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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dietary intake, satiety rate, and eating rate using rice bowls with an elevated bottom 
(diet rice bowl) and rice bowls with an elevated bottom and monitoring line (monitoring rice bowl). The 
monitoring rice bowl was used to help subjects monitor amounts they had eaten as they ate. Eighteen normal 
weight college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nce a week for 2 weeks. Three hundred grams of 
fried rice in a diet rice bowl (1st week), and 300 g of fried rice in a monitoring rice bowl were served to 
the participants over 2 consecutive weeks. After each lunch, dietary intake, satiety rate, and eating rate were 
measured. The consumption amount of fried rice was 261.6 g in the diet rice bowl group, and 264.8 g in the 
monitoring rice bow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ried rice intake between the two groups. 
The satiety rate of fried rice in the monitoring rice bow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diet 
rice bowl group after 1 hour and 2 hours (P＜0.05). The eating rate of the diet rice bowl group (21.3 g/min) 
was significantly faster than that of the monitoring rice bowl group (18.7 g/min) (P＜0.05). This result shows 
that food consumption monitoring can affect not only eating rate but also the subjective feelings of satiety af-
ter meal eating. Although more study is needed, these data suggest consumption monitoring in a rice bowl 
may help to control obesity an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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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중조절을 위한 음식 섭취 조절에 있어 기존 연

구방향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 특정 영양소의 제

한식이 또는 식이섬유와 같은 특정 성분의 섭취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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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최근에는 총열량 섭취량 

감소에 대한 연구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Brehm 등 2003; Dansinger 등 2005; Gardner 
등 2007). 그러나 생리적으로 만족되지 않는 무리한 

음식 섭취량의 감소는 장기간 지속이 어렵고 영양

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폭식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신체에서 요구하는 영양소의 충족

과 만복중추에서 포만감의 신호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의 열량 조절이 필요하다. 
음식 섭취 조절은 내부적으로 Ghrelin에 의한 배고

픔의 신호(hunger signal)가 음식 섭취를 촉진하고 

cholecystokinin(CCK), glucagons-like peptide-1(GLP-1), 
peptide YY(PYY) 등에 의한 포만감의 신호(satiety 
signal)가 식욕을 억제하여 음식 섭취의 빈도 및 식

사의 양과 총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게 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Drazen ＆ Woods 2003; Druce 등 2004; 
Badman ＆ Flier 2005). 이러한 생리적 조절 외에, 제
공된 음식 양에 대한 시각적 신호에 의해 설정된 섭

취하고자 하는 주관적 기준인 음식 섭취 분량기준

(consumption norms)에 의해서도 섭취하고자 하는 음

식의 양이 결정되고, 또한 섭취하는 동안 남겨진 양을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섭취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함

으로써 조절되기도 한다(Raghubir ＆ Krishna 1999).
음식 섭취의 71% 이상이 그릇, 접시, 컵과 같은 

식기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Wansink 1996), 그릇의 

크기와 형태는 음식의 양을 예측하거나 자신의 섭

취 기준량의 주요 척도로 사용하게 된다(Lawless 등 

2003; Rolls 등 2004). 2007년 Chang 등과 2010년 

Jung 등 그리고 2014년 Kim & Chang은 그릇을 이

용하여, 음식 섭취 분량기준에 의한 음식 섭취량 조

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그릇의 바닥을 올

려 적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지만 충분한 양의 음식

이 제공하였다고 인지하도록 하여, 음식 섭취량이나 

포만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바닥을 올린 그릇에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거나 포만도

가 증가하여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사 시 정확한 음식 섭취 모니터링은 음식 섭취

량에 영향을 준다(Polivy ＆ Herman 2002). 일반적으

로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음식은 흔적도 없이 입안

으로 사라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섭취 

모니터링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으며(Wansink 2004; 
Wansink 등 2005),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량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음식 섭취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

어나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

을 주어 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방해한

다. 이와 같이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양을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그릇에 음식 섭취 모니터링을 강화시

켜 음식 섭취량과 포만도를 조사한 연구는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 섭취 시 보다 간편하게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돕기 위해 밥그릇 내부 

측면에 삼각꼴 형태의 선을 그려 넣어 섭취량이 증

가함에 따라 그릇 내부의 선이 많이 드러나게 하여,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시킨 밥그릇에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음식 섭취량과 식후 포만도 

및 섭취속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대

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학교 홈페이지와 홍보

물을 이용하여 공개 모집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지

원자 중 대사성 질환이 없고 식사나 식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들 중 식이섭취 이상 

행동측정검사(Garner & Garfinkel 1979)와 우울측정

검사(Zung 1986)에서 정상범위에 있는 18명을 선정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식이섭취 이상 행동측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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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ictures of diet rice bowl and monitoring rice bowl. (A); side surface of rice bowls, (B); front surface of rice bowls.

사는 Garner & Garfinkel(1979) 등이 제안한 40문항 

척도를 26문항으로 수정한 식사태도검사(EAT-26)를 

이용하였으며, 우울측정검사는 Zung(Zung 1986)의 자

기평가식 우울척도(Zung self-raing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다. 실험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윤리

보호를 위하여 실험과 관련되어 제공된 정보와 결

과는 본 실험에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2. 신체계측

연구 대상자의 신장은 신장계(DS-102, Jenix Co., 
Korea)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옷을 입은 상태로 자연스

럽게 직립자세를 취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체중, 체지

방률, 지방량, 그리고 제지방은 InBody 3.0(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체지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신장2(kg/m2)’의 공식

으로 산출하였다. 

3. 실험 용기 

본 실험에 이용된 밥그릇은 두 종류로, 그릇의 밑

바닥을 올려 면적을 작게 제작한 밥그릇(이하 다이

어트 밥그릇)과 음식 섭취 시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

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이어트 밥그릇 내부 

측면에 삼각꼴 형태로 선을 그려 넣어 음식을 섭취

할수록 그림이 드러나도록 제작한 밥그릇(이하 모니

터링 밥그릇)으로 Fig. 1에 제시하였다. 두 실험 용

기는 기존 연구(Kim & Chang 2014)에서 진행된 다이

어트 밥그릇을 기준으로 하여 윗부분 안지름 130mm, 

바닥 안지름 65mm, 외관 높이 65mm, 내관 높이 

35mm, 부피 335mL로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4. 실험식의 구성 

연구 대상자에게 2주 동안 1주일 간격으로 주 1회 
점심식사로 첫 번째 주에는 다이어트 밥그릇에, 두 

번째 주에는 모니터링 밥그릇에 300g(약 540kcal)의 

실험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식은 

김치볶음밥으로 저작횟수나 음식의 질감 등을 고려

하여 사용되는 식재료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0mm 이내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권장식사패턴 B타입

을 기준으로 19∼64세 성인여성의 1일 권장섭취열량 

1,900kcal 중 간식에 해당되는 15%의 285kcal를 제외

한 나머지 열량의 1/3에 해당하는 약 540kcal로 계산

하였으며, 실험식의 재료 및 재료에 대한 영양정보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식사

는 대학교 조리실습실에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졌으

며 포만도나 허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이나 

냄새 등의 식사 환경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독립

적인 식사가 가능하도록 4인용 식사테이블에 2명씩

을 배치하여 식사하도록 하였다. 매회 식사 환경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식사 시 물은 150mL 
내에서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5. 실험 절차

연구 대상자에게 실험 전날은 심한 운동과 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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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aterial
Nutrient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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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105.0 365.4 80.6 6.9 0.4 1.0
Kimchi 100.0 18.0 2.6 2.0 0.5 3.0
Pork 30.0 54.3 0.0 4.9 3.7 0.0
Onion 20.0 7.0 1.6 0.2 0.0 0.3
Button mushroom 15.0 2.6 0.2 0.6 0.0 0.2
Shiitake mushroom 15.0 5.7 0.8 0.3 0.0 0.9
Carrot 10.0 3.4 0.8 0.1 0.0 0.3
Paprika 15.0 1.7 0.4 0.1 0.0 0.2
Potato 15.0 8.3 1.7 0.4 0.0 0.2
Green onion 5.0 0.7 0.1 0.1 0.0 0.1
Garlic 1.0 1.2 0.2 0.1 0.0 0.1
Ginger 0.5 0.3 0.0 0.0 0.0 0.0
Black paper 0.1 0.4 0.1 0.0 0.0 0.0
Soy bean oil 5.0 44.2 0.0 0.0 5.0 0.0
Sesame oil 2.0 17.7 0.0 0.0 2.0 0.0
Roasted sesame 1.5 8.7 0.2 0.3 0.8 0.2
Total 340.1 539.6 89.3 16.0 12.4 6.5

Table 1. Nutrient composition of raw material in kimchi fried rice.

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실험 

당일 아침은 평소와 비슷한 식사를 하도록 교육하

였다. 실험 당일에는 점심식사 3시간 전부터 열량이 

있는 식품이나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점심식사 1시간 전부터는 물의 섭취도 제한하였다. 
점심식사는 12시와 오후 1시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식사하는 동안 독서나 대화 및 핸드폰 사용 등 다

른 일을 병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식사가 종료된 후

에 남은 음식량의 무게를 측정하여 식품섭취량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각각의 섭취량을 영양분석 프로

그램인 Computer Analysis Nutrition(CAN Pro 3.0, 
Korean nutrition society, Korea)을 이용하여 식품섭취 

열량을 계산하였다. 

6. 포만도 및 허기도

포만도와 허기도는 시각상사척도(Rolls 등 2000)로 

조사하였으며 시각상사척도는 눈금이 그려지지 않

은 100mm의 수평자를 이용하였다(Sadoul 등 2012). 
자의 왼쪽 끝은 전혀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자의 

오른쪽 끝은 매우 배고픈 상태로 정의되도록 하여 

그 선상에서 대상자가 느끼는 허기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포만도는 자의 왼쪽 끝은 전혀 배부르지 않

은 상태를, 자의 오른쪽 끝은 매우 배부른 상태로 

정의되도록 하여 그 선상에서 대상자가 느끼는 포

만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매 측정 시마다 이전

의 표시한 곳을 알 수 없도록 같은 크기의 다른 자

를 제시하였다. 시각상사척도를 통한 포만도의 측정

은 실험식 섭취 전과 섭취 직후, 식사 1시간과 2시
간 후 각각 4번 실시하였다. 또한 매 실험 시 식사 

시작 직후 맛에 대한 시각상사척도를 측정하였다.

7. 통계 분석

자료처리는 SPSS(ver. 12.0, SPSS Inc., USA)를 이

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를 산출하였다. 다이어트 밥그릇과 모니터링 밥그릇

에 각각 실험식을 제공하여 조사된 각 측정 항목별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P＜0.05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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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ubjects (n=18)

Age (years) 20.4±0.31)

Height (cm) 159.8±0.5
Weight (kg) 52.8±1.1
BMI2) (kg/m2) 20.7±0.5
Fat mass (kg) 14.4±2.0
% Body fat (%) 26.6±3.1
Lean body mass (kg) 38.2±1.3
Eating attitudes score3) 11.3±0.2
Depression score4) 40.3±2.1

1) Mean±SD 
2)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2

3)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el 1979) 
4)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 (Zung 1986)

Table 2. Subject characteristic in this study.

Lunch

Diet rice bowl 
(n=18)

Monitoring rice bowl 
(n=18) P-value

Intake (g) 261.6±29.2 264.8±9.4 0.750

Values are Mean±SD for 18 subjects. 
Values were analyzed between two bowls by paired t-test.

Table 3. Energy intake of Kimchi fried rice provided by diet 
rice bowl and monitoring rice bowl.   (Mean±SD)

Figure 2. Satiety rate after lunch by diet rice bowl and mon-
itoring rice bowl. Values are Mean±SD for 18 sub-
jects. The P-value means statistical analysis bet-
ween two bowls by paired t-test at each time. *P＜
0.05.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

하였다. 대상자 18명의 평균 나이는 20.4세, 평균 신

장은 159.8cm, 그리고 평균 체중은 52.8kg이었다. 평
균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은 각각 20.7kg/m2, 26.6%
로 대상자 모두 정상 체중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식이섭취 이상 행동측정검사와 우울증세 측정검사 

결과 평균 점수는 각각 11.3점, 40.3점으로 나타났다.

2. 실험식 섭취

다이어트 밥그릇과 모니터링 밥그릇 간의 섭취량

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맛으로 인한 섭취량의 차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매 실험식 섭취 직후에 맛에 

대한 시각상사척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식간 맛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밥그릇의 섭취량은 261.6g(441.6kcal)이었으며 모니터

링 밥그릇은 264.8g(446.7kcal)을 섭취하였으며, 두 

그릇 간의 섭취량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포만도

다이어트 밥그릇과 모니터링 밥그릇에 각각 300g
의 김치볶음밥을 제공하였을 때의 포만도는 Fig. 2
에 제시하였다. 두 그릇 모두 음식 섭취 전의 포만

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식사 직후 포만도에서 다이

어트 밥그릇의 경우 8.17이었으며 모니터링 밥그릇

은 9.02의 결과를 보여 모니터링 밥그릇이 다이어트 

밥그릇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식후 1시간과 2시간 후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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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
Lunch

Diet rice bowl 
(n=18)

Monitoring rice bowl 
(n=18) P-value

Eating rate (g/min) 21.3±1.0 18.7±0.51 0.038*

Values are Mean±SD for 18 subjects.
Values were analyzed between two bowls by paired t-test.
*P＜0.05

Table 4. Eating rate of Kimchi fried rice provided by diet rice 
bowl and monitoring rice bowl.   (Mean±SD)

4. 섭취속도

다이어트 밥그릇과 모니터링 밥그릇의 음식 섭취

속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다

이어트 밥그릇을 이용하였을 때 분당 21.3g의 김치

볶음밥을 섭취하였으며, 모니터링 밥그릇의 경우에

는 분당 18.7g을 섭취하여 다이어트 밥그릇이 분당 

2.6g을 많이 섭취하였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는 시

간은 모니터링 밥그릇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고 찰

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음식 섭취량과 

식후 포만도 및 섭취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이어트 밥그릇과 섭취량을 추정하기 

용이하게 제작한 모니터링 밥그릇을 이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에 사용한 두 그릇간의 

섭취량은 다이어트 밥그릇과 모니터링 밥그릇이 각

각 261.6g과 264.8g으로 3.2g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사 직후와 식사 후 1시간 및 2시간 후의 포만도 

조사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시킨 밥그릇이 다이어트 

밥그릇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음식 섭취 후 느끼는 포만도는 내부적으로 느

끼는 생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모니터링 밥그릇의 

선이 드러남에 따라 모니터링한 섭취량, 즉 자신이 

섭취했다고 느끼는 인지섭취량 역시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내용물을 볼 수 없도록 그릇을 호일

로 포장한 경우가 투명한 랩으로 포장한 경우에 비

해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섭취량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나 먹은 양을 과대평가하여 많이 먹

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식후 포만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Chang 등 2007)와 눈을 가

리고 먹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제 음식 

섭취는 감소하였으나 포만도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

고(Linné 등 2002)들은 모두 음식 섭취 시 모니터링

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Wansink 등(2005)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모르게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고안한 장치에 스프를 계속 제공하여 모니터링을 

방해 했을 때, 실제섭취량은 일반 그릇에 제공했을 

때보다 73% 증가하였음에도 인지섭취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Barkeling 등(2003)이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눈가리개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음식 섭취가 24% 감소되었음에도 식후 포만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 대상자에게 30개의 초콜릿을 

투명한 유리병과 불투명한 유리병에 제공한 Wansink 
등(2006)의 연구에서도 투명한 유리병의 초콜릿 섭

취량이 46%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인지하는데 있어 

시각적 신호의 중재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시각에 

의한 모니터링은 포만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허기도와 포만도는 실제

섭취량보다 인지섭취량에 더 영향을 받으며 인지섭

취량은 시각적 모니터링에 의존하므로 식이섭취 시 

모니터링은 음식 섭취량 조절에 매우 중요다고 생

각된다.
또한 음식 섭취속도에 대한 결과로 모니터링 밥그

릇의 사용은 다이어트 밥그릇보다 섭취속도가 길었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5), 
이는 모니터링 밥그릇 내부에 그려져 있는 선을 통

하여 자신의 섭취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과정

에서 음식 섭취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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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섭취에 있어 빠른 섭취속도는 음식 섭취량을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Gerace & George 1996; Jun 
& Ro 1998; Chapman 등 1999), 일본사람을 대상으

로 한 역학연구에서도 식사속도는 체질량지수와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Sasaki 등 

2003). 또한 Andrade 등(2008)의 연구에서도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음식을 빨리 섭취하였을 때와 천

천히 섭취하였을 때의 음식 섭취량과 포만도를 비

교하였는데, 음식을 빨리 섭취하면 천천히 섭취하였

을 때보다 11.4%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포만도

는 식사 시작 후 15분까지는 음식을 빨리 섭취하였

을 때가 천천히 섭취하였을 때 보다 통계적으로 높

게 나타났지만, 20분 이후부터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Kim & Kim(2010)의 비만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사시간이 ‘10∼20분 미만’
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10분 미만’의 빠른 속도

로 식사하는 대상자도 26.3%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im(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식사시간이 짧을수

록 평균 체지방률과 비만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는데, 식사시간이 짧은 것이 식사량이 적기 때

문이 아니라 식사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식사속도와 비만과의 관련성은 식

사속도가 빠른 경우, 위에서 포만감을 포만 중추로 

전달하기 전에 식사를 끝마치기 때문에 천천히 식

사하는 사람에 비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음식 섭취 시 오래 

씹어 천천히 먹는 식사습관은 포만감을 느끼는 동

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 체중감량 효과

뿐만 아니라 감량한 체중의 유지에도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만한 사람일수

록 식사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먹는 양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는 것

은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나(Polivy & Herman 2002),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음식 섭취량일 많아질수록 그릇의 선이 드러나 자

신의 먹은 양을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밥그릇의 사용은 섭취량을 조절함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외에도 음식 

섭취 시 정확한 모니터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식 섭취 시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시킨 밥그릇을 이용하여 섭취량과 식후 

포만도 및 섭취속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식 섭취량은 다이어트 밥그릇과 모니터링 밥그

릇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식사 직후 포만도는 모니터링 밥그릇이 다이어트 

밥그릇에 비해 섭취량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유의적으로 높은 포만도를 나타냈다(P＜0.05). 
3. 음식 섭취속도는 모니터링 밥그릇이 다이어트 밥

그릇보다 길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식이 섭취 시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음

식 섭취량, 식후 포만도 및 섭취속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 밥그릇은 다이어트 

밥그릇에 비해 섭취량은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포만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이는 그릇의 내부 측

면에 삼각꼴 형태로 선을 그려 넣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그릇의 그림이 드러남에 따라 섭취량에 

대해 보다 정확히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니터링 밥그릇의 효율적인 사용은 음

식 섭취량을 감소시켜 체중감량에도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음식 섭취 조절기전에 있어 그

릇의 형태와 크기,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체중조절 프로그램에서의 영

양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체중감량을 유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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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천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도로, 실험대상자가 

적은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는 하나 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그

릇을 이용한 실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

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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