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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낵제품을 대상으로 기준점설정과 기준점의 조정과정(adjustment)에서 언어정보와 인지부하가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기준점설정에 관한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개수가 5개 그려진 포장재보다 
25개 그려진 포장재의 내용물(고래밥) 단위수를 더 많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기준점설정효과(anchoring effect)는 확인되었다. 2) 언어적 정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용물을 설명해주는 언어적 정보(labeling)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결과, 응답자간의 내용물 개수 예측
치의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3) 인지부하(cognitive load)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리수가 
다른 곱셈계산식을 제시(인지부하 조작)하고 포장재별 내용물의 개수를 예측토록 하였다. 그 결과 인지부하가 많을수
록 포장재 간의 예측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부하의 조절효과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제공방식
의 프레임을 조정하거나 인지부하를 조정함으로써 기준점설정 및 조정과정에서 나탈 수 있는 오류나 편향을 감소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비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포장재 디자이너와 같은 마케팅실무담당자들
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시각정보, 언어정보, 기준점설정과 조정과정, 인지부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nchoring effect and the adjustment process of two variables(verbal information, 
cognition load) with snack product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1) we found the anchoring effect because the 
respondents predicted more the number of real units(goraebap) on the packaging painted 25 units than 5 ones. 
2) We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verbal information. The difference of the number of real units 
predicted between the two packaging was decreased when the visual information was in company with verbal 
information. And 3)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load appeared because the more cognitive load was, the 
less the difference of the number of real units predicted was. This study has shown that we can reduce the 
errors and biases by adjusting the information frame or the cognitive load. This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practical implications to the marketing staffs like packaging designers as well as scholars to study 
consumer psychology. 

Key Words : Visual Information, Verbal Information, Anchoring and Adjustment, Cognit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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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포장은 소비자들에게 미학 , 경험 , 기능  그리고 

상징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  담당자들은 포장

재 이미지를 요한 마  도구로 인식한다. Clement[4]

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약 90%는 해당 제품을 직  확인

해보기 에 포장의 면만을 시각 으로 단 한 뒤 구

매행 를 한다. 이처럼 포장재 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각정보를 통해 제품에 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매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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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선택에 결정 인 향을 다. 따라서 포장은 실

제 제품에 한 모든 정보를 달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포장을 통해 나타나는 제품 이

미지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15], 이러한 이미지가 

제품에 한 신뢰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18]. 특히 몇몇 연구들은 포장을 통한 시각

 정보제공이 실제 제품의 양과 부피를 단함에 있어

서 기 설정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휴리

스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Raghubir & Krishna[16]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용기의 부피를 단할 때 용기의 높이로 단하기 때문

에 짧은 용기보다 긴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의 부피를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기 설정  조정의 발생이유에 해 

학자들 간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사고비용(the cost of thinking)의 감을 그 이유로 제시

한다. 즉 소비자들은  정신 인 노력을 이기 해 손쉽

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 으로 자신의 단이나 생각

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한 많은 연구들은 단지 포장재의 크기 는 

모양과 같은 포장의 구조 인 요소들을 상으로 제한

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 설정  조

정 휴리스틱에 향을 미치는 포장재의 시각  요소들은 

이미지나 자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장재에 인쇄되어있는 내

용물의  제품 단 수를 조작하여 기 설정효과

(anchoring effect)를 확인하고 라벨링(labeling)과 같은 

언어  정보의 제공  인지부하(cognitive load)의 조작 

등을 통하여 기 설정효과가 조 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 다(moderating effect).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2.1 시각정보와 기준점 설정

기  설정은 최 의 인상, 인식, 가치에 의해 향을 

받게 되고[7],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가 내리는 조정 단

은 먼  설정된 기 (anchoring)에 의해 향을 받는

다[13]. 따라서 기 설 효과(anchoring effect)는 기

이 되는 가치에 동화된 어떠한 단에 의해서 생성된 노

력으로 정의된다.

기  설정과 조정 단에 한 이론은 Tversky & 

Kahnema[17]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특정 숫자가 기

으로 제시되면 사람들은 조정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 

특정 숫자, 즉 기 값 는 기 의 향을 받고, 조정

의 크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 히 측의 오류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다양한 추정상의 문제

들을 지각하고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 가설이 옳고 맞는지를 단하는 과

정을 거친다[3].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 들은 스스로 

생성될 수도 있고(내부  기 ) 실험자가 제공한 것일 수

도 있다[6]. 

Mussweiler & Strack [12][13]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

 값들이 피험자에게 제시될 때, 그 제시된 기 이 당

면한 단과제와 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계없이 피험

자들은 일단 그 기 을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기

을 가설로 받아들이면 확인편향성이나 가설 일치 검

증 규칙에 따라 기 을 토 로 형성된 가설을 지지해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12]. 이처럼 기 들은 다양

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활성

화되어 서로 다른 역에서 단의 선입견을 갖게 만든

다[6]. 소비자 행동 연구에 있어서 기 설정효과는 목

록의 추정[2]이나 구매 수량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가장 직 으로 련이 있는 연구로는 

Raghubir & Krishna[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에 의

하면 소비자들은 포장용기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양

과 부피를 측할 때 포장 용기의 높이를 자신들의 기

으로 삼고 조정해가는 과정을 보여 다. 연구 결과 응

답자들은 높이가  짧은 잔보다 긴 잔에 더 많은 음료가 

담길 것으로 추정하 다[16]. 

최근의 연구인 Madzharov & Block[10]의 연구에서는 

포장재상에 보이는 제품 단  수를 기  설정의 단서

로 제시하여 이 단서에 한 기  설정과 소비실험을 

통해, 실제 소비에 한 편향된 단을 함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

를 단서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포장재에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을 지에 한 수량을 추정 기 으로 삼게 하

다. 그리고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따라 기  

설정 값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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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 제품 단  수가 게 그려진 포장재보다  제품 

단  수가 많게 그려진 포장재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

은 수량을 측할 것이다.

2.2 언어정보와 조정 휴리스틱

Mayer & Moreno[11]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한 정보를 제공할 때 텍스트만 제공하는 것보

다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 이라고 한

다. 즉 텍스트만 제공받은 피험자는 언어 인 내  표상

은 쉽게 만들지만 이미지의 내  표상은 쉽게 만들지 못

한다. 결과 으로 이 두 가지 표상들은 쉽게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가 제공받

은 피험자는 언어  내  표상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내

 표상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들을 더 잘 연결 할 수 

있게 된다. Kalyuga, Chandler, & Sweller[8]의 연구에서

도 텍스트와 그림을 같이 제시한 경우에 텍스트만 제시

한 경우보다 더 효과 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Paivio[14]의 이 부호화이론(dual 

coding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부호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어  활동기억과 비언어  활동기억, 

두 가지의 구분된 청보처리체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유

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제시된 언어정보에서 내

인 언어  표상이, 비언어 인 이미지 정보에서 내 인 

시각  표상이 구축되고 이 두 정보에 한 표상들이 원

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반 의 경우

도 측해 볼 수 있다. 즉 시각  정보만 제공한 경우보

다 언어  정보를 같이 제공한 경우에 두 내  표상들이 

쉽게 연결되고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정에서 이미지만을 제시했을 때보

다 이에 상응하는 텍스트를 함께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더 잘 이해한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언어정보와 시각정보

를 같이 제공될 경우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에 한 차이가 어들 것이라고 상하

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2 : 시각정보와 언어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시각정보만 제공된 경우보다 포장재 이미지

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

가 어들 것이다.

2.3 인지부하와 조정 휴리스틱

자동차를 운행하기 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듯이 정보

처리를 한 정신  활동에도 인지자원(cognitive 

resources)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지자원을 발생시키기 

해서는 인간의 작동기억(working memory)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즉 작동기억의 활성화를 통해 인지자원, 즉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고 이는 결과 으로 특

정과제 수행에 있어 인지  반응을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때 인간의 작동기억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당

량의 인지부하(cognitive load)가 필요하다. 인간의 작동

기억(working memory)은 한 번에 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1] 과도한 인지

부하는 작동기억의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인지  자원을 발생시키기 한 작동기억의 활

성화 방법, 즉 인지부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는 

Dewitte, Pandelaere, Briers, Warlop & Mario[5]의 연구

에서와 같이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곱셈문제를 풀도

록 과제를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가 동시에 제공된 경우라도 당

량의 인지부하를 주게 되면 언어  정보에 한 주의를 

좀 더 기울이게 되고 시각  정보(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포장재 이미지)로 인해 발생한 기 설정효과가 

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두 포장재의 실제 제품 단  

수에 한 측치의 차이가 어들 것이라고 가정하 다. 

결과 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 인지부하의 정도가 커질수록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어들 것이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목 은 포장재의 시각  이미지(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포장재)에 따라 1) 제품단 수를 다

르게 측하는 기 설정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

가 2) 언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어드는지 

그리고 3) 인지부하 정도에 따라서도 어드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따라서 2(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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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vs. 많음) x 2(정보제공유형: 시각  정보 vs. 시각

 정보+언어  정보) x 3(인지부하 정도: 없음 vs. 간 

vs. 많음)의 응답자간 실험설계(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를 용하 다. 

3.1 자극물의 선정

실험에 앞서 스낵제품을 선정하기 한 사 조사를 

진행하 다. 실험 상인 스낵제품의 선정 시에는 실험의 

유효성을 높이고 실험조작의 목 을 반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주요 피험자가 될 것으로 상되는 고등학

생들에게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이후 학(원)생을 포

함한 일반인들을 상으로 한 결과도 학생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조사에서는 학생과 일반인을 모

두 실험 상으로 하 다.

먼  1차 표 집단면 (FGI)을 통해 총 20명을 상

으로 스낵제품  가장 심이 있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개씩 응답하도록 질문

하 다. 60개의 응답을 상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고래

밥’을 선정하 다.

이어서 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시각정보를 제

공하기 해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를 5개와 25개

로 조작하고 10명을 상으로 한 2차 사 조사결과 포장

재 이미지의 단  수(5 vs. 25)에 따라 실제 제품 수의 

측이 차이가 남을 확인하 다(평균 47.6 vs. 112.0). 

3.2 실험대상

본 연구는 주·경북·부산 소재의 학원생, 학(원)생, 

회사원을 상으로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실

험에 참여하게 하 다. 참가자들에게는 음료수가 제공되

었으며 회수된 총 190부의 설문지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는 실험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3부를 제

외한 187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3.3 실험절차 및 변수측정

3.3.1 조작적 점검

기 설정효과는 사 지식 여부가 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제하기 하여 ‘고래밥’에 한 랜드 친숙도를 

측정하고 <표 1>과 같이 각 실험집단별로 응답자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랜드 친숙도는 Kent & 

Allen[9]의 측정문항을 수정하여 ‘나는  랜드에 해 

심이 많다’, ‘  랜드는 나에게 친숙하다’, ‘나는 다양

한 매체를 통해  랜드를 해보았다’, ‘나는  랜

드에 해 많은 정보(지식)을 가지고 있다’의 4문항에 

하여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표 1> 친숙도 분석결과
N Mean S.D. F p

랜드

친숙도

 5 95 4.48 1.32

21.62 .0025 92 5.31 1.10

합계 187 4.89 1.29

3.3.2 변수의 측정

기 설정효과  정보제공유형에 한 조정과정을 

살펴보기 하여 정보제공 유형별로 피험자들에게 포장

재 이미지의 자극물을 제시한 후, “얼마나 많은 과자가 

들어 있을까요?”의 질문에 하여 개방형 답변을 작성하

도록 하 다.

다음으로 인지부하 정도에 따른 기 설정효과의 조

정과정을 확인하기 하여 Dewitte, Pandelaere, Briers, 

Warlop & Mario[2]의 연구와 같이 곱셈이 없는 경우, 한 

자릿수 곱셈, 두 자릿수의 곱셈을 제시하 다. 그리고 시

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 후, 피험자들

에게 “얼마나 많은 과자가 들어 있을까요?”의 질문에 

하여 개방형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 다.

4. 실증분석

4.1 가설1의 검증

가설1은 소비자가 제품 단  수가 게 그려진 포장재

보다  제품 단  수가 많게 그려진 포장재에서 소비자들

은 더 많은 수량을 측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포장재별로 각각의 

측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포장재 제품 단위 수에 대한 수량 예측
N Mean S.D. F p

5개 95 66.72 69.94

57.59 .0025개 92 166.63 106.85

합계 187 115.87 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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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장재 제품 단위 수에 대한 수량 예측

분석결과 <표 2>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 

단  수가 게 그려진 포장재보다  제품 단  수가 많게 

그려진 포장재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수량을 측하

다(고래밥  =166.63, 고래밥=66.72, F(1.185)=57.59, 

p<0.05). 이에 따라 가설1은 지지되었다.

4.2 가설2의 검증

가설2는 시각정보와 언어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시각정보만 제공된 경우보다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어들 것이라는 가정

이다. 즉 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포장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제품 단  수 측의 차이가 언어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어드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2(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 :  

vs. 고) x 2(정보제공: 시각정보 vs. 시각정보와 언어정

보)의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고 

상호작용효과(조 효과)를 확인하 다. 분석결과는 <표 

3>과 <표 4>, 그리고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정보제공유형에 따른 수량예측
N Mean S.D. F p

시각정보

 5 25 64.10 41.48

49.93 .0025 24 172.69 71.47

합계 49 114.51 78.84

시각정보

+

언어정보

5 25 76.56 47.08

19.91 .0025 24 153.50 71.62

합계 49 114.24 71.24

<표 4> 정보제공 * 포장재 제품 단위 수
종속변수 소스 F p

수량 

측치

 정보제공유형(A) .07 .80

 포장재에 표 된 제품 단  수(B) 60.22 .00

 A*B 2.16 .15

[그림 2] 정보제공유형에 따른 수량예측

분석결과 <표 3>과 <표 4>, 그리고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정보와 언어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에 

시각정보만 제공된 경우보다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어들었다(5: 시각  
=64.10, 시각언어=76.56; 25: 시각  =172.69, 시각언어
=153.50). 그러나 상호작용효과(조 효과: 정보제공유형

(A)×포장재에 표 된 제품 단  수(B))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 가설2는 기각되었다

(p>.05).

4.3 가설3의 검증

가설3은 인지부하의 정도가 커질수록 포장재 이미지

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어들 것

이라는 가정이다. 즉 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포장

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제품 단  수 측의 차이가 인

지 부하의 정도를 높아짐에 따라 어드는 지를 확인하

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2(포장재 이미지의 제

품 단  수 :  vs. 고) x 3(인지부하 정도 : 없음 vs. 

간 vs. 많음)의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고 상호작용효과(조 효과)를 확인하 다. 분석결

과는 <표 5>와  <표 6>, 그리고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인지부하 정도에 따른 수량예측
N Mean S.D. F p

인지

부하

없음

5 30 80.87 67.87

15.54 .0025 30 164.87 94.95

합계 60 122.87 92.14

인지

부하

간

5 36 82.50 55.97

8.15 .0125 30 130.67 80.61

합계 66 104.39 71.91

인지

부하

많음

5 28 126.89 91.56

.12 .7325 32 120.44 51.74

합계 60 123.45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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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지부하 정도 * 포장재 제품 단위 수
종속변수 소스 F p

수량 

측치

 인지부하 정도(A) 1.06 .35

 포장재에 표 된 제품 단  수(B) 14.57 .00

 A*B 5.58 .00

[그림 3] 인지부하량에 따른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위 

분석결과 <표 5>와 <표 6>, 그리고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부하의 발생정도가 커질수록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어들었다(5: 

인지부하없음  =80.87, 인지부하중간=82.50, 인지부하많음
=126.89; 25: 인지부하없음=164.87, 인지부하중간=130.67, 
인지부하많음=120.44). 한 상호작용효과(조 효과)도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어 가설3은 지지되었다

(p<.05).

5. 결론 및 논의

제품 간의 질  차이가  사라지는 사회에서 포

장디자인은 제품을 보호하는 목 이외에도 상품의 부가가

치를 높이고 상품의 최후의 차별화 수단이며, 디자인 지향

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감성 인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 이미지에 한 마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한 실험설계 상에서 스낵제품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포장

재 이미지의 단  수에 따른 기 설정(anchoring)과 이

를 조정하기 한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따라 소비

자들은 서로 다른 기 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1 지지), 인지부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가설3 지지). 그러나 언어정보의 추가  제공에 

따른 조정과정은 통계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2는 기

각되었다. 이는 언어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기 설

정효과로 인한 소비자의 편향된 단은 쉽게 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습설계에서만 국한되어 사용

되었던 인지부하이론을 마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마  담당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   향후연구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에 한 수량 측과 조정효과를 간 으로만 악하

다. 이에 한 효과를 실제 소비에 용시킴으로써 향

후 연구에서는 실제소비와 기 설정효과를 직 으로 

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지부하 정도를 조 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기 없이 곱셈을 암산하도록 하

다. 뿐만 아니라 인지과부하에 따른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소비자의 사고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를 들어 배경에 민감한 종합  사고자는 분석  사고자보

다 기 설정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향후연구에서

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수량 측이 

어려운 불규칙한 형태의 고래밥을 상으로 하 다. 즉 

수량 측이 상 으로 쉬운 규칙 인 형태의 스낵에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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