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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the perception of volume in college students with a normal weight versus those students with 
obesity.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a normal weight group (＜23 body mass index, n=121) and an 
obese group (≥23 body mass index, n=110), The perception of volume was measured under different bever-
age colors (colorless, black, yellow, and blue) and cup colors (colorless, black, yellow, and blue) containing 
the same amount of liquid (150 ml). We found that the normal weight group perceived significantly more liq-
uid in a cup with a blue beverage versus a colorless one. The obese group perceived significantly more liq-
uid in a cup with a yellow or blue beverage versus a colorless one. In terms of cup color, the normal 
weight group perceived significantly more liquid in a black color cup compared to a blue color cup.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erceived volume according to the color of cup among the obese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volume between the normal and obese group 
under all conditions tested. In conclusion, beverage and cup color effects volume perception in normal weight 
students, while only beverage color effects volume perception in obese students. Therefore, controlling, the 
color of beverages and cups may help to control the consumption of drinks.

Key words : perceived volume, beverage color, cup color, normal weight, obese

서 론

인체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은 영양소의 운반, 세포 구조의 형성과 안

정성, 노폐물과 독성물질 제거, 생화학 반응에서의 

용매, 인체의 체온 조절,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등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Lang 등 1998).
에너지 밀도는 식품 무게에 대한 열량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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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식품 속 수분은 무게가 있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고자 할 때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서 포만도를 높일 수 있는 음식이 효과적인

데, 이를 위해서는 식이 섬유나 수분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이상적인 체중 조절은 우리 몸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체중 조절을 함으로써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 탈수

에 이르기도 한다. 탈수는 인지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약한 급성 탈수(4%의 체중 변화)는 혈청의 양

이 줄어듦에 따라 심혈관 기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Gonzalez-Alonso 등 1997; Shirreffs 등 

2004; Rosenbloom 2010). 이와 같이 올바른 수분 섭

취는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시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에 함유된 수분을 섭취하

기도 하고, 물과 음료를 통하여 수분을 섭취하기도 

한다. Wansink(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과 수분 

섭취의 71% 이상이 그릇, 컵, 접시 등의 식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Harrar 등(2011)의 4가지 다른 색 식기에 담긴 팝

콘 실험에서도 붉은색 식기에 담겨 제공하였을 때 

더 달게 느끼고, 푸른색 식기에 담길 경우 더 짜게 

느껴지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식기구의 색상이 음

식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Lyman(1989)의 주장

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게 식기구의 색상은 음

식의 맛을 좌우하기도 하며, 식욕을 촉진시켜 과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시각적 자극에 의해 음식물을 관찰

하고, 이에 따라 음식물의 양을 인지하게 된다. 인

지된 음식물의 양은 포만도에도 영향을 미쳐 음식 

섭취량에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인지된 음

식물의 양은 시각적 착시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시각적 착시는 그릇의 크기뿐만 아니라 내용물의 

색상, 또는 그릇의 색상에 의해서도 나타나 인지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nsink & Van Ittersum 

(2007)는 같은 양의 감자를 12인치와 8인치 접시에 

담아 관찰한 인지 실험에서, 12인치 접시에 놓인 감

자를 8인치 접시에 놓인 감자보다 더 적은 양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Kahn & Wansink(2004)의 

M&M 맛은 동일하지만 색상의 가짓수가 달리한 사

탕실험에서 더 많은 색상의 사탕을 43% 더 많이 소

비함으로써 음식의 색상이 인지량의 차이를 일으키

고, 나아가 섭취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Hong 등(2011)의 밥그릇 색상(흰색, 노
란색, 파란색, 검정색)에 따른 인지량 실험에서도 비

만그룹이 정상체중그룹에 비해 모든 밥그릇에서 많

은 양이 담겼다고 인지하였으며, Ahn(2010)은 검정

색과 파란색 밥그릇에 제공된 밥은 시각적으로 양

이 많아 보였고, 노란색과 흰색 밥그릇에 담긴 밥은 

양이 적어 보였다고 보고하여, 그릇의 색상에 의해 

내용물의 인지량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색상에 의한 인지량의 차이는 음식의 

색상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도구의 색상에 따라

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그리하여 

그릇이나 도구, 음식물의 색상에 따른 인지량의 차

이는 식이섭취에 영향을 미쳐, 체중조절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정상체중 그룹과 비만 그룹의 여

대생을 대상으로 음료의 색상에 따른 인지량의 차

이와 컵의 색상에 따른 인지량의 차이를 알아보고, 
새로운 체중 조절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홈페이지와 교내 

신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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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icture of 150 ml of colorless, black, yellow, and 
blue beverage.

Figure 2. Picture of 150 ml water in colorless, black, yellow, 
and blue cup.

본 연구는 총 231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BMI 
(body mass index) 23 미만인 대상자를 정상체중 그

룹으로, BMI 23 이상인 대상자를 비만 그룹으로 구

분하여, 1) 네 가지 색상의 다른 음료에 대한 인지

량에 관한 비교 연구 실험에 정상체중 그룹 51명과 

비만 그룹 48명을, 2) 네 가지 컵의 색상에 대한 인

지량에 관한 비교 연구에 정상체중 그룹 70명과 비

만 그룹 62명의 결과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신체 계측 및 비만도 측정 

신장과 체중은 실험 시작 전에 신장계(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옷을 입은 상태

에서 맨발로 자연스럽게 직립자세를 취하게 하고, 
신장은 0.1 cm, 체중은 0.1 kg까지 측정하였다. 체성

분은 체지방 측정기기인(In Body 7.0(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체지방량(body fat mass, kg), 체

지방률(percent body fat), 체질량 지수(body mass in-
dex)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대상자가 금속제품

을 빼고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로 손발을 알코올

로 닦은 후 측정기 위에 표시된 지점에 정확히 올

라서서 연령과 신장, 성별을 정확히 입력하고 양팔

을 벌린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3. 연구 도구

첫 번째 실험은 네 가지 색상의 다른 음료에 대

한 인지량에 관한 비교 연구 실험으로, 연구에 사용

된 컵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컵의 부피는 210 cm3

로 컵의 받침 부위의 지름은 5 cm, 위 부위의 지름

은 7 cm, 높이는 7.7 cm, 컵의 두께는 0.1 cm로, 크
기와 모양이 동일한 컵 4개에 색상이 다른 4가지 

음료[생수(무색), 콜라(검정), 오렌지주스(노랑), 스포

츠음료(파랑)]를 각각 150 ml씩 담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제공하였다. 음료의 양을 비교 측량할 수 

있도록 200 ml 부피의 메스실린더에 150 ml의 생수

를 담아 기준량이 150 ml임을 제시하여 주었다. 
두 번째 실험은 네 가지 컵의 색상에 대한 인지

량에 관한 실험으로, 연구에 사용된 컵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컵의 부피는 210 cm3로 컵의 받침 부위

의 지름은 5 cm, 윗 부위의 지름은 7 cm, 높이는 

7.7 cm, 컵의 두께는 0.1 cm로, 크기와 모양이 같고, 
네 가지 색상의 컵(무색, 검정, 노랑, 파랑)에 무색의 

생수를 각각 150 ml를 담아 제공하였다. 음료의 양

을 비교 측량할 수 있도록 200 ml 부피의 메스실린

더에 150 ml의 생수를 담아 기준량이 150 ml임을 

제시하여 주었다. 

4. 인지량 측정

신체 계측과 체성분 분석을 마친 연구 대상자들

을 연구 도구가 배치되어 있는 실험실로 한 사람씩 

입실하도록 하였다.
비만도에 따른 인지량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첫 번째 실험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컵에 각각 

생수(무색), 콜라(검정), 오렌지주스(노랑), 스포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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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ormal group
(n=51)

Obese group
(n=48)

Age (yr)  22.0±0.28  21.8±0.27

Height (cm) 161.3±0.68 162.3±0.70

Weight (kg)  53.8±0.84  66.1±0.95

BMI1) (kg/m2)  20.6±0.23  25.0±0.28

Percent of body fat (%)  29.7±0.75  35.3±0.44

Skeletal muscle mass (kg)  19.5±0.73  23.2±0.31
1)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2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in the study of four color 
beverages.

(Mean±SEM)

Characteristics Normal group 
(n=70)

Obese group
(n=62)

Age (yr)  21.9±0.22  21.5±0.34

Height (cm) 160.9±0.79 162.4±0.91

Weight (kg)  53.3±1.00  65.7±1.07

BMI1) (kg/m2)  20.6±0.28  24.9±0.28

Percent of body fat (%)  28.2±0.99  35.1±0.51

Skeletal muscle mass (kg)  19.5±1.03  23.1±0.35
1)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2

Table 2. Subject characteristics in the study of four color 
cups.

(Mean±SEM)

료(파랑)를 150 ml씩 동일량을 담고, 비교 측량이 가

능하도록 기준이 될 수 있는 200 ml의 메스실린더

에 150 ml의 생수를 담아 150 ml임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컵에 담긴 음료수를 보고 측량되어진 인지

량을 설문지 문항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크기와 모양 및 부피는 같지만 

색상이 투명,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의 컵에 생수를 

담고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비교 측량이 가능하

도록 200 ml의 메스실린더에 150 ml의 생수를 담아 

150 ml임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컵에 담긴 음료수

를 보고 측량되어진 인지량을 설문지 문항에 기록

하도록 하였다.

5.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인지량을 데이터 값으로 사용하여 평

균(mean) 및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n, SEM)
를 산출하였다. 네 가지 색상의 다른 음료에 대한 

인지량 실험과 네 가지 컵의 색상에 대한 인지량 

실험에 대한 그룹 내 비교는 확률화불록계획법(Ran-
domized Block Design)을 실시한 후 사후 검증은 

Tukey 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별 그룹 

간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른 색상 음료와 다른 

색상 컵에 대한 정상체중그룹과 비만그룹 간의 인

지량 평균비교는 t-test로, 분산 비교는 Levene의 등

분산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

준은 P＜0.05로 검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첫 번째 실험인 네 가지 색상의 음료에 대한 인

지량 실험에서 정상체중 그룹 51명과 비만 그룹 48
명의 신체 계측 및 비만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정상체중 그룹 51명의 평균 나이는 22.0세, 신장

은 161.3 cm, 몸무게는 53.8 kg, 평균 체질량지수

(BMI)는 20.6 kg/m2, 체지방률은 29.7%, 골격근량은 

19.5 kg이었다. 비만 그룹의 48명의 평균 나이는 

21.8세, 신장은 162.3 cm, 몸무게는 66.1 kg, 평균 체

질량지수(BMI)는 25.0 kg/m2, 체지방률은 35.3%, 골

격근량은 23.2 kg이었다.
두 번째 실험인 네 가지 색상의 컵에 대한 인지

량 실험에서 정상체중 그룹 70명과 비만 그룹 62명
의 신체 계측 및 비만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정상체중 그룹 70명의 평균 나이는 21.9세, 신장

은 160.9 cm, 몸무게는 53.3 kg, 평균 체질량지수

(BMI)는 20.6 kg/m2, 체지방률은 28.2%, 골격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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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rmal group (n=51) Obese group (n=48)

Colorless Black Yellow Blue F Colorless Black Yellow Blue F

Perceived volume (ml) 116.8±7.07a 119.7±6.90ab 120.9±7.29ab 129.3±9.24b 2.663* 115.4±6.17a 120.6±6.89ab 124.8±7.26b 127.7±7.45b 7.07***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0.05 as determined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P＜0.05, ***P＜0.001

Table 3.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four color beverages between normal and obese group. 
(Mean±SEM)

Figure 3.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color beverage in same cups between the normal and obese group. (A) Colorless 
beverage. (B) Black beverage. (C) Yellow beverage. (D) Blue beverage. The median is represented by the solid line in 
the box. The lower and upper edges of the boxes represent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respectively, and the lines 
extending from the boxes represent the 10th and 90th percentiles. Bars are mean±SEM (normal group; n=51 vs. obese 
group; n=48). F-value and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variances between normal and obese group by 
Levene's test.

19.5 kg이었다. 비만 그룹의 62명의 평균 나이는 

21.5세, 신장은 162.4 cm, 몸무게는 65.7 kg, 평균 체

질량지수(BMI)는 24.9 kg/m2, 체지방률은 35.1%, 골

격근량은 23.1 kg이었다.

2. 네 가지 색상의 음료에 대한 인지량 실험

연구 대상자들에게 4개의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다른 색상(투명, 검정, 노랑, 파랑)의 음료 150 ml를 

담아 그룹 내 인지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

타내었다.
같은 형태의 컵(투명컵)에 담긴 다른 색상의 음료

의 인지량은 정상체중 그룹의 경우 파란색 음료가 

무색의 생수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만 그룹의 경우 파란색 음료와 

노란색 음료가 무색의 생수보다 유의적으로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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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colorless beverage in colorless, black, yellow, blue cups between the normal and obese 
group. (A) Colorless cup. (B) Black cup. (C) Yellow cup. (D) Blue cup. The median is represented by the solid line in the 
box. The lower and upper edges of the boxes represent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respectively, and the lines ex-
tending from the boxes represent the 10th and 90th percentiles. Bars are mean±SEM (normal group; n=70 vs. obese 
group; n=62). F-value and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variances between normal and obese group by 
Levene's test.

Variables
Normal group (n=70) Obese group (n=62)

Colorless Black Yellow Blue F Colorless Black Yellow Blue F

Perceived volume (ml) 106.3±7.56ab 112.0±8.68b 106.4±7.19ab 102.3±6.89a 3.227* 107.1±7.38 107.7±7.84 106.3±7.34 105.6±7.52 0.39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0.05 as determined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P＜0.05

Table 4.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four color cups between normal and obese group.
(Mean±SEM)

인지하였다. 
두 그룹 모두, 네 가지 다른 색상의 음료를 150 

ml 제공하였지만, 각각의 컵에 담겨진 음료량을 100 
ml 내외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가지 다른 색상 음료에 대한 그룹 간 

인지량 평균비교에서는 정상체중그룹과 비만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3). 또한 각 색상

별 음료의 분산의 경우도 투명 음료(F=3.405), 검정

색 음료(F=0.310), 노랑색 음료(F=0.535), 그리고 파

랑색 음료(F=1.277)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네 가지 색상의 컵에 대한 인지량 실험

연구 대상자들에게 4개의 다른 색상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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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투명, 검정, 노랑, 파랑)에 같은 색상의 음료(생
수)를 150 ml를 담아 그룹 내 인지량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다른 색상의 컵에 담긴 같은 색상의 음료의 인지

량은 정상체중 그룹의 경우, 검정색 컵에 담긴 생수

가 파란색 컵에 담긴 생수보다 유의적으로 많게 인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만 그룹에서는 네 가

지 컵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두 그룹 모두, 네 가지 다른 색상의 컵에 150 ml 

생수를 제공하였지만, 각각의 컵에 담겨진 생수량을 

100 ml 내외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가지 다른 색상 컵에 대한 그룹 간 인

지량 평균비교에서는 정상체중그룹과 비만그룹 간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4). 또한 각 색상별 

음료의 분산의 경우도 투명한 컵(F=0.498), 검정색 

컵(F=0.517), 노랑색 컵(F=0.106), 그리고 파랑색 컵

(F=0.034)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모든 사람이 음식 섭취 조절에 있어서 외부의 환

경요인들은 직접 작용하기도 하지만 음식 섭취 분

량의 기준이나 음식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같이 작용할 수 있는데(Stroeblele & De 
Castro 2004), 이러한 환경 요인에 관여하는 감각적

인 요소로는 기온, 냄새, 소리 그리고 시각이라 하

였다(Chang 등 2008). 이러한 시각은 음식뿐만 아니

라 음료의 인지량 차이로 나타나 결국 음료의 과다

한 섭취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을 일

으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같은 형태의 투명 컵에 담긴 다른 색상의 음료의 

인지량은 정상체중 그룹과 비만 그룹 모두 파란색 

음료가 투명한 생수보다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Hong 등(2011)의 두 그룹(정상체중그

룹과 비만그룹) 내 밥그릇 색상별 비교 실험에서, 
모든 밥그릇 색상별 인지량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

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투명한 컵에 담겨 있는 음

료의 색상이 그대로 돌출되어, 색의 인지적 차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파랑색의 스포츠 음료가 더 많

다고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색상의 컵에 담긴 같은 색상의 음료의 인지

량은 정상체중 그룹의 경우, 검정색 컵에 담긴 생수

가 파란색 컵에 담긴 생수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것

으로 인지하였는데, 이는 Ahn(2010)의 밥그릇 색상

별 인지량 실험과 Hong 등(2011)의 밥그릇 색상별 

인지량 실험에서 검정색의 밥그릇의 밥이 가장 많

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음식이나 음료에 있

어서도 검정색은 본래의 양보다 많게 인지하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실험 모두 컵에 담긴 음료의 인지량은 

두 그룹 모두 실제량인 150 ml보다 적게 인지하였

는데, 이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 메스실

린더의 형태가 컵과 달라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같은 형태의 컵에 담긴 다른 색상의 음료의 인지

량에 대한 연구는 사물의 인지 과정에서 새로운 물

체를 보았을 때 입력된 시각정보가 이전의 것과 유

사하면 일단 그것을 같은 범주로 인지하게 되므로

(Lee 2000), 본 실험에서는 각 컵을 나란히 배열하지 

않고 각기 다른 공간에 배치하여 각기 다른 컵의 

인지량과 비교되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Hong 등(2011)의 밥그릇 색상별 정상체중

그룹과 비만그룹 간 인지량의 평균 비교에서 비만

그룹이 정상체중그룹보다 모든 색상의 밥그릇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실험에서는 정상체중그룹과 비만그룹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료 형태인 밥(고형)과 음료

(액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정상인과 비만인의 식

이 및 인지 형태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의 시각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복합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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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주요인자로, 시각을 통하여 음식을 보게 되면 

식욕관련 신경전달물질들의 생성이 자극되고 타액, 
인슐린 및 위산 분비가 야기되어 음식 섭취량에 영

향을 미친다(Rogers & Hill 1989). 
빨강이나 노랑 같은 난색의 경우 식욕을 촉진시

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에 파랑이나 녹색 같은 한색

의 경우 식욕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등 각각의 

색은 사람에게 식욕의 증진과 감퇴 및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며(Kim 등 2009), 또한 음식 외관의 

색도 인지적 착각에 변화를 주어 실제 섭취량에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Stroebele & De Castro 
2004). Piqueras-Fiszman 등(2012)은 동일한 음식이지

만 담는 접시에 따라 검은색보다 흰색 접시의 무스

가 맛 인식 강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컵 

색상은 음료의 온기 평가에서 동일한 온도의 커피

를 빨강, 노랑, 녹색, 파랑색 컵 순으로 따듯함의 정

도를 다르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Guéguen & Jacob 
2012), 갈증해소력도 차가운 색(파랑, 녹색)이 따듯한 

색(빨강, 노랑)보다 47.5% 더 높게 나타내었다(Guéguen 
2003), 이렇게 색상은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의 섭취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2010)은 노란색, 흰색 밥그릇 순으로 빠르게 

식욕을 일으키지만 시각적으로 양도 적어 보여 기

준량보다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반
대로 검정이나 파란색은 차갑고 짙어 기준량보다 

적게 섭취하려는 심리적 의지가 생겨서 과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색상은 의식적

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인

식에 관여하고 있는데, 음식을 제공하는 그릇이나 

컵의 색상은 식이 섭취시 인지량의 차이를 일으켜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써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체중 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들은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음식을 남김으로써 칼

로리 섭취를 줄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우 1회 섭취 분량의 크기나 식품의 포장

단위가 3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Nestle 2003; Young 

& Nestle 2003), 본인의 식이섭취량이 음식 섭취분량

의 기준(consumption norms)에 작용하여 스스로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청량음료와 과일 음

료의 섭취 증가는 당의 섭취를 증가시켜 체중증가

를 나타내고 있는데(Mozaffarian 등 2011), 이는 음료

의 1회 섭취 분량의 크기나 식품의 포장단위가 시

각을 통한 인지적 차이를 일으켜 과다 섭취를 유발

하고 나아가 체중 증가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이조절뿐만 아니라 식이환경에서의 개

선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식기

구의 하나인 컵과 음료의 시각적 인지량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체중 조절과 비만 관리의 방안을 제공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

다.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정상체중그룹과 비만그룹을 대상으로 

음료의 색상과 컵의 색상에 따른 인지량의 평균과 

분산의 정도를 통해 인지량의 정확성을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료의 색상에 따른 그룹 내 인지량을 알아본 결

과 정상체중그룹의 경우 파랑색 음료의 양을 투

명한 음료의 양보다 유의적으로 많다고 인지하였

으며, 비만그룹의 경우 노란색 음료와 파랑색 음

료를 투명한 음료보다 유의적으로 많다고 인지하

였다. 또한 음료의 색상에 따른 그룹 간 인지량 

평균비교와 분산 비교를 한 결과 모든 색상의 음

료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2. 컵의 색상에 따른 그룹 내 인지량을 알아본 결과 

정상체중그룹의 경우 검정색 컵의 양을 파랑색 

컵의 양보다 유의적으로 많다고 인지하였으며, 
비만그룹의 경우 컵의 색상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컵의 색상에 따른 그룹 간 인

지량 평균비교와 분산 비교를 한 결과 모든 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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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료의 색상이나 컵

의 색상과 같은 외부적인 식이환경에 의해 인지적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상의 음료나 컵이 개발되고, 이

를 실생활에 활용하면 수분 섭취가 조절되어, 건강

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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