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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인리스 제품 구입요령
1. 재질
- 스테인리스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주방용품으로서의 장점들
- STS 304 : 충분히 좋으면서도 흔한 소재, STS 430 : 자성이 있어 인덕션 레인지 사용을 가능하게 함

2. 구조와 열원의 관계
- 주로 사용하는 열원(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에 따라 제품의 바디 구조(통다중과 겹바닥 ) 선택하기
- 바디의 변형/옆면이 타는 문제 등 장단점이 열원에 따라 부각되거나 감소되는 원리 이해하기

3. 연마
-연마의 종류는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광(미러)과 무광(사틴)으로 구분
- 무광 제품의 경우 결이 고운 제품 선택(세척이 용이하며 오랜 사용에도 스테인리스 고유 색상을 유지함)

4. 부속재질
- 핸들, 뚜껑 등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외의 소재들, 디자인, 편리성, 내구성 등과 관련

5. 두께와 무게, 그리고 품질과 가격
-무겁고 두꺼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필요에 맞는 제품 선택하기
-다수가 좋다고 하는 제품과 나에게 맞는 제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타 옵션들 : 장단점은 늘 ‘세트’로 묶여있기에 장점을 취할 것인지 단점을 버릴 것인지 고민하기

2.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하기 (1)
1. 첫 세척
- 생산과정에서 묻은 불순물을 닦아내는 과정
- 기름으로 닦기(1단계)-> 베이킹 소다로 닦기(2단계)-> 주방세제와 뜨거운 물로 설거지(3단계)
- 전해연마 제품 등 기름세척이 필요 없는 제품들도 있음

2. 부식 방지하기
- 보관 시 다른 소재의 금속과 닿지 않도록 주의
- 음식 장기 보관 시, 녹이 잘 나는 부위는 가끔 물로 닦아주면 부식이 예방됨
- 어떤 음식들을 주의해야 하나? (소금물과 소금 주의하기)
- 과도한 세척으로 인한 손상 (락스/구연산 주의)
-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기

3. 변형, 변색을 최소화하려면
- 지나치게 강하지 않은 적절한 불의 사용, 과열하지 말기
- 심하게 태운 직후 찬물을 끼얹거나 물에 담그는 행위는 제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음
- 내용물 없이 가열하다가 심하게 변색된 경우에는 대개 복구가 매우 어려우므로 주의할 것

2.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하기 (2)
4. 평소 설거지 요령과 사용 후 나타나는 얼룩들 그리고 수세미와 세정제 이야기
- 평소 설거지는 부드러운 스폰지/수세미와 주방세제로 충분
- 가능한 한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 ‘물’과 ‘시간’과 ‘불’의 힘을 활용한다.
- 필요 시에는 소다 또는 식초를 세제에 적당량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적
- 조리 후의 음식 얼룩(미네랄 얼룩)은 식초로 제거하기
- 강한 도구나 연마 성분이 있는 세정제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할 것
- 철 수세미는 꼭 필요할 때에만 ‘결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 유광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음
- 녹색 수세미는 심한 마모를 일으키므로 일상 세척용으로 권장하지 않음
- 오래 묵은 때로 광택을 잃었거나 기름때가 많을 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가 심하게 오염되었을 때에는
소다 또는 식초를 푼 물에 삶아주기
- 심하게 태웠을 때 처리방법: 가장 먼저 불을 끄고,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식힌 후 탄 음식물을 최대한 걷어
낸 뒤에 물에 오래 불려 닦기, 남은 탄 자국이 있다면 물을 담고 식초를 한 컵 넣어 끓이기
- 과열은 설거지를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므로 적당한 불의 사용이 가장 중요함

3.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예열
1. 스테인리스 팬 예열방법
- 정석 예열법(뜨겁게 달궜다가 잠시 식혀서 음식을 넣는 방법)
- 간단 예열법(오븐처럼 조리 10분 전에 약한 불에 올려두는 방법)
- 기름을 넣는 타이밍은 예열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기름이 충분히 가열된 후 음식을 넣어야 함
- 예열이 필요한 음식은 몇 가지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조리는 스테인리스에서도 예열이 필요 없음

2. 예열의 포인트
: 예열의 포인트는 고르게 잘 예열된 팬과 충분히 예열된 기름. 팬 뿐 아니라 반드시 기름까지 예열할 것!
- 더 기다리기(예열의 실패는 대부분 덜 기다려서 일어남)
- 팬과 기름의 밀착(팬과 기름이 한 몸이 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음식에 알맞은 온도(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되는 재료가 있고 고온에서 잘 되는 재료가 있음)
- 달걀프라이와 싸우지 말기(달걀프라이의 성공은 스텐 팬 사용방법을 마스터하는 것과 무관함)
- 자주 사용하기, 익숙해지기(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예열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답!)

4. 스테인리스 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대한 오해들
- 길들여야 한다?
- 기름을 많이 넣어야 안 붙는다?
- 세척이 어렵다?
- 약한 불로만 써야 한다?
- 고수만이 쓸 수 있다?
- 스텐 팬은 무조건 예열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의 장점들
- 위생성 : 기름이나 음식냄새가 배어 끈적이거나 냄새가 남지 않아 늘 새 것처럼 사용이 가능
- 경제성 : 단가는 높지만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적임
- 안전성 : 반응성이 낮은 재질로서 식재료를 가리지 않고 유해성 논란이 없음
- 편리성 : 녹이 나거나 벗겨지지 않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음
- 친환경성 : 환경호르몬 섭취의 염려가 없고 재활용도 되어 친환경적임

5. 자주 나오는 질문들
1. 스테인리스 100% 제품이 좋은 것?
-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는 대개 열전도를 좋게 하기 위한 알루미늄 층을 바디 내부에 갖고 있음
2. 인덕션 레인지 용 냄비가 따로 있다?
- 바닥 겉면에 자성이 있는 400계 스테인리스가 적용되면 인덕션 레인지에 사용 가능
3. 스테인리스 제품은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국물이 튀고 넘치며 잘 탄다?
- 불이 세기 때문, 불 조절을 할 것!
4. 스테인리스 팬도 코팅 팬처럼 안 씻고 연속으로 쓸 수 있을까?
- 바닥에 붙은 것이 없이 깨끗할 경우 연속 사용이 가능함, 바닥이 끈적이거나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세척 후 사용
5. 쇠 비린내가 나면 나쁜 스테인리스?
- 너무 강한 도구를 사용해서 닦으면 표면이 갈리면서 쇠 비린내가 유발됨
6. 통 삼중은 바닥 삼중보다 무조건 좋은 것?
- 가스레인지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사항, 열원에 따라 잘 맞는 구조의 바디를 선택하는 것이 해결 방법
7. 스테인리스 팬을 쓰고 나면 옆면이 노랗게 눌어요.
- 팬 바닥에 재료를 채우거나, 화구를 작은 것을 쓰거나 불을 줄이면 해결됨
8. 스테인리스에 철 수세미를 써도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이 맞나요?
- 꼭 필요할 때 요령껏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세척 도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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