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
-일부발췌 ○ 곡류 , 두 (豆)류 및 채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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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및 두류의 성분규격

다음 표의 제1란에 기재한 곡류 또는 두류는 동표 제2란의 물질을 각각 같은
표 제3란의 규정량을 초과하여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동표 제2의
물질에 대하여 동표의 제3란에“불검출”이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 2에서
규정하는 시험법으로 시험한 경우에 해당 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란

제2란

제3란

쌀(현미 및 정미를 말한다.
2의 (1)에서 동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d로 0.4ppm

대두

시안화합물

불검출
불검출 (단 사루타니콩, 사루타피아

팥류

시안화합물

콩, 버터콩, 페기아콩, 화이트콩 및
라이마콩은 HCN로 500ppm)

완두콩

시안화합물

불검출

잠두콩

시안화합물

불검출

땅콩

시안화합물

불검출

기타 두류

시안화합물

불검출

1) 본 파일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부분에서 2019년 8월 8일에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수시 개정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원문과 대조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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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및 두(豆)류의 성분규격의 시험법
(1)

검체

식품

검체

쌀

현미 및 정미

완두콩, 팥류, 잠두콩 및 대두

콩

땅콩

겉껍질을 제거한 것

그 밖에 두류

콩

카드뮴 시험법
카드뮴의 정량법은 다음 원자흡광법을 따른다.
ａ 장치
원자흡광광도계
광원 : 카드뮴 홀로카소드(Hollow Cathode)램프
연료 : 아세틸렌 또는 수소

(2)

시약・시액
아래의 것 이외는 제2 첨가물의 부 C 시약・시액 등의 항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카드뮴 표준용액: 금속 카드뮴 0.100g을 10% 질산 50mL에 녹여 자비(煮
沸)하고 물을 더해 1,000mL로 만든다. 이 10mL를 취하고 물을 더해 1,000
mL로 만든다.
카드뮴 표준용액１mL＝1μg Cd
・1％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염 용액: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염(Sodium diethyl
dithiocarbamate) 1g을 물에 녹여 100mL로 만든다.
・25％주석산칼륨나트륨 용액: 주석산칼륨나트륨(Potassium sodium tartrate)
25g을 물에 녹여 100mL로 만든다.
ｂ

2＋

c

d

시료의 조제
검체 약 10~30g을 정밀하게 재서 덜어 300mL의 켈달 플라스크(Kjeldahl fla
sk)에 넣어 물 10~40mL 및 질산 40mL을 더해 잘 섞은 다음 뭉근하게 가
열한다. 잠시 가열한 다음 방랭(放冷)하고 황산 20mL를 더한 다음 다시 가
열한다. 그동안 필요하면 때때로 소량씩 질산을 더한다. 내용물이 담황색
에서 무색투명한 액이 되면 분해는 완료된다. 식힌 후 물을 더해 전량을 1
00mL로 만든다.
따로 분해에 사용한 산과 동량의 산을 취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
하여 공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시험조작
시료 ＶmL(Cd 으로 0.5~20μg의 범위에서 50mL 이하의 양)를 취하여 2
5％ 주석산칼륨나트륨용액 5mL를 더하고 브롬티몰블루(Bromothymol Blue)
시액 2방울을 더한 다음 액의 색깔이 담황색에서 청자색이 될 때까지 암
모니아수로 중화하고 물을 더하여 100mL로 만든다. 여기에 포화황산암모
늄 용액 10mL를 더하고 뒤이어 1％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염 용액 5mL를
더해 몇 분간 방치한 다음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
0mL를 정확히 더하고 진탕기를 사용하여 약 5분 동안 격렬하게 흔들어 섞
은 다음 정치(静置)하고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층을 분취하여 파장 228.8nm
로 흡광도 A를 측정한다.
이와 별도로 카드뮴 표준용액 V'mL(5~20mL) 및 공시험용액 VmL를 취하여
각각 시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흡광도 As 및 Ao를 측정한
다.
검체 속의 카드뮴 농도 C(ppm)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2＋

시료용액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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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량

시안화합물 시험법
1. 시약・시액
아래의 것 이외는 제2 첨가물의 부 C 시약・시액 등의 항에 기재된 것을 사
용한다.
・구연산완충액 : 구연산 128.1g 및 수산화나트륨 64.4g을 물에 녹여 1L로 만
들고 사용 시 10배로 희석하여 구연산 용액 및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를
5.9로 조정한다.
・피크린산지 : 거름종이를 피크린산 포화수용액에 담근 후 실온에서 건조한
다음 ７mm×40mm의 크기로 잘라 사용 시 10%탄산나트륨 용액에 적신다.

(3)

정성시험
분쇄한 검체 20.0g을 200mL의 삼각 플라스크에 양을 재어 취한 다음, 구연
산완충액 50mL를 더하고 피크린산지를 매단 코르크마개로 막은 다음 25~3
5℃에서 때때로 조심히 흔들어 섞으면서 3시간 방치한 다음 주석산(酒石酸)
2g을 더하고 즉시 상기 코르크마개로 막아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0~60℃
에서 1시간 가열했을 때 피크린산지가 적갈색으로 변한다면 시안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정량시험
분쇄한 검체 25.0g에 구연산완충액 200mL를 더하고 마개를 막은 다음 흔들
어 섞은 후 25~35℃에서 3~5시간 방치하고 물을 100mL를 더해 수증기 증류
한다. 수기(受器)로는 200mL의 삼각플라스크를 사용하여 미리 5%수산화칼륨
용액 5mL를 넣고 수기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냉각기의 하단을 액 속에 담근
다. 증류액이 약 150mL가 될 때까지 증류하고 이 증류액에 10%요오드화칼
륨 용액(Potassium iodide) 5mL를 더하고 0.05mol/Ｌ질산은 용액이 탁해질 때
까지 적정(titration)한다.
0.05mol/Ｌ질산은 용액１mL＝2.70mgHCN

3.

(4) (2)

및 (3)의 시험법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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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豆)류의 사용기준

시안화합물이 검출되는 두류는 생앙금의 원료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소의 가공기준

발아를 방지할 목적으로 감자에 방사선을 조사(照射)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사용하는 방사선의 선원 및 종류는 코발트60의 감마선으로 할 것.
(2) 감자의 흡수선량이 150Gy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가공을 한 감자에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