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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 11680-1989 <식품 포장용 원지 위생 표준>, GB 19305-2003 <식
물 섬유류 식품 용기 위생 표준>을 대체한다.
본 표준은 위 표준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준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으로 수정
되었다.
- 범위를 수정하였다.
- 용어 및 정의를 추가하였다.
- 기본 요구를 추가하였다.
- 원료 요구를 추가하였다.
- 이화학 지표를 수정하였다.
- 미생물 지표를 수정하였다.
- 이행 시험 요구를 추가하였다.
- 선별 검사 방법 규정을 추가하였다.
- 라벨 표시 요구를 추가하였다.
- 부록A, 부록B를 추가하였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
,

범위
본 표준은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셀로판지)으로 만든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용어 및 정의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
정상적 또는 예견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각종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을 말하며, 왁스지, 펄프 몰드 제품, 식품 가공 조리용 종이 등
을 포함한다.
2.

2.1

,

펄프 몰드 제품
펄프를 주원료로 하며 제품 용도상 필요한 형상에 따라 몰드 등 인체 제지 기
술을 통해 제조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
2.2

기본 요구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은 GB 4806.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기술 요구
원료 요구
4.1.1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인체 건강에 해
를 끼쳐서는 안 된다. 섬유 원료는 식물 섬유를 위주로 하며 함유하고 있는 합
성 섬유 원료는 GB 4806.6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1.2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의 식품 접촉면에 도포하는 왁스는 식품안전국가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

4.1

관능 요구
관능 요구는 표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표1 관능 요구
항목

요구

관능

색이 정상이고 이취(异臭), 곰팡이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이행시험에서 얻은 침지액은 착색, 이취(异臭) 등 관능성 변질이 없어야

침지액

한다.

이화학 지표
4.3.1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 중 납, 비소 잔류량은 표2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기타 잔류물은 표3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용, 조리 또
는 가공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세척해야 하는 식품과 접촉하는 종이, 판지 재
료, 제품은 제외이다.
4.3

표2 납, 비소 지표
항목

지표

납(Pb)/(mg/kg)a

≤

3.0

비소(As)/(mg/kg)a

≤

1.0

a

검사 방법
GB 31604.34-2016 제1부분, 또는
GB 31604.49-2016 제1부분
GB 31604.38-2016 제1부분, 또는
GB 31604.49-2016 제1부분

단위 종이 또는 판지 질량의 mg당 물질로 계산한다.

표3 잔류물 지표
항목

지표

검사 방법
부록A 에 따라 물 추출시액을

a

포름알데히드(mg/dm2)

≤

1.0

제조하고 GB 31604.48에 따라
측정(이행시험 미실시)

형광성 물질
파장 254mm, 365mm
a

음성

GB 31604.47

단위 종이 또는 판지 면적의 mg당 물질로 계산한다.

액상 식품, 표면에 유리수 또는 유리지방이 있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게 되
는 종이, 판지 재료, 제품의 이행물질은 표4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3.2

표4 이행물질 지표
항목

지표

총이행량a/(mg/dm2)

≤

10

≤

40

≤

1

과망산칼륨 소모량/(mg/kg)
물(60℃, 2h)
중금속(Pb으로 계산)b/(mg/kg)
4% 초산(체적 분수)(60℃, 2h)
a

검사 방법
GB 31604.8
GB 31604.2
GB 31604.9

식품 접촉 표면에 왁스를 칠한 종이, 판지 재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선택한 식품 모사용매에서 측정한 총이행량이 10mg/dm2를 초과할 경우, GB 31604.8-2016의
5.5.2에 따라 클로로포름(chloroform) 추출물을 측정해야 하며, 측정한 클로로포름 추출량으로
결과를 판정해야 한다.
b

수성 식품 또는 표면에 유리수가 있는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종이, 판지 재료, 제품에만

적용된다.

미생물 한도
식품과 직접 접촉하게 되며 소독 또는 세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종이
및 판지 재료, 제품의 미생물은 표5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용, 조리 또는 가
공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세척해야 하는 식품과 접촉하는 종이, 판지 재료, 제
품은 제외이다.
4.4

표5 미생물 한도
항목

한도

검사 방법

대장균군/(/50cm )

불검출

GB 14934

살모넬라균/(/50cm2)

불검출

GB 14934

곰팡이균/(CFU/g) ≤

50

GB 4789.15

2

첨가제
첨가제는 GB 9685 및 관련 발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

기타
이행 시험
5.1.1 일반 요구
5.

5.1

이행 시험은 GB 31604.1, GB 5009.156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 표준에 특수 규
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5.1.2 특수 요구
5.1.2.1 일부 식품용 여과지의 특정이행량 측정은 부록B에 따라 이행 시험 전처
리를 해야 한다.
5.1.2.2 액상 식품 모사용매를 사용해 이행 시험 진행이 적합하지 않은 샘플에
대해, 반드시 이행 시험을 통해 규정 적합성을 판정해야 한다면 실제로 접촉하
거나 접촉 예정인 식품을 사용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적용 방법이 있
다면 기타 적합한 식품 모사용매를 사용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특정이행량 상세 검사 방법
적당한 방법을 통해 특정이행량 상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생산 공정 중 물
질 사용량에 따른 추산이나 31604.1에 규정한 상세 검사 시험을 포함한다. 추출
시험에서 물 추출시험액의 제조는 부록A를 참고할 수 있으며 기타 화학 용제
추출은 상응하는 검사 방법 표준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위 상세 검사 결
과가 특정이행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세 검사결과에 따라 규정 적합성을
판정을 할 수 있다. 상세 검사 결과가 특정이행량 한도를 초과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는 특정이행 시험결과로 규정 적합성 판정을 해야 한다.
5.2

라벨 표시
라벨 표시는 GB 4806.1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3

부록
물 추출 시험액 조제
A

원리
종이 및 판재 재료, 제품의 예상 용도에 따라 일정 온도의 냉수 또는 온수를 사
용해 재단되거나 찢겨진 샘플에 대해 추출을 진행하고, 얻은 시험액을 목표 분
석물 측정에 사용한다.
A.1

A.2

시약

물
주: 목표 분석물 측정 방법의 요구에 따라 수질을 결정한다.
A.3 측정기기 및 설비
a)저울, 감량 0.01g
b)마개 삼각플라스크, 500mL
c)항온 수욕조, 온도를 80℃±2℃ 범위로 통제 가능
d)여과 장치, G4 유리 모래 깔때기 및 500mL 여과

플라스크

샘플 제조
획득한 종이, 판재 샘플을 약 1㎠의 조각으로 만든다. 샘플량은 목표 분석물 측
정 방법에서 요구하는 샘플 분수*10g 이상이 돼야 한다. 제조 과정 중 깨끗한
장갑을 착용해 손으로 직접 샘플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A.4

A.5 추출
A.5.1 샘플 측정
샘플 10g±0.1g을
2배를 넘을 수는

취하며 정확도는 0.01g이다. 필요 시 샘플량을 늘릴 수 있으나
없다.

온수 추출
샘플을 마개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끓는 물 200mL를 넣은 다음 마개를 막는다.
플라스크를 항온 수욕조에 넣고 온도 80℃±2℃, 시간 2h±5min으로 관리하며 수
시로 흔들어준다. 용액을 플라스크에서 250mL 메스플라스크로 옮기고, 80℃ 물
로 샘플을 2회 세척한 후 세척액은 메스플라스크에 붓는다. 필요 시 필터 장치
를 사용해 추출액과 세척액을 여과 추출하고 여과액은 250mL 메스플라스크로
옮긴다. 메스플라스크의 시험액을 23℃±2℃로 냉각시킨 후 물을 사용해 눈금까
지 정용한다.
A.5.3 냉수 추출
샘플을 마개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넣은 다음 마개를 막는다. 플라
스크를 23℃±2℃ 온도에서 24h 방치하며 수시로 흔들어준다. 용액을 플라스크
에서 250mL 메스플라스크로 옮기고, 물로 샘플을 2회 세척한 후 세척액은 메스
플라스크에 붓는다. 필요 시 필터 장치를 사용해 추출액과 세척액을 여과 추출
하고 여과액은 250mL 메스플라스크로 옮긴 후 물을 사용해 눈금까지 정용한다.
A.5.2

부록
식품용 여과지의 이행 시험 전처리
B

B.1 수성 식품 또는 표면에 유리수가 있는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열 여과용
이(찻잎 여과지, 커피 여과지 등)의 특정이행량은 부록A 온수 추출 방법으로
은 시험액을 사용해 측정을 진행한다.

종
얻

기타 식품 생산 경영용 여과지의 특정이행량은 아래 방식으로 이행 시험
전처리를 진행한다.
a)1L/dm2≤여과 총량≤10L/dm2일 때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를 0.5L/dm2비
율로 시험 샘플에 통과시킨 후 버리고, 다시 0.5L/dm2비율로 다른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를 시험 샘플에 통과시킨 다음 여과액을 분석에 사용한다.
b)여과 총량>10L/dm2일 때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를 1L/dm2비율로 시험 샘
플에 통과시킨 후 버리고, 다시 1L/dm2비율로 다른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를
시험 샘플에 통과시킨 다음 여과액을 분석에 사용한다.
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