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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 14930.1-1994 <식품 도구, 설비용 세척제 위생 표준>을 대체한다.
본 표준은 GB 14930.1-1994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준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세척제'로 수정되었다.
- 용어 및 정의를 수정하였다.
- 보존료 및 착색제 사용 요구를 수정하였다.
- 미생물 지표를 수정하였다.
- 제품 분류를 추가하였다.
- 계면활성제 사용 요구를 추가하였다.
- 에센스 사용 요구를 추가하였다.
-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지표를 추가하였다.
- 비소, 중금속 분류 지표를 추가하였다.
- 관능 지표를 삭제하였다.
- 형광증백제 요구를 삭제하였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세척제

범위
본 표준은 식품용 세척제에 적용된다.
1.

용어 및 정의
2.1 식품용 세척제
식품, 식기 및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용기, 식품 포장 재료 물질을 세척,
청소하는 데 사용된다.
2.

제품 분류
제품 용도별로 두 종류로 나뉜다..
- A류 제품, 식품 세척에 직접 사용되는 세척제이다.
- B류 제품, 식기 및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용기, 식품 포장 재료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이다.
3.

기술 요구
4.1 원료 요구
4.1.1 기본 요구
식품용 세척제에 사용하는 원료는 국가 관련 표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4.1.2 계면활성제
4.1.2.1 A류 제품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는 중국이 사용을 허가한 세척제 원료
명단에 규정한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
4.1.2.2 B류 제품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는 사용하는 농도 및 방식이 인체 건강
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1.3 보존료
4.1.3.1 A류 제품에 사용하는 보존료는 중국이 사용을 허가한 세척제 원료 명단
4.

에 규정한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
4.1.3.2 B류 제품에 사용하는 보존료는 중국이 사용을 허가한 세척제 원료 명단
또는 GB 22115에 규정한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
4.1.4 착색제
4.1.4.1 A류 제품에 사용하는 착색제는 중국이 사용을 허가한 세척제 원료 명단
에 규정한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
4.1.4.2 B류 제품에 사용하는 착색제는 중국이 사용을 허가한 세척제 원료 명단
또는 GB 22115에 규정한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
4.1.5 에센스
4.1.5.1 A류 제품에 사용하는 에센스는 GB 30616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1.5.2 B류 제품에 사용하는 에센스는 GB/T 22731-2008 제10류 제품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제품 요구
4.2.1 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표1 이화학 지표
지표

항목

A류

B류

검사 방법

비소(As)/(mg/kg)

≤

3.0

5.0

GB/T 30797

중금속(Pb으로 계산)/(mg/kg)

≤

30.0

100.0

GB/T 30799

메탄올 함량/%

≤

0.05

0.1

GB/T 30795

포름알데히드 함량/%

≤

0.05

0.1

GB/T 30796

미생물 한도
미생물 한도는 표2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2

표2 미생물 함량
항목

한도

검사 방법

균락총수/(CFU/g 또는 CFU/mL)

≤

1000

GB 4789.2

대장균군/(CFU/g 또는 CFU/mL)

≤

30

GB 4789.3

기타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 제품 해당 유형(A류, B류)을 표기해야 하며, 그중 A류
제품은 '식품 직접 접촉 가능'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