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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perceived volume on satiety using 400 g kimchi fried rice in a normal 
rice bowl (Normal-4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an augmented rice bowl with an elevated bottom 
(Illusion-300 and 300 g kimchi fried rice in a normal rice bowl (Normal-300). Thirty-six healthy women took 
part in this study once a week for three weeks. The Normal-400 (1st week), Illusion-300 (2nd week), and 
Normal-300 (3rd week) bowls were used to served kimchi fried rice to the same participants over three con-
secutive weeks. After each lunch, the consumption volume of fried rice, perception volume, and satiety rate 
were measured. The consumption volume of the fried rice was 313.8 g with the Normal-400, 248.9 g with 
the Illusion-300 and 240.2 g with the Normal-300. The perceived volume on an estimated five-point scale 
was 4.0 with the Normal-400, 4.1 with the Illusion-300 and 2.4 with the Normal-300. We compared the 
post-meal satiety of perceptually equal but quantitatively different amounts of food served in two different 
bowls (Normal-400 vs Illusion-300) and found that the participants felt equally full with both bowls despite 
having consumed significantly more food from the Normal-400. We also compared the post-meal satiety of 
perceptually different but quantitatively equal amounts of food in two different bowls (Illusion-300 vs 
Normal-300) and discovered that the subjects felt significantly fuller with the Illusion-300 although similar 
amounts of food were consumed from the two bowls. These two comparisons showed that visual cues play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satiety and that perceived volume is perhaps more important than the actual vol-
ume of consumed food, while in determining the level of fu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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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9년 33.8%이며, 2005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COVID-19) 이후 재택근무와 외출에 대한 제약으로 

활동량의 감소와 배달 음식과 혼밥의 증가로 비만 유

병률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Park 2020).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를 감소시켜 섭

취 에너지를 줄이거나, 활동량을 증가시켜 소비 에너

지를 늘리면 되는데, 이것이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다이어트를 분석한 

Jung과 Chang의 연구(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고, 다

이어트 실천을 위해 운동보다는 식단에 대하여 먼저 

고민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체중감량에 있어서 

식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식사 시 섭취하는 음식의 71% 이상을 접

시, 그릇 그리고 컵 등과 같은 식기구를 이용해 섭취

하는데, 식기구에 담겨 제공된 음식은 시각적 신호

(visual cue)를 토대로 형성된 주관적인 식품 섭취분량

의 기준(consumption norm)에 의해 섭취하는 양이 결

정되고, 섭취하는 동시에 감소된 양을 모니터링 하여 

섭취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식품 섭취량이 조

절된다(Raghubir & Krishna 1999). 그러므로 식기구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식

품 섭취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식기류의 형태에 따른 식행동을 실험하여 발표한 

최근 국내 연구(Jung & Chang 2020)에서 식기류(밥그

릇, 국그릇과 반찬 그릇)와 식판을 통해 밥, 국 그리

고 반찬들을 제공하고 인지량, 섭취량 및 포만도를 

비교하였는데, 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그룹의 

인지량과 섭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식

후 포만도 역시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관리가 용이하

고 편리한 장점을 가진 식판 사용이 권장할 만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식기류의 형태는 우리의 식행

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응용하여 우리의 주식인 밥을 제

공하는 밥그릇의 형태를 변화시켜 인위적으로 인지량

을 왜곡시켰을 경우 식품 섭취량과 포만도를 비교하

였으며, 음식 종류에 따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치볶음밥 한 종류만을 제공하여 섭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반 밥그릇과 바닥을 올린 착시 밥그릇에 

400 g과 300 g의 각기 다른 양의 볶음밥을 제공하지

만, 같은 양의 볶음밥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게 하였

을 경우, 식품 섭취량과 포만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반 밥그릇과 바닥을 올린 착시 밥그릇에 각각 300 g
의 같은 양의 볶음밥을 제공하지만 다른 양의 볶음밥

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게 하였을 경우의 식품 섭취량

과 포만도를 비교하여, 실제로는 다르지만 시각적으

로 같은 양이라고 인지하는 경우와 시각적으로 다르

지만 실제로는 같은 양인 경우 중 어느 쪽이 포만도

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대 성인 여성 중 체중 조절을 하지 

않고 대사성 질환이 없으며 하루 세끼 정상적인 식사

를 하고 식욕이나 식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

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식이섭

취에 있어 이상행동을 측정하는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l 1979)와 우울 증세를 측정하는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Zung 1986) 검사 결과 

각각 20, 50점 이상인 자는 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Eating Attitudes Test: 정상범위(20점 미만), 이상범위

(20점 이상),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 정상범위

(50점 미만), 경한 우울증(50점 이상), 중등중 우울증

(60점 이상), 중증 우울증(70점 이상)). 44명의 실험 

지원자 중 식이섭취 이상행동 점수가 20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부적합한 4명을 제외하고 4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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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ictures of (A) normal rice bowl, (B) illusion rice bowl, (C) experimental rice bowl.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제공된 실험식에 관계없이 모

든 실험식을 다 먹은 대상자 4명을 제외하고 최종 36
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

고 연구대상자 전원에게 실험에 대한 윤리사항 등을 

안내한 후 연구동의서를 받았으며, 본 연구는 동덕여

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번호: DDWU2011-03)
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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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trient composition of raw material in kimchi fried rice (100 g).

Raw material
 Nutrient composition

Amount (g) Energy (kcal) Carbohydrate (g) Protein (g) Fat (g) Fiber (g)

Rice 36.8 127.9 28.2 2.4 0.1 0.4

Kimchi 44.1 7.9 1.1 0.9 0.2 1.3

Beef 4.4 9.6 0.0 0.9 0.6 0.0

Onion 5.9 2.1 0.5 0.1 0.0 0.1

Mushroom 2.9 0.5 0.0 0.1 0.0 0.0

Paprika 2.9 0.5 0.1 0.0 0.0 0.1

Garlic 0.6 0.7 0.1 0.1 0.0 0.0

Soy bean oil 1.2 10.4 0.0 0.0 1.2 0.0

Perilla oil 0.6 5.2 0.0 0.0 0.6 0.0

Sesame oil 0.3 2.6 0.0 0.0 0.3 0.0

Roasted sesame 0.3 1.7 0.0 0.1 0.2 0.0

Total 100.0 169.1 30.0 4.6 3.2 1.9

2. 신체 계측

체중과 신장은 신장계(DS-102, Jenix Co., Seoul, 
Korea)로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맨발로 선 후 

직립 자세를 취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체중과 신장은 

각각 0.1 kg, 0.1 cm까지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측정치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구하

였다. 체지방 및 제지방은 금속 제품을 빼고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알코올로 닦은 맨발을 표시된 지

점에 올리게 한 후 양팔은 벌리고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게 하여 체지방 측정기(InBody 3.0, Biospace Co.,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3. 실험 식기류의 형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밥그릇이 대표적

인 식기인데 1970년대의 밥그릇의 밥 용량은 450 g, 
1990년대는 291 g, 2010년 이후는 251 g으로 나타났

으며,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밥

그릇의 경우 지름 105 mm, 높이 60 mm로 조사되었

다(Joo 2018; Yun 등 2020). 따라서 본 실험에 이용된 

일반 밥그릇은 바닥 안지름 100 mm, 윗부분 안지름 

113 mm, 외관높이 55 mm, 내관 높이 50 mm, 부피 

375 mL이었으며 이는 400 g의 밥을 담았을 때 가득 

담았다고 느끼는 크기였다. 그리고 300 g의 밥을 담

았을 때 일반 밥그릇에 400 g의 밥을 담았을 때와 시

각적으로 동일한 정도가 되도록 그릇의 밑바닥을 높

여 특수 제작한 밥그릇(Wooilyo, Korea)을 착시 밥그

릇으로 사용하였으며 바닥 안지름 100 mm, 윗부분 

안지름 113 mm, 외관 높이 60 mm, 내관 높이 35 mm, 
부피 325 mL이었다(Fig. 1).

4. 실험식의 구성

연구대상자에게 1주일 간격으로 3회 점심식사로 

김치볶음밥을 제공하였다. 실험식으로 제공한 김치볶

음밥의 재료와 영양 정보는 Table 1에 나타냈다. 첫째 

주에는 일반 밥그릇에 400 g(676.8 kcal)의 김치볶음밥을

(Normal-400) 제공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식당에

서 제공되는 양이다. 둘째 주에는 착시 밥그릇에 300 
g(507.6 kcal)의 김치볶음밥(Illusion-300), 그리고 셋째 주

에는 일반 밥그릇에 300 g(507.6 kcal)의 김치볶음밥

(Normal-300)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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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Subjects (n=36)

 Age (yr)   20.6±0.51)

 Height (cm)  159.5±2.8

 Weight (kg)   53.4±1.1

 BMI2) (kg/m2)   20.0±0.4

 Fat mass (kg)   14.5±0.6

 % Body fat (%)   26.6±0.8

 Lean body mass (kg)   38.9±0.7

 Eating attitudes score3)   12.9±8.7

 Depression score4)   40.5±5.1
1) Values are means±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for 36 

subjects
2)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²
3)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el 1979)
4)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 (Zung 1986)

5. 실험 절차

연구 대상자에게 실험 전날 술을 마시지 않고 심

한 운동과 과식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실험 

당일 아침은 평소와 비슷하게 식사하도록 지도하였

다. 실험 당일에는 점심식사 3시간 이전부터 열량이 

있는 음료나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였으며, 점심식사 

1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도 제한하였다. 점심식사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섭취하도록 하였

으며, 식사동안 대화, 독서 등 부가적인 일을 병행하

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도와 순응도를 높이기 위

해 실험 전날과 실험 당일 식사일지를 작성하게 하

였다. 
평소 식습관 조사를 위해 실험 첫 날 점심식사 전

에 24시간회상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실험식 섭

취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실험

식 식사 전, 후를 기준으로 섭취한 실험식에 대해 무

게를 측정한 후 식품 섭취량을 산출하였고, 영양분석 

프로그램인 CAN Pro 3.0(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산출된 각각의 섭취량의 식

품섭취 열량을 계산하였다.

6. 포만도 측정

포만도는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로 조사하였는데 시각 상사 척도는 눈금이 그려져 있

지 않은 100 mm의 수평자를 이용하였다(Rolls 등 

2002). 수평자의 왼쪽 끝은 매우 배부르지 않은 상태

를 나타내고, 수평자의 오른쪽 끝은 매우 배부른 상

태를 나타내도록 정의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포만 정

도를 선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매번 포만 정도를 

표시할 때마다 같은 크기의 새로운 수평자를 제시하

여 이전의 표시한 곳을 기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

각 상사 척도를 통한 포만도의 측정은 식사 섭취 전과 

섭취 직후, 1시간 후, 2시간 후 각각 4번 실시하였다.

7. 인지량 측정

실험이 종료된 후 접시에 300 g의 흰 쌀밥을 기준

치로 제시하고 이에 준하여 동일 선상에서 제시된 

3가지 실험식(Normal-400, Illusion-300, Normal-300)에 

대해 인지된 양의 크기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였다. 

8.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9.4(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모든 

측정된 항목에 대해 평균(mean)과 평균의 표준오차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를 산출하였고, 일반 

밥그릇에 400 g의 김치볶음밥과 착시 밥그릇에 300 g
의 김치볶음밥을 제공하였을 경우와 착시 밥그릇에 

300 g의 김치볶음밥과 일반 밥그릇에 300 g의 김치 

볶음밥을 제공하였을 경우를 각각 paired t-test로 분석

하여 비교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 수준은 

P＜0.05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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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same appearance (A) & same quantity (B) on consumption volume.
Values are Mean±SEM for 36 subjects. 
Normal-400, 400 g kimchi fried rice in normal rice bowl; Normal-3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normal rice 
bowl; Illusion-3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illusion rice bowl. (A) Comparison between Normal-400 and 
Illusion-300 by paired t-test. (B) Comparison between Normal-300 and Illusion-300 by paired t-test.  

Figure 3. Effects of same appearance (A) & same quantity (B) on perception volume estimated by five point scale. 
Values are Mean±SEM for 36 subjects.
Normal-400, 400 g kimchi fried rice in normal rice bowl; Normal-3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normal rice 
bowl; Illusion-3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illusion rice bowl. (A) Comparison between Normal-400 and 
Illusion-300 by paired t-test. (B) Comparison between Normal-300 and Illusion-300 by paired t-test.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식사 관련 태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

다.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20.6세의 성인 여성으로 

평균 신장과 체중이 각각 159.5 cm, 53.4 kg,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 각각의 평균이 20.0 kg/m2, 26.6%로 

모든 대상자는 정상 체중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Eating attitudes test(Garner & Garfinkel 1979)와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Zung 1986) 검사 결과 평균 점

수는 각각 12.9, 40.5점으로 대상자 중 식이섭취에 있어 

이상행동이나 우울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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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same appearance (A) & same quantity (B) on satiety rate. 
Values are Mean±SEM for 36 subjects.
Normal-400, 400 g kimchi fried rice in normal rice bowl; Normal-3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normal rice 
bowl; Illusion-300, 300 g kimchi fried rice in illusion rice bowl. (A) Comparison between Normal-400 and 
Illusion-300 by paired t-test. (B) Comparison between Normal-300 and Illusion-300 by paired t-test. Asterisk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2. 실험식의 섭취량

시각적으로 유사한 양으로 제공되었을 경우와 시

각적으로는 차이를 보이나 실제로 동일한 양이 제공

되었을 경우 섭취량의 차이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제공된 경우 일반 밥그릇에 400 g 
(Normal-400)의 김치볶음밥이 제공되었을 때(313.8 g)
가 착시 밥그릇에 300 g(Illusion-300)의 김치볶음밥이 

제공되었을 때(248.9 g)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그릇의 형태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을 제공했을 경우 시각적 차이에

도 불구하고 섭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Normal-300; 240.2 g vs Illusion-300; 
248.9 g). 

3. 실험식의 인지량 및 포만도 

일반 밥그릇에 400 g, 착시 밥그릇에 300 g, 일반 

밥그릇에 300 g의 김치볶음밥을 각각 담아 동일선상

에 제시하였을 경우 5점 척도로 평가된 상대적 인지

양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이용된 일반 밥그

릇은 400 g의 밥을 담으면 가득 담겼다고 느끼는 그

릇을 사용하였고 착시 밥그릇은 300 g의 밥이 담겼을 

때 일반 밥그릇에 400 g의 밥을 담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그릇으로 유도된 시각적 착

오에 의해 대상자는 일반 밥그릇에 400 g의 김치볶음

밥과 착시 밥그릇에 300 g의 김치볶음밥의 차이를 인

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유사한 수준으로 평

가하였다(Normal-400; 4.0점 vs Illusion-300; 4.1점). 또

한 동일한 양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릇의 밑바닥

을 높여 담겨진 음식의 높이를 증가시킨 착시 밥그릇

으로 제시한 경우(Illusion-300; 4.1점)는 일반 밥그릇

으로 제시한 경우(Normal-300; 2.4점)에 비해 유의적

으로 많다고 인지하였다(P＜0.001). 
시각적으로 유사한 양을 제공했을 경우와 시각적

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양을 제공했

을 경우의 섭취 전후의 포만도 차이는 Fig. 4와 같다. 
식사 전의 포만도는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Normal-400; 2.3 mm, Illusion-300; 
3.1 mm, Normal-300; 2.6 mm). 그리고 일반 밥그릇에 

김치볶음밥 400 g이 제공된 경우, 착시 밥그릇에 김

치볶음밥 300 g이 제공된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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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P＜0.001) 식사 직후

(Normal-400; 8.9 mm vs Illusion-300; 8.6 mm), 1시간 

후(Normal-400; 7.3 mm vs Illusion-300; 7.3 mm), 2시간 
후(Normal-400; 5.8 mm vs Illusion-300; 6.0 mm)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포만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

면, 동일한 양으로 제공된 경우 통계적으로 유사한 

양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차이에 의해 섭

취 직후 포만감은 일반 밥그릇으로 제공된 경우가 착

시 밥그릇으로 제공된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

을 보였다(P＜0.05).

고 찰 

식품 섭취분량의 기준(consumption norm)과 정확한 

식품 섭취 모니터링(accuracy of consumption monitor-
ing)은 식이섭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

로부터 형성되는 인지적 신호(cognitive cue)는 생리적 

신호와 더불어 식이섭취에 주된 조절 인자로 작용한

다(Wansink 등 2005; Wansink 등 2006).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이 밥인 나라에서는 대다수

의 사람들이 밥그릇에 제공된 밥을 다 먹은 후에 식

사가 종료된다고 보고하였다(Chang 등 2008). 여기에

서 제공된 한 그릇의 밥은 자신이 섭취해야 할 식품 

섭취분량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시각적 형성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인 400 g이 제공되었을 경우 300 g이 제공된 경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제공된 양은 섭취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1회 섭취분량(portion 
size)은 한 끼 식사나 간식 중 한 번에 섭취할 수 있

는 식품의 제공량을 뜻한다(Young & Nestle 1995). 
즉, 1회 섭취분량은 식당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양

이며 식품 포장 안에 제공된 양이고 또는 식사하기 

위해 자신의 그릇에 담아 놓는 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회 섭취분량은 섭취량에 영향을 주어 1회 섭취

분량의 증가는 곧 섭취량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Rolls 등(2004)의 연구에서 큰 크기의 샌드위치를 제

공하였을 경우 작은 크기의 샌드위치에 비해 섭취량

이 증가되었으며, Diliberti 등(2004)도 1.5배 많은 양

의 파스타가 제공되면 기존 분량의 파스타가 제공되

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섭취함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85 g의 감자 스낵보다 제공 크기가 

큰 170 g의 감자 스낵을 제공하였을 경우 여성들은 

18%, 남성들은 37%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Rolls 등 2004). 또 일반적으로 1회 섭취분량이 2배 

증가되면 음식은 18∼25% 정도, 간식은 30∼45% 정

도 섭취가 증가된다고 하였다(Rolls 등 2002). 이러한 

경향은 Wansink와 Kim(2005)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는

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120 g의 신선한 팝콘과 2배 

많은 양인 240 g의 유통기한이 2주 경과한 오래된 팝

콘이 제공되었을 경우 풍미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큰 분량의 팝콘을 33.6% 더 섭취하였다고 한다. 이처

럼 제공된 1회 섭취분량은 음식의 맛보다 섭취에 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1회 섭취분량과 

섭취량과의 관계는 식품 섭취분량의 기준이 제공되는 

양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제공되는 양이 증가

할 경우 적당량에 대한 기준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

라고 이를 설명했다(Wansink 등 2005). 본 연구에서도 

1회 섭취분량의 증가로 인해 실험식 400 g이 제공되

었을 경우가 300 g이 제공되었을 때에 비해 섭취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착시 밥그릇으로 실험식 300 g을 제공한 경

우는 일반 밥그릇으로 실험식 300 g에 제공한 경우 

보다 시각적으로 많은 양을 나타냄으로써 시각적 신

호를 통해 식품 섭취분량의 기준을 높이는 영향을 미

침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의 섭취량에 있어 차이가 없

어, 제공된 양은 섭취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을 다시 한 번 더 뒷받침하고 있다. 
식품 섭취는 외부적 신호(external cues)로 형성되는 

인지에 의해 조절되므로 실제 섭취량은 주관적인 기

준인 포만감에 절대적 영향 인자로 작용되는 것은 아

니다(Vartanian 등 2008). Rolls 등(2002)은 증가된 1회 

섭취분량이 전체 섭취량을 증가시키나 포만도나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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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Wansink 
등(2005)의 연구에서도 조작된 시각적 신호를 통해 

섭취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섭취한 양을 측량할 때 위가 아니라 

눈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내부적 

신호(internal cues)보다는 외부적 신호에 의존하여 포

만감을 평가함으로 외부적 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지는 포만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Wansink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자동

으로 공급되도록 고안한 장치에 스프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그릇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때 섭취량은 일반 그릇에 제공했을 때보다 73%가 증

가되었으나, 대상자들은 증가된 섭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포만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김밥을 소재로 한 Chang 등의 연구(2008)는 그릇 

안의 김밥을 볼 수 없는 호일로 포장한 경우가 그릇 

안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랩으로 포장한 경우보다 음

식 섭취에 불편을 주어 실제 섭취가 감소되었으며, 
시각적 방해로 인해 식품섭취 모니터링이 저해되어 

인지 섭취량이 실제보다 과대 인지되었고, 식후 포만

도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실제 

섭취량보다는 인지 섭취량이 포만도에 더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Jung과 Chang의 연구(2020)는 같은 양의 실험식을 

제공하지만 식기류의 형태에 따라 인지량, 섭취량 그

리고 포만도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했는데, 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그룹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국 같은 경우는 액

체의 형태로 식기류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밥그릇에 400 g이 제공된 경

우 착시 밥그릇에 300 g이 제공된 경우에 비해 1회 

섭취분량의 증가로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

나(P＜0.001) 시각적 신호에 의해 유사한 양으로 인지

되어 실제 섭취량과는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포만

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1회 섭취

분량에 의해 일반 밥그릇의 300 g과 착시 밥그릇의 

300 g으로 제공되었을 때 섭취량은 비슷하게 나타났

지만 인지량은 일반 밥그릇의 양이 착시 밥그릇 양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며(P＜0.001), 
결국 적은 양을 섭취했다는 인지로 이어져 낮은 포만

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실제 섭취량보다 

포만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시각에 의한 인지

가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제공하면 많이 섭취하고, 조금 제공하면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공된 음식이 식품 

섭취분량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닥을 올린 착시 밥그릇에 음식을 제공하면 적은 양

이지만 본인이 섭취해야 할 분량을 다 먹었다고 판단

하여 실제로 음식을 적게 섭취하여 체중감량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둘째로 포만도는 실제 섭취량보다는 

인지 섭취량에 더 영향을 받는데, 바닥을 올린 착시 

밥그릇은 음식이 적게 제공되지만 많은 양이 제공되

는 것으로 착각하여, 최종적으로 인지 섭취량이 증가

되어 식후 포만도가 올라가 다음 식사에 과식을 예방

할 수 있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시각에 의한 식품 섭취량과 인

지 섭취량 및 포만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써 인지 

섭취량에 따라 포만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의의

가 있지만 연구대상자가 20대 성인 여성에 제한되었

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성별 및 연령 등을 달리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36명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1주일 간격으로 점심식사에 일반 밥그릇 400 g의 김

치볶음밥(Normal-400), 바닥을 올린 착시 밥그릇에 

300 g의 김치볶음밥(Illusion-300), 그리고 일반 밥그릇

에 300 g의 김치 볶음밥(Normal-300)을 제공하고 식

품 섭취량과 포만도를 조사하여, 시각적으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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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제공되었을 경우(400 g 일반 밥그릇 vs 300 g 
착시 밥그릇)와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동일한 양이 제공되었을 경우(300 g 착시 밥그릇 vs 
300 g 일반 밥그릇)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식품 섭취

량과 포만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제공된 경우, 일반 밥그릇에 

400 g의 김치볶음밥이 제공되었을 때가 착시 밥그릇

에 300 g의 김치볶음밥이 제공되었을 때에 비해 유의

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0.001), 이는 1회 섭취분량 기준의 증가로 인해 섭취

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식전, 식후, 식

후 1시간, 식후 2시간의 포만도 비교는 시간대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식품 섭

취량의 유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신호에 

의해 유사한 양으로 인지되어 실제 섭취량에 관계없

이 유사한 수준의 포만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그릇의 형태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을 제공했

을 경우, 즉 착시 밥그릇에 300 g과 일반 밥그릇에 

300 g 제공하였을 때는 시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섭

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유사한 양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섭취 직후 

포만도는 일반 밥그릇으로 제공된 경우가 착시 밥그

릇으로 제공된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은 수준으

로 나타나(P＜0.05), 이 역시 일반 밥그릇의 담긴 양

을 착시 밥그릇보다 더 적은 양을 섭취했다고 인지하

여 낮은 포만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실제 섭취량은 제공된 양에 중요한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제공하지만 많이 섭취한 느낌을 

들게 하면 실제 섭취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포만도는 실제 섭취량보다 시각에 의한 인지 섭취

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시 밥그릇을 통해 인지 

섭취량을 높이게 되면 포만도가 증가하여 다음 식사 

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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