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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olume perception of water according to cup shape was examined in female college students divided 
into a normal weight group (＜23 body mass index, n=51) and an overweight group (≥23 body mass index, 
n=48). The perceived water volume was recorded by participants after they observed the water volume in 
cups with different shape (highball and tumbler) and with different base height (high base and low base), 
which contained the same amount of water (150 ml). The normal weight group perceived a water volume of 
238.5 ml (highball) and 201.6 ml (tumbler) for the high base cups. The overweight group perceived a volume 
of 245.6 ml (highball) and 188.8 ml (tumbler). For the low base cups, the normal weight group perceived a 
water volume of 207.8 ml (highball) and 104.1 ml (tumbler). The overweight group perceived a volume of 
202.2 ml (highball) and 100.4 ml (tumbler). Both the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groups perceived sig-
nificantly more liquid in the highball cups compared to the tumbler cups. In addition, both groups perceived 
significantly more liquid in the high base cups compared to the low base cups. However, there were no sig-
nificant differences in the estimated variance of perceived volume between the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groups according to the cup shape and cup base height. In conclusion, cup shape and base height potentially 
affects volume perception. Therefore, modifying cup shape may be used in a weight control program to help 
control caloric beverag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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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명유지에 필수요소인 수분은 음식물에 포함된 

상태 또는 음료의 형태로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과 음료의 섭취는 71% 이상이 그릇, 
컵, 접시 등과 같은 식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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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식기구의 크기에 따라서 인지량의 차이를 주

어 섭취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이스크림을 크

기가 다른 두 종류의 그릇으로 제공하고 섭취량을 

조사하였더니,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 31%정도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담아 먹은 것으로 나타났고(Wansink 등 2006), 액체

성 물질인 시럽형 기침약을 복용할 때 더 큰 스푼

을 사용하면 권장 복용량의 22% 더 부어서 복용량

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Wansink & Van Itter-
sum 2003). 특히 컵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담는 

가장 보편화된 식기구이면서, 컵의 형태에 의해서도 

인지량의 차이를 나타내어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Wansink & Van Ittersum(2003)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폭이 좁고 

긴 컵(highball)과 폭이 넓고 짧은 컵(tumbler)에 주스

를 따르게 했을 때 폭이 넓고 짧은 컵에 88% 더 부

어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컵은 용도나 형태에 따라 기저부(밑 부분)의 이름

이 다양하다. 도자기 형태의 컵은 기저부는 굽(foot)
이라는 이름으로 기물을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컵 

자체의 형태미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유리 

형태의 컵은 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베이스

(base)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컵은 형태에 따라 섭취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컵의 기저부가 음

료의 용량 변화를 좌우하여 섭취량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컵은 같은 형

태일지라도 기저부가 낮은 컵은 기저부가 높은 컵

에 비해 사람들은 음료를 더 많이 따르게 된다. 따
라서 컵 형태의 차이뿐 아니라 기저부의 높이에 따

라서도 인지량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이러한 인지량의 차이는 수분섭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상체중 그룹과 과체중 그룹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형태와 기저부의 높이가 

다른 네 가지 컵(기저부가 높은 highball, 기저부

가 높은 tumbler, 기저부가 낮은 highball, 기저부

가 낮은 tumbler)에 담겨진 생수의 인지량을 알아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그룹 내의 컵의 형태와 

기저부의 높이에 따른 인지량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여 새로운 수분 섭취 조절 방법을 제시해 보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홈페이지와 교내 

신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자발적인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총 99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BMI 

(body mass index) 23 미만인 자를 정상체중 그룹으

로, BMI 23 이상인 자를 과체중 그룹으로 구분하였

는데, 정상체중 그룹 51명과 과체중 그룹 48명의 결

과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신체 계측 및 비만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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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에서 맨발로 자연스럽게 직립자세를 취한 상태

에서, 체성분은 체지방 측정기기(In Body 7.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체지방량(body 
fat mass, kg), 체지방률(percent body fat),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대상자가 금속제품을 빼고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로 손발을 알코올로 닦은 후 측정기 위에 표

시된 지점에 정확히 올라서서 연령과 신장, 성별

을 정확히 입력하고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측정

하였다. 신장은 0.1 cm, 체중은 0.1 kg까지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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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icture of 150 ml water in high base highball, high 
base tumbler, low base highball and low base tum-
bler by the normal & overweight group.

3. 연구 도구

형태와 기저부 높이가 다른 네 가지 컵에 담긴 생

수의 인지량을 비교 실험으로, 연구에 사용된 컵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기저부가 높은 highball(길고 좁

은 컵)의 부피는 180 cm3로 위 안지름이 4.5 cm, 아
래 안지름이 4.5 cm, 높이 20.5 cm, 컵 중심의 기저부 

높이 5 cm, 위와 아래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두께 차

이는 0.2 cm로 동일하며, 기저부가 높은 tumbler(낮고 

넓은 컵)의 부피는 200 cm3로 위 안지름이 8.5 cm, 
아래 안지름이 8.5 cm, 높이 7 cm, 컵 중심의 기저부 

높이 1.5 cm, 위와 아래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두께 

차이는 0.2 cm로 동일하다. 또한 기저부가 낮은 high-
ball(길고 좁은 컵)의 부피는 220 cm3로 위 안지름이 

4.5 cm, 아래 안지름이 4.5 cm, 높이 20.5 cm, 컵 중

심의 기저부 높이 1.5 cm, 위와 아래 바깥지름과 안

지름의 두께 차이는 0.2 cm로 동일하며, 기저부가 낮

은 tumbler(낮고 넓은 컵)의 부피는 350 cm3로 위 안

지름이 8.5 cm, 아래 안지름이 8.5 cm, 높이 7 cm, 컵 

중심의 기저부 높이 0.2 cm, 위와 아래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두께 차이는 0.2 cm로 동일하다. 

4. 인지량 측정

신체 계측과 체성분 분석을 마친 연구 대상자들

을 연구 도구가 배치되어 있는 실험실로 한 사람씩 

입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험참가자들은 150 ml
씩 동일량 담겨져 있는 기저부가 높은 highball과 기

저부가 높은 tumbler 그리고 기저부가 낮은 highball
과 기저부가 낮은 tumbler을 관찰하고, 얼마나 담겨

졌다고 생각되는 인지량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각 

컵에 담긴 음료수는 같은 테이블이 아닌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하였다. 또한 비교 측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될 수 있는 200 ml의 메스실린더에 150 ml
의 생수를 담아 150 ml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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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와 기저부 높이가 다른 컵에 담

긴 생수의 인지량 실험에 대한 그룹 내 비교에 있

어서 컵 형태별, 기저부 높이별 인지량 비교는 

paired t-test로 실시하였다. 또한 형태와 기저부 높이

가 다른 네 가지 컵에 담긴 생수에 대한 인지량의 

비교 연구의 그룹 간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
산 비교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형태와 기저부 높이가 다른 네 가지 컵에 담긴 

생수에 대한 인지량의 비교 연구에서 정상체중 그

룹 51명과 과체중 그룹 48명의 신체 계측 및 비만

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정상체중 그룹 51명의 평균 나이는 22.0세, 신장

은 161.3 cm, 몸무게는 53.8 kg, 평균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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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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EM)

Variables
Normal group (n=51) Overweight group (n=48)

H-H1) H-T2) t-value H-H H-T t-value

Perceived volume (ml) 238.5±16.2 201.6±12.2 3.319** 245.6±15.0 188.8±10.7 4.777***
1) H-H: high base highball
2) H-T: high base tumbler
**P＜0.01, ***P＜0.001

Table 2.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water in high base highball and high base tumbler by the normal & overweight group.
(Mean±SEM)

Variables
Normal group (n=51) Overweight group (n=48)

L-H1) L-T2) t-value L-H L-T t-value

Perceived volume (ml) 207.8±12.7 104.1±9.5 9.884*** 202.2±11.1 100.4±6.9 10.698***
1) L-H: low base highball
2) L-T: low base tumbler
***P＜0.001

Table 3.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water in low base highball and low base tumbler by the normal & overweight group.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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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kg이었다. 과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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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태가 다른 네 가지 컵에 담긴 생수의 인지량을 

비교(highball vs tumbler)

기저부가 높은 highball에 생수를 150 ml 담았을 

때 정상체중인의 인지량은 238.5 ml이었고, 과체중

인은 245.6 ml이었다. 기저부가 높은 tumbler에 생수

를 150 ml 담았을 때 정상체중인의 인지량은 201.6 
ml이었고, 과체중인은 188.8 ml이었다.

기저부가 낮은 highball에 생수를 150 ml 담았을 

때 정상체중인의 인지량은 207.8 ml이었고, 과체중

인은 202.2 ml이었다. 기저부가 낮은 tumbler에 생수

를 150 ml 담았을 때 정상체중인의 인지량은 104.1 
ml이었고, 과체중인은 100.4 ml이었다.

컵 형태별 인지량 비교에서는 정상체중 그룹에 

있어 기저부가 높거나 낮거나에 관계없이 highball에 

담겨있는 생수가 tumbler에 담겨 있는 생수보다 유

의적으로 많이 담겨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H-H vs H-T 비교, L-H vs L-T 비교), 과체중 

그룹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Table 2, 3).

3. 기저부 높이가 다른 네 가지 컵에 담긴 생수의 인지량 

비교(high base vs low base)

컵의 기저부 높이에 따른 인지량 비교에서는 정상

체중 그룹에 있어서 highball과 tumbler의 형태와 관계

없이 기저부가 높은 컵이 기저부가 낮은 컵보다 유

의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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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rmal group (n=51) Overweight group (n=48)

H-T1) L-T2) t-value H-T L-T t-value

Perceived volume (ml) 201.6±12.2 104.1±9.5 9.654*** 188.8±10.7 100.4±6.9 11.467***
1) H-T: high base tumbler
2) L-T: low base tumbler
***P＜0.001

Table 5.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water in high base tumbler and low base tumbler by the normal & overweight group.
(Mean±SEM)

Variables
Normal group (n=51) Overweight group (n=48)

H-H1) L-H2) t-value H-H L-H t-value

Perceived volume (ml) 238.5±16.2 207.8±12.7 3.686** 245.6±15.0 202.2±11.1 4.688***
1) H-H: high base highball 
2) L-H: low base highball
**P＜0.01, ***P＜0.001

Table 4.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water in high base highball and low base highball by the normal & overweight group.
(Mean±SEM)

Figure 2. Perceived volume of 150 ml of water in high base highball, high base tumbler, low base highball and low base tumbler 
by the normal & overweight group. (A) High base highball. (B) High base tumbler. (C) Low base highball. (D) Low base 
tum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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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group; n=51 vs. overweight group; n=48). F-value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variances betwee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group by Leven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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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H-H vs L-H 비교, H-T vs L-T 비교), 과체중 

그룹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Table 4, 5).
형태와 기저부 높이가 다른 네 가지 컵에 담긴 

생수의 인지량 평균비교에서는 정상체중 그룹과 과

체중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2). 또
한 네 가지 컵에 담긴 생수의 분산은 기저부가 높

은 highball(F=0.195), 기저부가 높은 tumbler(F=2.344), 
기저부가 낮은 highball(F=3.190), 기저부가 낮은 tum-
bler(F=1.403)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 찰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인지량의 차이를 본 Van 
Ittersum & Wansink의 실험(2012)에서 직경 9 cm의 

그릇을 중심으로 그보다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을 제

공하고, 원하는 그릇에 토마토 수프를 담도록 요청

하였더니, 9 cm 보다 작은 그릇에는 8.2% 더 적은 

양을 담았고, 큰 그릇에는 9.9% 더 많은 양을 담았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수프 부

분의 원과 접시의 가장자리 바깥쪽 원 사이의 비율

에 따라 수프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

을 일으켜 음식의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식뿐만 아

니라 음료를 담는 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Wansink & van Ittersum(2005)의 실험에서 

바텐더를 대상으로 highball과 tumbler에 정해진 알코

올의 양을 붓도록 하였을 때 tumbler에 26% 더 부었

고, 연습을 시킨 대학생들도 highball보다 tumbler에 

30% 더 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그릇

의 세로와 가로가 같아도 세로가 높은 그릇을 더 

큰 것으로 인식하여(Krider 등 2001), 높이가 높은 

그릇보다는 폭이 넓은 컵에 음료수를 더 많이 따르

며,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
sink & Van Ittersum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highball과 tumbler의 생수 인

지량 비교는 highball이 tumbler보다 많이 담겨져 있

다고 인지하였는데, 이는 Piaget(1969)의 얇고 긴 용

기에 있는 것이 수직적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은 음료수를 컵에 직접 따르는 것이 

아니라 컵에 미리 담겨진 음료수를 제공받아 인지

량을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 음료수가 이미 담겨진 

컵은 채워지지 않은 컵의 빈 부분보다 음료가 채워

져 있는 높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기저부

가 높은 highball의 음료수 양을 가장 많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 정상체중그룹과 비만체중그룹 사

이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체

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식기구나 그

릇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오를 일으키게 하면, 인
지량에 영향을 끼쳐 소비량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

여진다(Wansink & van Ittersum 2007).
본 실험은 기저부가 노출되어 있는 투명한 유리 

소재를 사용하여 같은 색의 음료의 양을 제시하였

을 때 기준량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더불어, 기저부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밑바닥을 올

린 밥그릇에 밥(고형)을 제공했던 Chang 등(2007)의 

연구와 밑바닥을 높인 국그릇에 국(액체)을 제공했

던 Jung 등(2010)의 연구에서는 1회 섭취량이 감소

하였으나 높은 포만도와 함께 열량의 감소가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음식섭

취보다 음료섭취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

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많은 양의 음료

를 섭취하고 있으므로, 컵의 기저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소재를 선정,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음료의 섭

취량에도 영향을 주고, 식이조절을 통한 체중 조절

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상체중 그룹과 과체중 그룹의 여대

생을 대상으로 형태와 기저부의 높이가 다른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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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컵(기저부가 높은 highball, 기저부가 높은 tum-
bler, 기저부가 낮은 highball, 기저부가 낮은 tumbler)
에 담겨진 생수의 인지량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수가 담긴 컵의 형태에 따른 비교(highball vs 

tumbler)에서 기저부의 높이에 관계없이, 정상체

중 그룹과 과체중 그룹 모두에서 highball에 담겨 

있는 생수를 tumbler에 담겨 있는 생수보다 유의

적으로 많게 인지하였다.
2. 생수가 담긴 컵의 기저부의 높이에 따른 비교

(high base vs low base)에서 정상체중 그룹과 과

체중 그룹 모두 highball과 tumbler에서 기저부가 

높은 컵에 담긴 생수가 기저부가 낮은 컵에 담겨 

있는 생수보다 유의적으로 많게 인지하였다. 또

한 생수가 담긴 컵의 형태나 기저부의 높이에 따

른 그룹 간 인지량 평균비교와 분산 비교를 한 

결과 네 가지 컵에 담긴 음료의 인지량은 유의적

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컵의 형태나 기저부

의 높이는 착시를 유발하여, 부정확하게 인지량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

태와 기저부의 높이를 조절한 컵이 개발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면 음료 섭취가 조절되어,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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