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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 문
본 표준은 모두 강제성 조항이다.
GB 16325-1996 「건과일 식품 위생 표준」을 폐지하고 본 표준으로 이를 대체
한다.
본 표준과 GB 16325-1996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GB/T 1.1-2000에 따라 표준 문건 양식을 수정하였다.
- GB 16325-1996 구조, 적용 범위를 수정하고 원료, 식품첨가물, 생산 가공
중의 위생 요구 조건, 포장, 표시, 저장 및 운송 위생 요구 조건을 추가하였다.
본 표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며 1년의 과도기를 둔다. 즉, 2005년 10
월 1일 전에 생산하고 해당 표준에 부합한 제품은 2006년 9월 30일까지 판매를
허용한다.
본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가 제시하고 관리한다.
본 표준 초안 작성 기관: 저장성 식품 위생 감독 검사소,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위생 방역센터, 광둥성 식품 위생 감독 검사소, 쓰촨성 식품 위생 감독 검사소,
후베이성 위생 방역 센터, 위생부 위생 감독 센터, 텐진시 위생국 공공 위생 감
독소, 랴오닝성 위생 감독소
본 표준 주요 초안 작성자: 천안메이(陈安美)， 리우추이잉(刘翠英)， 덩홍(邓
红)， 란전(兰真)， 구징위(谷京宇)， 추이춘밍(崔春明)，왕쉬타이(王旭太)
본 표준이 대체한 과거 표준: GB 16325-1996

건과일 식품 위생 표준
범위
본 표준은 건과일 식품의 위생 지표와 검사 방법 및 식품첨가물, 생산 가공 과
정, 포장, 표시, 저장, 운송 위생 요구 조건을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신선 과일(예: 용안, 여지, 포도, 감 등)을 원료로 햇빛에 말리고 건조
하는 등 탈수 공정으로 가공하여 만든 건과일 식품에 적용된다.
1.

규범성 인용 문건
본 표준에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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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0 식품첨가물 사용 위생 표준
GB/T 4789.32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사 - 곡물, 과일과 채소류 식품 검사
GB/T 5009.3 식품 내 수분 측정
GB/T 5009.187 건과일(용안, 여지, 건포도, 곶감) 내 총산(酸)측정
GB 7718 사전포장식품라벨 통칙
GB 14881 식품 기업 통용 위생 규범
2.

3.

지표 요구 조건

원료 요구 조건
해당 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1

관능 요구 조건
벌레, 곰팡이, 악취가 없어야 한다.
3.2

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 규정을 따른다.
3.3

표1 이화학지표
지표

항목

용안

여지

건포도

곶감

수분/(g/100g) ≤

25

25

20

35

총 산/(g/100g) ≤

1.5

1.5

2.5

6

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4

표2 미생물 지표
항목
병원균
(살모넬라균, 이질균, 황색포도상구균)

4.

지표
건포도

곶감

불검출

불검출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품질은 해당 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2 식품첨가물 품종 및 그 사용량은 GB 2760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1

식품 생산 가공 과정
GB 1488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포장 위생 요구 조건
포장 용기와 포장재는 해당 위생 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6.

표시 요구 조건
정형 포장 표시는 GB 7718 규정에 따른다.
7.

8.

저장 및 운송

저장
완제품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유독, 유해, 독특한 냄새, 휘
발성, 부패가 쉬운 물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
8.1

운송
제품 운송 시 직사광선, 비를 피하고 유독, 유해, 악취 혹은 제품 품질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함께 운송하지 않는다.
8.2

9.

검사 방법

9.1

수분

에규정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GB/T 5009.3
9.2

총산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GB/T 5009.187

미생물 지표
GB/T 4789.3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