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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내 음식료품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근 몇 년간 
7-9%정도에 이르며, 음식료품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국가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면 약 6000 천 TOE 정도이다. 

소형음식점에서 대형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음식료 제조공정 중 가열조리에 사용되는 
설비는 조리 형태에 따라 적게는 2 개의 
셋트에서 부터 많게는 수십 대의 셋트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리용 
버너와 용기의 경우 가스버너와 용기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며 가열된 연소공기의 
상당부분이 용기 주위로 확산됨에 따라 
용기로의 전달율이 낮아 연료의 사용량에 
비하여 조리에 투입되는 가스의 발열량의 
일부만이 조리용 식재료에 공급됨에 따라 
가스비 상승에 의한 원가 경쟁력 및 국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식 음료업에 사용되는 끓임, 튀김, 
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조리 기구의 가스 
발열량 대비 용기로의 열전달율은 약 30-
40%정도에 그치고 있어 열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약 10-20%정도 만 상승시켜도 
년간 약 2000 천 TOE 정도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에 보급 중인 가스 열원 버너를 
이용한 대형 조리용기는 주로 주철, 알루미늄, 
스텐레스를 재료로 하고 있으며, 최근 
스텐레스 재질 및 구리, 알루미늄 등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을 접합한 스텐레스 3 중 

바닥 용기 등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효율 청정 조리용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주로 사용되는 주물, 
스텐레스, 스텐레스 3 중금속 재질의 대형 
조리용기에 대하여 가열 실험을 수행하고 
열절달 특성을 파악 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setup 
 
용기의 가열 등온성 확인을 위한 실험은 

스텐레스, 주물 및 스텐레스-알루미늄 접합 
3 중용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Fig. 1 은 본 
연구에서의 가열실험 장치를 보여준다. 전기 
저항 발열체로 구성된 히터 위에 각각의 
재질로 된 지름 약 1000mm 정도의 대형 
회전국솥용 설치하였다. 용기의 내측 용기 
벽면에 K 형열전대(φ 0.3mm)를 설치하여 용기 
내부의 온도를 계측하도록 하였으며 온도는 
데이터 로거(DC 100, Yokogawa)로 계측하였다. 
용기 가열실험은 슬라이닥스를 조절하여 
4kW 의 열부하를 공급하였으며 용기 바닥면이 
약 200℃ 이상 상승 하면 800W 감소시켰다. 
실험과정에서는 이러한 열부하에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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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가 약 200℃의 온도에서 열적 평형을 
유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 는 부하 800W 에서 용기 재질이 각각 

삼중금속, 주물, 스텐레스인 여러 회전국솥의 
정상상태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3 가지 재질 
모두 바닥 면으로부터 솥의 반경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온도가 감소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온도 변화는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 메카니즘의 전형적 열전달 특성으로 
파악된다. 

 

 

Fig. 2 Measured temperature according to materials 
of cauldron 

 

 

Fig. 3 Temperature of stainless cauldron according to 
heating time at various measuring points 

 

용기 재질에 따른 열확산율 차이에 의하여 
가열이 시작된 후 각 측정점의 온도는 계측점 
위치에 따라 매우 서로 다른 온도 상승률을 
나타내며 상승하였으며, 그 온도차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스텐레스 용기의 경우는 
3 중 및 주물과 비교할 때 하부 히터로 직접 
가열되는 측정점을 제외하고 측면 측정점은 약 
1200 초 후에도 최대 약 20℃의 온도 증가를 
보이며 측면부 전 측정점 온도도 매우 낮게 
온도가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물, 스텐레스, 스텐레스 

3 중금속 재질의 대형 조리용기에 대하여 가열 
실험을 수행하고 열절달 특성을 파악 하였다. 

동일한 열부하에서도 스텐레스의 경우는 
주철과 3 중바닥 솥에 비하여 100℃이상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으며 3 가지 경우 모두 
바닥면을 기준으로 중심과 외곽은 50℃이상의 
온도차를 보여 이러한 이유로 조리용 식재료는 
위치에 따라 과열되어 타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스텐레스의 경우에는 온도차가 매우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구조의 용기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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