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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for globally recognized terminology for dysphagia diet has been continuously proposed. Established in
2012, the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zation Initiative (IDDSI) Board developed a framework for the dysphagia diet that can commonly be applied in clinical settings and by the caregivers, for all age groups, patients,
food industry partners, and bridging all ethnicities. The application of common expressions will ensure patient safety during transfer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by reducing the confusion resulting from diverse terminologies used,
and by minimizing unnecessary re-testing. This review introduces the recently updated IDDSI, and discusses and describes the test methods for each level. (JKDS 2022;12: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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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고, 단계별 점도 범위를 제시하기도 하고 색깔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Texture modified food의 경우 물리적 성질,
크기, 형태, 온도 등의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4-6단계로

연하장애의 연구 분야의 빠른 성장과 함께, 연하 치료 영

1

나뉘며 나라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다 .

역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하곤란식 시장의 규모도 무
궁무진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용되

2012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연하장애학회에서 여

는 용어 정의 및 연하곤란식의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러 분야의 연하 전문가들이 모여 International dysphagia

왔다. 연하곤란식은 크게 유동식인 thickened liquid와 고

diet standardisation initiative (IDDSI)를 설립하게 되었

형식인 texture modified food로 나뉜다. 나라별 다양한

다. 표준화된 연하곤란식 분류를 통해 다양한 식사 명칭으

유동식 및 고형식의 분류 및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고,

로부터 야기되는 혼돈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전원 시 표

thickened liquid 경우 나라별로 3, 4단계 정도로 나뉘어

준화되지 않은 연하곤란식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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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통된 용어 정의로 인한 불필요한 재검사를 최소화하

liquid의 경우 점도 및 선상전개검사(line spread test)의 정량적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 환자를 포함한

수치를 단계별 제시하였으며 , 고형식 역시 경우 질감 및 크기 등

임상 현장 및 식품 산업 및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의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5단계로 분류하였다 . 국내의 경우

1

5

6

수 있는 연하곤란식 용어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 본 종설에

2008년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내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

서는 기존의 각 나라별 표준화된 연하곤란식 분류를 먼저

는 연하곤란식 단계를 규정하였으며, 1단계는 중증 연하 장애

살펴 보고, IDDSI의 각 단계별 특징 및 검사 방법의 내용들

환자에게 적용하는 퓨레식, 2단계는 다진식, 3단계는 단단하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 끈적거리는 음식을 제외한 원형의 음식이 되겠다 .

7

2. IDDSI framework

본론

2012년 유럽연하장애학회에서 여러 분야의 연하 전문가

1. 나라별 연하곤란식 분류

들이 모여 IDDSI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단계적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연하곤란식 분류들이 사

인 계획 수립 하에 기존에 사용되는 나라별 연하곤란식 용

용되어 왔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고형식 경우 54가

어들을 조사하여 근거를 수립하고, 기술적, 임상적, 문화적

지, 유동식 경우 27가지의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

요구 등을 반영하여 2017년 IDDSI 체계의 초안을 공개하

2

8

되었다 . 미국의 경우 2002 미국영양사협회에서 질감과 점

였다 .(Fig. 1) 두 개의 뒤집힌 피라미드 형태로 총 8가지의

도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National Dysphagia Diet (NDD)

유동식과 고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색깔로 단계를 구분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Thickened liquid의 경우 점도

되 빨간색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떠올리므로 피하도

를 기준으로 꿀, 넥타 등의 익숙한 용어로 단계별 명칭을

록 하였다. IDDSI 체계의 주요 특징은 고형식과 유동식 사

3

규정하였다 . 단순하게 구성하여 편리성이 높은 장점이 있

이의 겹치는 단계를 두면서, 주관적인 구분을 배제하였다는

으나, 실제 대부분의 음식은 전단 속도에 따라 전단 응력이

것이다.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3, 4단계에 해당하는

변하는 비뉴톤 유체의 성질을 지니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

음식과 음료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4

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 고형식 질감을 기술하는 방법은

이에 단계는 동일하게 하되 종류로써 음식과 음료는 구분이

여러가지가 있고, 연하곤란의 치료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명칭과 뒤집힌 삼각형 형태로 두

3

8가지의 특징을 기존으로 총 4가지로 식사를 분류하였다 .
일본의 경우 연하곤란식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Japanese dysphagia society 2013을 작성하였다. Thickened

Fig. 1. Draft pyramid image, highlighting the overlap zone.
JKDS Vol. 12, No.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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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구분하였다. IDDSI 체계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9

고, 손가락을 제거하여 10초 동안 흘러내린 후 남아 있는

2019년 7월 최종본인 IDDSI 2.0를 공개하였다 .(Fig. 2) 초

액체량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Fig. 3) IDDSI 3단계까

안에 비한 주요 변화들은 온도, 수분 함량에 따라 그 단계가

지는 이 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아주 진한 액체에 속하는 4

변하는 transitional food를 보조적인 분류로 포함시켰고,

단계는 주사기에서 흘러내릴 수 없는 점도이므로 추가적인

색깔의 구성은 색맹인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Fig. 4) 최근에는 IDDSI 공식 사

다, 6단계의 명칭이 수정되었고, 7단계인 regular diet 경

이트에 나라별로 사용 가능한 주사기의 제조 코드 정보를

우 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씹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easy to chew로 세분화하였다. 유동식의 단계별 평가를 및

도록 권고된 주사기의 종류(302143 10 ml Slip Tip,

형식의 크기, 경도성, 응집성, 부착성 등을 고려한 평가 방

302149 10 ml Luer Lock)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류

법 및 단계별 검사 결과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유동식 및

는 아니어 표준화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사

고형식의 평가 방법 및 단계별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

기를 구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보도록 하겠다.

2) IDDSI food testing methods

3. IDDSI food and drink testing method

8

음식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 크기, 모양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시행하기 쉬우면서도 정확한 방법에 대한 고민

음식의 질감과 흐름의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절

들이 있었다. Folk drip test는 3, 4단계를 평가 시 용이하

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고, 실험

고 포크 갈래로 음식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기준으로 분

실에서 시행하는 유동학적 측정의 경우 정확도가 높겠지만

류를 한다. Spoon tilt test는 음식의 부착성과 응집성을 보

모든 사람들이 임상에서 쉽게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IDDSI
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food and drink testing method의
주요 특징이자 장점은 어떤 장소에서도 손쉽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험실 장비를 통
해 측정한 것과 동일하게 정확도가 높은 검사들로 이루어졌다
는 것이다.

1) IDDSI flow test
IDDSI에서 제시한 유동식 단계 평가는 10 ml 주사기를
이용한 gravity flow test로 음식의 온도에 따른 작은 점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검사이다. IDDSI flow
test에서 사용되는 주사기는 축산업에서 이용되는 깔때기
와 유사한 것으로 비유하며, 기하학적 구조는 구강내에서
유동식의 흐름과 유사하게 비유된다. 주사기의 길이와 너비
는 제조 회사별로 다를 수 있고, IDDSI flow test에서는 정
확히 61.5 mm 길이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손
가락으로 주사기의 팁을 막은 후 10 ml의 액체를 채워 넣

Fig. 4. IDDSI flow test.

Fig. 3. IDDSI flow test instruction.
JKDS Vol. 12, No.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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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검사로, 숟가락을 뒤집었을 때, 음식이 떨어지는

없으며,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하여 기도 흡인 시 자발적 기

정도를 확인한다. 숟가락에서 음식의 형태를 갖추고, 약간

침으로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

의 스냅으로도 음식이 숟가락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너무

식은 제외된다. 씹을 필요가 없어 치아가 없는 경우 적절한

단단하거나 끈적하지 하지 않은 정도에 해당된다. 음식의

식사이다.

단단함을 평가하기 위한 압력 평가는 시행 시 동일한 압력

Fork drip test 시 뚝뚝 떨어지지 않는 정도이다. 숟가락

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음식을 눌렀을 때의 포크를

에서 모양을 유지할 정도로 응집력이 있으면서 약간의 스냅

누르는 엄지 손톱이 하얗게 변하는 정도의 압력이 적절하

으로도 음식이 떨어져 나가는, 즉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하

다. 이는 17 Kpa 정도의 수치에 해당하며, 연하 반사가 일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포크가 없을 때에는 손가락을 이용

어날 때 혀의 압력과 유사하여, 생리학적으로도 유의미하

해 볼 수 있고, 손가락으로 쥘 수는 있지만, 부드럽게 떨어

다.

져 나가는 정도, 또한 fork pressure test를 통해 덩어리

4. 각 단계별 성상/특징
1) Level 0 (thin)

없이 포크 갈래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음식에 해당된다.

6) Level 5 (minced & moist)
Level 5 이상은 덩어리가 있는 고형식으로써 씹을 수 있

0단계인 thin level은 점도를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 속하

는 기회를 주는 질감의 음식에 해당된다. 입자의 크기가 고

겠고, 기능적, 섭취 방법, 나이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액체

려되어, 소아를 기준으로 2 mm 이하의 넓이, 8 mm 이하의

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단계가 되겠

길이,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 후 삼키기 직전의 크기

다.

인 4 mm 이하의 넓이, 15 mm 이하의 길이인 음식이 허용

2) Level 1 (slightly thick)

된다

10,11

. 음식의 성질은 덩어리가 혀로 으깰 정도로 부드러

1단계의 slightly thick level은 주로 미성숙한 소아 환자

운 정도로 최소한의 저작이 필요한 음식이 되겠다. 수분 함

군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적절한 역류 방지용 영아용 분유와

량 역시 중요하고,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침과 충분히 섞이

유사한 점도에 속한다. 약간의 흐름의 속도를 늦추지만, 큰

지 못해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분이 있어

노력 없이 꼭지를 통해 섭취할 수 있을 정도이고, flow test

야 하지만, 역시 spoon tilt test 상에서 너무 끈적하여 숟가

상 1-4 ml가 남는 범위에 속한다.

락에 붙어 있지 않는 정도가 되겠다.

3) Level 2 (mildly thick)

7) Level 6 (soft & bite-sized)

2단계, mildly thick level은 홀짝이는 정도로 진한 과즙

6단계는 성인 여성 기준으로 평균 기관지 넓이인 15 mm

정도에 속하며 5.3 mm 지름의 일반적인 빨대로 섭취 시

이하, 소아 경우 8 mm 이하의 크기까지 허용되며 , 씹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정도이며 flow test 상 4-8 ml가 남

과정이 필요하지만 압력을 주었을 때 쉽게 으스러질 정도의

는 정도이다.

부드러운 음식이 되겠다. 푹 삶은 고기, 아보카도 등이 해당

4) Level 3 (liquidised/moderately thick)

된다. 5, 6단계의 경우 덩어리와 액체가 분리되지 않아야

12

3단계는 고형식과 유동식 사이의 겹치는 단계이므로, 뒤

하므로 묽은 죽의 경우 5, 6단계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수분

집힌 두 개의 삼각형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컵이나 숟가락

을 따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포크로 압력을 주

으로 먹을 수 있으나, 포크로는 흘러서 먹을 수 없고. 접시

면, 작게 으스러지도록 조리되어야 하며, 원래의 형태로 돌

에 올려 놓았을 때 형태가 잡히지 않는 정도에 속한다. 씹는

아오지 않아야 한다. 저민 빵이나 샌드위치의 경우 작은 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덩어리가 아닌 음식들로, flow test

이즈로 잘리기 힘들고, 섬유질 성분이 질식의 위험성이 있

상에서 8-10 ml 내에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정도이다.

다는 기존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Flow test 외에 food testing method를 적용할 수 있겠고,

8) Level 7 (easy to chew)

13,14

.

fork drip test상 갈래 사이로 긴 덩이가 떨어지며, 숟가락

입자 크기의 제한이 없는 부드러운 일반식의 분리에 대

에 올려놓고 뒤집었을 때 잔여물 없이 음식이 떨어져 나가

한 요구로 7단계의 easy to chew가 세분화되었다. 질식의

야 한다.

위험이 높은 경우보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데 제한이 있는

5) Level 4 (pureed/extremely thick)

경우에 섭취하기 용이한 음식들에 속한다 . 포크로 압력을

4단계 역시 역시 유동식과 고형식이 겹치는 단계로 일반
적으로 생각하는 퓨레 형태에 해당된다. 컵이나 빨대로는
먹을 수 없고,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지만, 덩어리가
JKDS Vol. 12, No.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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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때 쉽게 잘려지고 조각이 나는 음식에 해당된다.

9) Level 7 (regular)
7단계는 제한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일반식에 해당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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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질감의 음식이 섞인 것은 7단계에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IDDSI

속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질감의 음식을 입 안에서 분

한국어 번역 및 국내 식사에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안

리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이는 7단계로 분류한

에 관한 논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2,16

다

이다.

.

10) Transitional foods
Framework에서 5-7단계에 연결되어 있는 transitional

CONFLICT OF INTEREST

food는 수분을 포함하거나 온도가 변하였을 때 그 성질이
17

변하는 음식을 따로 분류한 것이다 . 연하 치료 과정에서
저작 훈련 시 적용하기 좋은 과자, 얼음조각 등에 해당된다.

5. IDDSI implementation

저자는 저자 본인, 소속기관 그리고 가족의 해당 연구에
대한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이해상충관계가 없습니다.

ACKNOWLEDGEMENTS

IDDSI framework이 완성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기존의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체계
18,19

적인 이행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며

, 우선

본 연구는 2022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 지원으
로 이루어졌음.

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을 시행하
고, 현재의 food service chain에 IDDSI를 소개하여 도입

REFERENCES

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지겠다. 가장 성공적으로 이를 시행하
였던 사례는 2017년 British nursing journal에 소개된
20

Kempen pilot study가 있겠다 . 이 프로젝트에서 IDDSI
체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측면은 관련 분
야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았
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표준을 수용
하는 과정, 관련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교육, 병원에서 제공
하는 각 단계의 음식의 가시성 증대 과정 및 도입 과정에서
IDDSI boarder로부터 주기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이
다.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 환경에 따라 IDDSI가 도입되는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DDSI
공식 사이트에 매월 게시되는 e-bite를 통해 다양한 문화,
환경의 나라에서 IDDSI를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례
및 경험을 고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도 식품의학
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저작 및 연하 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의 경우 국내 다양한 식사를 IDDSI에 적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
으로 국내의 고령층들이 선호하는 국물류의 건더기에 대한
21

입자 크기나 성상에 대한 기준

및 IDDSI의 한글판 번역

작업 등이 추후 필요한 과제들로 생각된다.

결론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연하식사 분류의 필요성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개발된 IDDSI는 나라별, 기관
별 다양한 용어 사용으로 야기되는 혼돈으로부터 안정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연하곤란식 관련 산업의 발

1. Cichero JA, Steele C, Duivestein J, Clavé P, Chen J,
Kayashita J, et al.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rminology and definitions for texture-modified foods and
thickened liquids used in dysphagia management: foundations of a global initiative. Curr Phys Med Rehabil
Rep. 2013;1:280-91. https://doi.org/10.1007/s40141-0130024-z.
2. Steele CM, Alsanei WA, Ayanikalath S, Barbon CE, Chen J,
Cichero JA, et al. The influence of food texture and liquid
consistency modification on swallowing physiology and
function: a systematic review. Dysphagia. 2015;30:2-26.
https://doi.org/10.1007/s00455-014-9578-x. Erratum in:
Dysphagia. 2015;30:272-3.
3. National Dysphagia Diet Task Forc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zation for
optimal care. 1st ed. Chicago: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2002.
4. Strowd L, Kyzima J, Pillsbury D, Valley T, Rubin B.
Dysphagia dietary guidelines and the rheology of nutritional feeds and barium test feeds. Chest. 2008;133:
1397-401. https://doi.org/10.1378/chest.08-0255.
5. Watanabe E, Yamagata Y, Fujitani J, Fujishima I, Takahashi
K, Uyama R, et al. The criteria of thickened liquid for dysphagia management in Japan. Dysphagia. 2018;33:26-32.
https://doi.org/10.1007/s00455-017-9827-x.
6. Matsuo K, Fujishima I. Textural changes by mastication
and proper food texture for patients with oropharyngeal
dysphagia. Nutrients. 2020;12:1613. https://doi.org/10.
3390/nu12061613.
7. Korean Dietetic Association. Manual of medical nutrition therapy. 3rd ed. Seoul: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8.
8. Cichero JA, Lam P, Steele CM, Hanson B, Chen J, Dantas
RO, et 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rminology and
JKDS Vol. 12, No. 2, 2022

84

9.

10.

11.

12.

13.

14.

15.

Jin A Yoon：Update of Guidelines: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zation Initiative 2019

definitions for texture-modified foods and thickened
fluids used in dysphagia management: the IDDSI
framework. Dysphagia. 2017;32:293-314. https://doi.org/10.1007/s00455-016-9758-y.
Cichero JAY, Lam PTL, Chen J, Dantas RO, Duivestein J,
Hanson B, et al. Release of updated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sation Initiative Framework
(IDDSI 2.0). J Texture Stud. 2020;51:195-6. https://doi.org/10.1111/jtxs.12481.
Peyron MA, Mishellany A, Woda A.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ood boluses after mastication of six natural
foods. J Dent Res. 2004;83:578-82. https://doi.org/10.
1177/154405910408300713.
Woda A, Nicolas E, Mishellany-Dutour A, Hennequin M,
Mazille MN, Veyrune JL, et al. The masticatory normative indicator. J Dent Res. 2010;89:281-5. https://doi.org/10.1177/0022034509357022.
Minnich DJ, Mathisen DJ. Anatomy of the trachea, carina, and bronchi. Thorac Surg Clin. 2007;17:571-85.
https://doi.org/10.1016/j.thorsurg.2006.12.006.
Kennedy B, Ibrahim JE, Bugeja L, Ranson D. Causes of
death determined in medicolegal investigations in residents of nursing homes: a systematic review. J Am
Geriatr Soc. 2014;62:1513-26. https://doi.org/10.1111/
jgs.12929.
Sidell DR, Kim IA, Coker TR, Moreno C, Shapiro NL.
Food choking hazards in children. Int J Pediatr Otorhinolaryngol. 2013;77:1940-6. https://doi.org/10.1016/j.
ijporl.2013.09.005.
Côté C, Giroux A, Villeneuve-Rhéaume A, Gagnon C,

JKDS Vol. 12, No. 2, 2022

16.

17.

18.

19.

20.

21.

Germain I. Is IDDSI an evidence-based framework? A
relevant question for the frail older population. Geriatrics
(Basel). 2020;5:82. https://doi.org/10.3390/geriatrics5040082.
Kim IS, Han TR. Influence of mastication and salivation
on swallowing in stroke patients. Arch Phys Med Rehabil.
2005;86:1986-90. https://doi.org/10.1016/j.apmr.2005.05.
004.
Gisel EG. Effect of food texture on the development of
chewing of children between six months and two years
of age. Dev Med Child Neurol. 1991;33:69-79. https://
doi.org/10.1111/j.1469-8749.1991.tb14786.x.
Rule 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zation initiative (IDDSI) [PhD
dissertation]. [Cincinnati]: University of Cincinnati; 2019.
Rule DW, Kelchner L, Mulkern A, Couch S, Silbert N,
Welden K.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sation Initiative (IDDSI),
part I: quantitative analysis of IDDSI performance
among varied participants. Am J Speech Lang Pathol.
2020;29:1514-28. https://doi.org/10.1044/2020_AJSLP-1900012.
Lam P, Stanschus S, Zaman R, Cichero JA. The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sation Initiative
(IDDSI) framework: the Kempen pilot. Br J Neurosci
Nurs. 2017;13(Suppl 2):S18-26. https://doi.org/10.12968/
bjnn.2017.13.Sup2.S18.
Choi KJ, Park YS, Seong MY, Oh BM, Shin WS. Designed
meal development and sensory evaluation for dysphagia
patients. J Korean Dysphagia Soc. 2021;11:15-24. https://
doi.org/10.34160/jkds.2021.1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