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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 9684-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스테인리스 제품>, GB 11333-1989
<알루미늄 식기 용기 위생 표준>을 대체한다.
본 표준은 위 표준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준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품'으로 수정되었다.
- 범위를 수정하였다.
- 용어 및 정의를 추가하였다.
- 기본 요구를 추가하였다.
- 원료 요구를 수정하였다.
- 이화학 지표를 수정하였다.
- 이행 시험 통용 요구를 추가하였다.
- 특수 사용 요구를 추가하였다.
- 라벨 표시 요구를 수정하였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품
범위
본 표준은 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품에 적용된다.
1.

용어 및 정의
2.1 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품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하게 되거나 이미 접촉한 각종 금속(각종
금속 도금층 및 합금 포함) 재료 및 제품을 말하며 이하 '금속 재료 및 제품'이
라 칭한다.
2.

금속 도금층
코팅 기술을 통해 각종 고체 재료 또는 제품 표면에 형성한 금속 막을 말한다.
2.2

기재
금속 재료 및 제품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를 말하며 표면 도료층 및 금속
도금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2.3

기본 요구
금속재료 및 제품은 GB 4806.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기술 요구
4.1 원재료 요구
4.1.1 금속 재료 및 제품 중 식품 접촉면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금속 도금층,
용접 재료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4.1.2 금속 기재 및 도금층 등 재료 성분은 제품 표시 성분 또는 표지의 해당
성분과 일치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식기 용기 및 식품 생산 경영 공구, 설비의 본체 부분은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페라이트계 스
테인리스 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식기 및 식품 생산 기계 설비의
연삭 공구 등의 본체 부분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할 수 있
다.
4.1.3

관능 요구
관능 요구는 표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표1 관능 요구
항목

요구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은 깨끗하고 도금층은 균열이나 박리가 없어야 하며,

관능

용접 부분은 매끄럽고 기포 구멍이나 크랙, 버가 없어야 한다.

침지액

이행 시험에서 얻은 침지액은 이취(异臭)가 없어야 한다.

이화학 지표
4.3.1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스테인리스 제품의 이화학 지표는 표2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3

표2 스테인리스 이행물질 지표
항목

지표

비소(As)/(mg/kg)

≤

0.04

카드뮴(Cd)/(mg/kg)

≤

0.02

납(Pb)/(mg/kg)

≤

0.05

크롬(Cr)a/(mg/kg)

≤

2.0

니켈(Ni)/(mg/kg)

≤

0.5

a

검사 방법
GB 31604.38-2016 제2부분,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GB 31604.24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GB 31604.34-2016 제2부분,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GB 31604.25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GB 31604.33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마텐자이트 스테인리스 재료 및 제품은 크롬 지표는 검사하지 않는다.

4.3.2

기타 금속 재료 및 제품의 이화학 지표는 표3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 기타 금속 재료 및 제품 이행물질 지표
항목

지표

비소(As)/(mg/kg)

≤

0.04

카드뮴(Cd)/(mg/kg)

≤

0.02

납(Pb)/(mg/kg)

≤

0.2

검사 방법
GB 31604.38-2016 제2부분,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GB 31604.24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GB 31604.34-2016 제2부분, 또는
GB 31604.49-2016 제2부분

기타
5.1 이행 시험
이행 시험은 GB 31604.1, GB 5009.156 규정에 따라야 하며, 부록A에 이행 시험
특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5.

특수 사용 요구
5.2.1 금속 재료 및 제품(주석 도금 박판 용기 제외)에서 식품 접촉면에 유기 코
팅을 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동, 동합금, 금속 도금층은 산성 식품
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5.2.2 유기 코팅을 하지 않은 철 기본 재료 및 저합금강 제품은 장시간 산성 식
품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5.2

라벨 표시
5.3.1 라벨 표시는 GB 4806.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3.2 금속 기재는 재료 유형 및 성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또는 중국 표준
번호 또는 통일된 숫자 코드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06Cr19Ni10' 또는 '스테인리스 S30408', '알루미늄합금 3004' 등이다.
5.3.3 식품접촉면이 금속 도금층 또는 유기 코팅층으로 덮여있는 경우, 도금층
5.3

또는 코팅층 재료를 ‘크롬 도금’, ‘니켈 아연 도금 합금’,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Poly tetra fluoroethylene, PTEE)코팅층’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속 도
금층이 하나 이상일 경우, 외부 층에서 내부 층 순서로 각 층의 금속성분을 표
시하고 ‘크롬 도금/니켈 도금/구리 도금’과 같이 ‘/’로 구분해야 한다.

부록A
이행 시험 특수 요구
A.1 식품 모사용매
A.1.1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은 4% 초산 용액(부피율)을 식품 모사
용매로 사용한다.
A.1.2 무코팅 철제 팬은 1g/L 구연산 용액을 식품 모사용매로 사용한다.
A.1.3 기타 금속 재료 및 제품은 접촉하는 식품 유형에 근거해 표A.1에 따라 식
품 모사용매를 선택한다.

표A.1 식품 유형 및 식품 모사용매
식품 유형

식품 모사용매

알코올 미함유 수성 식품(pH≥5)

인공 수돗물

산성 식품(pH<5)

5g/L 구연산 용액

알코올 함유 식품

인공 수돗물

유지 및 표면 유지 함유 식품

인공 수돗물

A.2 이행 시험조건
A.2.1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시험조건을 선택한다.

알루미늄합금 재료 및 제품은 표A.2에 따라 이행

표A.2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재료 및 제품의 이행 시험조건
재료 및 제품 유형
스테인리스 재료 및 제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재료, 제품(식기
제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식기

A.2.2

이행 시험조건
30min간 끓인 후 실온에 24h 방치
30min간 끓인 후 실온에 24h 방치
끓인 식품 모사용매와 샘플을 접촉한 후
실온에 24h 방치

기타 금속 재료 및 제품은 표A.3에 따라 이행 시험 조건을 선택한다.

표A.3 기타 금속 재료 및 제품의 이행 시험조건
예상용도

이행 시험조건

실온 또는 실온 이하에서 3d 이상 식품과
접촉(2h 이하 고온 살균 처리, 실온 이하에서

40℃, 10d

30d 이상 보관 포함)
실온 이하에서 3d 이하 식품과 접촉

40℃, 시험 시간은 GB

31604.1-2015 표3

규정에 따라 선택

실온 이하에서 3d 이하 식품과 접촉, 가끔

70℃, 시험 시간은 GB

뜨거운 식품과 접촉

규정에 따라 선택

열 충전 후 실온에서 24h 이하 보관

70℃, 2h, 이어 40℃, 24h

끓이거나 볶거나 굽는 등 고온 접촉(무코팅
철제 팬 제외)
무코팅 철제 팬

31604.1-2015 표3

비등 온도, 2h
비등 온도, 1h
제품 사용 설명서 표시 또는 생산 경영 중

전열 식품 가공 설비 및 기타 식품 처리용
전자제품

사용될 최장 시간 및 최고 온도에 근거해
GB 31604.1-2015 표3, 표4 규정에

따라

각각 시험 시간 및 온도를 선택한다. 단, 시험
온도는 최대 100℃를 넘지 않는다.

A.3 기타 요구
A.3.1 전열 식품

가공 설비 등 제품의 경우, 제품 설명서에 정격 용적이 명시되
었다면 최소 정격 용적 및 대응하는 접촉 면적을 식품 모사용매 체적과 샘플
접촉 면적의 비로 삼아야 한다.
A.3.2 제품 자체에 세트로 된 뚜껑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뚜껑을 덮은 상태로 시
험을 진행할 수 있다.
A.3.3 주석 도금 또는 크롬 도금 박판 용기에 대해 식품 모사용매 이행 시험을
진행해야 할 경우, 가능한 한 용기 정상 사용 시의 밀봉 상태를 시뮬레이션해서
용기 내 공기 유입을 막는다. 실제 사용자가 밀봉한 빈 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캔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구경은 최대한 작게)을 뚫는다. 깨끗한 주사기 또
는 기타 적합한 기구를 사용해 시험 온도까지 가열된 식품 모사용매를 캔이 다
찰 때까지 작은 구멍을 통해 캔 내부로 주입한다. 밀봉 막이나 적합한 불활성
마개로 구멍을 막아 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선정 조건에 따라 이행 시험을 진행
한다. 규정 시험 시간이 된 후, 캔을 흔들어 캔 내부 용액이 골고루 섞이도록
한 다음 뚜껑을 열어 즉시 용액을 깨끗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붓는다.
적당량의 초산을 사용해 용액을 산화시킨 후 목표물 분석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