요리: 'Celeriac, apple and mushroom' / 

영국  

• Robin Wagner / 멘토: Peter Gilmore / 시그니처 요리: 'Smoked celeriac, Granny Smith apple 

and crispy taro' / 태평양 

• Pierre-Olivier Pelletier / 멘토: Suzanne Barr / 시그니처 요리 'Young aged and smocked duck 

with sweet grass, yellow birch syrup lacquer with crispy cereal, carotene dressing, roasted 

cereal gravy, and verge d'or' / 캐나다 

• Jet Loos / 멘토: Dick Middelweerd / 시그니처 요리: 'Flavour of the sea' / 북유럽 

• Daniel Garwood / 멘토: Nina Compton / 시그니처 요리: 'Aged duck and persimmon in tak 

cheongju with banchan through the eyes of a traveler' / 미국  

• Yi Zhang / 멘토: Stefano Bacchelli / 시그니처 요리: 'A trip to Guangxi' / 중국 본토 

• Ian Goh / 멘토: Dave Pynt / 시그니처 요리: 'Heritage lamb' / 아시아 

• Grigoris Kikis / 멘토: Georgianna Hiliadaki / 시그니처 요리: 'The story of cod' / 동남 유럽 및 

지중해 

• Nelson Freitas / 멘토: Filipe Carvalho / 시그니처 요리: 'Crispy red mullet, sea urchin and 

homemade black garlic' / 이베리아 국가 

• Mythrayie Iyer / 멘토: Johnson Ebenezer / 시그니처 요리: 'Barter - Evolution of Indian cooking 

through the age of exploration' /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 Michele Antonelli / 멘토: Andrea Aprea / 시그니처 요리 'Spin the cauliflower' / 이탈리아 

• Camille Saint-M'Leux/ 멘토: Christope Bacquie / 시그니처 요리: 'Charcoal Chateauneuf beef, 

cuttlefish fat and smoked herring eggs' / 프랑스 

지역 결선 진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https://www.sanpellegrinoyoungchefacademy.com/Meet-

the-Winners-of-the-S.Pellegrino-Young-Chef-Academy-Competition-2022-23-Regional-Final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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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소개 

미식은 사회를 변화시키며,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능 있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산펠레그리노는 차세대 요리 

인재를 유치, 연결 및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인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S.Pellegrino Young 

Chef Academy)'를 조직하였다. 이 플랫폼은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뿐만 아니라, 유명한 글로벌 

경연 대회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환경을 조성한다.  

이 아카데미는 70개국 이상에서 온 인재들과 함께함으로써, 재능이 지역이나 민족 또는 성별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열정 넘치는 젊은 셰프들이 세계 미식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영감을 주는 요리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sanplegrinoyoungchefacademy.com/을 참조한다.  

산펠레그리노와 아쿠아파나 소개 

산펠레그리노(S.Pellegrino), 아쿠아 파나(Acqua Panna) 및 산펠레그리노 이탈리안 탄산음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산펠레그리노(Sanpellegrino S.p.A.)의 국제 상표다. 5개 대륙의 지사 및 

유통 업체를 통해 150개국 이상에 유통되고 있는 산펠레그리노의 제품들은 이탈리아 제품의 최상의 

품질을 대표하고, 유쾌함과 건강, 웰빙의 통합으로 이탤리언 스타일을 완벽하게 선보이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899년에 설립된 산펠레그리노(Sanpellegrino S.p.A)는 다양한 미네랄워터, 무알코올 

식전주 및 음료를 제공하는 이탈리아 음료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산펠레그리노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의식을 잊지 않으며, 수자원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https://www.sanplegrinoyoungchefacade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