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
-일부발췌1)○ 청량음료수
1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

(1) 일반규격
1. 혼탁(원재료로 사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 착향 또는 착색을 목
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
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멸한 미생물(제품의 원재료에 부득이하게 혼입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기인하는 혼탁을 제외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2. 침전물[원재료로 사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 착향 또는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멸한 미생물(제품의 원재료에 부득이하게 혼입되
는 것에 한정한다)에 기인하는 침전물을 제외한다] 또는 고형의 이물(원재
료로 사용되는 식물에 해당되는 고형물로 그 용량 백분율이 30%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금속 재질 용기포장에 담긴 것은 주석의 함유량이 150.0ppm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대장균군 시험법은 다음과 같다.
a 검체의 채취 및 시료의 조제
검체를 용기포장 채로 채취하여 가급적 빨리 그 외부를 흐르는 물로 닦고
건조한 다음 시험부위를 중심으로 알코올 솜(70%에탄올에 적신 솜을 말한
다. 이하 동일)으로 닦아 멸균한 기구를 사용하여 개봉, 개전(開栓) 또는 개
관(開罐)하고 그 액의 10mL 및１mL와 10배액 1mL를 취하여 이를 시료로 한
다. 탄산을 함유하는 청량음료수는 다른 멸균용기로 옮겨 잘 섞어 이산화탄
소를 발산시킨 다음 시료를 만든다.
b 대장균군 시험법

1) 본 파일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부분에서 2019년 8월 8일에 발췌하여
번역한 것에 2021년 1월 21일 개정부분(청량음료수 규격기준 개정)을 반영한 것임. 수시 개정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원문과 대조가 필요할 수 있음.
2021년 1월 21일 개정문 원문은 https://www.mhlw.go.jp/hourei/doc/hourei/H210121I0010.pdf에서
확인 가능함

제1 식품의 부의 Ｃ 식품일반의 보존기준의 항의 1의 ⑵ 대장균군 시험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리고 시료의 조제는 a를 따른다.
(2) 개별규격
1. 미네랄워터류(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를 말한다. 이하 동일)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하지 아니한 것
a. 다음 표의 제1란의 사항은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란

제2란

안티모니(Antimony)

0.005㎎/L 이하일 것

카드뮴

0.003㎎/L 이하일 것

수은

0.0005㎎/L 이하일 것

셀레늄(Selenium)

0.01㎎/L 이하일 것

구리

1㎎/L 이하일 것

납

0.05㎎/L 이하일 것

바륨(Barium)

1㎎/L 이하일 것

비소

0.01㎎/L 이하일 것

망간

0.4㎎/L 이하일 것

육가크롬

0.05㎎/L 이하일 것

시안 (시안이온 및 염화시안)

0.01㎎/L 이하일 것

아질산성질소

0.04㎎/L 이하일 것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10㎎/L 이하일 것

불소

2㎎/L 이하일 것

붕소

5㎎/L 이하일 것

b 용기포장 내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미만의 것은 장구균 및
녹농균이 음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장구균 및 녹농균의 시험법은 다음
과 같다.
① 검체의 채취 및 시료의 조제
검체를 용기포장의 상태로 채취하여 시험부위를 중심으로 알코올 솜으로
닦고 멸균한 기구를 사용하여 개봉, 개전하거나 개관하고 그 액의 10mL
및 1mL를 채취하여 이를 시료로 한다.

② 장구균 시험법
가 추정시험 : 10mL 및 1mL의 시료를 각각 AC배지에 접종한다. 10mL의
시료를 접종할 때는 두 배 농도의 AC 배지 10mL를 사용한다. 이것을 3
5.0±1.0℃에서 48±3시간 배양한 후 혼탁 유무를 관찰한다. 혼탁이 생
긴 것을 추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확정시험 : 추정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시험관의 1백금이(白金耳)를 새로
운 AC 배지에 이식하여 45.0±1.0℃에서 48±３시간 배양한 후 혼탁 유
무를 관찰한다. 혼탁이 발생한 것을 확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한다.
다 완전시험 : 확정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시험관의 1백금이를 포도당 한천
배지에 획선하여 독립된 집락을 발생시킨다. 35.0±1.0℃에서 24±２시
간 배양한 다음, 평판 위에 발생한 집락을 조균(釣菌)하여 포도당부이온
에 이식하고 35.0±1.0℃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이를 포도당 한천사
면 및 6.5％염화나트륨 첨가 포도당부이온에 이식하여 35.0±1.0℃에서
배양한다. 포도당 한천사면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발생한 집락의 균
에 대해 카탈라아제(Catalase) 시험을 실시한다. 카탈라아제 시험에서 음
성을 보인 것에 대해 그람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또 6.5％염
화나트륨 첨가 포도당부이온에서 48±3시간 배양한 다음 혼탁 유무를
관찰한다. 포도당 한천사면의 집락의 균이 그람양성의 구균으로 6.5％염
화나트륨 첨가 포도당부이온에서 혼탁이 발생한 것을 완전시험 양성(장
구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a. AC 배지 : 펩톤 20g, 효모엑기스 5g, 포도당 5g, 구연산나트륨 10g,
염화나트륨 5g, 제2인산칼륨(K2HPO4) 4g, 제1인산칼륨(KH2PO4) 1.5g 및
아지드화나트륨(Sodium azide) 0.25g을 정제수 1,000mL에 용해하여 멸
균한 다음, pH7.0이 되도록 보정하여 시험관에 분주하고 121℃에서 15
분간 멸균한다.
b. 포도당 한천배지 : 펩톤 10g, 효모엑기스 3g, 포도당 10g, 염화나트륨
5g 및 한천 15g을 정제수 1,000mL에 가열 용해하고 멸균한 다음 pH7.
4가 되도록 보정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c. 포도당부이온 : 펩톤 10g, 고기엑기스 5g, 포도당 10g 및 염화나트륨
5g을 정제수 1,000mL에 용해하여 멸균한 다음 pH7.0이 되도록 보정하
여 시험관에 분주한 다음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ｄ. 포도당 한천사면 : 펩톤 10ｇ, 효모엑기스 3g, 포도당 5g, 염화나트
륨 5g 및 한천 13g을 정제수 1,000mL에 가열 용해하여 멸균한 다음 p
H7.4가 되도록 보정하여 시험관에 분주하고 121℃에서 15분간 멸균한
다.
ｅ. 6.5％염화나트륨 첨가 포도당부이온 : 펩톤 10g, 고기엑기스 5g, 포
도당 10g 및 염화나트륨 65g을 정제수 1,000mL에 용해하여 멸균한 다
음 pH7.0이 되도록 보정하고 시험관에 분주한 다음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③ 녹농균 시험법
가 추정시험 : 10mL 및 1mL의 시료를 각각 아스파라진(Asparagine)부이
온에 접종한다. 10mL의 시료를 접종할 때는 배농도의 아스파라진부이
온 10mL를 사용한다. 이를 35.0±1.0℃에서 24±2시간 배양한 다음,
혼탁의 유무 및 장파장(365nm)의 자외선등 아래에서의 형광 유무를
관찰한다. 혼탁 또는 형광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좀 더 배양을 계속하
여 48±３시간까지 관찰한다. 혼탁이 발생하고 형광이 확인된 것을 추
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확정시험 : 추정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시험관의 1백금이를 세트리마
이드 한천배지(Cetrimide agar)에 획선하여 독립된 집락을 발생시킨다.
35.0±1.0℃에서 48±3시간 배양한 다음 유록색 또는 적갈색의 집락을
조균하여 보통한천사면에 이식한다. 41.5±0.5℃에서 24±2시간 배양한
다음 균의 유무를 관찰하고 발육이 보인 것에 대해 옥시다아제(Oxidas
e) 시험을 실시한다. 옥시다아제 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것을 그람염색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그람 음성 무아포성 간균이라면 확정시험
양성(녹농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ａ. 아스파라진부이온 : DL―아스파라진3g, 제2인산칼륨(K2HPO4) 1g 및
황산마그네슘(Magnesiumsulfat) 0.5g을 정제수 1,000mL에 용해하여 멸
균한 다음 pH6.9~7.2가 되도록 보정하여 시험관에 분주한 후 121℃에
서 15분간 멸균한다.
ｂ. 세트리마이드 한천배지 : 펩톤 20g, 염화마그네슘 1.4g, 황산칼륨 10
g, 세트리마이드(Cetrimide)

0.3g 및 한천 15g을 정제수 1,000mL에 가

열용해하고 멸균 후에 pH7.0~7.4가 되도록 보정하여 121℃에서 15
분간 멸균한다.

2.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멸균을 하는 것
다음 표의 제1란의 사항은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1란

제2란

안티모니

0.005㎎/L 이하일 것

카드뮴

0.003㎎/L 이하일 것

수은

0.0005㎎/L 이하일 것

셀레늄

0.01㎎/L 이하일 것

구리

１㎎/L 이하일 것

납

0.05㎎/L 이하일 것

바륨

１㎎/L 이하일 것

비소

0.01㎎/L 이하일 것

망간

0.4㎎/L 이하일 것

육가크롬

0.05㎎/L 이하일 것

아염소산

0.6㎎/L 이하일 것

염소산

0.6㎎/L 이하일 것

클로로포름(Chloroform)

0.06㎎/L 이하일 것

잔류염소

3㎎/L 이하일 것

시안 (시안이온 및 염화시안)

0.01㎎/L 이하일 것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L 이하일 것

1, 4-다이옥산(1,4-Dioxane)

0.04㎎/L 이하일 것

다이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
(Dichloroacetonitrile)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및
트랜스-1, 2-디클로로에틸렌
(cis-1,2-dichloroethylene・
trans-1,2-Dichloroethylene)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01㎎/L 이하일 것
0.004㎎/L 이하일 것
0.02㎎/L 이하일 것
시스형과 트랜스형의 합이 0.04㎎/L
이하일 것
0.1㎎/L 이하일 것

브로민산(bromic acid)

0.01㎎/L 이하일 것

아질산성질소

0.04㎎/L 이하일 것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Total Trihalometha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0㎎/L 이하일 것
0.1㎎/L 이하일 것
0.01㎎/L 이하일 것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0.004㎎/L 이하일 것

톨루엔(Toluene)

0.4㎎/L 이하일 것

불소

2㎎/L 이하일 것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L 이하일 것

브로모포름(Bromoform)

0.09㎎/L 이하일 것

벤젠

0.01㎎/L 이하일 것

붕소

5㎎/L 이하일 것

포름알데히드

0.08㎎/L 이하일 것

유기물 등 (전유기 탄소)

3㎎/L 이하일 것

맛

이상이 없을 것

취기(臭氣)

이상이 없을 것

색도(色度)

5도 이하일 것

탁도(濁度)

2도 이하일 것

3.

미네랄워터류 이외의 청량음료수

a 비소 및 납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의 비소 및 납의 시험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용액의 조제
시험용액의 조제는 가 습식분해법 또는 나 건식회화법으로 실시한다. 단 비
소의 시험은 가 습식분해법으로 실시한다.
가

습식분해법

검체 100g(희석하여 마시는 청량음료수는 그 음용 시에 희석하는 배수의
값으로, 농축한 원료용 과즙은 그 농축한 배수의 값으로 100을 나눈 양)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증발 농축시켜 시럽상태로 만든다. 이것을 물
약 10mL를 사용하여 분해 플라스크로 옮겨 황산８mL 및 질산 10mL를 더
해 녹인 다음, 가열하면서 질산 1~2mL를 때때로 보충하여 용액이 거의 무
색 또는 담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을 계속한다. 일단 냉각한 후 물 15mL
및 수산암모늄(Ammonium oxaLate) 용액 10mL를 더하여 플라스크의 목부
분에 흰 안개가 나타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후 물을 더해 전량을 50mL
로 만들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검체 대신에 물을 사용하
여 검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작하여 얻어진 용액을 공시험용액으로 사용
한다.

나

건식회화법

검체 50g(희석하여 마시는 청량음료수는 음용 시에 희석하는 배수의 값으
로, 농축한 원료용 과즙은 그 농축한 배수의 값으로 50g을 나눈 양)을 취
하여 적외선램프 아래 또는 건조기 안에서 건조한 다음 450~500℃에서 거
의 백색의 회분이 얻어질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후 염산 (1→2) 5mL를 조
심히 주가(注加)하여 녹인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乾固)한다. 이를 식
힌 후 １mol/L염산에 녹여 전량을 25mL로 만들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
다. 이와 별도로 검체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검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작
하여 얻어진 용액을 공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② 비소의 시험법
비소의 시험은 다음의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은법으로 실시한다.
ａ. 장치
개략적으로 다음 그림을 따른다(단위 mm). (그림 생략)
ｂ. 시약・시액
아래의 것 이외는 제2 첨가물의 부 C 시약・시액 등의 항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은 피리딘용액 :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은 1g을 피
리딘 200mL에 녹여 빛을 차단하고 시원한 곳에 보존한다.
・사상(砂狀) 아연 : 20~30 mesh의 무비소 아연을 1％황산동 용액에 흑화
(黑化)될 때까지 담갔다 세척한 후 건조한다.
・염화제1주석용액: 염화제1주석 4g을 무비소 염산 125mL에 녹이고 물을
더하여 250mL로 만들고 공전병에 넣어 밀전(密栓)하여 보존한다.
・비소표준액: 비소표준원액 10mL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황산(１→20) 10
mL를 더하고, 새로 끓여 식힌 물을 더하여 정확하게 1,000mL로 만든
다. 본액 1mL는 삼산화비소(As2O3)１µg을 함유한다. 사용 시 조제하여
공전병에 보존한다.
・비소표준원액: 삼산화비소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105℃에서 4시간 건
조하고 그 0.10g을 정확하게 계량하여 수산화나트륨용액(1→5) 5mL를
더해 녹인다. 이 액을 황산(１→20)으로 중화하고, 여기에 황산(１→20)
10mL를 더한 다음, 새로 끓여 식힌 물을 더하여 정확하게 1,000mL로
만든다. 본액 1mL는 삼산화비소(As2O3) 0.1mg을 함유한다.

c. 시험조작
시험용액 10mL를 발생 플라스크에 채취하고 물을 더하여 25mL로 만들고
염산(１→２) 5mL, 요오드화칼륨 용액 2mL 및 염화제1주석용액 5mL를 더
하고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다. 그런 다음, 이 발생 플라스크에 사상

아

연 3g을 더하고 즉시 흡수관 및 가스유도관을 연결하고 미리 디에틸디티
오카르밤산은 피리딘용액 3mL를 넣은 흡수수기(受器)를 접속하여 20~25℃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그런 다음 장치를 분리하여 가스유도관 내 액
을 흡수수기 내의 흡수액에 합쳐 잘 섞은 다음, 이 흡수액을 1㎝의 흡수셀
에 취하여 30분 이내에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은 피리딘용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파장 525nm 부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했을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공시험용액 10mL에 비소표준액 4mL를 더한 다음 물을 더해 25mL로 만든
용액을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흡광도를 넘어
서는 아니 된다.

③ 납의 시험법
납의 시험은 가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나 폴라로그래피법으로 실시한다.
가

원자흡광광도법
a. 장치
원자흡광광도계
광원: 납 중공음극램프
연료: 아세틸렌 가스 또는 수소
b. 시약・시액
아래 기재된 것 외에는 제2 첨가물의 부 C 시약・시액 등의 항에 기재
된 것을 사용한다.
・구연산암모늄 용액: 구연산제2암모늄 2.5g을 물에 녹여 100mL로 만든다.
・황산암모늄 용액 : 황산암모늄 40g을 물에 녹여 100mL로 만든다.
・DDTC(Diethyl dithocatbamic acid)용액 : 디에틸디치오카르바민산나트
륨(Sodium diethyldithiocarbamate)10g을 물에 녹여 100mL로 만든다.
・납표준용액: 질산납 1.598g을 1mol/L 질산에 녹여 1,000mL로 만든다.
이 용액 ８mL를 채취하고 0.5mol/L 질산을 더해 1,000mL로 만든다.

c. 시험조작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각각 10mL를 채취하여 각각에 구연산암모늄
용액 2mL 및 브롬티몰 블루(Bromothymol Blue) 시액 2방울을 더하여 용
액의 색이 노란색에서 녹색이 될 때까지 암모니아수로 중화한 다음, 황
산암모늄 용액 2mL를 더하고 물을 더하여 20mL로 만든다. 그런 다음
각각에 DDTC용액 2mL를 더해 중화하고 몇 분간 방치한 다음 메틸 아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mL를 더하고 격하게 흔들어
섞어 정치한 다음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층을 분취하여 217.0nm의 측정
파장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A 및 공시험용액의 흡광도 Ab를 측정한다.
그리고 납표준용액 1mL 및 물 1mL를 채취하고 0.5mol/L 질산을 더해 1
0mL로 만든 다음,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작하여 표준용액의 흡
광도 As 및 물의 흡광도 Ao를 측정했을 때 Ａ―Ab의 값이 As―Ao의 값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폴라로그래피(Polarography)법
ａ．시약・시액
아래에 기재된 것 외에는 제2 첨가물의 부 C 시약・시액 등의 항에 기
재된 것을 사용한다.
・제1전해액：1.2mol/L 과염소산과 0.004mol/L 염산을 같은 용량으로 혼
합한다.
・제2전해액: 0.6mol/L 과염소산과 0.002mol/L 염산을 같은 용량으로 혼
합한다.
・젤라틴 용액: 젤라틴 100mg에 물 100mL를 더하고 가온(加溫)하여 녹
인다.
・납표준용액: 질산납 0.1598g에 질산 (1→100) 1mL를 더하고, 물 10mL
를 더해 녹인 후 제1전해액 50mL를 더하고, 물을 더하여 100mL로 만
들어 납표준원액으로 한다.
납표준원액 0.8mL를 취하고 제1전해액을 더하여 100mL로 만든다. 이
용액 10mL를 취하고 제1전해액을 더하여 100mL로 만든다.
・브롬화수소산 시액: 브롬화수소산(특급)을 사용한다.

b. 시험조작
시험용액 5mL를 채취하고 제1전해액 5mL를 더하여 혼합한다(직류 폴라
로그래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젤라틴 용액을 0.2mL 더한
다). 단 시험용액 중에 주석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시험용액 5mL를 취하
여 사욕상에서 일단 증발 건고(乾固)한 다음, 브롬화수소산 시액 10mL
를 더하여 다시 증발 건고시킨다. 식힌 후 브롬화수소산 시액 5mL를 더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증발 건고한 다음, 염산 (1→2) 5mL를 조심히 주
가(注加)하고 수욕상에서 다시 증발 건고시킨다. 여기에 제2전해액 10m
L를 더하여(직류 폴라로그래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젤라틴
용액 0.2mL를 더한다) 때때로 섞으며 3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용액 약
5mL를 전해병에 취하고 전해병의 백금선이 가려질 때까지 수은을 주입
한 후 25℃의 항온조에 넣어 적하 수은 전극을 삽입한다. 뒤이어 전해
병에 질소를 15분간 통하게 한 다음 －0.3~－1.0V간의 폴라로그래피를
그리게 했을 때, 시험용액의 파고는 공시험용액 5mL 및 납표준용액 5m
L를 취하여 혼합하고 이하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
여 얻어지는 파고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b 사과의 착즙 및 착즙된 과즙만을 원료로 하는 것은 파튤린(Patulin)의 함유
량이 0.050ppm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청량음료수의 제조기준

(1) 일반기준
제조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살균한 것
이어야 한다. 단 미사용 용기포장이며 살균 또는 살균효과가 있는 제조방법
으로 제조되어, 사용되기까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취급한 것은 예외로 한
다.

(2) 개별기준
1.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하지 않는 것(용기포장 내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원수는 자연적으로 또는 굴삭에 의해 지하 대수층에서 직접 얻어지는 광
수(鑛水)만을 사용하며, 원천(原泉) 및 채수지점의 환경보전을 비롯하여 그
위생 확보에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b 원수는 그 구성성분, 용출량 및 온도가 안정되어야 한다.
c 원수는 인위적인 환경오염 물질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단 별도의 성분
규격이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d 원수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 또는 해당 원수가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을 의심케 하는 생물 또는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원수는 아포형성 아황산환원 혐기성균, 장구균, 녹농균 및 대장균군이 음
성이며 1mL당 세균수가 5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아포형성 아황산환원
혐기성균, 장구균, 녹농균 및 대장균군의 시험법과 세균수의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검체의 채취 및 시료의 조제
멸균 채취기구를 사용하여 각각의 시험 및 측정별로 원수를 무균적으로
멸균용기에 채취하여 이를 검체로 한다. 멤브레인 필터 여과장치의 깔때기
내에 검체(아포형성 아황산환원 혐기성균의 시험에서는 70℃에서 20분간
가열처리한 것)를 250mL(세균수의 측정 시에는 100mL) 부어 흡인 여과한
다음, 멸균정제수 20~30mL로 2~3회 깔때기 안을 세척하고 흡인 여과한다.
여과 종료 후 멸균 핀셋을 사용하여 필터홀더에서 멤브레인 필터를 벗겨
이를 시료로 한다. 단 대장균군의 시험인 경우 원수의 원액, 10배액, 100배
액 및 1,000배액을 만들어 이를 시료로 한다.

・멤브레인 필터 여과장치 : 깔때기 및 필터홀더는 121℃에서 15분간 멸
균한 것을 사용하고 멤브레인 필터는 공극이 0.45µm(아포형성 아황산
환원 혐기성균의 시험은 0.22µm)이며 미리 멸균하여 멸균정제수로 미
리 세척한 것을 사용한다.
② 아포형성 아황산환원 혐기성균 시험법
시료를 아황산철(Ⅱ)첨가 한천배지 위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밀착시켜 35.0
±1.0℃에서 48±３시간 혐기적으로 배양한다. 흑색의 집락을 확인한 것을
아포형성 아황산환원 혐기성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아황산철(Ⅱ)첨가 한천배지 :보통한천배지 18mL당１mL의 아황산나트륨
액(10g의 아황산나트륨을 정제수 100mL에 용해한 것) 및 5방울의 황산
철(Ⅱ)액(8g의 황산철(Ⅱ)을 정제수 100mL에 용해한 것)을 평판을 만들
기 직전에 보통한천배지에 첨가한다.

③ 장구균 시험법
가 추정시험 : 시료를 KF렌서구균 한천배지 위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밀
착시켜 35.0±1.0℃에서 48±3시간 배양한다. 담홍~적색의 집락이 보인
것을 추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확정시험 : 담홍~적색의 집락을 조균하여 담즙-에스쿨린-아지드 한천배
지에 획선하여 독립된 집락을 발생시킨다. 45.0±1.0℃에서 48±３시간 배양
한 다음 황갈~흑색의 집락을 조균하여 포도당 한천사면에 이식한다. 35.0±
1.0℃에서 24±2시간 배양한 다음 발생한 집락에 대하여 카탈라아제 시험을
실시한다. 카탈라아제 시험에서 음성을 보인 것을 그람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그람양성의 구균이면 확정시험 양성(장구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KF렌서구균 한천배지 : 펩톤 10g, 효모엑기스 10g, 염화나트륨 5g,
글리세로인산나트륨(Sodium

Glycerophosphate)

10g,

말토오스(Maltos

e) 20g, 유당 1g, 아지드화나트륨 0.4g, 브로모크레졸 퍼플(Bromocres
ol purple)용액(브로모크레졸 퍼플 15g을 에탄올 1,000mL에 용해한
것) 1mL 및 한천 15g을 정제수 1,000mL에 가열 용해하고 5분간 끓
인 후 50~60℃까지 냉각한다. 여기에 미리 조제해 둔 TTC용액(2, 3,
5-트리페닐테트라졸륨

클로라이드(2,3,5-triphenyltetrazolium

chlorid

e) 1g을 정제수 100mL에 용해하여 공극 0.45µm의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것)을 10mL 더한 다음 pH7.2로 보정한다.

・담즙-에스쿨린-아지드 한천배지 : 펩톤 20g, 효모엑기스 5g, 소 담즙
분말 10g, 염화나트륨 5g, 에스쿨린 1g, 구연산철암모늄 0.5g, 아지드
화나트륨 0.15g 및 한천 15g을 정제수 1,000mL에 가열 용해하고, 멸균
후에 pH7.0~7.2가 되도록 보정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④ 녹농균 시험법
가 추정시험 : 시료를 mPA-B 한천배지 위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밀착시
키고 41.5±0.5℃에서 48±3시간 배양한다. 암갈색 또는 암녹색의 집락
이 보인 것을 추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확정시험 : 암갈색 또는 암녹색의 집락을 조균하여 세트리마이드(Cetr
imide) 한천배지 위에 획선하고 독립된 집락을 발생시킨다. 35.0±1.
0℃에서 48±3시간 배양한 다음 유록색 또는 적갈색의 집락을 조균하
여 보통한천사면에 이식한다. 41.5±0.5℃에서 24±2시간 배양한 다음
균의 발육여부를 관찰하고 발육이 보인 것에 대해서는 옥시다아제 시
험을 한다. 옥시다아제 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것을 그람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그람 음성 무아포성 간균이라면 확정시험 양성
(녹농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ｍPA-B한천배지 : Ｌ―라이신(L-Lysine) 5g, 염화나트륨 5g, 효모엑기
스 2g, 티오황산나트륨(sodium thiosulfate) 5g, 황산마그네슘 1.5g, 자당
(sucrose) 1.25g, 자일로스 1.25g, 유당 1.25g, 한천 15g, 페놀 레드(Phen
ol Red) 0.08g 및 구연산철암모늄 0.8g을 정제수 1,000mL에 가열용해
하여 멸균한 다음 pH7.0~7.2가 되도록 보정하여 115℃에서 10분간 멸
균한 후 50~60℃까지 냉각한다. 여기에 설파피리딘(Sulfapyridine) 176.0
mg, 황산카나마이신(Kanamycin sulfate) 8.5mg, 날리딕스산(Nalidixic ac
id) 37.0mg 및 액티디온(Actidione) 150.0mg을 더한다.

⑤ 대장균군 시험법
제1 식품의 부 C 식품일반의 보존기준의 항의 1의 (2) 대장균군 시험법
에 따라 실시한다.

⑥ 세균수(생균수)의 측정법
시료를 표준한천배지 위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밀착시켜 35.0±1.0℃에서
24±2시간 배양하고 발생한 집락의 수를 100으로 나눠 1mL당의 세균수
로 계산한다.

ｆ 원수는 원천(原泉)에서 직접 채수한 것을 자동적으로 용기포장에 충전한
후 밀전 또는 밀봉하여야 한다.
ｇ 원수에는 침전, 여과, 폭기(aeration) 또는 이산화탄소의 주입 또는 탈기
이외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ｈ 채수부터 용기포장에 담기까지의 시설 및 설비는 원수를 오염시킬 우려
가 없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된 것이어야 한다.
i

채수부터 용기포장에 담기기까지의 작업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j

용기포장에 담은 직후의 제품은 1mL당 세균수가 2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세균수(생균수)의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검체의 채취 및 시료의 조제
검체를 용기포장의 상태로 채취하여 시험부위를 중심으로 알코올 솜으로
닦고 멸균한 기구를 사용하여 개봉, 개전하거나 개관하고 그 액의 100mL
를 멤브레인 필터 여과장치의 깔때기 안에 부어 흡인 여과한 다음, 멸균
정제수 20~30mL로 2~3회 깔때기 안을 세척하고 흡인 여과한다. 여과 종료
후 멸균 핀셋을 사용하여 필터홀더부터 멤브레인 필터를 벗겨 이를 시료
로 한다.
② 세균수(생균수)의 측정법
ｅ의 ⑥에 따라 실시한다.

ｋ ｅ 및 j에 관한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하지 않고 용기포장 내의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이상인 것의 원수는 1mL당의 세균수가 100이하이
며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세균수의 측정법 및 대장균군의
시험법은 다음과 같다.
a 검체의 채취 및 시료의 조제
멸균 채취기구를 사용하여 측정 및 시험별로 원수를 무균적으로 멸균용기에
채취하여 이를 검체로 한다. 이 원수의 원액, 10배액, 100배액 및 1,000배액
을 만든다. 탄산을 함유하는 미네랄워터류는 다른 멸균용기에 옮겨 섞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산시킨 다음 시료를 만든다.
b 세균수(생균수)의 측정법
검사하고자 하는 원액, 10배액, 100배액 및 1,000배액의 각각에 대하여 멸균
페트리접시를 2매 이상 준비하여 여기에 각각의 검액을 각 1mL씩 정확하게
멸균 피펫으로 취하고 여기에 가온(加溫) 용해하여 43~45℃로 유지한 표준한
천배지 약 15mL를 더해 조심스럽게 회전하거나 전후좌우로 기울여 혼합하
고 냉각응고시킨다. 검액을 페트리접시에 취하고 배지를 주가(注加)하기까지
20분 이상이 경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배지가 응고되면 이를 뒤집어 부란기에 넣는다.
이 경우, 검액을 더하지 않고 희석용액 1mL와 배지를 혼합한 것을 대조군으
로 하여 페트리접시, 희석용액 및 배지가 무균이었다는 것과 조작이 완전했
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페트리접시는 직경 9~10cm, 깊이 1.5cm의 것을 사용한다.
・표준한천배지 : 펩톤 5.0g, 효모엑기스 2.5g, 포도당 1.0g 및 한천 15.0g에
정제수 1,000mL를 더하여 가온 용해하고 고압 멸균한다. 최종 pH는 7.0~7.
2여야 한다.
배양온도는 35℃(±1.0℃의 여유를 인정한다), 배양시간은 24시간(±2시간
의 여유를 인정한다)으로 한다. 부란기에서 꺼낸 배지는 가급적 인공광선
아래에서 저배율(1.5배) 확대경을 사용하여 발생한 세균 집락수를 산정한
다. 배양시간이 경과한 후, 즉시 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5℃의 냉장고에
서 보존하면 24시간 이내는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
세균수의 산정은 다음 요령을 따른다.

① 한 평판 내의 집락수가 30~300인 경우
각 원액 및 배율희석의 가검물 평판 중 집락수가 30~300인 것을 취하여
계측한다.
② 모든 평판의 집락수가 300 이상인 경우
모든 희석검액의 집락수가 300이상이라면 그 희석배율 중 가장 높은 것에
대해 뒤에서 설명할 밀집집락 평판측정법으로 세균수를 계측한다.
③ 모든 평판의 집락수가 30 이하인 경우
모든 평판에 30 이하의 집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희석배율이 가장 낮
은 것을 계측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그 산정 수에“이하”라는 문구를 달아
야 한다.
④ 확산집락이 있는 경우
골라낸 평판에 확산집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의 것에 한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계측한다.
가 다른 집락이 잘 분산되어 있어 확산집락이 있어도 계측에 지장이 없는
것
나 확산집락의 부분이 평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⑤ 실험실 내 사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고에 대해서는 실험실 내 사고(L.A.)로 판단한다.
가 집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나 확산집락의 부분이 평판의 2분의 1을 넘은 경우
다 오염된 것이 확실한 것
라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것
⑥ 산출법
세균수는 각 경우의 계측에 유효한 2매 이상의 집락수의 산술평균에 희석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수치는 상위 2자리 수를 유효숫자로 하여 약
산(略算)한다.

⑦ 밀집집락 평판계측법
한 개의 평판 위의 집락수가 300을 조금 넘은 경우에는 그 평판의 일부분
의 집락수를 정확하게 1cm2의 구획이 있는 계산판을 사용하여 다음 요령
으로 계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판 전면의 집락수를 산출한다.
가 1cm2에 집락수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집락계측판의 중심을 통과하여
직교하는 두 개의 직경을 만들고, 그 중심에서 각 1cm씩 구분하여 6개
구획의 면적 안에 있는 집락수를 계측하여 1cm2의 평균 집락수를 구하
고 여기에 평판 전체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1cm2에 집락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의 구획을 4개로 계측한 다
음 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c 대장균군 시험법
제1 식품의 부 C 식품일반의 보존기준의 항의 1의 (2) 대장균군 시험법에
따라 실시한다.

3.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
로 제조하여야 한다.
a 원료로 사용하는 물은 1mL당 세균수가 100 이하이며 대장균군이 음성이
어야 한다. 이 경우의 세균수의 측정법 및 대장균군 시험법은 다음과 같
다.
① 검체의 채취 및 시료의 조제
멸균 채취기구를 사용하여 측정 및 시험별로 원료로 사용하는 물을 무균
적으로 멸균용기에 채취하여 이를 검체로 한다. 이 원료로 사용하는 물의
원액, 10배액, 100배액 및 1,000배액을 만든다.
② 세균수(생균수)의 측정법
2.의 b에 따라 실시한다.
③ 대장균군 시험법
제1 식품의 부의 C 식품일반의 보존기준의 항의 1의 (2) 대장균군 시험법
에 따라 실시한다.
b 용기포장에 충전, 밀전 또는 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자기온도계를 장착한
살균기 등으로 살균한 것 또는 여과기 등으로 제균한 것을 자동적으로 용
기포장에 충전한 다음 밀전 또는 밀봉해야 한다. 이 경우의 살균 또는 제
균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85℃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 그 외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 등에 유래하여 해당 식품 속에 존재하고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c b의 살균에 관련된 살균온도 및 살균시간의 기록 또는 제균에 관한 기록
은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미네랄워터류, 냉동 과실음료(과실의 착즙 또는 과실의 착즙을 농축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 원료용 과즙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수
a 원료로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1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의 ⑵ 개별규격의 1.의 a에 적합한 것 중 2 청
량음료수의 제조기준의 ⑵ 개별기준의 1.（f, h, i, j 및 k를 제외한다）
또는 2.에 적합한 것.

② 1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의 ⑵ 개별규격의 2. 및 2 청량음료수의 제조
기준의 ⑵ 개별기준의 3.의 a에 적합한 것.
b 제조에 사용하는 과실, 채소 등의 원료는 선도, 기타 품질이 양호하고 필
요에 따라 충분히 세척한 것이어야 한다.
c 청량음료수는 용기포장에 충전하고 밀전 또는 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자기
온도계를 장착한 살균기 등으로 살균한 것 또는 여과기 등으로 제균한 것
을 자동적으로 용기포장에 충전한 다음 밀전 또는 밀봉해야 한다.
이 경우의 살균 또는 제균은 다음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용기포장 내
의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이상이며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것은 살균 및 제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pH4.0 미만의 것의 살균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65℃에서 10분간 가열
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② pH4.0 이상의 것(pH4.6 이상이며 수분활성이 0.94를 넘는 것을 제외한
다)의 살균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85℃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③ pH4.6 이상이며 수분활성이 0.94를 넘는 것의 살균은 원재료 등에 유래
하여 해당 식품 속에 존재하고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
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 또는 ②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제균은 원재료 등에 유래하여 해당 식품 속에 존재하고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d c의 살균에 관련된 살균온도 및 살균시간의 기록 또는 c의 제균에 관한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e 청량음료수 중 c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살균 또는 제균한 것에 유산균, 효모,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를 혼합한 것은 혼합 이후의 공정을 병원성미생물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자동적으로 용기포장에
충전한 후 밀전 혹은 밀봉하여야 한다.
f 종이 마개로 타전할 경우에는 타전기계로 하여야 한다.

5. 냉동 과실음료
a 원료용 과실은 상과(흠집이 난 과실), 부패과, 병해과 등이 아닌 양호한 것
을 사용해야 한다.
b 원료용 과실은 물, 세정제 등에 담가 과피의 부착물을 불려 브러싱, 그 밖
의 적당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충분히 물로 씻은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액,
그 밖의 적당한 살균제를 사용하여 살균하고 충분히 물로 헹구어야 한다.
c 살균한 원료용 과실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d 착즙 및 착즙된 과즙의 가공은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e 제조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살균한 것
이어야 한다. 단 미사용 용기포장으로 살균되거나 살균효과가 있는 제조방
법으로 제조하여 사용하기까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취급된 것은 예외로
한다.
f 착즙된 과즙(밀폐형 자동착즙기로 착즙된 것을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제균
은 다음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pH4.0 미만의 것의 살균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65℃에서 10분간 가열하
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② pH4.0 이상의 것의 살균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85℃에서 30분간 가열하
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③ 제균은 원재료 등에 유래하여 해당 식품 속에 존재하고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할 것.
g f의 살균에 관한 살균온도 및 살균시간의 기록 또는 f의 제균에 관한 기록
은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h 착즙된 과즙은 자동적으로 용기포장에 충전되고 밀봉되어야 한다.
i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하는 첨가물(산화방지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6. 원료용 과즙
a 제조에 사용하는 과실은 선도, 그 밖의 품질이 양호하고 필요에 따라 충분
히 세척한 것이어야 한다.
b 착즙 및 착즙된 과즙의 가공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청량음료수의 보존기준

(1) 종이 마개를 단 유리병에 담긴 것은 10℃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미네랄워터류, 냉동 과실음료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 중 pH4.6 이상
이며 수분활성이 0.94를 넘는 것으로 원재료 등에 유래하여 해당 식품 속에 존
재하고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 또는 제균을 하지 않은 것은 10℃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3) 냉동 과실음료 및 냉동한 원료용 과즙은 –1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4) 원료용 과즙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담아 보존하여야 한다.

4

컵판매식 자동판매기 및 운반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충전된 원액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청량음료수를 조리하는 기구(이하“청량음료수 전
자동 조리기”라고 한다)로 조리되는 청량음료수의 조리기준
(1) 조리에 사용하는 청량음료수의 원액은 1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조리에 사용하는 분말청량음료 또는 설탕은 제1 식품의 부 D 각조의
항 ○ 분말청량음료의 1 분말청량음료의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조리에
사용하는 빙설은 동항 ○ 빙설의 1 빙설의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각각
부합하여야 한다. 또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식품제조용수여야 한다.
(2) 조리에 사용하는 청량음료수의 원액은 충전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세척
하고 살균된 운반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자동적으로 충전된 다음 밀전 또는
밀봉, 또는 이들과 동등한 처치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살균되거나
살균효과가 있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되어 사용되기까지 오염될 우려가 없도
록 취급된 미사용 운반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자동적으로 충전된 후 밀전
또는 밀봉 또는 이들과 동등한 처치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청량음료수의 원액, 그 밖의 원료의 용해, 추출, 희석 및 혼합은 컵판매식
자동판매기 또는 청량음료수 전자동 조리기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단 기계
밖에서 혼합하는 구조의 청량음료수 전자동 조리기의 혼합은 예외로 한다.
(4) 조리에 사용하는 청량음료수의 원액, 물 및 기타 원액을 용해하여 추출하
고 희석하거나 혼합한 액(이하“기내의 액체”라고 한다)은 컵판매식 자동
판매기 또는 청량음료수 전자동 조리기 안에서 10℃ 이하 또는 63℃ 이상
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밀전 또는 밀봉 또는 이들과 동등한 처치를 한 운
반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담긴 것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