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
-일부발췌 ◯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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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식품(청량음료수, 식육제품, 고래고기제품 및
어육연제품을 제외)을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담아 밀봉한 다음, 가압
가열 살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성분규격
1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은 해당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속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음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미생물 시험법은 다음과 같다.
항온시험
검체를 용기포장 상태에서 채취하여 35.0℃(±1.0℃의 여유를 인정한다)에서 14
일간 유지한다. 그동안 용기포장의 팽창 여부 또는 내용물의 누설 여부를 관찰
한다. 이 경우 용기포장의 팽창 여부는 약 20℃로 냉각하여 관찰하도록 하고,
용기포장의 팽창 또는 누설이 확인된 것은 해당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속
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양성인 것으로 간주한다.
항온시험에서 음성의 결과를 얻은 검체에 대해서는 세균시험을 한다.
(1)

세균시험
1. 시료의 조제
항온시험 결과 음성인 검체에 대하여 그 개봉부의 표면을 알코올 솜으로 잘 닦
고 멸균한 기구를 사용하여 개봉한 다음, 그 내용물(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형상태인 경우에는 멸균가위 등을 이용하여 잘게 자른다)의 전부를 무균적으
로 혼합한 후 그 25g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멸균 인산완충희석액 225mL를
더하여 잘게 부순다. 그 1mL를 멸균 피펫을 사용하여 멸균시험관에 넣고 멸균
인산완충희석액 9mL를 더하고 잘 섞어 이를 시료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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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법
시료를 1mL씩 5개의 티오글리콜린산염 배지(Fluid Thioglycollate Medium)에
접종하여 35℃(±1℃의 여유를 인정한다)에서 48시간(±3시간의 여유를 인정
한다) 배양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배지라도 균의 증식이 보인 것은 양성으로
판정한다.
・티오글리콜린산염배지 : L-시스틴(L-Cystine) 0.5g, 포도당 5g, 효모엑기스 5g,
펩톤 15g, 티오글리콜린산염(Thioglycolic Acid) 0.5g, 식염 2.5g, 레자즈린(Res
azurin) 0.001g 및 분말한천 0.8g을 정제수 1,000mL에 넣어 가온 용해하고,
이를 pH7.0~7.2로 조정하여 시험관에 10mL씩 분주(分注)한 다음 121℃에서 1
5분간 멸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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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의 제조기준

제조에 사용하는 채소 등의 원료는 선도 그 외의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에 사용하는 채소 등의 원료는 필요에 따라 충분히 세척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 시에는 보존료 또는 살균료로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하는 첨
가물(차아염소산수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통조림 식품 또는 통조림 식품 이외의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의 용기포
장의 봉관(封罐)은 열용융 또는 권체(卷締)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조 시에 하는 가압가열살균은 자기온도계를 장착한 살균기로 하며, 자기
온도계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제조 시에 하는 가압가열살균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하도록 가압가열
살균의 방법을 정하여, 그 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원재료 유래(由來)로 해당 식품 속에 존재하며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
물을 사멸시키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그 pH가 4.6을 넘고 수분활성이 0.94를 넘는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은 중심부의 온도를 120℃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일 것
(1)

가압 가열 살균 후, 냉각에 물을 사용할 시에는 흐르는 물(식품제조용수에
한한다)을 사용하거나 유리잔류염소를 1.0ppm 이상 함유하는 물로 끊임없
이 환수(換水)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8) 제조에 사용하는 기구는 충분히 세척한 다음 살균한 것이어야 한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