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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basic information on the microbiological quality of environ-
mentally friendly vegetables used in school foodservices. Comparisons were made on the microbiological qual-
ity of eight different kinds of vegetables grown b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methods and ordinary 
agricultural methods to determine if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w materials, aerobic plate 
counts were as follows: lettuce 4.58∼7.43 log CFU/g, winter plowing chinese cabbage 5.61∼7.36 log CFU/g, 
Korean leek 5.81 log CFU/g to TNTC (too numerous to Count), cabbage 5.93∼6.43 log CFU/g, sesame 
leaves 3.15∼5.23 log CFU/g, cucumber 5.00∼5.79 log CFU/g, cherry tomato 2.96∼5.40 log CFU/g, paprika 
1.30∼3.52 log CFU/g. In the comparison of the microbiological quality betwee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ordinary agricultural vegetables, their acceptable ratio was the same (81.3%) and the mean aerobic plate 
coun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comparison of the microbiological quality between the leafy veg-
etables and the fruity vegetables, the fruity vegetables had a 100% acceptable ratio regardless of the agricul-
tural method used to grow them, while the leafy vegetables had an acceptable ratio of 70%. In terms of the 
aerobic plate counts, the leafy vegetables had significantly higher counts; the leafy vegetables 5.87±1.18 log 
CFU/g, the fruity vegetables 4.12±1.54 log CFU/g.

Key words : environmentally friendly vegetables, ordinary agricultural vegetables, the leafy vegetables, the 
fruity vegetables, microbiological quality

서 론

2006년 6월 서울과 수도권지역 46개소의 위탁급

식학교에서 발생한 환자 수 3,613명의 대형 식중독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위

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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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의 일환으로 친환경 및 품

질인증 농 ․ 축 ․ 수산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

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

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 ‧ 
축 ‧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

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 ‧ 축 ‧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그 생

산방법에 따라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농산물로 분

류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9). 친환경 농산물

은 일반적인 관행농법과 비교하면 생산성 측면에

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근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소득증

가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

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그 사용이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급식학교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Ryu 등 2004)에서는 ‘보편화된 

수입산을 사용해도 무방하다(60.3%)’, ‘가격차가 많

이 나는 식재료는 수입산을 써도 무방하다(18.2%)’
로 응답하여 수입산 식재료 사용에 대한 선호가 높

았다. 그러나 2006년 경남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Hwang(2007)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1.5%를 

차지하여 수입산 식재료 사용에 대한 선호가 높았

던 이전에 비해 영양사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식
재료의 안전성 ‧ 신뢰도 ‧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친

환경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2007년에 조사한 연구(Lee & Park 2008)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사용’에 대한 찬성

(98.2%)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68.4%가 ‘학생 건강을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안양시 

호계초등학교에서는 2004년 9월부터 3년에 걸쳐 친

환경 전통밥상차림으로 가공식품을 줄인 채식 위주

의 식단으로 바꾼 결과, 아토피 아동 215명 중 77명
(35.8%)이 ‘친환경 급식 이후 전에 비해 아토피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하여 친환경 급식이 아토피 증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친환경 전통식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 해소가 비만아와 허약아 모두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이 2006). 이러한 효과가 알려지면

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활

발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지

원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수가 2005년 941개교에서 2008년 7,707개교로 

급격히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쌀 ‧ 잡곡 ‧ 채소 

등의 지원물량도 7,981 t에서 3만 3,800 t으로 증가

하였다(이 2009).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급식 활용도

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서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안전성은 여

러 경로를 통해서 입증되나 식재료의 위생적 의미로

서의 비중이 큰 미생물적 품질에 대해 언급된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라 하겠다. 원 등(2002)은 당근, 
감자, 상추, 오이, 가지, 배추, 샐러리의 유기농 채소

에서 총 호기성 세균이 3×104
∼8×106 CFU/g 범위로 

검출되었고, 대장균군은 82.1%, 대장균 23.2%로 검출

되었고 식중독 세균인 Enterobacter(33.4%), Klebsiella 
(17.2%), Citrobacter(11.6%)도 상당수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자재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나 미생물적으

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친환

경 농산물은 생산 단계에서 동물의 분뇨, 농작물 부

산물, 동물의 사체 등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며(Yu 등 2007) 이러한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 

토양에서 세균 및 방선균수가 증가함이 보고(Oh 등 

2001)된 바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미생물적 안전성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선행연구(Yoo 등 2000; Kim & Chung 2003)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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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급식소 현장에서 채취한 생채소 음식에 대한 

미생물적 품질 분석 결과, 일반세균수나 대장균군

수가 안전한 수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 식중독 발

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생채류는 

비가열 조리공정으로 생산되므로 원 ‧ 부재료의 위

생상태가 조리 후 음식으로 전이될 수 있어 반드시 

소독이 필요하며, 위생적인 원 ‧ 부재료의 구입에서

부터 세척 ‧ 소독은 물론 이후 조리과정에 이르기까

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비친환경 채소류 

역시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그러나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채소류에 대한 미생물적 품질 분

석결과가 보고된 적이 없어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친환

경 채소류와 일반농법 채소류에 대한 미생물적 품

질을 분석하여 재배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친환경 채소류 전처리 시의 안전

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토양에 접한 부분을 먹는 엽채류와 토양으로부터의 

오염이 덜한 과채류의 미생물적 품질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어 친환경 채소류와 일반농법 채

소류를 엽채류와 과채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학교 급식에서 제공 빈도가 높은 엽채류 5종(상
추, 양배추, 얼갈이배추, 깻잎, 부추)와 과채류 3종
(오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을 실험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인적자원

부 2004)에 의하여 ‘채소 ․ 과일의 세척 및 소독’
을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남 마산지역 초등학교 1개교의 협조를 구

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기간은 2007년 3
월부터 7월까지로 친환경 생채소 음식이나 일반농

법의 생채소 음식이 식단에 있는 날을 택해 채취

하였다.

2. 시료 채취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 모두 검수 직후의 

원재료와 소독작업을 마친 식재료를 대상으로 시료

를 채취하되 한 식재료당 채취일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채취하였다. 소독과정은 학교급식위생관리지

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검수 직후의 식재료를 애벌세척하고 

염소 측정기(HI 93701, Hanna Instruments, Korea)로 

유효염소 농도 100 ppm이 확인된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수돗물로 3회 헹궜다. 시료 채취 및 검

사에 이용된 기구와 bag은 무균 상태의 것을 구입

하거나 autoclave(Hanshin Medical Co., LTD. HS-4085 
G, Korea)를 이용하여 121oC 1기압에서 15분간 가

압 ․ 가열하여 사용했다. 시료가 담긴 무균 bag은 

얼음을 채운 ice box에 담아 냉장상태로 실험실까지 

운반하였다.

3. 미생물 검사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서 조리식품 권장 검사항목인 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건조필름으로 정량

분석하였다. 시료 중 20 g을 취하여 0.1% buffered 
pepton water 180 ml에 넣고 stomacher(Lab- blender 
400 C, Seward Co., UK)에서 230 rpm으로 1분간 균

질화한 후 0.1% buffered pepton water를 이용해 단

계적으로 희석하였다. 일반세균 정량을 위해 시험

용액 1 ml를 3MTM petrifilm aerobic count plate(3M 
Co., USA)에 접종한 다음 35±1oC의 항온기에서 24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붉은색 균체의 집락수를 

3MTM petrifilmTM plate reader(No. 6499, 3M Co., 
USA)로 측정하여 집락수가 30∼300의 것을 채택하

였다. 대장균군/대장균 정량을 위해서는 시험용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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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를 3MTM petrifilm E.coli/coliform count plate (3M 
Co., USA)에 접종하여 35±1oC의 항온기에서 48시
간 배양한 다음 가스방울이 있는 붉은색 균체를 

대장균군으로, 푸른색 균체를 대장균으로 계수하였

다.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을 위해서는 시험용액 1 
ml를 3MTM petrifilm Staph express plate(3M Co., 
USA)에 접종 후 35±1oC의 항온기에서 24시간 배양

하였다. 적자색의 균체가 30∼300 집락수를 형성한 

것을 선정해 황색포도상구균으로 계수하였으며, 적
자색외의 균체가 나오거나 식품입자 등의 불순물

로 인해 적자색 균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확정용 디스크를 삽입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1∼3
시간 추가배양을 한 후 pink zone이 생성된 균체를 

계수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log CFU/g 단위로 작

성하였다.

4. 위생 평가

식품 원재료의 미생물 기준은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Snyder(1995)가 일반세

균수 기준으로 제시한 식재료 등급(양호: 4 log 
CFU/g 미만, 보통: 4 log CFU/g 이상 6.7 log CFU/g 
미만, 불량: 6.7 log CFU/g 이상)을 이용하여 양호와 

보통수준을 적합으로 평하였다. 세척 ‧ 소독작업을 

마친 식재료는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제시된 

비가열조리식품 미생물 권장허용치(일반세균수 6 
log CFU/g 미만, 대장균군수 3 log CFU/g 미만, 대장

균 1 log CFU/g 미만, 황색포도상구균 1.3 log CFU/g 
미만)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5. 통계처리

SPSS-PC＋통계 package 12.0을 이용하여 일반세균

수 data file을 작성하고 통계처리하였다. 재배유형별 

및 엽채류 ․ 과채류별 일반세균수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 과

1. 친환경 및 일반농법 엽채류의 미생물적 품질

1) 세척 전 상태

학교 급식소에서 검수한 상추, 얼갈이배추, 부추, 
양배추, 깻잎의 세척 전 상태를 대상으로 재배유형

별로 미생물적 품질을 비교 평가하였다(Table 1).
친환경 상추의 1차 실험결과, 일반세균 4.58 log 

CFU/g, 대장균군 2.00 log CFU/g으로 조사되었고, 대
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2차 실

험에서는 일반세균이 7.43 log CFU/g, 황색포도상구

균이 2.30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대장균군과 대

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농법 상추의 경우, 일
반세균이 1, 2차 실험에서 각각 6.28 log CFU/g과 

6.72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대장균은 1, 2차 모

두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군은 2차에서만 2.30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황색포도상구균은 1차에서만 

1.95 log CFU/g로 검출되었다.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을 적용하면 친환경 상추의 1차 결과는 

‘보통 수준’으로 적합하였고, 2차 결과는 불량한 부

적합 상태로 품질의 차이가 컸다. 일반농법 상추의 

경우도 1차 결과는 ‘보통 수준’으로 적합하였고, 2차 

결과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친환경 얼갈이배추의 세척 전 상태에 대한 미생

물적 품질 분석 결과, 일반 세균수가 1차 6.84 log 
CFU/g, 2차 6.51 log CFU/g이었고, 대장균군수는 1차 

3.96 log CFU/g, 2차 2.65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일반농법 얼갈이배추의 경우, 일반 세균수 1차 7.36 
log CFU/g, 2차 5.61 log CFU/g, 대장균군수 1차 3.95 
log CFU/g, 2차 3.00 log CFU/g로 분석되었다. 재배

유형에 관계없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

되지 않았다.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을 적

용한 결과, 친환경과 일반농법 모두 1차 결과는 부

적합하였고 2차 결과는 ‘보통 수준’으로 적합하였다. 
친환경 부추의 세척 전 상태에 대한 미생물적 품

질 분석 결과, 일반 세균수가 1차 6.15 log CFU/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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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ultivation type Exp. No.
Microbial count (log CFU1)/g)

Evaluation4)
Aerobic 

plate count Coliforms E. coli Staphylococcus 
aureus

Lettuce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4.58 2.00 ND2) ND Accept

 2nd 7.43 ND ND 2.30 Reject

Ordinary
1st 6.28 ND ND 1.95 Accept

 2nd 6.72 2.30 ND ND Reject

Winter plowing
 chinese cabbage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6.84 3.96 ND ND Reject

 2nd 6.51 2.65 ND ND Accept

Ordinary
1st 7.36 3.95 ND ND Reject

 2nd 5.61 3.00 ND ND Accept

Korean leek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6.15 4.36 ND 1.48 Accept

 2nd 7.66 2.26 ND ND Reject

Ordinary
1st TNTC3) 2.69 1.30 ND Reject

 2nd 5.81 4.30 ND ND Accept

Cabbage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5.93 3.00 ND ND Accept

 2nd 6.43 1.78 ND ND Accept

Ordinary
1st 6.26 3.48 ND ND Accept

 2nd 6.43 3.18 ND ND Accept

Sesame leaves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5.23 1.00 ND 1.70 Accept

 2nd 3.15 ND ND 2.04 Accept

Ordinary
1st 5.11 4.60 2.60 ND Accept

 2nd 4.08 2.88 1.00 ND Accept
1) log10 (Colony Forming Unit)
2) Not detected
3) Too Numerous To Count
4) By microbial standards for food quality (Snyder 1995)

Table 1. Microbiological qua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leafy vegetables and ordinary leafy vegetables in raw materials.

차 7.66 log CFU/g이었고, 대장균군수는 1차 4.36 log 
CFU/g, 2차 2.26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일반농법 

부추의 경우, 일반 세균 오염도가 1차에서 너무 높아 

측정이 불가능한 것(too numerous to Count; TNTC)으
로 나타났으며, 검수 시 육안으로도 흙이나 기타 이

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
차에서는 5.81 log CFU/g으로 측정되었다. 대장균군

수는 1차 2.69 log CFU/g, 2차 4.30 log CFU/g로 조사

되었다. 대장균은 일반농법 부추의 1차 실험에서만 

1.30 log CFU/g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은 친환경 부추

의 1차 실험에서만 1.48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친환경 양배추의 세척 전 상태에 대한 미생물적 

품질 분석 결과, 일반 세균수가 1차 5.93 log CFU/g, 
2차 6.43 log CFU/g이었고, 대장균군수는 1차 3.00 
log CFU/g, 2차 1.78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대

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농

법 양배추의 세척 전 상태에 대한 결과는 친환경의 

경우와 유사하였다(일반 세균수 1차 6.26 log CFU/g, 
2차 6.43 log CFU/g, 대장균군수 1차 3.48 log CFU/g, 
2차 3.18 log CFU/g,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불검

출).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을 적용한 결

과에서도 친환경과 일반농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깻잎의 경우,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친환경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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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ultivation type Exp. No.
Microbial count (log CFU1)/g)

Evaluation3)
Aerobic 

plate count Coliforms E. coli Staphylococcus 
aureus

Lettuce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1.48 ND2) ND ND Accept

 2nd 2.76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2.48 ND ND ND Accept

 2nd 1.30 ND ND ND Accept

Winter plowing
 chinese cabbage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3.51 1.30 ND ND Accept

 2nd 3.97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3.45 1.00 ND ND Accept

 2nd 3.71 2.41 ND ND Accept

Korean leek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3.49 3.32 ND ND Reject

 2nd 6.18 ND ND ND Reject

Ordinary
1st 6.89 1.70 ND ND Reject

 2nd 5.83 2.28 ND ND Accept

Cabbage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4.73 ND ND ND Accept

 2nd 4.91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4.38 2.76 ND ND Accept

 2nd 4.18 2.61 ND ND Accept

Sesame leaves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2.30 ND ND ND Accept

 2nd 1.00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4.60 2.11 ND ND Accept

 2nd 2.88 1.00 ND ND Accept
1) log10 (Colony Forming Unit)
2) Not detected
3) By microbial standards for food in non-heating process (교육인적자원부 2004)

Table 2. Microbiological qua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leafy vegetables and ordinary leafy vegetables after sanitation and wash-
ing.

농법을 가리지 않고 1, 2차 모두 일반 세균수 오염

정도가 ‘양호’ 또는 ‘보통 수준’으로 적합하게 판정

되었다. 다만 친환경보다 일반농법의 깻잎에서 대장

균군과 대장균이 다소 높은 수준(1차: 4.60 log CFU/ 
g, 2차: 2.88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친환경에서

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1차: 1.70 log CFU/g, 2차: 
2.04 log CFU/g)되었다.

2) 세척 ‧ 소독 후 상태

검수한 상추, 얼갈이배추, 부추, 양배추, 깻잎을 대

상으로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
의 CCP 5. ‘채소 ‧ 과일의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

라 실행한 후 미생물적 품질을 분석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부추를 제외한 상추, 얼갈이배추, 양배

추, 깻잎의 경우, 친환경과 일반농법 모두 일반세균

과 대장균군이 세척 전의 상태에 비해 현저하게 감

소하였다. 비가열조리식품 미생물 권장허용치(일반

세균수 6 log CFU/g 미만, 대장균군수 3 log CFU/g 
미만, 대장균 1 log CFU/g 미만, 황색포도상구균 1.3 
log CFU/g 미만)에 의한 평가결과도 모두 적합하였

다. 특히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균

은 시료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척과 

소독에 의한 미생물 감소 효과가 발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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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ultivation type Exp. No.
Microbial count (log CFU1)/g)

Evaluation3)
Aerobic 

plate count Coliforms E. coli Staphylococcus 
aureus

Cucumber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5.49 2.58 ND2) 1.70 Accept

 2nd 5.26 2.94 ND ND Accept

Ordinary
1st 5.79 2.99 ND ND Accept

 2nd 5.00 2.51 ND ND Accept

Cherry tomato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5.40 3.52 ND ND Accept

 2nd 4.62 2.96 ND ND Accept

Ordinary
1st 2.96 ND ND ND Accept

 2nd 3.98 2.20 ND ND Accept

Paprika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1.30 ND ND ND Accept

 2nd 2.45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3.52 1.30 ND ND Accept

 2nd 2.64 1.00 ND ND Accept
1) log10 (Colony Forming Unit)
2) Not detected
3) By microbial standards for food quality (Snyder 1995)

Table 3. Microbiological qua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ruity vegetables and ordinary fruity vegetables in raw materials.

원재료의 미생물 오염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추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후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감소되지 않았다. 세척과 소독을 마친 친환경 

부추의 1차 실험에서는 일반세균 3.49 log CFU/g으
로 양호하였으나 대장균군수가 3.32 log CFU/g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였다. 친환경 부추 2차 

실험과 일반농법 1차 실험에서는 세척과 소독 후 

상당한 감소가 있었으나 6.18 log CFU/g와 6.89 log 
CFU/g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였다. 일반농

법 부추의 2차 실험 결과만 일반세균수 5.83 log 
CFU/g과 대장균군수 2.28 log CFU/g로 적합하게 평

가되었다.

2. 친환경 및 일반농법 과채류의 미생물적 품질

1) 세척 전 상태

생채소 음식으로 제공되는 오이, 방울토마토, 파

프리카의 세척 전 상태를 대상으로 재배유형별 미

생물적 품질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오이는 친환경이나 일반농법에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 일반세균은 5.00∼5.79 log CFU/g 범위

로, 대장균군은 2.51∼2.99 log CFU/g 범위로 검출되

었다.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황색포도상구균은 

친환경 1차 실험에서만 1.70 log CFU/g으로 검출되

어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을 적용하면 친

환경과 일반농법 오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방울토마토는 친환경의 경우, 일반세균수가 1차 

5.40 log CFU/g, 2차 4.62 log CFU/g로 분석되었고, 
대장균군은 1차 3.52 log CFU/g, 2차 2.96 log CFU/g
로 검출되어 일반농법 방울토마토의 결과(일반세균

수 1차 2.96 log CFU/g, 2차 3.98 log CFU/g, 대장균

군 1차 불검출, 2차 2.20 log CFU/g) 보다 오염이 심

했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

았다.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에 의하면 모

든 경우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파프리카는 친환경과 일반농법 모두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상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오이

나 방울토마토보다 미생물 오염도가 훨씬 낮았다.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의 세척 전 상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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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ultivation type Exp. No.
Microbial count (log CFU1)/g)

Evaluation3)
Aerobic 

plate count Coliforms E. coli Staphylococcus 
aureus

Cucumber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2.40 ND2) ND ND Accept

 2nd 2.57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4.60 ND ND ND Accept

 2nd 2.88 ND ND ND Accept

Cherry tomato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3.71 2.79 ND ND Accept

 2nd 3.41 2.64 ND ND Accept

Ordinary
1st 1.95 ND ND ND Accept

 2nd 3.40 2.08 ND ND Accept

Paprika

Environmentally friendly
1st ND ND ND ND Accept

 2nd 1.00 ND ND ND Accept

Ordinary
1st 2.83 ND ND ND Accept

 2nd 1.90 ND ND ND Accept
1) log10 (Colony Forming Unit)
2) Not detected
3) By microbial standards for food in non-heating process (교육인적자원부 2004)

Table 4. Microbiological qua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ruity vegetables and ordinary fruity vegetables after sanitation and wash-
ing.

Type
Raw materials After sanitation and washing

Environmentally friendly Ordinary Environmentally friendly Ordinary

Leafy vegetables  701)  70  802)  90

Fruity vegetables 100 100 100 100

Total  81.3  81.3  87.5  93.8
1) Acceptable ratio (%) by microbial standards for food quality (Snyder 1995)
2) Acceptable ratio (%) by microbial standards for food in non-heating process (교육인적자원부 2004) 

Table 5. Acceptable ratio of environmentally friendly vegetables compared with ordinary vegetables.
(%)

생물적 품질 분석 결과를 비가열조리식품의 미생물 

권장허용치 대비해 평가시 친환경 방울토마토 및 

친환경 오이의 1차 실험만 제외하고 모두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즉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과채류 3종은 

세척 전 원재료 상태에서도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미생물 오염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2) 세척 ‧ 소독 후 상태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를 CCP 5. ‘채소 ‧ 과
일의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척 ‧ 소독한 후 

미생물적 품질을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모두 재배유형에 관

계없이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세척 전의 상태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비가열조리식품 미생물 

권장허용치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모든 시료가 적

합하였다. 오이는 일반세균수가 친환경의 경우, 2.40 
log CFU/g과 2.57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일반농

법의 경우, 4.60 log CFU/g과 2.88 log CFU/g으로 검

출되었다. 방울토마토의 일반세균수는 친환경은 3.71 
log CFU/g과 3.41 log CFU/g으로, 일반농법에서는 

1.95 log CFU/g과 3.40 log CFU/g으로 조사되었다. 
파프리카는 일반세균수가 불검출부터 2.83 log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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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t-value

After sanitation and washing
t-value

Environmentally friendly Ordinary Environmentally friendly Ordinary

Aerobic plate count (log CFU/g) 5.04±1.731) 5.20±1.50 0.80 2.96±1.62 3.57±1.47 1.12
1) Mean±S.D.

Table 6. Aerobic plate count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vegetables compared with ordinary vegetables.

Cultivation type
Raw

t-value
After sanitation and washing

t-value
Leafy vegetables Fruity vegetables Leafy vegetables Fruity vegetables

Aerobic plate count
 (Log CFU/g)

Environmentally friendly  5.76±1.391) 4.09±1.78 1.99 3.43±1.60 2.18±1.42 1.57

Ordinary 5.98±1.02 4.15±1.43  2.81* 3.96±1.62 2.93±1.00 1.44

Total 5.87±1.18 4.12±1.54  3.41* 3.70±1.59 2.55±1.24  2.13*
1) Mean±S.D.
*p＜0.05

Table 7. Aerobic plate counts of leafy vegetables compared with fruity vegetables.

g로 나타나 오이와 방울토마토보다 훨씬 양호한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과 소독작업을 마친 후

라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모든 시료에서 불

검출하였고, 대장균군은 방울토마토에서만 불검출에

서 2.79 log CFU/g의 범위로 검출되었다.

3. 재배유형 및 채소유형별 미생물적 품질 비교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기준 적합률을 이용하

여 재배유형별로 미생물적 품질을 비교한 결과

(Table 5), 원재료의 친환경 채소류 적합률은 81.3%
로 일반농법 채소류 적합률과 동일하였고, 세척 소

독 후 친환경 채소류의 적합률은 87.5%, 일반농법 

채소류의 적합률은 93.8%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8종의 채소류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 평균값을 비

교한 결과(Table 6), 원재료 상태에서는 친환경 5.04± 
1.73 log CFU/g, 일반농법 5.20±1.50 log CFU/g으로 

일반농법의 채소가 약간 높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세척 ‧ 소독 후 상태의 평균값 

비교에서는 일반농법의 채소가 3.57±1.47 log CFU/g
으로 친환경의 2.96±1.62 log CFU/g 보다 다소 높았

지만 역시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엽채류와 과채류의 미생물 품질을 비교한 결과

(Table 5), 원재료 과채류에서는 친환경, 일반농법 모

두 100%의 적합률을 보인 반면 원재료 엽채류는 

70%만이 적합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채소류에 한

해 유형별로 일반세균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Table 
7), 과채류 4.09±1.78 log CFU/g, 엽채류 5.76±1.39 
log CFU/g으로 엽채류가 과채류보다 높았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일반농법에서는 과채류 4.15± 
1.43 log CFU/g, 엽채류 5.98±1.02 log CFU/g으로 엽

채류의 미생물 오염도가 과채류보다 유의적(p＜0.05)
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농법과 일반농법의 구

분 없이 엽채류와 과채류로만 구분하여 미생물 오

염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엽채류가 5.87±1.18 log 
CFU/g로 과채류 4.12±1.54 log CFU/g 보다 높아 유

의적인 차이(p＜0.05)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 소독 후의 상태에서도 재배유형에 관계없이 

엽채류의 일반세균이 3.70±1.59 log CFU/g로 과채류

의 2.55±1.24 log CFU/g 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p＜ 

0.05)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배유형별로는 미생물적 

품질에 차이가 없었고, 엽채류의 미생물 오염 수준

이 과채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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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엽채류인 얼갈이배추, 부추, 상추는 재배유형에 

관계없이 검사 시료의 50%가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모두 적합으로 나타난 

양배추, 깻잎에 비해 미생물 오염이 심했다. Seol 등 

(2009)이 보육시설 급식소의 배추에 대해 검사한 결

과, 일반 세균수가 5.12 log CFU/g로 검출되었음을 

보고하였고, Kim & Shin(2008)은 중 ‧ 고등학교 급식

소 배추에서 일반세균수가 6.7 log CFU/g로 나타났

고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고하

였다. 부추는 선행연구들(Kim 2004; Moon 등 2004)
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언급된 채소로 본 

연구의 세척 ‧ 소독을 거친 상태에서도 부적합한 경

우가 많았다. 위탁급식 4개 업장을 대상으로 검수 

직후 부추 원재료의 미생물 검사를 수행한 연구

(Moon 등 2004)에서는 일반 세균수가 4.92×106∼

1.53×109 CFU/g의 범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Snyder 
(1995)의 기준을 적용하면 1곳을 제외한 3곳의 시료

가 불량한 상태로 특히 뿌리 부위에 묻은 흙 때문

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른 연구들(Kim 2004; Seol 등 

2009)에서도 부추의 일반 세균수가 최소 4.82 log 
CFU/g부터 9.10 log CFU/g까지로 약 4 log cycle 이
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흙이나 이물

질을 잘 제거하고 납품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미생물적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부추, 
얼갈이배추는 가식부위가 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어 토양 미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러

한 채소의 경우 전처리 시 애벌세척 횟수를 다른 

채소류에 비해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독액의 

침지시간 연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상추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들(Choi 등 2005; Hong 등 2007; 
Yu 등 2007; Shin 등 2008; Seol 등 2009)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i 등(2005)은 유통 중인 

유기농 상추의 일반세균수가 7.01∼7.10 log CFU/g으
로 미생물 오염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의 친환경 상추 2차 실험 결과인 7.43 log CFU/g와 

유사하였다. 부추나 얼갈이배추가 토양의 미생물의 

영향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세균수를 보임에 비해 

상추는 수확 시 절단면에서 나오는 유액에 의해 세

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Hong 등 2007) 높은 미생물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상추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었다. Hong 등(2007)은 수확 후 1일 이내의 상

추에서 일반세균 100×104 CFU/g, 대장균군 9×104 
CFU/g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Yu 등(2007)은 

대형 마트의 상추를 대상으로 검사하여 일반세균 

3.2×105 CFU/g 보고하였고, 보육시설 급식소의 상추

에서는 일반세균수 4.82 log CFU/g, 대장균군 및 대

장균 불검출의 결과(Seol 등 2009)가, 초등학교 급식

소의 상추에서는 일반세균수 5.40 log CFU/g, 대장균

군수 0.70 log CFU/g의 결과(Shin 등 2008)가 보고되

었다. 일반 세균수로만 비교한다면 본 연구의 일반

농법 상추 1, 2차 실험 결과가 6.28 log CFU/g와 

6.72 log CFU/g로 조사되어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해 

오염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일반농법 양배추의 

위생 상태를 보고한 선행연구들(Kim & Cha 2002; 
Kim & Shin 2008; Shin 등 2008; Seol 등 2009)의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급식소에서는 

일반세균수가 1차 6.23 log CFU/g, 2차 4.23 log 
CFU/g로 검출되었고, 대장균군수는 1차 2.67 log 
CFU/g, 2차 2.56 log CFU/g였으며, 대장균은 검출되

지 않았다(Seol 등 2009). 초등학교 급식소 연구(Shin 
등 2008)에서는 일반 세균수는 3.37 log CFU/g였고,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 ‧ 고등학교 급식소

의 양배추 원재료에서는 일반 세균수가 1차 4.6 log 
CFU/g, 2차 5.3 log CFU/g, 3차 4.7 log CFU/g로 조

사되었고, 대장균군수는 1차 1.6 log CFU/g, 2차 4.1 
log CFU/g, 3차 1.5 log CFU/g였으며, 대장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Kim & Shin 2008).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된 샐러드용 양배추의 전처리 전 상태에서 총 

균수는 5.31 log CFU/g으로, 대장균군수는 4.38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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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g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Cha 2002).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양배추의 일반 세균수는 

3.37∼6.23 log CFU/g로 다양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인 5.93∼6.43 log CFU/g 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Snyder(1995)의 식재료 품질 기준에서는 모두 적합한 

상태였다. 이는 양배추는 다른 엽채류와는 달리 결

구형태로 인해 겉잎을 제거하면 미생물 오염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깻잎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재배 유형과 상관없이 3.15
∼5.23 log CFU/g로 조사되어 Hong 등(2007)의 연구

에서 조사된 세척하지 않은 깻잎의 총균수 5.99 log 
CFU/g 보다 낮았다. 하지만 깻잎은 잎 표면이 거칠

어 병원균이 부착된 경우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Warriner 등 2003)된 바가 있으므로 세척 ‧ 소독 

작업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으로 제공할 

엽채류는 전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세심한 세척 ․ 소

독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과채류의 경우 식재료 품질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전체 시료가 적합하였다. 엽채류에 비해 토양

과 거리를 둔 높이에서 생장하여 토양 미생물의 영

향을 적게 받으며, 매끈한 표면을 가진 과채류가 많

아 거친 표면을 가진 엽채류에 비해 미생물 부착이 

적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특히 방울

토마토는 Yu 등의 연구(2007)에서도 다른 채소에 비

해 가장 적은 일반세균수를 보였고, 토마토의 경우 

2.04∼2.38 log CFU/g으로 식재료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오이의 경우 Kim & Cha(2002)의 연구

에서는 일반세균수가 2.45×105 CFU/g(5.39 log CFU/ 
g)로 보고되어 본 실험의 친환경 제품 결과인 5.26
∼5.49 log CFU/g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장균군

은 본 연구에서는 재배농법과 상관없이 2.51∼2.99 
log CFU/g로 검출되어 Kim & Cha(2002)의 연구에서 

검출된 1.03×104 CFU/g(4.01 log CFU/g) 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종류와 수가 한정된 

관계로 매끈한 표면을 가진 과채류의 미생물적 안

전성을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향후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염소 소독제는 

잎을 변색시키거나 염소가 잔류하여 냄새가 나는 

등의 우려가 있으나(Hong 등 2007) 소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미생물적 위해(hazard)를 저감화

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

후 표면이 매끈한 과채류가 원재료 상태에서도 미

생물적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화학적 

소독제의 사용 없이 여러 번의 세척만으로 충분히 

전처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 재배유형별 채소류의 미생물적 품질

은 친환경과 일반농법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래농법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세균 집락 수가 유기농업 농가에서 생산

한 농산물의 것과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Yu 등

(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추를 제외하면 세척 ‧ 소독 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학교 급식소의 전처리과정에서 일반농법 채소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척 ‧ 소독방법으로 친환경 

채소를 전처리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제언하

는 바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급식에서 사용된 친환경 및 

일반농법으로 재배된 엽채류 5종과 과채류 3종에 

대한 미생물적 품질을 분석하여 재배유형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재료에서 일반세균수는 상추 4.58∼7.43 log CFU/ 

g, 얼갈이배추 5.61∼7.36 log CFU/g, 부추는 5.81 
log CFU/g에서 TNTC, 양배추 5.93∼6.43 log CFU/ 
g, 깻잎 3.15∼5.23 log CFU/g, 오이 5.00∼5.79 log 
CFU/g, 방울토마토 2.96∼5.40 log CFU/g, 파프리

카 1.30∼3.52 log CFU/g 범위로 검출되었다.
2. 세척 ‧ 소독 후 상태에서 일반세균수는 상추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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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log CFU/g, 얼갈이배추 3.45∼3.97 log 
CFU/g, 부추는 3.49∼6.89 log CFU/g, 양배추 4.18
∼4.91 log CFU/g, 깻잎 1.00∼4.60 log CFU/g, 오
이 2.40∼4.60 log CFU/g, 방울토마토 1.95∼3.71 
log CFU/g, 파프리카 불검출에서 2.83 log CFU/g 
범위로 검출되었다.

3. 친환경 및 일반농법 채소류의 미생물 품질 비교 

결과, 생채소 원재료의 경우 친환경 및 일반농법

채소의 적합률은 81.3%으로 동일하였으며 일반세

균 평균 비교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4. 엽채류와 과채류의 미생물 품질 비교 결과, 과채

류의 경우 재배농법에 상관없이 모두 100%의 적

합률을 보인 반면 엽채류의 경우 70%만이 적합

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세균 평균 비교에서도 엽

채류 5.87±1.18 log CFU/g, 과채류 4.12±1.54 log 
CFU/g로 엽채류가 과채류에 비해 유의적으로(p＜ 

0.05)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채소의 미생물적 안전성은 일반농법으로 재배된 채

소류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친환경 채소류를 단체급식에서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농법 채소에 대해 적

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척 및 소독방법으로 관리해

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토양 미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엽채류의 미생물 오염 수준에 비해 과채류의 

미생물적 품질은 양호한 편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급식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친환경 농산물의 각종 위해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 곳의 초등학

교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시키

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급식소를 대

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각종 화학적, 생물학적 위

해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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