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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다용도 사각 음식조리기구

요약

본 고안은 다용도 사각 음식조리기구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의 음식조리기구로 삶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겹치게 보관할 수 있어 주방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튀기기 조리시 튀김가이드에 의해 조리자에게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기 튀김가이드

에 온도계안착부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손잡이가 있어 많은 양의 조리된 음식을 운반시 안전성을 확

립할 수 있고, 동일한 크기이면서도 더 많은 량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다용도 사각 음식조리기구를 제공함

에 있다.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본 고안은 내부에 조리공간이 형성되며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1외향플랜지부(11)가 형성되고, 일

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1손잡입부(12)가 형성되며, 상기 제1손잡입부(12)의 반대측면 상

단 중앙으로부터 소정 폭과 넓이를 갖도록 외측으로 신장되는 보조손잡입부(13)가 형성되는 하부용기(10)와; 상기 하부용

기(10)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운두가 하부용기(10)보다 얕고, 내부 조리공간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다수개의

요철비드(23)가 형성되며, 하부용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2외향플랜지부

(2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2외향플랜지부(21)의 내측에 제1결합돌기(24)가 형성되며, 일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2손잡이부(22)가 형성되는 상부용기(20)와; 저면에 상기 하부용기(10)

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3외향플랜지부(3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

합되도록 제3외향플랜지부(31)의 내측에 제2결합돌기(34)가 형성되며, 상기 제3외향플랜지부(31)가 상향 신장되면서 내

측으로 함몰되는 모양으로 소정길이 형성되어 중앙에 상하로 관통되는 조리공(33)이 형성되고, 상기 상향 내측으로 함몰

되는 부분의 일측 중앙에 다수번 절곡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모양의 온도계안착부(32)가 형성되는 튀김가이드(30)와; 상

부에 온도를 지침하는 지시부가 형성되고 저부 중앙으로부터 하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봉이 형성되어 상기 튀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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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온도계안착부(32)에 안착되는 온도계(40)와;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의 내측 바닥에 삽입되어 안착가능

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교차되는 다수개의 철사로 형성되는 받이망(50)으로 이루어지는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에 관한

것을 그 기술적 요지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 하부용기, 상부용기, 튀김가이드, 온도계안착부, 보조손잡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을 적용한 사각 음식조리기구의 전체사시도

도 2 는 본 고안을 적용한 사각 음식조리기구의 분해사시도

도 3a 내지 도 3g 는 본 고안을 적용한 사각 음식조리기구의 다양한 사용례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본 고안의 음식조리기구 10: 하부용기

11: 제1외향플랜지부 12: 제1손잡이부

13: 보조손잡이부 20: 상부용기

21: 제2외향플랜지부 22: 제2손잡이부

23: 요철비드 24: 제1결합돌기

30: 튀김가이드 31: 제3외향플랜지부

32: 온도계안착부 33: 조리공

34: 제2결합돌기 40: 온도계

50: 받이망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다용도 사각 음식조리기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하나의 음식조리기구로 삶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겹치게 보관할 수 있어 주방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튀기기 조리시 튀김가이드에 의해 조리자에게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기 튀

김가이드에 온도계안착부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손잡이가 있어 많은 양의 조리된 음식을 운반시 안

전성을 확립할 수 있고, 동일한 크기이면서도 더 많은 량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다용도 사각 음식조리기구

에 관한 것이다.

등록실용 20-0406364

- 2 -



통상, 음식조리기구(COOKWARE)라고 하면, 계량용기구, 세척건조용기구, 성형용기구, 저장용기구와 가열용기구로 크게

나뉘며, 이중, 가열용기구는 레인지, 오븐, 전자(電磁)조리기, 전기밥솥, 전기프라이팬 및 냄비, 팬, 솥 종류로 나뉜다.

이중에서도 가정이나 식당 및 호텔 등의 음식 조리자가 삶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제일 많은 종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냄비, 팬, 솥 등의 조리기구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다양한 조리방법에 따른 다수개의 음식조리기구를 모두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수많은

조리기구로 인하여 주방의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며, 구입비용이 많아 비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튀기기용 조리기구는 튀기기 조리시 조리기구 밖으로 튀는 뜨거운 기름으로 인해 조리자가 놀라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튀기기 조리에 적당한 기름온도를 확인할 수 없어 최적의 조리를 하기

가 어렵고, 온도계를 사용하여 기름온도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부주의로 인하여 온도계가 기름 속에 빠지거나 열원으로 굴

러들어가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많은 량의 음식을 조리한 후 운반시 일측에만 형성된 손잡이를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동작이 매우 위험

하여, 조리된 음식이 쏟아져 화상을 입거나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위험성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되는 것으로, 하나의 음식조리기구로 삶기, 굽기, 밥짓기, 찌

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겹치게 보관할 수 있어 주방공간 활용도

를 높일 수 있으며, 튀기기 조리시 튀김가이드에 의해 조리자에게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기

튀김가이드에 온도계안착부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손잡이가 있어 많은 양의 조리된 음식을 운반시

안전성을 확립할 수 있고, 동일한 크기이면서도 더 많은 량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다용도 사각 음식조리기

구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내부에 조리공간이 형성되며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1외향플랜지부(11)가 형성되

고, 일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1손잡입부(12)가 형성되며, 상기 제1손잡입부(12)의 반대측

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소정 폭과 넓이를 갖도록 외측으로 신장되는 보조손잡입부(13)가 형성되는 하부용기(10)와; 상기

하부용기(10)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운두가 하부용기(10)보다 얕고, 내부 조리공간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다

수개의 요철비드(23)가 형성되며, 하부용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2외향플

랜지부(2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2외향플랜지부(21)의 내측에 제1결합돌기(24)가 형성되며, 일

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2손잡이부(22)가 형성되는 상부용기(20)와; 저면에 상기 하부용

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3외향플랜지부(3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3외향플랜지부(31)의 내측에 제2결합돌기(34)가 형성되며, 상기 제3외향플랜지부(31)가 상향 신장되

면서 내측으로 함몰되는 모양으로 소정길이 형성되어 중앙에 상하로 관통되는 조리공(33)이 형성되고, 상기 상향 내측으

로 함몰되는 부분의 일측 중앙에 다수번 절곡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모양의 온도계안착부(32)가 형성되는 튀김가이드

(30)와; 상부에 온도를 지침하는 지시부가 형성되고 저부 중앙으로부터 하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봉이 형성되어 상기

튀김가이드(30)의 온도계안착부(32)에 안착되는 온도계(40)와;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의 내측 바닥에 삽입되

어 안착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교차되는 다수개의 철사로 형성되는 받이망(50)으로 이루어지는 다용도 사각 조리

용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

또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 및 튀김가이드(30)와 받이망(50)의 모양이 상측에서 바라볼 때 사각형인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튀김가이드(30)는 주조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이케스팅 기법으로 주조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이드(30)와 온도계(40) 및 받이망(50)은 상호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삶

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이드(30)와 받이망(50)의 내측은 박막으로 불소수지 가공처리되어, 눌

러붙지 않아 조리 및 세척이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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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 1 은 본 고안을 적용한 사각 음식조리기구의 전체사시도이고, 도 2 는 본 고안을 적용한 사각 음식조리기구의 분

해사시도이며, 도 3a 내지 도 3g 는 본 고안을 적용한 사각 음식조리기구의 다양한 사용례이다.

본 고안의 사각 음식조리기구(1)는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이드(30)와 온도계(40)와 받이망(50)으로 나뉜

다.

상기 하부용기(10)는 내부에 사각형상의 조리공간이 형성되며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1외향플랜지부(11)가 형성되고,

일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1손잡입부(12)가 형성되며, 상기 제1손잡입부(12)의 반대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소정 폭과 넓이를 갖도록 외측으로 신장되는 보조손잡입부(13)가 형성된다.

상기 상부용기(20)는 상기 하부용기(10)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운두가 하부용기(10)보다 얕고, 내부 사각형상

의 조리공간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다수개의 요철비드(23)가 형성되며, 하부용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

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2외향플랜지부(2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2외향플랜지부(21)의

내측에 제1결합돌기(24)가 형성되며, 일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2손잡이부(22)가 형성된

다.

상기 튀김가이드(30)는 저면에 상기 하부용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3외향

플랜지부(3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3외향플랜지부(31)의 내측에 제2결합돌기(34)가 형성되며,

상기 제3외향플랜지부(31)가 상향 신장되면서 내측으로 함몰되는 모양으로 소정길이 형성되어 중앙에 상하로 관통되는

사각의 조리공(33)이 형성되고, 상기 상향 내측으로 함몰되는 부분의 일측 중앙에 다수번 절곡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동

심원 모양의 온도계안착부(32)가 형성된다.

상기 온도계(40)는 상부에 온도를 지침하는 원형판형상의 지시부가 형성되고 저부 중앙으로부터 하측으로 소정길이 신장

되는 봉이 형성되어 상기 튀김가이드(30)의 온도계안착부(32)에 안착된다.

상기 받이망(50)은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의 내측 바닥에 삽입되어 안착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교차되

는 다수개의 철사로 형성된다.

이하, 본 고안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사각 조리기구는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

가이드(30)가 모두 주조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는 종래의 조리용 팬과 냄비 등이 프레스 가공 등의 단조기법으로 저렴하게 제조되는 것과 달리 고가의 주형에 용융된

금속을 부어 응고시켜 제조하는 주조기법, 특히 필요한 주조형상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계가공된 강제(鋼製)의

금형(金型)에 용융금속(熔融金屬)을 주입하여 금형과 똑같은 주물을 얻는 정밀주조법인 다이캐스팅(DIE CASTING) 기법

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정밀화된 제품을 얻을 수 있으며, 상기 튀김가이드(30)에 형성되는 온도계안착부(32)의 경우, 다이캐스팅과 같

은 주조기법이 아니면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 및 튀김가이드(30)는 다이캐스팅 기법으로 제조된다.

또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 및 튀김가이드(30)와 받이망(50)이 모두 상부에서 바라볼 때 사각형상으로 제조

되는 이유는,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는 음식조리기구가 원형보다는 상기 원형에 외접하는 사각형상이 내부체적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량의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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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이유로 다이캐스팅 기법으로 사각형상을 갖도록 제조되는 상기 하부용기(10)는 상부용기(20) 보다 운두가 더

깊어 삶기, 찌기, 튀기기, 밥짓기, 데치기, 볶기 등의 조리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리후 음식물을 양측에 형성된 제1손

잡입부(12)와 보조손잡입부(13)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도 3a 내지 도 3g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데, 도 3a는 삶기 조리를 하는 사용례

를 보이는 것이고, 도 3b는 굽기 조리를 하는 예를 보이는 것이며, 도 3c는 밥짓기 조리를 하는 사용례를 보이는 것이고,

도 3d는 찌기 조리를 하는 사용례를 보이는 것이며, 도 3e는 튀기기 조리를 하는 사용례를 보이는 것이고, 도 3f는 데치기

조리를 하는 사용례를 보이는 것이며, 도 3g는 볶기 조리를 하는 사용례를 보이는 것이다.

상기 상부용기(20)는 하부용기(10)와 제1외향플랜지부(11)와 제2외향플랜지부(21)의 면접촉 및 제1결합돌기(24)의 요철

결합에 의하여 안정적인 결합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삶기, 찌기, 밥짓기 등의 조리용도시 하부용기(10)와 함께 덮개로서

사용되고, 단독으로 사용시에는 생선이나 육류 등을 넣고 굽기 조리를 할 수 있다.

상기 튀김가이드(30)는 튀기기 조리시 하부용기(10)와 제1외향플랜지부(11)와 제3외향플랜지부(31)의 면접촉 및 제2결

합돌기(34)의 요철결합에 의하여 안정적인 결합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조리공(33)을 통하여 음식물을 넣고 빼면서 고온의

기름이 하부용기(10) 밖으로 튀는 것을 막아주어 조리자가 놀라거나 화상을 입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상기 온도계(40)는 튀김가이드(30)의 온도계안착부(32)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조리중에 기름 속으로 낙하하거나 열원으

로 굴러떨어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온도계(40)에 표시된 기름의 온도를 보면서 적당한 온도로 열

원을 조절하여 최적의 튀기기 조리가 가능케 한다.

상기 받이망(50)은 삶기, 찌기 조리시에는 하부용기(10)의 내측에 안착한 후, 음식을 투입하고, 상부용기(20)를 덮어 조리

하게 되며, 튀기기 조리시에는 상부용기(20)의 내측에 안착되어 튀김가이드(30) 및 온도계(40)가 안착된 하부용기(10)로

부터 튀겨진 음식물의 기름을 받아내는 배트 대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사각 음식조리기구(1)는 각 구성요소인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

이드(30)와 온도계(40) 및 받이망(50)를 상호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삶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

양한 방법의 조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이드(30)와 받이망(50)의 내측은 박막으로 불소수지 가공처리(통상, 테

프론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시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아 조리 및 세척이 매우 용이하다. 상기 테프론 코팅

(TEFLON COATING)은 비점착성, 저마찰계수, 비유성, 내열성, 독특한 전기적특성, 저온안정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조리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고안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

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고안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 및 작용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본 고안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음식조리기구로 삶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

이고, 겹치게 보관할 수 있어 주방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튀기기 조리시 튀김가이드에 의해 조리자에게 기름이 튀

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기 튀김가이드에 온도계안착부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손

잡이가 있어 많은 양의 조리된 음식을 운반시 안전성을 확립할 수 있고, 동일한 크기이면서도 더 많은 량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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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조리공간이 형성되며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1외향플랜지부(11)가 형성되고, 일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

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1손잡입부(12)가 형성되며, 상기 제1손잡입부(12)의 반대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소정 폭과 넓이

를 갖도록 외측으로 신장되는 보조손잡입부(13)가 형성되는 하부용기(10)와;

상기 하부용기(10)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운두가 하부용기(10)보다 얕고, 내부 조리공간 바닥에는 길이방향으

로 다수개의 요철비드(23)가 형성되며, 하부용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2

외향플랜지부(21)가 형성되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2외향플랜지부(21)의 내측에 제1결합돌기(24)가 형성

되며, 일측면 상단 중앙으로부터 외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제2손잡이부(22)가 형성되는 상부용기(20)와;

저면에 상기 하부용기(10)의 제1외향플랜지부(11)와 면접촉하도록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제3외향플랜지부(31)가 형성되

고, 하부용기(10)와 요철결합되도록 제3외향플랜지부(31)의 내측에 제2결합돌기(34)가 형성되며, 상기 제3외향플랜지부

(31)가 상향 신장되면서 내측으로 함몰되는 모양으로 소정길이 형성되어 중앙에 상하로 관통되는 조리공(33)이 형성되고,

상기 상향 내측으로 함몰되는 부분의 일측 중앙에 다수번 절곡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모양의 온도계안착부(32)가 형성되

는 튀김가이드(30)와;

상부에 온도를 지침하는 지시부가 형성되고 저부 중앙으로부터 하측으로 소정길이 신장되는 봉이 형성되어 상기 튀김가이

드(30)의 온도계안착부(32)에 안착되는 온도계(40)와;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의 내측 바닥에 삽입되어 안착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교차되는 다수개의 철사로

형성되는 받이망(50)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 및 튀김가이드(30)와 받이망(50)의 모양이 상측에서 바라볼 때 사각

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튀김가이드(30)는 주조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이케스팅 기법으로 주조되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이드(30)와 온도계(40) 및 받이망(50)은 상호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삶기, 굽기, 밥짓기, 찌기, 튀기기, 데치기, 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용기(10)와 상부용기(20)와 튀김가이드(30)와 받이망(50)의 내측은 박막으로 불소수지 가공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사각 조리용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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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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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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