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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nior-friendly foods marketed in Japan, certified by
the universal design food (UDF), by applying the method specified in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Hardness
measured using a Ø20 mm probe revealed that all samples satisfied the UDF grade criteria presented on the product.
The hardness measured with the Ø3 mm and Ø5 mm probes for the solids contained in the product was higher than
the values obtained with the Ø20 mm probe. Accordingly, classification based on the KS grade resulted in some
samples being classified differently from the UDF grade. In addition,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of the UDF
fourth-graded samples were lower than values of other graded samples, indicating the homogeneous matrix of the
UDF fourth-graded samples. Finally, the viscosity of UDF third- and fourth-graded samples was 1,500 mPa·s or more,
which satisfied the UDF grades 3rd, 4th, and KS grade 3rd. However, due to the presence of solid particles with
high values of hardness, some UDF third-graded samples were classified as KS first-grade. Therefore, elderly subjects
with chewing and swallowing disorders need to show caution when consuming these imported food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tandards related to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nior-friendly foods marketed
in Korea and Japan, and to use the results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friendly foods that meet the
K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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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Lacavalla 등, 2021). 특히 고령자의 3대 섭식 장애로
알려진 저작 장애(음식 씹는 능력 감소), 연하 장애(입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은

위까지 음식 전달 능력 저하), 소화 장애(타액, 위와 췌장

증가하는 동시에 출산율은 감소하여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

소화효소 감소, 연동운동 저하)는 고령자의 식품 섭취에 제

아지고 있다(Shin과 Jun, 2020). 우리나라도 2017년 고령

한을 주어 영양 불균형, 먹는 즐거움 감소 등을 초래해 삶의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

질 저하 문제까지 야기시킨다(Kim, 2017). 고령사회 속에서

상된다(Jang과 Lee, 2017). 고령인구 증가는 노인 부양비

건강 노화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실

증가,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노화가 진행

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

됨에 따라 고령자는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활동이 감

1순위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21; Park 등,

소하면서 근감소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

2019). 고령자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식품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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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y standards for senior-friendly foods in Korea and Japan
Clarification
Korea
KS1)
Japan
2)
UDF
1)
2)

Description
Hardness (N/m2)
Viscosity (mPa·s)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Able to eat with tooth Able to eat with gums Able to eat with tongue
≤ 5×105
≤ 5×104
≤ 2×104
－
－
≥ 1,500

Description
Hardness (N/m2)

Easy to chew
≤ 5×105

Broken with gums
≤ 5×104

Viscosity (mPa·s)

－

－

Pressed with the tongue
≤ 1×104 (sol)
≤ 2×104 (gel)
≥ 1,500 (sol)

4th grade
－
－
－
No need to chew
3
≤ 3×10 (sol)
3
≤ 5×10 (gel)
≥ 1,500 (sol)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H 4897.
Japan Care Food Conference, Universal design food.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식품 기준이나 표시법이 상이하여

미국, 유럽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령자를

국내외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위한 식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Jang과 Lee, 2017). 대표적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레토르트

고령 국가인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중 UDF 단계별로 총 12종의 제품에

으며, 고령자들을 위한 저작 및 연하를 중심으로 개발된 민간

대하여, 우리나라 KS 고령친화식품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인 개호식품협의회의 유니버셜디자인푸드(universal

방법을 이용하여 경도와 점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UDF 레

design food; UDF)가 마련되어 있다(Shin, 2021). UDF는

토르트 제품의 경도와 점도의 평균과 상대표준편차를 분석

4단계로 나뉘며(Table 1), 연하와 저작 장애 정도에 따라

하고 물성 결과를 기준으로 KS 고령친화식품 단계별로

고령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고령자의 식사 만족도와

UDF 제품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영양 균형을 높이고 있다(Japan Care Food Conference,

고령친화식품 물성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향후 한국

2003; Jang과 Lee, 2017).

기준 규격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도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령친화식품

사용하고자 하였다.

의 정의를 신설하여 고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년 고령친화식품을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

재료 및 방법

dard;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 2021년 고령친화우수
식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고시하였다(Jang 등, 2021). 한

실험재료 및 전처리

국산업표준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을 고령자의 식품 섭취, 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일본에서 제조 및 판매되고

화, 흡수, 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있는 UDF 인증을 받은 레토르트 형태의 제품으로 단계별로

조정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물성을

3개씩 총 12개의 제품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육류, 곡류,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KS, 2020)(Table 1). 이

해산물,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재료와 고체, 반고체, 겔, 졸

처럼 물성은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고령

등 여러 물성 특징을 가진 제품 선정을 위해 Jang과 Lee

친화식품 관련 연구로는 물성 조절 고등어 제조(Jang 등,

(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UDF 1단계 제품으로 데미글

2021), 영양보충 음료 개발(Lee와 Han, 2021), 효소 처리

라스 함박스테이크(demiglace hamburg steak, Asahi

재구성 식품(Boo 등, 2020)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질환 및

Group Food Co., Ltd., Tokyo, Japan), 고기감자 조림

식생활 행태에 따른 노인 식품 섭취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stewed meat and potatoes, Kewpie Co., Ltd., Tokyo,

주를 이룬다(Jang과 Lee, 2017; Kim, 2017). 반면 현재 KS

Japan), 닭고기 야채 덮밥소스(chicken and vegetable

고령친화식품 물성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국내 고령친

bowl sauce, Asahi Group Food Co., Ltd.), UDF 2단계

화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가 적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품으로 고기감자 조림(stewed meat and potatoes, Kew-

하여 개발된 식품의 물성을 조사 및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pie Co., Ltd.), 닭고기 우엉조림(stewed chicken and bur-

실정이다.

dock, Asahi Group Food Co., Ltd.), 소고기 스끼야끼 죽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코로나19 등 다

(beef sukiyaki porridge, Kewpie Co., Ltd.), UDF 3단계

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제품으로 돈까스맛 조림(pork cutlet flavor stew, Kewpie

HMR)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Kim 등, 2021). 여러 형태의

Co., Ltd.), 닭고기와 무조림(stewed beef and radish,

HMR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 레토르트는 간단한

Kewpie Co., Ltd.), 고시히카리 밥(Koshihikari rice, Asahi

조리를 통해 섭취 가능하며, 휴대와 운반이 용이하고 상온에

Group Food Co., Ltd.), UDF 4단계 제품으로 고시히카리

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rk, 2015). 글로

밥(Koshihikari rice, Asahi Group Food Co., Ltd.), 흰살생

벌화로 인해 국내에 레토르트를 비롯한 다양한 수입식품은

선과 야채 무스(white fish and vegetable mousse, Kew-

일본 시판 고령친화식품 물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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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ind of retort-type UDF samples used in the experiment
Grade

Sample

Category

State

Main ingredient

UDF 1
(Easy to chew)

Demiglace hamburg steak
Stewed meat and potatoes
Chicken and vegetable bowl sauce

Side
Side
Side

Solid
Semi-solid
Semi-solid

Pork, chicken, potato, onion
Beef, potato, onion, carrot
Chicken, carrot, tofu, onion, egg

UDF 2
(Broken with
gums)

Stewed meat and potatoes
Stewed chicken and burdock
Beef sukiyaki porridge

Side
Side
Main

Semi-solid
Semi-solid
Gel

Beef, potato, onion, carrot
Chicken, carrot, burdock, potato
Rice, onion, beef, tofu, chicken

UDF 3
(Pressed with
tongue)

Pork cutlet flavor stew
Stewed beef and radish
Koshihikari rice

Side
Side
Main

Semi-solid
Semi-solid
Gel

Pork, chicken, egg, potato, onion
Chicken, radish, potato, egg
Rice, gellan gum

UDF 4
(No need to
chew)

Koshihikari rice
White fish and vegetable mousse
Ground grapes

Main
Side
Dessert

Gel
Sol
Sol

Rice, gellan gum
Alaska pollock, potatoes, celery, chickpeas
Grape juice, sugar, carrageenan

pie Co., Ltd.), 갈은 포도(ground grapes, Forica Foods

compression test를 진행하였으며, 단면이 2 cm를 넘는 고

Co., Ltd., Niigata, Japan)를 선정하였다. UDF 단계별 제품

형물의 경우 Ø5 mm probe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으

의 원재료 및 특징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제품에 명시

로 puncture test를 진행하였다. 제품별 주요 고형물로 UDF

되어 있는 조리법에 따라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가열 조리

1단계 데미글라스 함박스테이크의 패티와 감자, UDF 1단계

한 후 20°C로 설정된 저온 인큐베이터에서 보관하였다. 제

와 2단계 고기감자 조림의 감자와 당근, UDF 1단계 닭고기

품의 온도가 20±2°C에 도달하였을 때 최종 경도 또는 점도

야채덮밥 소스의 닭고기, 당근, 두부, UDF 2단계 닭고기 우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다.

엉조림의 닭고기, 감자, 당근, 소고기 스끼야끼 죽의 소고기,
UDF 3단계 돈까스맛 조림의 돼지고기, 닭고기와 무조림의

경도 측정

무가 3 mm가 넘어 경도 측정이 가능하였다. 나머지 단계의

경도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경도 시험방법(KS,

제품에는 모든 원부재료가 분쇄된 형태로 큰 고형물이 없었

2020)에 따라 측정하였다. 전처리한 시료는 형태와 단면적

으며, UDF 1단계와 2단계 고기감자 조림과 UDF 3단계의

크기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Texture analyzer(TA-

닭고기와 무조림에는 갈은 고기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단면

XT2,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이용하여 실

이 3 mm가 되지 않아 경도 측정 시료로 선정하지 않았다.

험을 진행하였다. 유일한 고체 시료인 데미글라스 함박스테

모든 시료의 경도값은 probe로 압착 또는 관통 시 피크의

이크의 경우 패티 1장과 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티는

2
최고 높이(N)에서 측정에 사용한 probe의 면적(m )으로 나

원형 그대로를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직경 3 mm(Ø3

2
눈 응력(N/m )으로 표기하였다.

mm)와 직경 20 mm(Ø20 mm) 원형 probe를 이용하여 compression test를 진행하였다. Probe의 pre-test speed는

점도 측정

600 mm/min, test speed 600 mm/min, post-test speed

점도는 UDF 1단계와 2단계 제품을 대상으로 한국산업표

600 mm/min, 측정 깊이는 시료 높이의 30%로 설정하였다.

준의 고령친화식품 점도 시험방법(KS, 2020)에 따라 회전

2
500,000 N/m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경 5 mm(Ø5

점도계(Brookfield DV2T Viscometer, Brookfield Engi-

mm)의 원형 probe를 이용하여 puncture test를 진행하였

neering Laboratories Inc., New York, NY, USA)를 이용

다. 이때 pre-test speed는 100 mm/min, test speed 100

하여 측정하였다. 유리 비커(600 mL, Ø90)에 시료 약 500

mm/min, post-test speed 100 mm/min으로 설정하였다.

mL를 담은 후 스핀들을 유리 비커 중앙에 위치시켰다. 이후

나머지 고체가 아닌 반고체 또는 졸, 겔 형태의 제품들의

스핀들을 12 rpm으로 2분간 회전시킨 후의 해당 값을 아래

경우 지름 20 mm 원형 틀에 15 mm 높이로 담아 Ø20 mm

의 식 (1)에 따라 대응하는 계수를 곱해 점도를 산출하고

probe를 이용하여 compression test를 통해 경도를 측정하

mPa·s로 나타내었다.

였다. 이때 probe의 pre-test speed는 600 mm/min, test
speed 600 mm/min, post-test speed 600 mm/min, 측정
높이는 용기 바닥에서 5 mm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품 내

Viscosity (mPa·s)＝ TK×SMC×

100
×TQ
RPM

(1)

단면이 3 mm가 넘는 고형물이 존재할 경우 채취한 후 종류

이때 TK(spring torque constant)는 토크 스프링 상수

별로 분류하여 원형 그대로를 경도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다.

(0.09373), SMC(spindle multiplier constant)는 스핀들 상

고형물은 Ø3 mm probe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 RPM은 분당 회전수, TQ는 산출된 토크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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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으로 UDF 1단계의 고기감자 조림(43,810.6±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KS 기준에 따라 5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결

16,829.2 N/m2), 닭고기 우엉조림(30,974.1±7,549.7 N/

과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회 측정값에 대한 평균과

m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UDF 2단계의 소고기 스키야끼

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SPSS 20.0

죽, 3단계와 4단계의 고시히카리 밥 모두 죽 형태로 평균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2
2
경도 4,379.9±922.0 N/m (3,698.2~5,526.3 N/m )로 나

하였으며, Duncan 다중비교분석(Duncan’s multiple range

타났다. Jang 등(2021)은 국내 시판 고령친화식품 2단계로

test)을 통해 P<0.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인증 받은 죽 제품 5종(흰살생선죽, 해물 야채죽, 소고기 들
깨 미역죽, 소고기 버섯죽, 계란 후레이크 죽)의 평균 경도를
2
2
29,442.8 N/m (21,529~46,209 N/m )로 보고하였다. 본

결과 및 고찰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UDF 죽 제품의 경도가 KS 고령친

경도

화식품 2단계 죽 제품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 내

조직감(texture)은 식품의 품질과 기호도에 큰 영향을 미

높은 경도값을 갖는 고형물의 존재 여부, 시료의 균질도,

치는데, 고령인구와 뇌 질환 환자 증가로 인해 음식을 저작

Texture analyzer로 경도를 측정할 때의 probe 종류, 측정

하거나 삼킴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고령사회에

용기 등의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도에

서 식품 조직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Choi, 2011;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분함량, 비중, 기공 발달 정도 등이

Jang과 Lee, 2017). 특히 경도(hardness)는 소비자 만족도

보고된 바 있다(Jung과 Joo, 2010).

와 상관관계가 높은 척도 중 하나로 물성 기준 및 규격이

KS 고령친화식품 물성 분석 기준에는 제품이 단일 원재

있는 고령친화식품에 있어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료가 아닌 경우 가장 높은 고형물의 경도를 기준으로 적용한

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Park 등, 2019).

다고 명시되어 있다. Table 3에는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레토르트 형태로 시판되고 있는

주요 고형물을 Ø3 mm probe를 이용하여 compression

UDF 제품들이 KS 고령친화식품 경도 규격을 기준으로 분

test를 진행하거나 Ø5 mm probe를 이용하여 puncture

류하였을 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test를 통해 경도를 측정한 후 가장 높은 경도값을 나타낸

Table 3은 Texture analyzer와 세 가지 probe를 이용하여

고형물의 경도값만을 표시하였다. 이때 가장 높은 경도값을

경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Ø20 mm probe를 사용하여 com-

가진 고형물은 제품별로 UDF 1단계 데미글라스 함박스테

pression test를 수행하였으며, 데미글라스 함박스테이크

2
이크의 경우 패티(323,127.5±10,879.9 N/m ), 고기감자

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원형 용기에 15 mm 높이로 담아

조림의 경우 감자(246,151.8±71,025.7 N/m2), 닭고기 야

측정하였다. 용기에 담지 않고 시료 그대로 측정한 데미글라

2
채 덮밥소스의 경우 닭고기(94,063.7±11,830.8 N/m ),

2

UDF 2단계 고기감자 조림의 경우 UDF 1단계의 고기감자

스 함박스테이크가 119,542.8±4,402.7 N/m 로 가장 높았

Table 3. Hardness of retort-type UDF samples measured using probes of various sizes

1)

20 mm1)

Hardness (N/m2)
3 mm2)

5 mm3)

119,542.8±4,402.7a5)
43,810.6±16,829.2b
30,220.5±2,044.4c

323,127.5±10,879.9a
246,151.8±71,025.7b
94,063.7±11,830.8d

191,900.0±14,614.4a
122,456.4±40,743.8b
67,967.4±5,871.5b

KS 1
KS 1
KS 1

11,200.0±8,258.2
30,974.1±7,549.7c
3,915.0±488.5d

174,712.4±37,115.5c
251,581.7±17,247.9b
40,191.3±17,036.6d

123,836.8±37,207.0b
98,202.8±41,092.4b
－6)

KS 1
KS 1
KS 1～2

Pork cutlet flavor stew
Stewed beef and radish
Koshihikari rice

1,271.1±128.3d
2,786.5±983.6d
5,526.3±313.0d

66,116.0±22,373.5d
54,564.4±27,038.7d
－

－
－
－

KS 1
KS 1
KS 3

Koshihikari rice
White fish and vegetable mousse
Ground grapes

3,698.2±266.9
1,366.9±30.1d
1,199.2±25.5d

－
－
－

－
－
－

KS 3
KS 3
KS 3

Grade

Sample

UDF 1

Demiglace hamburg steak
Stewed meat and potatoes
Chicken and vegetable bowl sauce

UDF 2

Stewed meat and potatoes
Stewed chicken and burdock
Beef sukiyaki porridge

UDF 3

UDF 4

d

d

KS grade4)

Hardness values measured by compression test using a Ø20 mm probe.
Hardness values measured by compression test using a Ø3 mm probe.
3)
Hardness values measured by puncture test using a Ø5 mm probe.
4)
Korean Industrial Standards, 2020 (KS H 4897).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prob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
Not determin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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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림과 동일하게 감자(174,712.4±37,115.5 N/m ), 닭고

은 시료에 대해서 단면적이 제일 넓은 Ø20 mm probe로

기와 우엉조림의 경우 닭고기(251,581.7±17,247.9 N/m2),

측정한 경도값이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Kim,

그리고 소고기 스끼야끼 죽은 소고기(40,191.3±17,036.6

1999). 또한 Park 등(2019)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분쇄가

2
N/m )였다. UDF 3단계 돈까스맛 조림의 경우 돼지고기

공육제품의 경도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데미글라스 함박스

2

(66,116.0±22,373.5 N/m ), 닭고기와 무조림의 주요 고형

테이크와 비슷한 함박스테이크 12종의 평균 경도값은

물은 무(54,564.4±27,038.7 N/m2)였다.

2
61,591±12,374 N/m 이며, 평균 RSD 값은 19.7%(11.8~

Ø20 mm probe와 Ø3 mm probe로 측정한 경도값을 비

28.1%)로 보고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시판 함박스테이크의

교하였을 때 모든 시료에서 고형물만을 단독으로 측정한 경

경도 측정 시 원료 그대로를 시료로 측정하지 않고 10 mm

도값이 용기에 담아 Ø20 mm probe로 측정한 경도값보다

×10 mm×10 mm 크기로 제단한 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

높았다. 시료를 용기에 담아 측정할 경우, 경도가 서로 다른

에서는 KS 고령친화식품 물성 분석 기준에 명시된 것처럼

여러 고형물과 액체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고형물만을 단독

절단 등의 전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료로 사용하였다.

으로 측정하였을 때보다 Ø20 mm probe에 작용하는 힘이

이에 Park 등(2019)이 연구에 사용한 국내 시판 함박스테이

더 작아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KS 고령친화식

크 시료들의 밀도가 낮아 실제 경도값이 낮았을 수 있으나,

품 물성 분석 기준에는 UDF 경도 시험법과 다르게 Ø5 mm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미글라스 함박스테이크 경도와 시판

probe를 이용하여 puncture test를 통해 경도를 확인하도

함박스테이크 경도값의 차이는 측정 방법상의 차이에서 기

록 명시되어 있다. 주요 고형물을 Ø3 mm probe를 이용하여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compression test 한 후 단면의 길이가 2 cm 넘는 데미글라

Fig. 1은 Ø5 mm probe를 이용해 puncture test로 산출

스 함박스테이크의 패티, UDF 1단계 고기감자 조림의 감자,

한 경도 값과 compression test를 통해 측정한 경도의 상관

닭고기 야채 덮밥소스의 닭고기, UDF 2단계 고기감자 조림

관계를 나타낸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연구보고

의 감자, 닭고기 우엉조림의 닭고기를 대상으로 puncture

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고체 또는 반고체 식품 50개에

test로 경도를 측정한 결과, Ø3 mm probe와 Ø20 mm

대하여 Ø20 mm probe를 이용한 compression test와 Ø5

probe를 이용하여 compression test로 측정한 결과값과는

mm probe로 puncture test로 측정한 후 두 경도값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데미글라스 함박스테이크는 패티가 주

2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 값이 0.935로 높았으며 Ø3 mm

요 고형물로 Ø20 mm, Ø3 mm, Ø5 mm probe를 이용하여

probe compression test보다 Ø5 mm probe puncture test

용기에 담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시료로 사용하여 경도를

가 고령친화식품의 물성 기준 적합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

측정하였을 때, Ø3 mm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MFDS, 2019). 본 연구

2

323,127.5±10,879.9 N/m 로 가장 높았으며 Ø5 mm

에서도 Ø5 mm probe로 측정한 경도값이 Ø3 mm probe

2
probe 191,900.0±14,614.4 N/m , Ø20 mm probe

2
(R =0.8568)보다 Ø20 mm probe로 측정한 경도값과 더 높

119,542.8±4,402.7 N/m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는

은 선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0.9019). 단면이 2 cm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probe 별로 단면적이 달라 같

넘고 형태를 특정할 수 있어야 Ø5 mm probe를 이용한

3×105

5

2×10

5

10

Fig. 1. Correlation between hardness
value measured by puncture test using
Ø5 mm probe and hardness value measured by compression test using Ø20 mm
and Ø3 mm probe.

0
0

4

2×10

4×10

4

6×10

4

4

8×10

5

10

5

1×10

1×10

5

2×10

5

5

2×10

372

김윤정 ․ 이인영 ․ 천용기 ․ 이민혁 ․ 김범근

puncture test 시료로서 적합하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추후

수 있기에 일본 고령친화식품 수입 및 섭취 시 주의가 필요

고령친화식품 경도 측정 시 Ø3 mm probe(compression

할 것으로 보인다.

test)로 측정한 경도보다 Ø5 mm probe(puncture test)로
측정한 경도값이 Ø20 mm probe(compression test)로 측
정한 경도값과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

경도 상대표준편차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평

UDF 1단계 경도 기준은 500,000 N/m , 2단계는 50,000

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백분율을 나타내며 RSD가 클수록 반

2
2
N/m , 3단계 겔의 경우 20,000 N/m , 졸의 경우 10,000

복 측정값의 오차가 크고 재현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물성

2

2

2

N/m , 4단계 겔의 경우 5,000 N/m , 졸의 경우 3,000 N/m

오차가 크면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고

로(Japan Care Food Conference, 2003), 본 연구에 사용

령친화식품과 같이 물성 기준이 존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

한 시료 모두 Ø20 mm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도값이

나 개발할 경우 RSD는 품질평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UDF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Park 등,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처와 KS에서는 고령친화식품 1단계의 경우 경도 50,000

KS 고령친화식품 경도 규격을 기준으로 UDF 제품들을 분

2
2
2
N/m 초과 500,000 N/m 이하, 2단계는 20,000 N/m 초과

류 시 RSD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Table 4는

2

2

50,000 N/m 이하, 3단계 20,000 N/m 이하로 규정하고

세 가지 probe로 반복 측정한 경도값(Table 3)의 RSD 값을

있다(KS, 2020). 이에 세 가지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한

나타낸다. Ø20 mm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도의 RSD

경도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경도의 평균값

의 경우 UDF 4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에서 20.0%를 넘는

을 기준으로 UDF 1단계 제품 3종과 UDF 2단계의 고기감자

시료가 한 개 이상 확인되었으며, UDF 4단계의 평균 RSD는

조림, 닭고기 야채 덮밥소스, UDF 3단계의 돈까스맛 조림,

3.8%(2.1~7.2%)로 모든 제품의 RSD가 10.0% 이하였다.

닭고기와 무조림은 KS 1단계, UDF 2단계의 소고기 스끼야

UDF 2단계 고기감자 조림의 경우 측정 시 용기에 담긴 감

끼 죽의 경우 KS 1~2단계, 나머지 제품은 KS 3단계로 분류

자, 당근 등 고형물의 크기나 형태가 균질하지 않아 반복

되었다. UDF 1단계와 KS 1단계 모두 치아로 섭취할 수 있

측정한 경도값의 오차가 커 RSD 값이 73.7%로 높게 나타났

는 식품, UDF 2단계와 KS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할 수 있

다. UDF 4단계 제품은 물성을 조절하기 위해 원재료를 분쇄

는 식품, UDF 3~4단계와 KS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하거

또는 효소 처리한 졸이나 겔 형태로 큰 고형물이 존재하지

나 씹지 않아도 되는 식품을 의미하며, UDF 1단계 제품 3종

않았으며, 1단계와 2단계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은 모두 KS 1단계로 분류되어 치아로 섭취 가능한 식품에

반복 측정한 시료가 균질하여 RSD 값이 낮았다. 저작 능력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UDF 2단계와 3단계 제품의

에 문제가 없는 일반 섭취자의 경우 제품 내 물성 차이가

경우 경도가 높은 고형물로 인해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음식 섭취에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저작 장애를 가진 고령

UDF 단계와 다른 KS 단계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자의 경우 제품의 경도값의 편차가 클 경우 음식 섭취에 장

다. 따라서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의 경도와 UDF 단계가 한

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Park 등, 2019). Ø3 mm probe나

국 KS 고령친화식품에 명시되어 있는 물성 단계와 상이할

Ø5 mm probe로 측정한 UDF 단계별 시료들의 고형물의

Table 4.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for hardness of retort-type UDF samples measured using probes of various sizes

1)

1)

Sample

UDF 1

Demiglace hamburg steak
Stewed meat and potatoes
Chicken and vegetable bowl sauce

3.7
38.4
6.8

3.4
28.9
12.6

7.6
33.3
8.6

UDF 2

Stewed meat and potatoes
Stewed chicken and burdock
Beef sukiyaki porridge

73.7
24.4
12.5

21.2
6.9
－5)

30.0
41.8
－

UDF 3

Pork cutlet flavor stew
Stewed beef and radish
Koshihikari rice

10.1
35.3
7.2

33.8
－
－

－
－
－

UDF 4

Koshihikari rice
White fish and vegetable mousse
Ground grapes

7.2
2.2
2.1

－
－
－

－
－
－

20 mm

Relative standard deviation.
Hardness values measured by compression test using a Ø20 mm probe.
3)
Hardness values measured by compression test using a Ø3 mm probe.
4)
Hardness values measured by puncture test using a Ø5 mm probe.
5)
Not determined.
2)

RSD (%)
3 mm3)

Grade

2)

5 m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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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iscosity an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of retort-type UDF samples
Grade

Sample

Torque (%)

Temperature (°C)

Viscosity (mPa･s)
c2)

RSD (%)1)

UDF 3

Pork cutlet flavor stew
Stewed beef and radish
Koshihikari rice

31.0±1.6
24.7±2.3
－3)

20.9±0.1
20.5±0.1
－

15,500.0±804.7
12,366.7±1,155.8d
－

5.2
9.3
－

UDF 4

Koshihikari rice
White fish and vegetable mousse
Ground grapes

－
50.5±1.1
42.2±1.8

－
19.6±0.2
20.5±0.5

－
a
25,266.7±548.5
21,100.0±888.8b

－
2.2
4.2

1)

Relative standard deviatio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viscosit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ot determined.
2)

경도에 대한 RSD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고

범위가 14,264~93,580 mPa∙s로 보고하였다. 원재료를 분

령자를 위해 개발된 제품의 형태는 대부분 잘게 썰은 부드러

쇄한 형태인 죽 또는 무스식의 경우에도 함유된 원부재료의

운 식 또는 곱게 분쇄한 블랜더 식이며, 최근에는 식재료의

종류, 수분함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함량, 점도증진제

형태를 유지한 채 물성을 조절한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첨가 여부 등이 최종 제품의 점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Park 등, 2019). 동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들도 UDF 1, 2,

려져 있다. UDF 3단계와 4단계 점도 기준은 졸의 경우

3단계 제품에 고기, 감자, 당근 등 원재료의 형태를 유지한

1,500 mPa∙s 이상이며, KS 고령친화식품 3단계 점도 기준

고형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크기나 모양이 균일하지 않아

도 1,500 mPa∙s 이상으로 측정한 모든 시료가 두 기준을

서 반복 측정 경도값의 표준편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 고령친화식품 점도 기

한 경도를 기준으로 KS 1단계로 분류된 UDF 2단계의 고기

준 내 LV형 점도계로 측정 가능한 상한값을 넘는 제품은

감자 조림과 닭고기 우엉조림, UDF 3단계의 돈까스맛 조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시히카리

과 닭고기와 무조림은 RSD 값이 모두 30%을 초과하여 본

밥 3단계와 4단계 모두 KS 3단계 점도 기준도 충족하는

연구에서도 RSD가 KS 고령친화식품 단계 판정에 영향을

것을 확인하였다(KS, 2020). 하지만 UDF 3단계의 돈까스

주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도 결과와 마찬가

맛 조림과 닭고기와 무조림의 경우 KS 3단계 점도 기준은

지로 일본 고령친화식품 중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고형분이

충족하였으나 경도가 높은 고형물로 인해 결과적으로 KS

함유되어 RSD 값이 큰 제품의 경우 UDF 단계가 KS 고령친

1단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UDF 3단계 제품의 점도 값이 KS

화식품 단계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저작에 어려움이 있는

3단계 점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KS 경도 기준을 만족시키

고령자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입 고령친화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섭식 장애를 갖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제품 내 고형물 여부

점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을 삼키는 힘이 저하되면서 연

및 경도 정도를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하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연하 장애는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 여러 내과 질환과 관련되며 연하곤란으로 인한 부작용

요

약

으로는 폐렴, 영양실조, 탈수, 재활치료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장기 입원, 좋지 않은 환자 예후 등이 있다(Kim 등,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판되는 고령친화식품 중 UDF

2014). 점도를 조절한 식이는 연하 장애 환자의 보편적 치료

단계별로 레토르트 형태의 제품 3종씩 총 12종에 대하여

로 알려져 있으며, Garcia 등(2005)은 연하 장애 환자의

물성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UDF 제품의 경도와 점도

84.8%에게 점도조절 식이가 효과적인 치료법이었음을 보

는 우리나라 KS 고령친화식품 규격에 명시된 방법을 이용하

고하였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점도 기준이 존재하는 UDF

여 측정하였다. 제품을 그대로 또는 용기에 15 mm 높이로

3단계와 4단계 레토르트 제품의 점도를 회전점도계를 이용

담은 후 Ø20 mm probe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한 결과

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UDF 3단계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UDF 단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돈까스맛 조림과 닭고기와 무조림의 경우 16,000 mPa∙s 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에 함유된 고형물을 Ø3 mm

하의 점도 값을 보였으며, UDF 4단계인 흰살생선과 야채

probe로 compression test 또는 Ø5 mm probe를 이용하여

무스 그리고 갈은 포도는 26,000 mPa∙s 이하의 점도 값을

puncture test를 수행한 결과, Ø20 mm probe로 측정한 결

보였다. 고시히카리 밥의 경우 3단계와 4단계 제품 모두 겔

과보다 경도가 높아 KS 물성 기준으로 분류 시 제품에 명시

형태로 스핀들 회전에 필요한 전력량인 토크 값이 너무 높아

되어 있는 UDF 단계와 다르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식 점도계를 통한 점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Jang 등

경도의 RSD 분석 결과, 겔과 졸 형태인 UDF 4단계 제품의

(2021)은 국내 고령친화식품 KS 2단계 죽 제품 5종의 점도

RSD 값이 나머지 제품의 RSD에 비해 낮아 반복 측정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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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균질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UDF 3단계와 4단계를
대상으로 회전식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의 점도가 1,500 mPa∙s 이상으로 UDF 3, 4단계
기준과 KS 고령친화식품 3단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일부 3단계 제품의 경우 경도가 높은 고형물이
존재하여 KS 1단계로 분류되었다. 국외 고령친화식품 중
‘잇몸으로 섭취 가능’ 또는 ‘혀로 섭취 가능’이라고 KS 2,
3단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명시 또는 분류되어 있더라도 국
내와 국외 물성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작과 연하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수입식품을 섭취할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하
다. 고령사회에서 물성을 조절한 식품의 개발 및 연구는 필수
적이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의 물성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KS 물성 기준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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