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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and to survey sanitation

management between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and non-GAP farms of lettuce and cucumber. The samples

(lettuce, cucumber, soil, agricultural water, gloves, and packing plastic bag) were tested to analyze sanitary indicator

bacteria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s and Escherichia coli) and major pathogenic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In the lettuce farms, the contamination levels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coliforms in GAP

farms were little lower than non-GAP farms or similar. Staphylococcus aureus and Bacillus cereus in soil and agricul-

tural water of GAP farms were detected at higher levels than non-GAP farms in soil and agricultural water. In the case

of cucumber farms, levels of total bacteria and Bacillus cereus in soil and total bacteria and coliform in gloves of GAP

farms were higher than those of non-GAP farms, and other bacteria contamination levels in collected samples were

simila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from GAP farm still exhibited potential microbial

risks. According to the field survey, a sanitation management in GAP farms was insufficient. These results could be use-

ful as basic data to suggestion of plan for preventing microbial contamination and to improvement of GAP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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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는 사회가 선진화되고 농산

물의 시장규모 증가, 식생활 양식 변화, 소비자의 인식변

화, 관심도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약, 항생제와 같은 화학적 물질 오염에 관한

인식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나, 농산물에 쉽게 오염되는

식중독 유해 미생물에 관한 인식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1,2). 하지만 200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

내에서 발생한 식품에 의한 식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유해 미생물이 2,137건으로 가장 많고, 농약을

포함한 화학물질은 5건으로 가장 적다3). 또한 농산물의 병

원성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결과 상추·깻잎 등 다소비 생

식 채소류 50개 품목 601건 중 9건(1.5%)에서 우려 수준

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고, 77건(12.8%)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다4). 국내에서는 농

산물에 의해 실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아직까지 보고되

고 있지 않으나, 국외에서는 농산물이 원인인 식중독 사고

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2006년 미국에서 Escherichia

coli (E. coli) O157:H7에 오염된 시금치가 원인이 되어

식중독이 발생하여 205명 이상의 환자 중 3명이 사망하

였고5,6), 2011년에는 유럽지역에서 시가독소생성 대장균인

E. coli O104:H4가 오염된 새싹채소로 인해 약 4천명이

감염되고 50여명이 사망하였으며7), 영국에서는 Salmonella

Thompson에 오염된 상추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8). 또한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발생한 식중독의 원

인의 다수가 고수, 오이, 캔탈루프, 파프리카 등 주로 생

으로 섭취하는 신선 농산물들로 총 629건의 식중독이 발

생하여 2만 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9). 이와 같이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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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들에 의한 식중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

산물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도입하여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수박, 딸기 등 42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거

쳐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GAP 기준을 고시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10). GAP 제도는 잔류농약 등의 화학적 위해요

소 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 등을 사전에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 제도로11), 초기에는 화학적 위해요소의 관리에만 집

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시의 개정을 통해 위

해요소관리계획서의 작성 후 중요관리점을 파악하여 해당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

학적 위해요소의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12). 하지만 농

산물 생산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미생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농가라고 인증 받은 GAP 인증농가에서 조차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선 농산물 중 소비량이 많은 채소

류인 상추와 오이를 대상으로 GAP 인증 농가와 미인증

농가를 선정하여 위생지표세균인 일반세균, 대장균군 및

E. coli와 국내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결

과 검출율이 높았던 S. aureus와 B. cereus를 대상으로 생

산과정 중의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평가하고 미생물 오

염발생 원인분석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산물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료채취

GAP 인증 및 미인증 농가의 상추와 오이의 생산 과정

중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GAP 인증 농

가는 GAP 인증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를, GAP 미인증 농가는 경남 지역에 소재

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토양, 농업용수, 작물 (상추, 오이),

장갑, 포장재 (비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

취 방법은 토양과 농업용수는 각각 1 kg 또는 1 L 씩 시료

채취용 멸균팩과 멸균 채수병(Medi-land, Korea)에 채취하

였고, 상추와 오이는 각 500 g 씩 멸균팩에 채취하였다. 장

갑과 포장재로 사용된 비닐은 채취 가능한 면적 또는

10 cm × 10 cm 크기의 면적대를 사용하여 100 cm2의 면적

을 Swab kit (3M e·swab, 3M China Ltd., Shanghai, China)

로 문질러 채취하였다.

 

시료전처리

채취된 시료 중 토양과 작물 (상추, 오이), 포장재 (비닐)

시료는 10 g 씩 취해 각각 0.85% 멸균 생리식염수 90 mL

를 첨가하여 stomacher (Seward, England)에서 균질화 하

였고, 농업용수와 Swab kit를 이용하여 채취한 장갑에 대

한 시료는 별다른 전처리과정 없이 30초간 강하게 진탕하

여 균질화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위생지표세균 측정

일반세균수 측정

균질화된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

배 단계희석한 후 각각 1 mL씩 취하여 일반세균 측정용

PetrifilmTM Aerobic Count Plate (3M, St. Paul, MN, USA)

에 분주하고,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붉은 집

락을 계수하여 균수를 측정하였다.

대장균군수 측정

일반세균수 측정과 마찬가지로 균질화된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배 단계희석한 후 각각

1 mL을 취하여 대장균군 측정용 PetrifilmTM Coliform Count

Plates (3M, St. Paul, MN, USA)에 각각 분주하고 37oC에

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붉은 집락을 계수하여 균수

를 측정하였다.

대장균 오염도 측정

대장균은 균질화 된 시료를 0.1% 펩톤수에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동안 1차 증균을 시킨 다음 EC broth

(Difco,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

에 2차 증균배양(37oC, 24시간) 하여 가스를 생성한 양성

의심 시료를 대상으로 eosin methylene blue agar (Difco)에

재배양하였다. 이후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띄는 집락에 한

해 tryptic soy agar (Difco)에서 배양한 다음 다시 ChromIDTM

Coli agar (bioMérieux®SA, Marcy Etoile, France)에 배양하

여 핑크색 집락 생성을 확인하여 오염유무를 확인하였다.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와 Bacillus cereus

(B. cereus) 오염도 측정

주요 식중독균 중 하나인 S. aureus와 B. cereus는 식품

공전13)의 방법에 따라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S. aureus는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 측정과 마찬가지로

균질화된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

배 단계희석한 후 baird-parker agar (Difco)에 도말하여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광택이 있는 검정색 집락을 계수하여 균수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계수한 각 평판에서

5개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tryptic soy agar (Difco)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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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양한 후 PCR로 S. aureus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B. cereus 또한 S. aureus와 마찬가지로 균질화된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배 단계희석한 후

mannitol-egg yolk polymyxin agar (Difco)에 도말하여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

색 집락을 계수하여 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후 계수한 각 평판에서 5개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tryptic soy agar (Difco)에 배양한 후 PCR

로 B. cereus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농가현장 조사를 통한 미생물 오염발생 원인 조사

GAP 인증 및 GAP 미인증 상추, 오이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과의 인터뷰와 용수관리, 주변 환경 관리, 농자재

관리 및 개인위생 관리 항목에 대한 농가의 위생관리 실

태를 조사하여 미생물 오염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GAP 인증 및 미인증 상추 농장의 미생물 오염도 비교

상추 농장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는 토양, 용수, 상추, 장

갑 및 포장 비닐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지표세균 (일반세

균, 대장균군, 대장균)과 병원성미생물 2종(S. aureus, B.

cereus)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추에서 일반세균이 GAP 인증 농가에서 3.1 ± 0.2 log

CFU/g, GAP 미인증 농가에서 3.9 ± 0.1 log CFU/g으로 검

출되었고, 대장균군은 각각 2.9 ± 0.1 log CFU/g와 2.1 ± 0.1

log CFU/g으로 검출되었으며, B. cereus와 S. aureus는 GAP

미인증 농가에서만 2.1 ± 0.2 log CFU/g와 1.4 ± 0.1 log CFU/

g으로 검출되었다. 그리고 E. coli는 GAP 인증 농가 및 미

인증 농가의 상추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토양의 경우 GAP 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 6.8 ± 0.1

log CFU/g, 대장균군 6.0 ± 0.1 log CFU/g, B. cereus 3.5 ± 1.8

log CFU/g, S. aureus 6.5 ± 0.1 log CFU/g의 수준으로 검출

되었고, GAP 미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 7.7 ± 0.1 log

CFU/g, 대장균군 5.1 ± 1.2 log CFU/g, B. cereus 5.9 ± 0.1

log CFU/g, S. aureus 2.3 ± 0.0 log CFU/g의 수준으로 검출

되었으며, E. coli는 GAP 인증 농가 및 미인증 농가 둘

다 검출되지 않았다.

재배 시 관수를 위해 사용되는 용수의 경우는 GAP 인

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 4.7 ± 0.2 log CFU/mL, 대장균군

2.5 ± 0.1 log CFU/mL, B. cereus 4.4 ± 0.1 log CFU/mL의 수

준으로 검출되었고, GAP 미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

4.2 ± 1.1 log CFU/mL, 대장균군 3.0 ± 0.1 log CFU/mL, B.

cereus 2.1 ± 0.7 log CFU/mL의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E.

coli는 GAP 미인증 농가에서만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S.

aureus는 GAP 인증 농가 및 미인증 농가 둘 다 검출되지

않았다.

수확 시 사용되는 장갑은 GAP 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

균과 대장균군만 4.9 ± 0.1 log CFU/cm2 및 4.3 ± 0.1 log

CFU/cm2으로 검출된 반면 GAP 미인증 농가에서는 일반

세균은 검출수준이 높아 계수가 불가능 하였고, 대장균군

과 S. aureus 가 3.3 ± 0.1 log CFU/cm2 및 3.2 ± 0.2 log CFU/

cm2으로 검출되었다.

포장비닐의 경우 GAP 미인증 농가에 대해서만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였으며 일반세균, 대장균군, B. cereus가

각각 4.41 log CFU/cm2, 3.6 ± 0.6 log CFU/cm2, 2.9 ± 0.1 log

CFU/cm2으로 검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상추 GAP 인증 농가와 미인증 농가의 미생

물 오염도를 비교해 볼 때 위생지표세균은 GAP 인증 농

가의 상추, 토양 및 장갑의 대장균군 오염도와 농업용수

의 일반세균 오염도가 각각 2.9 ± 0.1 log CFU/g, 6.0 ± 0.5

log CFU/g, 4.3 ± 0.1 log CFU/cm2 및 4.7 ± 0.2 log CFU/mL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the samples collected from GAP and non-GAP lettuce farms (Unit : log CFU/g or cm2)

Farms Samples
Microorganisms

Total bacteria Coliforms E. coli B. cereus S. aureus

GAP farms

Lettuce 3.1 ± 0.2 2.9 ± 0.1  -1)  ND2) ND

Soil 6.8 ± 0.1 6.0 ± 0.5 - 3.5 ± 1.8 6.5 ± 0.1

Agricultural water 4.7 ± 0.2 2.5 ± 0.1 - 4.4 ± 0.1 ND

Gloves 4.9 ± 0.1 4.3 ± 0.1 - ND ND

Packing plastic bag NS3) NS NS NS NS

Non-GAP farms

Lettuce 3.9 ± 0.1 2.1 ± 0.1 - 2.1 ± 0.2 1.4 ± 0.1

Soil 7.7 ± 0.1 5.1 ± 1.2 - 5.9 ± 0.1 2.3 ± 0.0

Agricultural water 4.2 ± 1.1 3.0 ± 0.1  +3) 2.1 ± 0.7 ND

Gloves TNTC4) 3.3 ± 0.1 - ND 3.2 ± 0.2

Packing plastic bag 4.4 ± 0.1 3.6 ± 0.6 - 2.9 ± 0.1 ND

1)-: Negative, 2)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 < 1 CFU/plate), 3)+: Positive, 4)TNTC: Too numerous to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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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GAP 미인증 농가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병원

성미생물인 B. cereus와 S. aureus는 GAP 인증농가의 용

수(4.4 ± 0.1 log CFU/mL)와 토양(6.5 ± 0.1 log CFU/g)에서

미인증 농가 보다 높게 검출되어 GAP 인증 농가는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

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AP 인증 및 미인증 오이 농장의 미생물 오염도 비교

오이 농장은 토양, 용수, 상추 및 장갑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지표세균 (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과 병원성미생

물 2종(S. aureus, B. cereus)에 대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확인되었다.

오이에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만 검출되었고, 그 오염

수준은 GAP 인증 농가에서 3.4 ± 0.6 log CFU/g 및 1.7 ±

0.3 log CFU/g, GAP 미인증 농가에서 4.5 ± 0.4 log CFU/g

및 2.3 ± 0.8 log CFU/g으로 확인되었다.

토양의 경우 GAP 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 6.9 ± 0.2 log

CFU/g, 대장균군 5.0 ± 0.5 log CFU/g, B. cereus 1.3 ± 2.3

log CFU/g의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GAP 미인증 농가에서

는 일반세균 7.1 ± 0.1 log CFU/g, 대장균군 2.6 ± 1.0 log

CFU/g, B. cereus 2.9 ± 1.5 log CFU/g의 수준으로 검출되

었으며, E. coli와 S. aureus는 GAP 인증 농가 및 미인증

농가 둘 다 검출되지 않았다.

재배 시 관수를 위해 사용되는 용수의 경우는 GAP 인

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만 2.0 ± 0.3 log CFU/mL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GAP 미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과 B. cereus

만 각각 2.7 ± 0.1 log CFU/mL 및 1.7 ± 0.1 log CFU/mL의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수확 시 사용되는 장갑은 GAP 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

균과 대장균군, 그리고 S. aureus가 4.6 ± 0.4 log CFU/cm2,

4.2 ± 0.1 log CFU/cm2, 1.7 ± 2.0 log CFU/cm2 수준으로 검출

된 반면 GAP 미인증 농가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B.

cereus가 4.2 ± 0.6 log CFU/cm2, 1.9 ± 2.6 log CFU/cm2, 2.0 ±

1.4 log CFU/cm2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오이 농장의 경우 토양에서 검출된 대장균군(5.0 ± 0.5

log CFU/g)과 B. cereus(5.0 ± 0.3 log CFU/g), 장갑에서 검

출된 일반세균(4.6 ± 0.4 log CFU/cm2) 및 대장균군(4.2 ±

0.1 log CFU/cm2)의 오염도가 GAP 미인증 농가 보다 GAP

인증 농가에서 높았다. 특히 장갑의 대장균군 오염도의 경

우 GAP 인증 농가의 오염수준이 미인증 농가의 오염수준

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결과를 볼 때 상추

농장과 마찬가지로 오이 농가에서도 GAP 인증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생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가현장 조사를 통한 미생물 오염발생 원인 조사

상추와 오이 재배 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GAP 인증농가와 GAP 미인증 농가를 방

문하여 농업인과의 인터뷰와 용수관리, 주변 환경 관리,

농자재 관리 및 개인위생 관리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및 다음과 같다.

농업용수

관수를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수의 경우 상추재배 농가

와 오이 재배 GAP 인증 및 미인증 농가의 80% 이상이

지하수를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고 사용하고 있어 용수의

탱크 내 장기간 보관에 따른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청결관리 부재로 관정 주변

의 오염물질이 내부로 스며들어 용수의 미생물 오염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개용수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항목 중 하나

이다14). Solomon15)의 연구에서 용수에 E. coli O157:H7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키고 상추에 살포한 후 세척한 결과 상

추에 오염된 E. coli O157:H7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제 농산물 생산현장에서 오염된

용수의 사용으로 인한 농산물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탱크 내 용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 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주변을 청결관

Table 2. Microbial population of the samples collected from GAP and non-GAP cucumber farms (Unit : log CFU/g or cm2)

Farms Samples
Microorganisms

Total bacteria Coliforms E. coli B. cereus S. aureus

GAP farms

Cucumber 3.4 ± 0.6 1.7 ± 0.3  -1)  ND2) ND

Soil 6.9 ± 0.2 5.0 ± 0.5 - 5.0 ± 0.3 ND

Agricultural water 2.0 ± 0.3 ND - ND ND

Gloves 4.6 ± 0.4 4.2 ± 0.1 - ND 1.7 ± 2.0

Non-GAP farms

Cucumber 4.5 ± 0.4 2.3 ± 0.8 - ND ND

Soil 7.1 ± 0.1 2.6 ± 1.0 - 2.9 ± 1.5 ND

Agricultural water 2.7 ± 0.1 ND - 1.7 ± 0.1 ND

Gloves 4.2 ± 0.6 1.9 ± 2.6 - 2.0 ± 1.4 ND

1)-: Negative, 2)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 < 1 CFU/plate)



418 Jeong-Sook Kim, Duck-Hwa Chung, and Won-Bo Shim

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장주변 환경

농장 주변의 환경은 GAP 인증농가의 경우 쓰레기는 지

정된 장소에 폐기·보관하고,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덮

개를 설치하는 등 청결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 방지에 대

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GAP 미인증 농가의 경우 하우

스와 하우스 사이 폐 농자재가 방치되어 있고 물이 고여

있어 오염된 물이 재배 토양으로 스며들어 작물의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었다.

농기구 및 농자재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은 GAP 인증농가에서는 농자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정돈 하여 미생물의 교차오염 가

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었으나, GAP 미인증 농가에서는 용

도 구분 없이 흙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등 청결관리가 부

재하고, 조리기구 등과 함께 방치되어 미생물의 교차오염

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기구 및

농자재의 보관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바닥과는 이

격하고, 조리기구 등과 같은 농자재가 아닌 것들과는 구

분 보관하여 미생물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작업자

상추와 오이의 수확은 작물의 특성상 장갑을 착용하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의 경우 장갑의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GAP 인증 농가와 미인증 농가 모두 장

갑의 교체 없이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에는 방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갑은 작물과 직접적으로 접촉

하는 대상으로 반복 사용 및 청결관가 부재하면 작물의

미생물 오염도 증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간격

으로 장갑을 교체하면서 수확 및 포장 작업을 실시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세척하여 보관하는 것이 미생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상추와 오이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각

각 3.1 ± 0.2 ~ 4.5 ± 0.4 log CFU/g 및 1.7 ± 0.3 ~ 2.9 ± 0.1 log

CFU/g 범위로 검출된 반면, 작업 시 사용되는 장갑은 상

추와 오이보다 위생지표세균의 오염도가 높고 병원성 미

생물 또한 검출되어 작업자에 의한 교차오염이 우려된다.

GAP 적용을 위한 농산물 생산현장에서의 미생물 오염도

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작업자 개인위생과 관련된 항목에서

미생물의 오염도가 높아 작업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6-18). 더욱이 상추와 오

이는 수확 후 세척 없이 출하 및 유통되는 농산물이기 때

문에 재배과정 및 수확 후 작업자에 의한 미생물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제시한 위해요소의 관리를 통한 미생물학적 관리의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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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vey of sanitation management on GAP and non-GAP farms of lettuce and cucumber

Item GAP farms Non GAP farms

Agricultural water

  

Estimation Inappropriate Inappropriate

Farm surroundings

environment

 

  

Estimation Appropriate Inappropriate

Agricultural materials

 

  

Estimation Appropriate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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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상추와 오이의 GAP 인증 및 미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작물 (상추, 오이), 장갑, 포장재 (비

닐)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평가하고 농가의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GAP 인증 농가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미생물 오

염도 조사 결과 상추 농장의 경우 위생지표세균 오염도는

GAP 인증 농가가 미인증 농가 보다 조금 낮거나 유사하

였고, 병원성미생물인 S. aureus와 B. cereus는 GAP 인증

농가의 토양과 용수에서 미인증 농가 보다 높게 검출되었

다. 오이농장은 토양의 대장균군과 B. cereus, 장갑의 일반

세균 및 대장균군 오염도가 GAP 미인증 농가보다 GAP

인증 농가에서 높았고, 그 외에는 GAP 인증 농가와 미인

증 농가가 유사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결과

를 비교했을 때 GAP 인증 농가와 미인증 농가의 미생물

오염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GAP를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위생관리 실태 조사 결

과에서는 GAP 인증 농가가 미인증 농가보다는 미생물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GAP 인증 및 미인증 농가 모두 농업용수의 관리와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자의 장갑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농산물의 미생물

오염방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GAP 인증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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