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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 문
본 표준 4.1.2, 4.2, 4.3, 4.4.1, 4.5 및 7.1은 강제성 조항이며 나머지는 추천성 조
항이다.
본 표준은 GB 15266-2000 「스포츠 음료」를 대체한다.
본 표준과 GB 15266-2000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a) 스포츠 음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스포츠 음료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
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b) 제품 분류를 취소하였다.
c) 순함량 요구 조건을 취소하였다.
d) 이화학 지표와 위생 지표를 조정(예: 칼슘, 마그네슘 지표 등 삭제)하였다.
e) ‘국제 올림픽위원회 금지 물질’ 부록을 취소하고 본 표준 중 ‘세계 반도
핑 기구(WADA) 최신 버전에서 규정한 금지 물질’만을 적용하였다.
본 표준 부록 A는 자료성 부록이다.
본 표준은 중국 경공업 연합회가 제시한다.
본 표준은 전국 식품 공업 표준화 기술 위원회 음료 분기술 위원회가 관리한다.
본 표준 초안 작성 기관-: 중국 음료 공업 협회 기술 작업 위원회, 베이징대학
제3의학원 스포츠 의학 연구소, 펩시(차이나) 게토레이 스포츠 과학 연구 센터,
국가 스포츠 총국 스포츠 의학 연구소 스포츠 영양 연구 센터, 항저우 와하하
그룹 유한공사, 코카콜라(차이나) 음료 유한공사, 캉스푸 유한공사 음료 연구 개
발 센터, 광둥 젠리바오 그룹 유한공사, 농푸산췐 유한공사, 오츠카(차이나) 투
자유 한공사, 크래프트 푸드(차이나) 유한공사, 펩시(차이나) 유한공사, 로버스트
(광둥) 식품 음료 유한공사, 홍뉴 비타민 음료 유한공사
본 표준 주요 초안 작성자: 아이화(艾华)， 스샤오차이(史小才)， 리위난(李羽楠)， 이무
칭(伊木清)，디펑구이(翟鹏贵)， 순웨이(孙伟)，천즈밍(陈志明)，자오쉐메이(赵雪梅)， 야
오위차이(姚毓才)， 리쉐투어(李雪驼)， 리잉(李滢)， 자오원링(赵文玲)，우전쥔(吴镇君)
본 표준이 대체한 과거 표준: GB 15266-1994, GB 15266-2000

스포츠 음료
범위
본 표준은 스포츠 음료의 정의, 기술 요구 조건, 시험 방법, 검사 규칙, 라벨, 포
장, 운송과 저장 요구 조건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제3장에서 정의한 스포츠 음료에 적용된다.
1

규범성 인용 문건
본 표준에 인용된 하기 문건 내 조항은 본 표준 조항으로 인정된다. 일자가 표
기된 모든 인용 문건은 추후 수정 목록(정정 제외) 혹은 수정 버전 모두 본 표
준에 적용하지 않으나 본 표준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쌍방이 이 문건들의
최신 버전 사용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권한다. 일자 명기가 되지 않은 모든 인용
문건은 최신 버전을 본 표준에 적용한다.
GB 2759.2 탄산 음료 위생 표준
GB 2760 식품첨가물 사용 위생 표준
GB/T 5009.84 식품 중 비타민 B1 측정
GB/T 5009.85 식품 중 비타민 B2 측정
GB/T 5009.91 식품 중 칼륨, 나트륨 측정
GB 7101 고체 음료 위생 표준
GB 7718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T 12143 음료 통용 분석 방법
GB 13432 선포장 특수 식용 식품 라벨 통칙
GB 14880 식품영양강화제 사용 위생 표준
GB 16322 식물 단백질 음료 위생 표준
2.

용어와 정의
하기 용어와 정의를 본 표준에 적용한다.
3.

스포츠 음료 Sports beverage
영양소 및 그 함량이 운동 혹은 체력 활동자의 생리적 특징에 적응할 수 있으
며, 체내 수분, 전해질과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빠르게 흡수 가능한 음료이다.
3.1

4.

기술 요구 조건

원부재료
4.1.1 원부재료 해당 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1.2 ‘세계 반도핑 기구(WADA) 최신 버전에서 규정한 금지 물질(부록 A 참
조)을 첨가하면 안 된다.
4.1

관능 요구 조건
고유의 색, 맛이 있어야 하나 이상한 맛, 악취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육
안으로 외부 유입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4.2

이화학 지표
4.3.1 이화학 지표는 표1 규정을 따른다.
4.3

표1 이화학지표
항목

지표

가용성 고형 물질(20℃에서 굴절법 적용)/%

3.0~8.0

나트륨(mg/L)

50~1200

칼륨(mg/L)

50~250

희석 혹은 용해가 필요한 제품은 라벨에 표기된 희석 혹은 용해 배수대로
물을 넣고 섞은 후 이화학 지표는 표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3.2

식품첨가물과 식품영양강화제
4.4.1 GB 2760과 GB 14880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4.2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B1 및 그 파생물, 비타민 B2 및 그 파생물이 성분이
거나 혹은 첨가 가능한 성분인 경우, 직접 음용하는 제품 중 아스코르브산이
120mg/L 이하, 비타민 B1 및 그 파생물이 3mg~5mg/L, 비타민 B2 및 그 파생
물이 2mg/L~4mg/L이어야 한다.
4.4

위생 지표
고체 제품은 GB 7101, 가스와 액체 무함유 제품은 GB 16322, 가스와 액체 함유
제품은 GB 2759.2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5

5.

시험 방법

관능 검사
균일하게 혼합된 피시험 샘플 약 50mL를 무색의 투명한 용기에 담아 밝은 곳
에 놓고 색과 투명도를 관찰하고 실온에서 냄새를 맡고 맛을 본다.
5.1

이화학 검사
5.2.1 가용성 고형물
GB/T 12143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5.2.2 나트륨과 칼륨
GB/T 5009.91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5.2.3 아스코르브산
GB/T 12143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5.2.4 비타민 B1
GB/T 5009.84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5.2.5 비타민 B2
GB/T 5009.8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5.2

6.

검사 규칙

샘플링 방법과 샘플량
출고 검사 시, 차수별로 최소 독립 포장 샘플 1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6개는 관
능 지표와 이화학 지표 검사용으로, 2개는 미생물 검사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4
개는 예비용으로 분류한다. 형식 검사 시, 차수별로 12개의 최소 독립 포장 샘
플을 임의 추출하여 6개는 관능 지표와 이화학 지표 검사용으로, 2개는 미생물
검사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예비용으로 분류한다.
6.1

출고 검사
생산 기업 품질 관리 부처가 해당 규칙에 따라 제품의 차수를 정하고 차수별로
제품 출고 시, 관능 상태, 가용성 고형물, 나트륨, 칼륨, 균락총수, 대장균을 검
사해야 한다.
6.2

형식 검사
본 표준 기술 요구 조건에서 규정한 항목 모두 형식 검사 항목이다. 형식 검사
6.3

는 매년 1회 실시하거나 혹은 하기 상황이 발생할 때 검사한다.
- 원료, 공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 생산 중지 후 재생산할 때
- 출고 검사 결과와 평소 기록에 차이가 클 때
판정 규칙
미생물 지표 외, 검사 항목이 본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제품에서
샘플을 배수 추출하여 불합격 항목에 대해 재검사한다. 재검사 결과 불합격 항
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차수 제품을 불합격 제품으로 판정한다. 미생물 지
표가 본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제품을 불합격 판정하고 재검사하
지 않는다.
6.4

7.

라벨, 포장, 운송, 저장

7.1

라벨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가용성 고형물, 나트륨,
칼륨의 함량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GB 7718, GB 13432

포장, 저장, 운송
7.2.1 포장재와 용기는 관련 표준 혹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7.2.2 저장, 운송 중 열원과 거리를 두고 강한 직사광선을 피하며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7.2

부록 A
(자료성 부록 )
세계 반도핑 기구(WADA) 최신 버전에서 규정한 금지 물질
세계 반도핑 기구(WADA) 최신 버전에서 규정한 금지 물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반도핑 기구(WADA): http://www.wada-ama.org/
중국 반도핑 센터: http://www.cocadc.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