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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작품은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작품이다. 2019년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

화가 일고 있는데,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식당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외식을 선호했던 

가족이나 개인이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홈쿡과 홈베이킹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본 아이디어는 스마

트 기술이 가전에 적용되면서 요리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레시피는 

다양한 책과 동영상(유투브) 등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요리 방법을 보면서 시간과 소스의 양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본 작품에서 소개된 스마트쿡은 자체에 타이머와 저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요리에 필요

한 타이머 기능과 미세 조절 가능한 레시피 소스를 과학적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부가 

기능을 가진 스마트쿡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요리의 시간이 한층 더 재미있고 과학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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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코로나19 시대의 레시피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한 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바로 요리문화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식당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외식을 선호했던 가족이나 

개인이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홈쿡과 홈베이킹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외식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 전문가 

수준의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주방 가전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TV나 인터넷, 유투브 등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기구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요리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식재와 

상황에 따라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원터치로 간단한 요리도 가능하도록 

스마트 가전이 많이 출시되었다[1]. 

하지만, 기존의 스마트 레시피나 홈쿡 요리기기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이 없고 미세한 소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요리사는 단순히 감으로 요리 시간과 소스 양을 맞추다 

보니 과학적인 요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아이디어

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홈쿡 기기에 저울 기능을 부여하였

으며, 음성으로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요리에서도 스마트 기술을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홈쿡 기기가 적용된다면 요리사는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고, 미세한 소스의 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요리 기기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기획의도

1. 요리기기, 전자레인지 출시 배경

요리기기는 2~3세기 경 폐쇄형 화로에서 출발하여 15세기 현대형 

화로, 1820년대 가스레인즈를 통하여 현재는 전기레인지로 변화하였

다[그림 1]. 본 작품은 아직 요리에 서툰 20대와 아이를 많이 두고 

있는 30대를 타겟으로 하였으며, 그 이유는 20대는 요리에 막 접어드는 

나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툴기 때문이다. 불의 강약 조절부터 

간을 맞춰 요리를 내놓기 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0대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스레인지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레

인지는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요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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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cooking equipment

2. 전자레인지의 변화

보통 가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자레인지를 본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 전기레인지 & 디스플레이 창 (디지털 방식) 

� 스마트 폰 화면 텍스트 인식 후 음성인식 지원

� 스피커[음성 서비스] → 인식된 자료 저장 ( 자주 하는 음식 

레시피자료 저장 ) → 디스플레이 창에서 저장된 레시피 자료를 

음성으로 표현하며, 요리도 중 더러워진 손으로 스마트 폰으로 

검색한 레시피를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됨

� 저울기능- g , Ts 단위 선택 가능, 이것은 요리실패 요인 : 

재료량 및 양념양 조절 실패 → 불판의 저울기능으로 보다 정확한 

양 조절 가능

� 1회로 리셋되는 타이머X → 다수의 타이머 조절 및 타이머 

조절에 따른 레인지 화력 조절 가능 

� 시간 별로 화력 조절 ex)강 불로 10분 뒤 약 불로 20분으로 

조절 → 셋팅 가능

III. 스마트 전자레인지

실제로 본 작품에서는 기존에 없는 스마트한 전기레인지를 개발하

고자 다음과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Fig. 2. Speech Recognition Features

[기능상세 설명]

� 요리 중 더러워진 손으로 스마트폰화면 레시피를 보기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 및 노동 감축

� 텍스트 문구가 음성으로 흘러 나올 때 사람의 목소리로 “재생” 

이라 말하면 텍스트 인식-> 음성 흐름 시작, “멈춤”이라 말하면 

텍스트 인식 멈춤 -> 멈춤 부위 저장 다시 “재생” 이라 말하면 

음성 인식하여 멈춤 부위부터 재생 시작 (스마트폰의 책갈피 

기능)

� 텍스트 인식 음성 볼륨 조절 가능

[기대효과]

� 스마트폰레시피를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필요한 기능

� 목록 열기에서 즐겨 찾기 기능으로 본인이 주로 선호하는 요리가 

어떤 부류인지 쉽게 파악

Fig. 3. Weight Recognition Feature

[기능상세 설명]

� 쿡헬퍼의화구 자체에 전자 저울 의 기능을 접목

� 용기(냄비 등)를 올린 후 영점or용기 기능으로 0g 설정, 조미료나 

물, 육수 추가 시 g 그램, mg 밀리그램, kg 킬로그램 단위 설정 

가능 (기준치 지정)

� 기억 후 합산 기능 이용 후 새로이 요리 시작 할 때 리셋or 

설정

� 1,2,3 버튼으로 화구 선택 가능 (다양한 요리 시 이용)

[기대효과]

� 한번에 요리를 다양하게 하는 이들에게 용이

� 물 조절이나 양념 조절로 실패하는 분에게 필요한 기능

Fig. 4. Alarm & Timer Functions

[기능상세 설명]

� 보통의 일반 타이머는 1회성으로, 리셋후 다시 시작

� 설정 창에서 다양한 타이머 추가 가능 + 불 세기 설정 가능 

(ex: 10분 강불후 30분 약불설정 가능)

� 설정 창에서 타이머 기능 완료 후 OFF 기능 추가

� 요리 후 알람(알림 볼륨 설정 가능à유아 때문에 소음에 조심해야 

하는 주부들에게 필요한 기능

� 1,2,3버튼으로 화구 선택 가능 (다양한 요리 시 이용)

[기대효과]

� 요리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가불판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시고를 미연에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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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많고 바쁜 편리성을 추구하는 주부들 시간 단축, 번거로움 

감소, 편리성 증가

Fig. 5. Fireball Adjustment

Fig. 6. Smartphone remote control functionality

[기능상세 설명] TV리모컨으로 채널 변경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서 전기레인지를 조종

[기대효과] 원격 조종으로 인해 활용도와 편리성 Up, 안전 사고 

예방, 별도의 리모콘이 필요 없음

Ⅳ. 스토리보드 및 홍보

1. 스토리 보드

기본적인 언어(HTML, DHTML, CSS, PHP)등을 기반으로 멀티

미디어저작 도구 등으로 새롭게 출시할 전자레인지를 개발하였다.

Fig. 7. Initialization Surface

Fig. 8. Smartphone App

2. 프로모션 전략

본 작품은 온라인을 통하여 마케팅 전략을 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배너를 활용할 예정이다.

Fig. 9. Promotional Strategy

본 작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 10.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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