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 가 표 준
GB 4806.7-2016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2016-10-19 발표

2017-04-19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 9681-1988 <식품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성형품 위생 표준>, GB
9687-1988 <식품 포장용 폴리에틸렌 성형품 위생 표준>, GB 9688-1988 <식품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성형품 위생 표준>, GB 9689-1988 <식품 포장용 폴리스티
렌 성형품 위생 표준>, GB 9690-2009 <식품 용기, 포장 재료용 멜라민-포름알데
히드 성형품 위생 표준>, GB 13113-1991 <식품 용기 및 포장 재료용 폴리에틸
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성형품 위생 표준>, GB
14942-1994 <식품 용기, 포장 재료용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성형품 위
생 표준>, GB 14944-1994 <식품 포장용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병뚜
껑 패드 및 세립 재료 위생 표준>, GB 16332-1996 <식품 포장 재료용 나일론
성형품 위생 표준>, GB 17326-1998 <식품 용기, 포장 재료용 고무 변성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성형품 위생 표준>, GB 17327-1998 <식품
용기, 포장 재료용 AS(acrylonitrile-styrene) 성형품 위생 표준>, GB 13115-1991
<식품 용기 및 포장 재료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수지 및 경질유리
제품 위생 표준>의 성형품 부분을 대체한다.
본 표준은 위 표준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준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으로 수정
되었다.
- 범위를 수정하였다.
- 용어 및 정의를 추가하였다.
- 기본 요구를 추가하였다.
- 원료 요구를 추가하였다.
- 이화학 지표를 수정하였다.
- 이행 시험 통용 요구를 추가하였다.
- 라벨 표시 요구를 추가하였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범위
본 표준은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적용된다. 황화를 거치지 않은
열가소성 탄성체 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
1.

용어 및 정의
2.1 플라스틱 재료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수지 또는 프리폴리머를 주요 성분으로 하여 첨가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일정 온도 및 압력에서 가공 제작한, 일정 형상을 가
지며 수지와 플라스틱 사이에 있는 고분자 재료를 말하며, 플라스틱 입자(또는
편), 마스터배치, 스트립 등을 포함한다.
2.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수지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원료로 하여 첨가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
지 않고 성형 가공한 일정한 형상을 갖는 성형품을 말한다.
2.2

마스터배치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플라스틱 첨가제(착색제,
충전제, 섬유, 안정제 등)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수지에 대량 첨가해 제조
한, 수지 또는 세립 재료와 혼합해야만 기타 플라스틱 재료 및 최종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한 농축체를 말한다.
2.3

기본 요구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은 GB 4806.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기술 요구
4.1 원료 요구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중 수지의 사용은 GB 4806.6 및 관련 발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관능 요구
관능 요구는 표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표1 관능 요구
항목

요구

관능

색이 정상이고 이취(异臭) 및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침지액

이행 시험에서 얻은 침지액은 혼탁, 침전, 이취(异臭) 등 관능성의 변질이 없
어야 한다.

이화학 지표
4.3.1 이화학 지표는 표2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3

표2 이화학 지표a
항목
b

총이행량/(mg/dm2) ≤

지표

검사 방법

10

GB 31604.8

과망산칼륨 소모량/(mg/kg)
물(60℃, 2h) ≤

GB 31604.2
10

중금속(Pb으로 계산)/(mg/kg)
4% 초산(체적 분수)(60℃, 2h) ≤
탈색 시험
a

c

GB 31604.9
1
음성

GB 31604.7

마스터배치는 실제 배합에 따라 수지 또는 세립 재료와 혼합해 최종적으로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공한 후에 검사를 해야 한다.
b

영유아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은 실제 사용 중인 면적 체적비에 근거해 결과

단위를 mg/kg으로 환산해야 하며, 한도는 ≤60mg/kg이다.
c

착색제를 첨가한 제품에만 적용된다.

단량체 및 기타 초기 물질의 특정이행제한량(特定迁移限量), 특정이행총량
제한량(特定迁移总量限量), 최대 잔류량 등 이화학 지표는 GB 4806.6-2016 부록
4.3.2

A

및 관련 발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첨가제
첨가제는 GB 9685 및 관련 발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4

기타
5.1 이행 시험
이행 시험은 GB 31604.1, GB 5009.156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라벨 표시
라벨 표시는 GB 4806.1 규정 외에도 GB 4806.6-2016 부록A에 따라 라벨, 설명
서, 첨부 문서에 수지 명칭을 표기해야 하며, 폴리머 블랜드에 모든 수지 명칭
을 명시해야 한다.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