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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 14934-1994 <식기 소독 위생 표준>을 대체한다.
본 표준은 GB 14934-1994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준명칭을 '식품안전 국가표준 소독 식기'로 수정하였다.
- 범위를 수정하였다.
- 관능 요구, 이화학 지표, 미생물 한도를 수정하였다.
- 식기 소독 위생 관리 규범 요구를 취소하였다.
- 부록A, 부록B를 수정하였다.
- 부록C를 추가하였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소독 식기
범위
본 표준은 소독 식기의 위생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은 식음료 서비스 제공업체, 단체 급식 배송업체, 식기 집중 세척 소독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소독 식기에 적용되며, 기타 식품 용기 및 식품 생산
경영 공구, 설비에도 적용된다. 세척을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식기는 본 표
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기술 요구
2.1 관능 요구
식기는 표면이 매끄럽고 부착 물질이나 기름때, 거품, 이미(异味)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2

표1 이화학 지표a
항목
2

유리 잔류 염소/(mg/100cm )

≤

음이온 합성 세척제(SDBS<Sodium dodecyl
2

benzene sulfonate>로 계산)/(mg/100cm )
a

화학소독법에만 적용된다.

지표

검사 방법

0.03

GB/T 5750.11-2006 제1장

검출되어
선 안 됨

GB/T 5750.4-2006 제10장

미생물 한도
미생물 한도는 표2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3

표2 미생물 한도
항목
대장균군

한도

표본 추출 방법

발효법/(/50cm2)

검출돼선 안 됨

부록A의 A.2.1

2

검출돼선 안 됨

부록A의 A.2.2

검출돼선 안 됨

부록A의 A.2.1

종이조각법/(/50cm )

살모넬라균/(/50cm2)

기타 요구
세척제, 소독제는 GB 14930.1, GB 14930.2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4

검사 방법
부록B
부록C

부록A
식기 표본 추출 방법
A.1 이화학 지표의 식기 표본 추출
A.1.1 검사할 식기(사발, 쟁반, 접시, 컵, 술잔 등)를 증류수로 3~5회에 걸쳐 전
체 내표면을 세척해(표면적 100cm2당 증류수 100mL 사용) 샘플액을 만든다.
A.1.2 숟가락(숟가락 자루 불포함), 젓가락 하단(입에 들어가는 구간 약 5cm)을
적당량의 증류수에 넣고(표면적 100cm2당 증류수 100mL 사용) 20회 충분히 흔
들어 샘플액을 만든다.
A.2 미생물 지표의 식기 표본 추출
A.2.1 대장균군(발효법) 및 병원균 지표의 식기 표본 추출
A.2.1.1 젓가락: 젓가락 5개를 샘플 한 세트로 삼는다. 5개 젓가락 하단(입에 들
어가는 구간) 5cm 지점(길이 5cm* 둘레 2cm * 5개, 50cm2)을 10mL 멸균 생리
식염수 시험관에 넣고 20회 충분히 흔든 후 젓가락을 꺼낸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5개 젓가락을 따로따로 흔들 수도 있다. 또는 무균 생리 식염수에 면 걸레
를 적셔 각각 5개 젓가락 하단(입에 들어가는 구간) 5cm 지점 표면을 3회 균일
하게 문지른 다음 멸균 가위를 사용해 면 걸레의 손과 접촉한 부분을 잘라낸다.
면 걸레를 상응하는 액체 배양기에 넣는다.
A.2.1.2 기타 식기: 무균 생리 식염수 1mL로 2.0cm*2.5cm(5cm2)멸균 여과지(총
면적 50cm2)10장을 적신다. 통상 식품과 접촉하는 식기의 내벽 표면 또는 입술
과 접촉하는 부위를 선택하고 매 샘플에 위 멸균 여과지를 각각 부착한다. 30s
후 떼어내 상응하는 액체 배양기에 넣는다. 또는 무균 생리 식염수에 면 걸레를
적셔 두 개의 25cm2(5cm*5cm)면적 범위를 각각 3회 왔다 갔다 문지른 다음, 멸

균 가위를 사용해 면 걸레의 손과 접촉한 부분을 잘라내고 면 걸레를 상응하는
액체 배양기에 넣는다. 4h 내에 검사실로 보낸다.
A.2.2 대장균군(종이조각법) 지표의 식기 표본 추출
A.2.2.1 젓가락: 젓가락 5개를 샘플 한 세트로 삼는다. 무균 생리 식염수로 식기
대장균군 검사 종이를 적셔 곧바로 젓가락 하단(입에 들어가는 구간)(약 5cm)을
문지른다. 매 샘플에 검사 종이 2장을 문지른다. 무균 비닐 봉투에 넣는다.

기타 식기: 무균 생리 식염수로 식기 대장균군 검사 종이를 적셔 통상
음식물 또는 입술과 접촉하는 식기의 내벽 표면 또는 입술과 접촉하는 부위에
부착한다. 매 샘플에 검사 종이 2장을 부착하고 30s 후에 떼어낸 다음 비닐 봉
투에 담는다.
A.2.3 품질 관리
A.2.3.1 위 조작 시 무균 인산염 완충액으로 무균 생리 식염수를 대신해 표본
추출, 희석액으로 삼을 수 있다.
A.2.3.2 표본 추출 과정에서 종이 또는 면 걸레를 표본 추출 절차에 따라 동시
에 처리해야 하며, 표본 추출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블랭크로 삼는다.
A.2.2.2

부록B
대장균군 검사 방법
주: 본 방법은 식기 대장균군 검사에 적용된다.
B.1 발효법
B.1.1 배양기
B.1.1.1 LST 배지, 매 관에 10mL씩 나눠 담는다.
B.1.1.2 2종 LST 배지, 매 관에 10mL씩 나눠 담는다.
B.1.2 발효 및 결과 관찰
B.1.2.1 젓가락: 면 걸레로 문질러 표본을 추출한 경우, 표본 추출 후의 면 걸레
를 직접 LST 배지에 넣는다. 생리 식염수로 흔들어 표본을 추출한 경우, 표본
추출 후 액체 10mL를 전부 2종 LST 배지에 넣는다. 36℃±1℃에서 24h~48h 배
양한다.
B.1.2.2 기타 식기: 표본 추출 후의 면 걸레 또는 전체 종이조각을 LST 배지에
넣는다. 36℃±1℃에서 24h~48h 배양한다.
B.1.2.3 결과 관찰 및 후속 반복 발효 시험: GB 4789.3 규정 방법을 따른다.
B.2 종이조각법
B.2.1 배양기

전용 대장균군 신속 검사지를 사용한다. 종이 규격은 5cm*5cm(면적 25cm2)이다.
B.2.2 배양 및 결과 관찰
이미 표본을 추출한 대장균군 신속 검사지를 36℃±1℃에서 16h~18h 배양한 후
결과를 관찰한다. 결과 판정은 제품 설명서를 따른다.
B.3 품질 요구
B.3.1 식기의 대장균군

검사의 경우, 발효법과 종이조각법 모두 가능하다. 발효
법을 중재 방법으로 삼는다.

B.3.2

블랭크 시험에 미생물이 생장하였다면, 이 시험 결과는 무효이다.

결과 보고
위 시험 결과를 종합해 50cm2당 검출 또는 미검출된 대장균군을 보고한다.
B.4

부록C
살모넬라균 검사 방법
주: 본 방법은 식기 살모넬라균 검사에 적용된다.
C.1 배양기
BPW, 매 관에 10mL

또는 90mL씩 나눠 담는다.

C.2 사전 증균
C.2.1 젓가락: 면 걸레로 문질러 표본을 추출한 경우, 표본 추출 후의 면 걸레를
직접 10mL BPW에 넣는다. 생리 식염수로 흔들어 표본을 추출한 경우, 표본 추
출 후 액체 10mL를 전부 90mL BPW에 넣는다. 36℃±1℃에서 18h~24h 배양한
다.
C.2.2 기타 식기: 표본 추출 후의 면 걸레 또는 전체 종이 조각을 10mL BPW에
넣는다. 36℃±1℃에서 18h~24h 배양한다.

후속 시험
계속적인 증균, 분리, 생화학 감정, 혈청학 감정은 GB 4789.4 규정 방법을 따른
다.
C.3

결과 보고
위 생화학 시험 및 혈청학 감정 결과를 종합해 50cm2당 검출 또는 미검출된 살
모넬라균을 보고한다.
C.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