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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sensory properties of samples of pizza dough at three pizza companies and three masonry oven

pizzerias from Seoul, Korea and compared consumer acceptability among panels of university students. Six pizza dough

samples were prepared (pan pizzas from Pizza Hut, Mr.pizza, and Dominos pizza, masonry oven baked pizzas from

Appleteen, Mr.Lee’s, and Pizza factory). Consumer tests were employed involving 97 Korean consumers. Consumers

evaluated overall liking (OL), liking of appearance (APPL), odor (ODL), flavor (FLL), and texture (TXTL), willing to try

(WT), and willing to recommend (WR) for the samples using a nine-point hedonic scale.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dicated that HutP, MrP, and DomP samples had significantly (p<0.05) high scores for roughness, porosity, crust color, grain

size, brownness, dairy food aroma, savory taste, and yeast aroma, which had the highest OL, ODL, and FLL scores. LeeP,

ATeenP, and PFacP samples had high elasticity, cohesiveness, and adhesiveness. Consumers favored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color, dairy product flavor, and savory flavor of the pan pizza and preferred cohesiveness, toughness, and

stickiness of masonry oven baked pizza.

Key Words: pizza crust, sensory evaluation, consumer acceptance tes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

I. 서 론

피자(Pizza)는 밀가루에 물과 이스트, 소금, 올리브유 등을

넣고 발효시켜 반죽을 만들고 손이나 밀대로 얇게 편 다음

토마토소스와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 화덕이나 오븐에 넣어

구워내는 음식을 말한다. 피자는 그리스의 피타(Pita), 터키

의 피데(Pide) 와 그 유래를 같이하며, 오래전부터 지중해 지

역에서 유래된 음식이다. 피자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식 피

자와 미국식 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일반

가정식이었던 피자가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식 피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성공

을 거둘 수 있는 외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되었다(Hanna

2006; Choi et al. 2016).

미국에 정착한 피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되어 뉴욕

(New york)식 피자는 크러스트가 매우 얇고, 소스 및 치즈를

매우 얇게 바르며, 바삭하게 굽는 방식이고, 시카고(Chicago)

식 피자는 빵을 발효시켜서 크기를 부풀게 하는데, 이 때 크

러스트의 두께가 2~3 cm가 되어 ‘Deep Dish’라는 별칭을 가

지고 있기도 하다(Hanna 2006; Limongi et al. 2012).

한편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화덕피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서 소비자들은 이탈리아식의 피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국식 피자의 인지도나 마케

팅에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실정이었다(Kang 1997). 하지만

최근 슬로우 푸드(Slow food)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산업화 된 음식보다는 건강식이나 영양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피자의 경우도 익숙한 기존의 미국식 피자를 선

호하면서도 동시에 이태리 나폴리식의 피자를 선호하는 수

요가 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산 화덕과 식재료

수입업체가 늘면서 이탈리아식의 화덕피자 레스토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Kang 1994; Kang 1997).

Park(2002)의 피자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선호도 연구에 따

르면 피자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크러스트

가 담백하고 고소하다’, ‘피자의 두께’, ‘기름기의 양’의 항목

들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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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크러스트의 특성이 피자 전문점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

부분의 피자 크러스트의 유형들이 서로 크게 차이가 없어 고

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Kang & Jeong 2006). 이는 최근 미국식 피자에 비해 담백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탈리아식 화덕피자 레스토랑의

개점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피자 크러

스트의 유형을 벗어나 소비자가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렇게 피자 도우의 형태나 모양, 굽는 방법 등이

피자의 특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피자 도우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Choi et

al.(2016)의 우리밀과 수입밀로 제조한 피자반죽의 품질평가

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또한 정보제공에 따

른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대한 Kim(2012)의 연구에 따르

면, 정보 제공의 유무가 전반적 기호도에 영향을 주며, Lee

(2012)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인지 여부 및 친밀도에 따라 기

호도와 구매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식 피자로 일컬어지는 팬피자

의 크러스트 특성과 이탈리아 피자로 일컫는 화덕피자의 피

자 크러스트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 기호도로 분석하여 소비

자들이 원하는 피자 크러스트의 특성을 도출 해 내고자 한

다. 이는 문화적인 배경을 인지한 음식으로서의 이탈리아 스

타일의 피자 크러스트와,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한 이상적인

배합의 미국식 피자 크러스트 중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

내는 중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소

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피자 크러스

트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기호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관

능적 선호 요인과 비 선호 요인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정

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도의 차이를 분석 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피자 크러스트의 관능적 특성 정의

1) 시료 선정 및 제조

본 실험에 시료로 사용된 피자 도우는 국내에서 20년 이

상 영업을 한 대형 피자업체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

은 3개의 브랜드인(Kim 2015) ‘피자 헛(Pizza Hut, PHutP)’,

‘미스터피자(Mister Pizza, MrP)’, ‘도미노피자(Domino’s

Pizza, DomP)’와 화덕피자 브랜드 2개 ‘애플틴(Appleteen,

ATeenP)’, ‘피자 팩토리(Pizza Factory, PFacP)’ 그리고 화덕

피자 개인 운영 업장인 ‘李 아저씨가 굽는 화덕피자(Mr.

Lee’s brazier Pizza, LeeP)’에서 각 1종씩 총 6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성강도와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 사용되

는 시료들을 동일한 환경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 매장에서 판

매되는 피자크러스트에 토마토소스(Tomato Sauce)와 모짜렐

라(Mozzarella) 치즈로만 토핑을 제한하여 조리된 피자 크러

스트들을 이 실험의 시료로 선정하였고, 본 실험에는 피자의

크러스트 부분만을 잘라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선정된 시

료의 설명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시료들의 외관적 특

성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The information of 6 pizza crust samples

Sample Manufacturer
Baking 

methods
Promotional words and phrases

1 PHutP
Pizza Hut Korea Ltd., 

Seoul, Korea.

Gas Oven

- differentiated moist dough that is fermented sufficiently with fresh yeast 

- differentiated cheese flavor with fresh and natural New zealand mozzarella cheese

- differentiated fresh ingredients with a strict quality control system

- providing a differentiated delivery service with the hot pouch bag that keeps 

pizza warm temperature.

2 MrP
MPK Co., Seoul, 

Korea

- a light and healthy pizza made through the process of kneading and tossing 

pizza dough by hands immediately upon ordering and baking on a screen 

3 DomP
Domino’s Pizza Co., 

Seoul, Korea

- using the fresh ingredients such as the cold-fermented pizza dough and 

premium aged cheese.

- the first in the field to acquired ISO 2000

4 LeeP
Mr. Lee’s brazier 

pizza, Seoul, Korea

Masonry

Oven

- traditional italian wood fired oven pizza 

5 ATeenP
Appleteen, Seoul, 

Korea

- traditional Napoli wood fired oven pizza 

- the dough is thin, and less greasy and light, because it is baked in an masonry oven

6 PFacP
Italian Pizza Factory, 

Seoul, Korea

- the dough is less greasy and light, because it is baked in an masonry oven. So,

- it is very good for the diet for women and the health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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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그룹 토론(Focus Group Discussion; FGD)

피자크러스트의 관능적 특성은 이전 관능평가 연구들 중,

묘사분석 및 향미 프로필, 텍스쳐 프로필 연구에서 도출한

특성들과(Kim 1994a; Kim 1994b; No & Kim 2013),

Samuel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외관과 향, 맛,

조직감, 뒷맛 부분을 포함한 차이식별 항목을 기본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할 피자 크러스트 시료들에 적

합한지에 대한 평가와 재 정의를 위해 포커스 그룹 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을 실시하였다. FGD는 이

전에 묘사분석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직접 묘사분석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경희대

학교 조리과 교수 1명, 대학원생 5명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문가 집단에게 피자 도우의 시식 방법과 평가 내용들에 대

한 내용을 숙지시키고, 본 실험에 사용할 6 종류의 피자 크

러스트 시료를 제공하여 시식하도록 하였다. 앞서 정리된 관

능적 특성들과 실제 시식하며 추가적으로 도출된 용어들에

대해 의견 합일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관과, 뒷맛(after taste) 특성용어들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여

최종 31개의 용어들로 정리되었다<Table 2>.

총 31개의 관능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을 참고

하여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특성 강도 평가에 필

요한 표준물질과 강도를 설정하였다<Table 2>.

2. 피자 크러스트의 관능적 특성 평가 및 소비자 기호도 조사

1) 검사원

검사원은 서울 소재의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게시판 공지 및

전화 연락을 통하여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97명(남

성 48명, 여성 49명, 연령 20~26세)의 참가자가 선정되었다.

2) 시료의 준비 및 제시

시료는 6가지 피자 크러스트를 가로 세로 3 cm 정도로 잘

라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시료 제시 방법은 3개씩

두 번 제시되었다. 시료별로 3자리 난수를 사용하여 제시 순

서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였으며, 라틴 스퀘어 디자인(Jaeger

et al. 1998, Drake et al. 2005)을 이용하여 제시 하였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정보 유무에 따른 기호도 변화 추이를

조사해보고자 패널 절반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공한

정보로는 브랜드 명, 로고, 오븐의 특성, 홍보 문구 등이 있

<Figure 1> Six pizza crust samples

<Table 2> Definitions of appearance, odor/aroma, flavor/taste and mouth feel attributes used in the descriptive analysis of the 6 pizza crust

samples

Descriptors Abbrev. Definitions Reference Intensity

Appearance

attributes
Roughness RoughA

Intensity of roughness associated with 

appearance of Pizza Crust

Corn chip (Crown Co. Ltd., Seoul,

South Korea)
10

Porosity PorosityA

The extent of perforation of the bread 

surface. this encompassing the holes, 

cracks allowing the permeation of air

Ciabatta (Seoul Food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
10

Crust color CrustA
Degree of color darkness in the crust 

ranging from light brown to dark brown
Munsell color system; 5YR/2/2 11

Grain size GrainA
 The amount and the size of the bubbles 

in the crust

Ciabatta (Seoul Food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
7

Brownness BrownA
Degree of color darkness in the crumb 

ranging from white to dark brown
Munsell color system; 5YR/2/2 10

Brightness BrightA Intensity of brightness Munsell color system; N6/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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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s of appearance, odor/aroma, flavor/taste and mouth feel attributes used in the descriptive analysis of the 6 pizza crust

samples (continued)

Descriptors Abbrev. Definitions Reference Intensity

Aroma/Odor

attributes

Dairy food 

aroma
DfoodO

Aromatics associated with products 

produced from cows milk

Heat the milk (Seoul dairy Co., Seoul, 

Korea) in the microwave about 20 minutes
12

Yeast aroma YeastO
Odor associated with aromatic exchange 

from yeast fermentation

Crust of the Anheung-styles Steamed Bun 

(Samsung Tesco Co., Homeplus, Seoul, Korea)
8

Flour crust 

aroma
FcrustO

The aromatics associated with standard 

baking flour

Mix a cup of wheat flour (CJ 

Cheiljedamg Co., Korea)and half cup of 

the water, knead them

10

Grain aroma GrainO

An aromatic impression of cereal derived 

products, typically rye, wheat, oats 

cornmeal and barley 

Mix 14g Powder made of mixed grains 

(Samsung Tesco Co., Homeplus, Seoul, 

Korea) and 1 cup of water

9

Rancid oil 

aroma
ROilO

smelling or tasting unpleasant as a result 

of being old and stale

Rancid oil (CJ Cheiljedang Corp. Seoul, 

South Korea) fried 5 times
8

Taste/Flavor

attributes Savory taste SavoryF pleasing to the sense of taste

30g Nurunggi (Ottogi Co. Ltd., Anyang, 

Gyeonggido, Korea) was soaked in hot 

water for 4 min

10

Sweet taste SweetF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sucrose is typical

2% Sucrose (Duksan Pure Chemical Co. Ltd., 

Hwaseong, Gyeonggido, Korea) solution
7

Salty taste SaltF
Fundamental taste sensation elicited by 

sodium chloride

0.5% salt (CJ Cheiljedang Co., Seoul, 

Korea) solution
10

Bitter taste BitterF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caffeine or quinine are typical

Coffee americano (Starbucks Coffee Co., 

Seoul, Korea)
12

Sour taste SourF
Fundamental taste sensation evoked by 

acids

Ciabatta (Seoul Food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
8

Flour crust 

taste
FcrustF The taste associated with bread flour

Mix 14g Powder made of mixed grains 

(Samsung Tesco Co., Homeplus, Seoul, 

Korea) and 1 cup of water

9

Texture/

Mouthfeel

attributes

Hardness HardT
force required to bite completely through 

sample placed between molars

Nacho Chips (Ricos Products Co., Inc., 

USA)
12

Elasticity ElasticityT
property of the crust to return to its initial 

position after being stretched

Ciabatta (Seoul Food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
8

Moistness MoistT
Intensity of moistness associated with 

appearance of cheese cake

Cheese cake (Kraft Foods Global. Inc., 

USA)
13

Cohesiveness CohesiveT Intensity of scattering in mouth 
Heat the tortilla (La Reina Inc., USA) in 

the microwave for 1 minute
10

Toughness ToughT Intensity of chewiness 
Heat the tortilla (La Reina Inc., USA) in 

the microwave for 1 minute
9

Adhesiveness AdhesiveT

Force required to remove sample 

completely from palate, using the tongue 

during consumption

Cheese balls (UTZ Quality Foods, USA) 12

Greasy GreasyT
Intensity of Greasiness associated with 

butter
Butter (Seoul dairy Co., Seoul, Korea) 13

After taste

attributes
Bitter taste BitterAF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caffeine or quinine are typical

Coffee americano (Starbucks Coffee Co., 

Seoul, Korea) 
12

Sour taste SourAF
Fundamental taste sensation evoked by 

acids

Ciabatta (Seoul Food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
8

Astringency AstrinAF
Intensity of drying sensation created in the 

mouth by tannin

Green tea (Can type, Taepyeongyang Co., 

Seoul, South Korea)
10

Malty flavor MaltyAF
sweet aromatic typical of condensed milk, 

toffee, and /or malt 

Toffee nut latte (Starbucks Coffee Co., 

Kore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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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홍보문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1>에 함께 제

시하였다. 나머지 패널에게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설

문을 진행하였다.

3) 평가 내용 및 절차

피자 크러스트의 관능적 특성 평가는 앞서 개발된 총 31

개의 묘사용어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Table 2>. 피자 크러

스트의 외관(appearance)를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거친

(roughness)정도, 부푼 정도(porosity), 표면의 구워진 정도

(crust darkness), 기공의 크기(grain size), 갈색정도(brownness),

표면의 밝은 정도(brightness), 향미(odor)를 평가하는 항목으

로는 유제품의 향의 정도(dairy food flavor), 이스트의 향의

정도(yeast aroma), 밀가루 맛의 정도 (flour flavor), 곡식의

향의 정도(grain flavor), 산패취의 정도(rancid oil), 탄(burnt)

향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맛(taste)을 평가하는 특성으로는 감칠맛(savory), 단맛

(sweet), 짠맛(salt), 쓴맛(bitter) 신맛(sour), 생지의 맛(fresh

crust flavor), 느끼한(oily) 맛으로 묘사용어를 정리하였고 조

직감(texure)을 평가하는 특성으로는 딱딱함의 정도(hardness),

탄력의 정도(elasticity), 촉촉한 정도(moistness), 응집성

(cohesiveness), 질긴 정도(toughness), 입안 부착성(adhesiveness)

기름의 양의 정도(greasy)의 항목들로 선정 하였으며 뒷맛

(after taste)을 평가하는 묘사용어로는 쓴맛의 정도(bitter

taste), 신맛의 정도(sour taste), 떫은맛의 정도(astringency),

고소한 맛의 정도(malty flavor)로 선정하였다. 특성 강도 평

가는 15점 관능 평가 척도(1=‘강도가 약하다’, 7=‘보통이다’,

15=’강하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피자크러스트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 참가한 패널들은 제

시된 6종류의 피자크러스트시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liking), 외관기호도(Appearance liking), 향 기호도

(Odor liking), 맛 기호도(Flavor liking), 조직감 기호도

(Texture liking), 뒷맛 기호도(After taste liking) 평가는 9점

기호도 척도(1=‘대단히 많이 싫다’, 5=‘좋아하지도 싫어하지

도 않는다’, 9=‘대단히 많이 좋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익숙한 정도, 다시 먹어볼 의향, 추천의향과 같은 소비자 제

품태도는 9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1=‘대단히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 9=‘대단히 많이 동의한다’). 이와 더불어

설문지 문항 사이에 여러 가지 관능적인 용어들을 제시해주

고, 참가자들로부터 하여금 이 용어들을 이용하여 각 시료가

좋은 이유와 싫은 이유에 대해 check-all-that-apply (CATA)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료에 대한 적응을 방지하고자 시료와 시료

사이마다 생수를 이용하여 입을 헹구도록 하였다.

4)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방법

피자 크러스트 시료들 간에 전체적인 차이가 있는 지 알아

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관능적 특성에 대해

서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p<0.05) 평균 차이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시료들 간의 관능적 특성들이 차이

를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특성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였

다.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check-all-that-

apply (CATA)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20%

이상이 선택한 특성들만 골라 소비자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동인으로 채택하였다. 브랜드 정보제공 유무에 따른

기호도 변화분석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CA는 XLSTAT(XLSTAT ver.2014, Addinsoft, New

Yor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외

프로그램은 SPSS 18 (SPSS Inc, Chicago, Ill, USA)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피자 크러스트의 관능적 특성

피자 도우의 특성 강도에 대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

든 특성들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가 나타났으며 이를 바

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외관 특성을 살펴보면, 표면의 거친 정도와 부풀은정도, 표

면의 구워진 정도, 기공의 크기, 내부의 색깔의 특성에서 팬 피

자들인 PHutP, MrP, Domp의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게(p<0.05)

나타났다. 피자 크러스트의 두께가 화덕피자에 비해 두꺼우며

화덕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조리과정에 따라 표면

의 수분 증발로 거친 정도와 구워진 정도가 커졌고, 기공의 크

기와 갈색에 가까운 색깔의 변화, 내부의 색깔변화, 그리고 부

풀은 정도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LeeP,

ATeenP, PFacP의 화덕피자 시료들이 피자크러스트의 밝은 색

을 나타내는 특성에서는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 기호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유제품(dairy product)의

향과 이스트(yeast)의 향, 구워지지 않은 생지(dough)의 향,

곡식(grain)의 향, 유지(oil)의 향, 탄(burnt)향을 평가하였다.

유제품(dairy product)의 향을 나타내는 특성에서는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이 유의적으로 높게(p<0.05)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이 피자 크러스트

배합에 유제품을 첨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유

제품의 향을 나타내는 특성이 낮게 평가된 LeeP, ATeenP,

PFacP 시료의 화덕피자들은 크러스트 배합 성분에 있어 첨

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자의 표준 크러

스트 제조법을 따르는데 있다. 나폴리피자협회(Associazione

Verace Pizza napoletana, AVPN)에서 만든 피자 크러스트

재료 배합법에 따르면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과 올리브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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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해진 재료만으로 배합 하는 것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분유(milk powder)나 유청분말(whey) 같은 유제품을 피자크

러스트에 첨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공개하는 식품 원료 내

용(Dominos nutrition guide, Pizza hut ingredient statement)

을 보면 제빵 개량제(Dough Conditioner), 분유(Milk powder),

유청분말(Whey)등이 첨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트

(Yeast)의 향을 나타내는 특성에서는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p<0.05), 이는 외관 특

성에서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이 기공의 크기나 부풀

은 정도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온 결과와 관련하여 살

펴보면, 크러스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팬피자의 경우 이

스트의 사용량이 LeeP, ATeenP, PFacP 시료들에 비해 많았

다고 사료된다. 곡물(grain)의 향을 나타내는 특성에서는

PHutP, MrP와 PFacP의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각 업체의 피자크러스트의 배합 재료에 따른 특성의 차이로

보인다. 유지(oil)의 향을 나타내는 특성에서는 조리 후 팬에

서 피자가 잘 떨어지도록 유지를 팬 표면에 발라주는 팬피

자의 특성상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이 높은(p<0.05)

유의성을 보였다.

맛의 특성을 평가하는 요소들 중 감칠맛(savory)을 나타내

는 특성에서는 PHutP, MrP, Domp의 시료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밀가루 외의 첨가물(dough blend

mix)에 의한 감칠맛의 증가로 사료된다. PHutP, MrP, Domp,

ATeenP 및 PFacP 5개의 시료에서 단맛(sweet)의 특성의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난(p<0.05) 동시에 짠맛(Salt)의 특성도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났으며, 이는 감칠맛의 특성에서

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조직감 특성 중, 쫄깃함(elastisity)특성에서는 화덕피자의

시료들인 LeeP, ATeenP, PFacP의 시료들에서 유의적으로 높

은 값을 나타냈으며(p<0.05), 이는 응집성(cohesiveness), 질

긴 정도(toughness), 입안 부착성(adhesiveness)모두 화덕피자

시료들의 특성으로 보이는 높은(p<0.05) 유의성을 보여주었

다. 뒷맛(after flavor)의 특성으로는 쓴맛(bitterness)과 신맛

<Table 3> Mean intensity values of 31 attributes for the 6 pizza crust samples

　 PHutP MrP DomP LeeP ATeenP PFacP F-value p-value

RoughA 11.4a 10.1a 10.1a 7.0b 8.1b 7.5b 10.688 0.000

PorosityA 11.7a 9.0b 12.4a 3.5d 4.7cd 5.8c 42.388 0.000

CrustA 11.6a 10.9ab 9.6b 4.9c 9.1b 9.4b 14.391 0.000

GrainA 10.8a 9.7a 9.9a 4.4b 5.8b 4.8b 30.177 0.000

BrownA 11.7a 10.7b 8.8c 3.7e 6.4d 8.0c 90.942 0.000

BrightA 6.7d 6.9d 8.5c 11.9a 9.7b 8.1c 33.261 0.000

DfoodO 6.5ab 6.5ab 7.4a 5.4c 6.1bc 6.1bc 3.991 0.001

YeastO 7.1a 7.3a 6.8a 5.7b 6.6ab 6.5ab 2.615 0.024

FcrustO 8.2ab 8.1ab 7.9ab 7.2b 8.6a 8.5a 1.757 0.120

GrainO 7.8abc 8.7a 7.6bc 6.8c 7.3bc 7.9ab 3.353 0.005

ROilO 9.5a 6.5b 6.3b 4.6c 5.1c 5.0c 29.585 0.000

BurntO 6.1ab 5.2b 4.2c 2.9d 5.4b 6.7a 13.729 0.000

SavoryF 8.4a 8.7a 7.9a 5.9b 6.2b 6.2b 13.298 0.000

SweetF 6.2ab 7.2a 6.4ab 5.2c 5.4bc 6.3ab 4.515 0.000

SaltF 7.7a 7.8a 6.0b 5.2b 6.1b 5.6b 7.792 0.000

BitterF 5.0ab 4.4bc 3.1d 3.7cd 5.1ab 5.9a 9.155 0.000

SourF 5.2a 5.0ab 4.3bc 3.9c 4.7abc 3.8c 3.467 0.004

FcrustF 7.9d 8.1cd 9.2ab 9.8a 9.4ab 8.9bc 6.212 0.000

OilF 9.8a 7.0b 6.6b 4.3d 4.9d 4.3d 39.540 0.000

HardT 7.8b 9.6a 6.3c 6.5c 7.3b 8.0b 13.716 0.000

ElastisityT 7.9c 7.3c 9.1b 8.7b 10.1a 9.4ab 10.487 0.000

MoistT 8.4ab 6.7cd 9.1a 6.7cd 7.5bc 6.5d 10.352 0.000

CohesiveT 7.2b 7.4b 8.6a 8.6a 8.9a 9.2a 7.184 0.000

ToughT 6.0c 6.3bc 7.3b 8.8a 9.7a 9.8a 22.718 0.000

AdhesiveT 7.4ab 7.2b 8.4a 7.8ab 8.0ab 7.4ab 1.781 0.115

GreasyT 11.3a 7.8b 7.6b 5.1c 5.0c 4.4c 60.281 0.000

BitterAF 6.2a 4.4bcd 3.6d 4.2cd 4.9bc 5.4ab 7.247 0.000

SourAF 4.8a 4.9a 4.1ab 4.0ab 4.1ab 3.9b 2.193 0.054

AstrinAF 5.4a 5.0a 3.9b 5.0a 5.2a 5.5a 2.520 0.029

MaltyAF 7.8b 8.9a 7.7b 7.6b 7.4b 7.7b 2.258 0.047

a,b,c,dMean values within the same row with the same alphabet superscript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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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ness)의 항목에서 모든 시료가 큰 차이 없이 나타났으며,

떫은맛(astringency)은 Domp의 시료가 유의적으로 낮게 평

가되었고, 구수한맛(malty)의 항목에서는 MrP의 시료가 유

의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p<0.05).

피자 크러스트를 관능적 특성별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1 주성분(PC1)과 제 2 주성분(PC2)이 각각 총 변

동의 57.99%와 19.96%를 설명하여 총 변동의 77.95%를 설

명하였다<Figure 1>. 시료들이 주성분에 의해 부하된 정도를

보면 PC1에 대해 PHutP, MrP의 시료는 양의 방향에 위치하

여 이스트의 향, 단맛, 구워진 색깔의 특성을 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ATeenP, PFacP LeeP 시료는 음의 방향에

위치하여 질긴 정도, 밝은 색상,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의 특

성을 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PC2에 대해 ATeenP,

PFacP, 시료들은 양의 방향으로 위치하여 떫은 맛, 질긴 정

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LeeP 시료는

음의 방향으로 위치하여 밀가루 향과 밝은 색의 특성을 강

하게 나타내고 있다.

2. 피자 크러스트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6종류의 서로 다른 피자 크러스트 시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호도 및 외관, 향미, 조직감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

호도 항목에서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가(p<0.05)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외관 기호도를 포함한 모든 기호도에

서 DomP와 MrP가 유의적으로 높게(p<0.05) 평가되었고,

LeeP의 시료가 모든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

다. ATeenP, PFacP의 시료들도 낮게 평가되었는데 전반적인

화덕피자 크러스트 시료들이 기호도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얇은 크러스트와 첨가제를 넣지 않은

재료 배합, 전분의 노화에서 오는 식감의 저하, 높은 열에서

조리되면서 얻을 수 있는 탄 것 같은 외관과 맛에서 기호도

가 낮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피자 크러스트에 대한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

하는 이유의 Check-all-that-apply(CATA)의 결과<Table 5>

를 통해서도 소비자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들을

<Figure 2> PC loadings of the sensory attributes (a), the 6 pizza crust samples (b) evaluated by the Korean panel

<Table 4> The mean intensities of consumer acceptability and attitude scores of the 6 pizza crust samples

　 PHutP MrP DomP LeeP ATeenP PFacP F-value

Acceptability

Overall liking 5.3b 6.0a 6.4a 4.6c 5.2b b4.9bc 15.117***

Appearance liking 5.6b b5.9ab 6.1a 4.9c b5.4bc 5.1c 6.714***

Odor liking 5.5b 6.1a 6.2a 4.6d b5.1bc b5.0cd 15.624***

Flavor liking 5.5b 6.1a 6.2a 4.6c 5.1b 5.0b 12.491***

Texture liking b5.7ab b5.8ab 6.1a 4.6d b5.3bc b4.8cd 10.717***

Attitude
Willing to try again 4.8b 5.8a 6.2a 4.3b 4.8b 4.6b 15.120***

Willing to recommend 4.7b 5.7a 5.9a 4.1b 4.7b 4.5b 12.326***

a,b,c,dMean values within the same row with the same alphabet superscript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p<0.05).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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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DomP

와 MrP가 좋아하는 점을 평가하는 구역에서 동인이 될 만한

공통적인 특성을 찾기 어려운 만큼 싫어하는 점의 유무 혹

은 적은 것이 선호도를 결정짓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로 다른 피자 크러스트에 대한 다시 먹을 의향 및 다른

사람에게의 추천의도 분석결과와 사후 분석 결과는 모든 항

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다시 먹을 의향

과 추천의도 모두 소비자 기호도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

내며 DomP와 MrP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p<0.05)을,

LeeP시료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은(p<0.05) 값을 나타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3. 정보제공과 소비자 기호도의 관능 변화

정보 제공과 소비자 기호도의 관능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팬피자 중 MrP의 시료는 정보제공 유무

에 따라 기호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다

른 시료들도 유의적인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정보제공을 했

을 때 기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화

덕피자는 팬피자에 비해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화덕피

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정보 제공 후에 기호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LeeP는 정보 제공 전에는 유의

적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p<0.05) 수준이었으나, 정보제공 후

에는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을(p<0.05)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남녀노소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화덕피자의 정보제공 내용 중 ‘기

름기가 적은’, ‘담백한’, ‘여성 다이어트에 좋은’, ‘칼로리가

낮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 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피자 크러스트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관능적 선호 요인과 비 선호 요인을 알

아보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도의 차이를 분

석해 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향미 프로필과 텍스처 프로필

기법을 바탕으로 6개의 피자 크러스트 시료들의 관능적 특

성들을 도출하였으며,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호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들을 조사하고, 피자 시료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도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해 보았다.

총 31개의 관능적 특성들을 도출하였으며 모든 시료들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미국식 오븐피자인

PHutP, MrP, Domp의 피자 크러스트 시료들은 표면의 거친

정도, 부풀은 정도, 표면의 구워진 정도, 기공의 크기, 내부

의 색깔, 유제품의 향, 감칠맛, 이스트의 향의 특성이 높이

나타났고, 화덕 오븐을 사용하는 피자인 LeeP, ATeenP,

PFacP의 크러스트 시료들은 쫄깃함, 응집성, 질긴 정도, 부

착성의 특성이 높이 나타났다.

20대 남녀 9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검사를 수행하여 소비

자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5> The list of attributes that the consumers liked and disliked about the 6 pizza crust samples

　 PHutP MrP DomP LeeP ATeenP PFacP

Liking

Appearance (20)

Toasted aroma (34)

Roasted seeds

 flavor (36)

Moistness (23)

Crispiness (40)

Softness (25)

Appearance (20)

Salty taste (23)

Toasted aroma (41)

Grain flavor (27)

Roasted seeds 

 flavor (37)

Crispiness (36)

Appearance (26)

Toasted aroma (32)

Roasted seeds

 flavor (36)

Moistness (40)

Softness (36)

Elasticity (20)

Roasted seeds

 flavor (22)

Elasticity (25)

Appearance (23)

Roasted seeds

 flavor (20)

Elasticity (32)

Toasted aroma (22)

Grain flavor (20)

Roasted seeds

 flavor (22)

Elasticity (27)

Disliking

Burnt flavor (28)

Toughness (20)

Toughness (20)

Dryness (25)

Appearance (20)

Flour flavor (36)

Mushiness (22)

Dryness (20)

Roughness (23)

Flour flavor (22)

Burnt flavor (20)

Roughness (26)

Appearance (22)

Burnt flavor (25)

Roughness (30)

1)Attributes selected by more than 20% of the subjects in each testing site are listed
2)Numbers in the parenthesis are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checked the attributes (p<0.05)

<Table 6> Overall liking scores for 6 pizza crust samples in the

blind and in the informed testing condition

Sample Blind group
Informed 

group
t-value

Overall

liking

PHutP 5.4b 5.2b 0.525

MrP 6.5a 5.5b 3.046**

DomP 6.5a 6.2a 1.106

LeeP 4.1c 5.0b -2.464**

ATeenP 5.0b 5.3b -1.036

PFacP 4.7bc 5.0b -0.672

F-value 15.890*** 3.572** 　

a,b,c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the same alphabet

superscript do not differ significantly (p<0.05)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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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크러스트 시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호도 및 외관, 향미,

조직감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호도 항목에서 시료간

의 유의적 차이가(p<0.05) 나타났다. 전반적 기호도는 미국

식 오븐피자이면서 스크린 구이 방식으로 구워낸 MrP 시료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p<0.05) 평가되었으며,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구워 낸 화덕피자인 LeeP의 시료가 모든 기호도

평가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ATeenP, PFacP의 시

료들도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화덕피자의 특성

과 같다.

정보제공 유무에 따른 기호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화덕

피자는 팬피자에 비해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화덕피

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정보 제공 후에 기호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특히 LeeP 시료는 정보 제공 전에

는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p<0.05) 수준이었으나, 정

보제공 후에는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을(p<0.05) 볼

수 있었다.

현대식 오븐을 사용하는 PHutP, MrP, Domp의 피자 크러

스트 시료들은 팬피자의 조리 온도와 조리 시간에 따른 외

관적 특성과 유제품, 개량제 같은 첨가물에 따른 감칠맛의

증가와 녹말의 노화 억제가 반영된 피자 크러스트에 대한 기

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자 화덕 오븐을 사용하

는 LeeP, ATeenP, PFacP의 피자 크러스트 시료들은 화덕피

자의 쫄깃한 식감 외의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기호도를 낮추

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피자 크러스트의 기호 유도 인자

로서 팬피자의 외관적 특성과 색깔, 유제품의 향, 감칠맛의

특성을 선호하며 화덕피자의 쫄깃함, 응집성, 질긴 정도, 부

착성의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제공

에 있어 화덕피자는 정보 제공 후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덕피자를 이탈리아 문화의 정통성과

연관 시키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팬

피자가 가지고 있는 외관적 특성과 맛의 특성을, 화덕피자가

가지고 있는 식감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 피자 크러스트

의 소비자 기호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통해 이탈리아 방식의 화덕피자가 도입이 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문화적 정통성을 인지하면서도 기호도에 있

어서는 소비자 연구에 의한 배합 비율로 제조된 피자의 크

러스트의 관능적 특성을 더욱 높게 선호 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것은 소비자의 기호도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 기호도를 높이는 연

구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앞으로도 성공적인 상업적 피자 모

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번 조사는 서울의 20대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피자 크러스트의 관능

적 특성에 따른 기호도를 알아보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전체

적인 연령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대

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피자 크러스트의 보편적 기

호도를 분석해 본다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을 고루 갖춘

재료 배합비율과 조리 온도, 조리 시간에 따른 피자 크러스

트를 개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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