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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방용 조리 기구는 일반 가정과 음식점에서 음

식을 요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로

서, 오븐 (oven), 가스/전기 레인지 (gas/electric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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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기 (fryer), 프라이팬 (frypan), 찜기 (steamer), 주

전자 (kettle), 냄비 (cookpot), 밥솥 (rice cooker) 등을 

일컫는다. 그 중 프라이팬은 음식을 볶거나 생선이

나 고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조리용품으로서 주방

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구 중의 하나

이다. 프라이팬은 보통 주철, 스텐리스강,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또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조되

며 음식을 조리하는 표면에는 논스틱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분자 또는 세라믹 층이 코팅된다. 프라이

팬을 사용할 때 문제점은 가열 시 열 변형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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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5)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ainless steel plate-patterns bonded to aluminum frypan on the 

thermal distortion and surface temperature of the frypan during gas or induction heating. Two different 

stainless steel plate-patterns were employed: type A contains only circular holes and type B has not only 

circular holes but also vacant spaces of 0.5 mm thick and 40 mm long straight line crossing 60 mm long 

curved line. The bottom of the frypan was distorted during heating when type A stainless steel plate-bonded 

frypan while no significant thermal distortion was observed for type B stainless steel plate-bonded frypan 

during heating. Temperature of the frypan surface showed the same trend during gas heating, irrespective of 

stainless steel plate-patterns. During induction heating, however, the frypan with type B stainless steel 

plate-pattern showed lower surface temperature than the frypan with type A stainless steel plate-pattern. It 

is concluded that Type B stainless steel plate-pattern with circular holes and vacant spaces of lines is very 

effective for minimizing a thermal distortion and lowering the surface temperature of an aluminum frypan 

during induction heating.

Keywords : Stainless steel plate-pattern, Aluminum frypan, Thermal distortion,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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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면이 위쪽으로 솟아올라 조리 시 기름이 가

장자리로 몰려 조리가 불균일해지거나 평면형태의 

전기히터나 유도가열기 위에서 사용할 경우 프라이

팬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열 

변형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은 프라이팬 바닥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드

는 것이다. 하지만 바닥면이 두꺼워지면 사용된 소

재의 량이 증가함으로써 소재비용이 증가하고 무게

가 무거워져 사용이 불편해지는 단점들이 있다. 따

라서 바닥면을 얇게 하면서도 동시에 조리 시 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라이팬에 붙이는 철강 

판재의 형상을 디자인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방용 조리기구의 열적, 기계적 특성은 Al/Cr-Ni, 

Al/STS, Al/Ti, Cu/Cr-Ni, Cu/STS, Cu/Ti, 회주철, 탄

소강 및 순철 소재 등과 같은 소재에 대하여 총설

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고 [1, 2],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도 가열, 할로겐 램프 가열 및 저항열 

가열방식들의 열적 특성은 Newborough 등에 의해

서 소개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감자튀김을 하

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180±5 ℃로 상대적으로 낮

으나 만약 높은 온도에서 기름 성분을 가열한다면 

극성을 띤 고분자, 2분자체, 지방산, 아크릴마이드 

등과 같은 화합물이 형성되거나 단백질의 변성, 녹

말 성분의 젤라틴화 등이 일어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6]. 따라서 프라이팬 표면의 온도

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소재는 유도가열 (induction 

heating)이 어려운 금속이다. 따라서 유도가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유도가 가능한 철 소재의 

판을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소재 밑쪽에 부착시켜 

주어여 한다. 철 소재의 판을 알루미늄 프라이팬 밑

면에 부착시킨 후 가열하면 두 소재의 열팽창 계수

의 차이로 인하여 열 변형이 일어난다. 즉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철 소재보다 더 큰 열 팽창 계수를 가

지기 때문에 바닥면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

라이팬의 밑면에 부착시키는 철 판 소재 내부에 유

도가열이 가능하면서 프라이팬 바닥면의 열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다양한 크기의 빈 공간의 패

턴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유도가열용 스텐리스 판

의 패턴이 프라이팬의 열변형 및 표면 온도변화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패턴의 빈 공간을 

가지는 스텐리스판이 부착된 알루미늄 프라이팬을 

유도가열기 또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중 일어나는 프라이팬 바닥면의 열 변형 및 표면온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지름 3.2 mm와 4.8 

mm의 원형의 구멍이 동심원의 형태로 배열된 스텐

리스판이 부착된 프라이팬과 위와 동일한 원형의 

구멍을 가진 동심원 패턴에 선형의 빈공간이 십자 형

태로 교차하는 패턴이 추가된 형태의 스텐리스판이 

부착된 프라이팬의 열적,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2.5 mm 두께의 Al3003 판재를 성

형하여 프라이팬의 형태로 가공한 시편에 0.4 mm

두께의 STS 430 plate pattern들을 그림 1과 같이 프

라이팬의 아래쪽에 압입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유

도가열 (induction heating)용 STS plate는 2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원형의 구멍 (지름 3.2 mm 및 4.8 mm)

을 교차하여 원심형으로 뚫어 놓은 type A와 동일

Fig. 1. Patterns of STS plate type A and type B bonded to an aluminum fry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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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형의 구멍 외에 추가적으로 그림 1(b)와 같이 

자주색의 선으로 표시한 0.5 mm 폭을 가진 약 40 

mm 직선과 60 mm 길이의 곡선형태의 선이 교차하

도록 형성된 빈 공간을 가진 type B를 사용하였다. 

원심형으로 뚫어 놓은 원형의 구멍은 안쪽으로 굽

어진 약 1 mm높이의 bur가 알루미늄 프라이팬 소

재 내부로 압입되어 강한 접착력을 확보해 주며, 동

시에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열 중 일어나는 프라이팬의 변형을 관찰하기 

위하여 두께 10 mm의 탄소강 블록을 프라이팬 바

닥면에 위치시키고 틈새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였다. 

프라이팬 표면의 온도는 그림 2와 같이 적외선 온

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프라이팬 중심부의 온도를 동

영상으로 촬영한 후 시간에 따라 도시하였다. 프라

이팬의 가열 실험은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한 가

스레인지와 쿠쿠에서 제조된 유도 가열기를 사용하

여 행하여졌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0.2 mm두께의 STS plate pattern type A와 type B

를 압입하여 제작된 알루미늄 프라이팬을 가스레인

지 또는 유도 가열기를 사용하여 가열할 경우 그림 

1(a)와 같이 단순히 원형의 구멍만이 뚫려 있는 STS 

plate pattern type A 의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것처

럼 프라이팬의 바닥면의 중심부가 위쪽으로 솟아나

는 형태로 열 변형이 일어나는 반면, 원형의 구멍과 

더불어 선형의 빈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STS plate 

pattern type B (그림 1(b))의 경우에는 열 변형이 거

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3(b) 참조). 

알루미늄 프라이팬에 압입된 STS plate pattern에 

따른 열 변형 효과는 가열 후 공기 중에서 냉각시

켰을 때 보다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는 

가스렌지로 8분간 가열한 후 공기 중에서 냉각시킨 

STS plate pattern type A와 type 가 압입되어 있는 

알루미늄 프라이팬의 변형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4(a)에서 보는 것처럼 STS plate pattern type A

가 압입된 제품은 크게 변형되어 중앙부위가 들어

가 있는 반면 STS plate pattern type B가 압입된 제

품은 열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그림 1(b)와 같은 선형의 빈 공간을 형성

Fig. 3. Distortion of frypans with different patterns of STS plate type A and type B before and after
heating for 1 min using an induction heater. 

Fig. 2. Measurement of the surface temperature of
a frypan using an infrared detector during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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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줌으로써 프라이팬 바닥면의 변형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라이팬 바닥면의 편평도는 기름을 사용하여 요

리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프라이팬의 

중심부가 튀어나와 있게 되면 기름이 가장자리로 

몰려서 중앙부위는 음식물이 타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품들

은 바닥면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면이 두껍게 되면 사용된 소재의 

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재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

라 제품의 무게가 증가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알루미늄 프라이팬에 압입된 STS plate 

pattern type B를 채택함으로써 유도가열이 가능하

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가열에 따른 바닥면의 열 

변형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사용된 알루미늄 소

재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소재의 비용 및 무게를 감

소시킬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림 5는 STS plate pattern type A와 type B를 압

입하여 제작된 알루미늄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로 

가열 시 프라이팬 중앙부 바닥면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가스불로 가열할 경우 알루

미늄 프라이팬에 부착시킨 STS plate pattern 에 관

계없이 가열 후 약 1 분간은 직선적으로 온도가 증

가하다가 그 이후 온도의 증가속도가 감소하다가 

약 6분 가열 후에는 340∼350 ℃의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였다. 가스레인지의 불을 사용하여 가열할 

경우가 프라이팬 바닥면의 온도는 부착된 STS plate 

pattern에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Fig. 5. Changes in the surface temperature of frypans
bonded with a STS plate type A and type B during 
gas heating. 

그림 6은 STS plate pattern type A와 type B를 압

입하여 제작된 알루미늄 프라이팬을 유도 가열기를 

사용하여 가열 시 프라이팬 중앙부 바닥면의 온도

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도 가열기를 

이용할 경우 바닥면에 부착시킨 STS plate pattern의 

형태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가열특성이 크게 달라

졌다. STS plate pattern type B가 부착된 프라이팬이 

STS plate pattern type A가 부착된 것보다 온도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리고 더 낮은 온도에 도달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STS 

plate pattern type B의 중간에 형성된 선형의 빈 공

간으로 인하여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6에서 약 5 분 후 정상상

태 도달 후 온도의 증감이 반복되는 것은 유도가열

기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류를 임

가/멈춤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주기 때문이다.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이용한 가열의 경

우 340∼350 ℃의 고온인 반면 유도 가열기를 이용

할 경우 220∼250 ℃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

고 있다. 음식을 조리할 경우 프라이팬 표면의 온도

가 너무 높으면 음식물이 탈 수 있으며, 반대로 온

도가 너무 낮으면 조리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TS plate pattern type B가 

부착된 알루미늄 프라이팬은 유도 가열기를 이용한

다면 조리에 적합한 220∼240 ℃의 표면온도를 유

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 Distortions of frying pans with different STS 

plate type after gas heating for 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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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the surface temperature of frypans
bonded with a STS plate type A and type B during 
induction heating. 

4. 결   론

알루미늄 프라이팬에 부착된 스텐리스판의 패턴

에 따른 열 변형 및 표면온도의 변화를 연구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단순히 원형의 구멍만이 뚫려 있는 STS plate 

pattern이 부착된 알루미늄 프라이팬의 경우 바닥면

은 가스불 또는 유도 가열기를 이용하여 가열할 경

우 중심부가 위쪽으로 솟아나는 형태로 열 변형이 

일어나는 반면, 원형의 구멍과 더불어 선형의 빈공

간이 형성되어 있는 STS plate pattern이 부착된 프라

이팬에서는 가열 시 열 변형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2. 원형의 구멍과 더불어 선형의 빈공간이 형성

된STS plate pattern을 압입한 알루미늄 프라이팬은 

유도가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열에 따른 바닥

면의 열 변형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사용된 알

루미늄 소재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소재의 비용 및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가스불로 가열할 경우 알루미늄 프라이팬에 

부착시킨 STS plate pattern에 관계없이 가열 후 약 1 

분간은 직선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온

도의 증가속도가 감소하다가 약 6분 가열 후에는 

340∼350 ℃의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4. 유도가열기로 가열할 경우 단순히 원형의 구

멍만이 뚫려 있는 STS plate pattern보다 원형의 구

멍과 더불어 선형의 빈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STS 

plate pattern이 부착된 프라이팬의 온도 상승속도가 

더 느리고 도달된 정상상태의 온도도 더 낮게 나타

났다. STS plate pattern의 중간에 형성된 선형의 빈 

공간은 열 변형을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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