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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gent-based computing platform enabling simulation of

on-farm produce contamination by enteric foodborne pathogens, which is herein called PPMCS (Preharvest Produce

Microbial Contamination Simulator). Also, fecal contamination of preharvest produce was simulated using PPMCS.

Although Agent-based Modeling and Simulation, the tool applied in this study, is rather popular in where socio-eco-

nomical human behaviors or ecological fate of animals in their niche are to be predicted, the incidence of on-farm

produce contamination which are thought to be sporadic has never been simulated using this tool. The agents in

PPMCS including crop, animal as a source of fecal contamination, and fly as a vector spreading the fecal contamination

are given their intrinsic behaviors that are set to be executed at certain probability. Once all these agents are on-set

following the intrinsic behavioral rules, consequences as the sum of all the behaviors in the system can be monitored

real-time. When fecal contamination of preharvest produce was simulated in PPMCS as numbers of animals, flies, and

initially contaminated plants change, the number of animals intruding cropping area affected most on the number of

contaminated plants at harvest. For further application, the behaviors and variables of the agents are adjustable

depending on user’s own scenario of interest. This feature allows PPMCS to be utilized in where different simulating

conditions are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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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전통적으로 축산물에 비해 인체 위해 미생물

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농산물에 오염된 식중독 세균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사고가 수 차례 일어난 바 있었고1-6), 이

후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농산물 재배 환경으로 유

입된 식중독 세균에 의해 농산물이 오염되어 결국 식중독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농산물도 유해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7-10). 이에 식중독 세균 등 유해 미생물

에 의한 농산물 오염을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재배

단계에서의 농산물 또는 재배환경 오염은 그 빈도가 매우

낮고 발생 패턴도 극히 불규칙하여11-15) 오염발생 예측을

위한 계량적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계량적 자

료를 획득하여 만들어지는 수리모형이나 확률통계모형을

기반으로 한 예측모형은 개발이 어렵다. 이와 달리 개체

기반모형(Agent-Based Model, 개체기반모형 또는 행위자

기반모형)은 목적지향적인 각 개체들이 내재된 특성에 따

라 상황 의존적 또는 자율적 행동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한정적인 경우에도 간단한 행동규

칙과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직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체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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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오염원, 오염매개자)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모의

실험하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체

기반모형은 자율적 목적지향적인 개별 개체(agent)의 행동

특성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개체와 환경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개체와 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

경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적 시스템이다. 둘

째, 개체는 목적을 가지고 내재된 행동규칙에 따라 목표

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셋째, 개체는 환경에 대

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행동한다. 환경이 지속

적으로 변화하므로 개체는 유사한 상황일지라도 다르게

행동하여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개체기

반모형이 기존의 다른 모형과 구별되는 특징은 연구에 필

요한 계량적인 자료가 한정적이어도 간단한 행동규칙과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어려운 연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개체와 환경

의 변화를 예측할 때 미래의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변화

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개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관성에 대한 직관적 분석이 가

능한 장점이 있다. 

개체기반모형은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범용 또는 전용 소

프트웨어나 툴킷(toolkit)를 사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며,

Visual Basic, C++, Java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도 개발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의 처리 용량과 속도의 비

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여러 개체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개체기반모형으로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

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

거나16-17),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행위변화 예측18)을 위해 개

체기반모형이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농산물 안전성 분야

에서는 현재까지 시도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재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을 모의실험하기 위

한 새로운 도구로서 개체기반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

하기 위하여 ‘재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모의실험을 위한

개체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즉, 농작물

과 오염원, 그리고 오염매개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

상공간에서 야생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엽채류 재배지역

을 설정하고, 야생동물이 발생시키는 분변과 이를 통한 농

작물 및 재배토양의 식중독균 오염, 분변을 매개하는 위

생해충, 그리고 농작물 및 재배토양 중 식중독균 생존이

구현 가능하도록 하여 각각의 개체들이 임의로 부여된 행

동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사용자가 명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Materials and Methods

모의실험 대상 및 개체기반 프로그램 개발환경

본 연구는 재배단계 농산물의 오염이 재배환경에 존재

하는 개체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모의실험 하

기 위한 개체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모의실험 대상은 가축 또는 야생동물이 출입할 수 있

는 가상의 엽채류 재배지역으로 하였다. 재배지역을 출입

하는 동물은 재배지역 내 분변을 배설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분변에 있는 장관유래 식중독 세균에 의해 토양 오염

또는 농작물 오염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오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되지만 건전한 동물이 오염

된 농작물을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 세균이 다시 동물의

장내로 들어가게 되어 건전 동물이 보균 동물로 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역시 이 보균 동물이 배설하는 분변에는

식중독 세균이 있도록 하였다. 가상의 엽채류 재배환경에

동물 분변과 함께 배출된 식중독 세균은 파리와 같은 위

생해충에 의해 다른 곳의 토양이나 농작물에 옮겨질 수

있게 하였다. 작물체는 60일 동안 생장하고, 동물은 이 기

Table 1. Action and interaction rules given for each agent in the model system of Preharvest Produce Microbial Contamination Simulator

(PPMCS)

Agent Actions and interactions

Crops
· vegetative growth for 60 days

· possibly damaged by animal but regrowth after damage

Herbivorous

animals

· intrude into cropping area at random chance

· feed on crops at preset probability to obtain energy

· excrete feces at certain interval depending on energy uptake

· if feed on crops contaminated with enteric foodborne pathogens, animal turns into carrier

· carriers excrete feces that potentially contaminate crops or soil with enteric foodborne pathogens

· carriers recover at certain probability

· no change in population during 60 days

Flies

· feed on animal feces to obtain energy

· if contact with feces containing enteric foodborne pathogen, fly becomes able to spread microbial contamination into 

surroundings

· also reduce microbial contamination in crops and soil as decomposing animal feces

· possibly change in population depending on energy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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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개체군의 밀도 증감이 없으며, 파리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개체군 밀도가 변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

의 개체들이 가지는 고유한 행동규칙은 Table 1에 나타내

었고, 이러한 행동규칙은 개체기반모형의 개발환경을 지

원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NetLogo19)를 이용하여 각 개체

별로 가상환경에서 구현이 되도록 하였다. NetLogo는 Scala

와 Java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러 개

체에게 동시에 실행 가능한 명령을 부여할 수 있어 개체

간 상호작용이 복잡한 환경의 시계열적 변화 패턴을 분석

하는데 적합하다. 

개체기반 프로그램의 구동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체기반 프로그램의 구동화면은

Fig. 1과 같으며, 모형명칭은 Preharvest Produce Microbial

Contamination Simulator (PPMCS)로 하였다. PPMCS를 구

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NetLogo 소프트웨어를 https://ccl.

northwestern.edu/netlogo/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

터에 설치한 다음, PPMCS 인터페이스와 스크립트를 열

면 되며, PPMCS 인터페이스와 스크립트는 http://modeling-

commons.org/browse/one_model/4810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PPMCS 초기화면에서 ‘setup-clear’ 단추를 클릭한

후, ‘Start’ 단추를 클릭하면 모형이 구동되도록 설정하였

다. NetLogo 설치 없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PPMCS를 구

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http://modelingcommons.org/

browse/one_model/4810에서 ‘Run in NetLogo Web’ 탭을

클릭하면 Fig.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작물이 재배되는

환경에 엽채류 작물 및 초식성 동물, 그리고 동물 배설물

을 먹이로 하는 위생해충이 개체로서 같은 공간에 있게

재현되도록 하였다.

PPMCS 초기화면의 왼쪽에는 각 개체의 행동규칙을 조

절할 수 있는 단추를 두었다. 예를 들어, 작물에 대해서는

재배면적, 초기 작물체수, 생장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

였다. 각 개체별로 조절할 수 있는 행동규칙의 변수는

Table 2에 설명하였다. 

개발된 개체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실험

재배단계 농산물의 미생물적 오염 발생을 모의로 실험

하기 위해 작물 재배지역에 출입하는 초식동물의 수, 오

염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의 수, 그리고 초기 오염 작물체

의 수를 달리하면서 농산물 오염을 모니터링 하였다. 시

뮬레이션을 위해 초식동물은 50%의 확률로 작물을 섭취

하도록 하였고, 총 활동 시간의 5% 동안 토양이든 작물

Fig. 1. Screen of PPMCS while simulating microbial contamination.

Table 2. User adjustable variables

Setting Variable

Plant (crop) size of area, number of crops, growth rate

Animal initial number of animals, feeding rate, excreting rate

Vector (fly) initial number of flies, population growth rate, energy uptake rate, decomposing rate, contamination transmitting rate

Soil recovery recovery rate from contamination

Contamination
initial number of contaminated crops, probability of crop contamination upon receiving microbial inocula, probability 

of contamination through vector transmission, probability of contamination through fecal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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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든 상관없이 임의의 장소에서 분변을 배설하도록 하였

다. 동물이 재배지역내 식중독균에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

하게 되면 50%의 확률로 체내 식중독균을 보균하도록 하

였다. 동물 분변 오염은 위생해충에 의해 10%의 확률로

다른 곳의 토양이나 작물에 옮겨질 수 있게 하였다. 동물

은 작물 생육기간인 60일 동안 수적 증가나 감소 없이 초

기 설정 밀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으나 위생해충은 동

물 분변 섭취량에 비례해서 밀도 변동이 가능하도록 설정

하였다. 작물체는 가로 15 개체, 세로 15 개체로 하여 총

225개의 개체가 가상공간에서 재배되도록 설정하였다. 시

뮬레이션은 각 조건마다 10회 실시하였다. 

Results

작물 재배지역 출입 초식동물 개체수 영향 모의실험 결과

225 개체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가상의 재배지역에

출입하는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한 마리부터 열 마리까지

증가시키면서 60일 이후 최종적으로 오염된 작물 개체수

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동물의 개체수가 증

가할수록 오염되는 작물의 개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2). 다만 오염되는 작물 개체수의 증가 양상

은 7 마리까지 매우 완만하다가 8~9 마리가 재배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오염되는 작물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

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물이 10 마리인

경우에는 다시 오염된 작물 개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동물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동물이 섭취하여 없어지는 작

물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값

은 표준편차가 큰데 이는 작물체의 식중독균 오염이 매우

불규칙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임을 감안하면 현실

을 적절히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 재배지역 서식 위생해충 개체수 영향 모의실험 결과

작물 재배지역에 출입하는 동물의 개체수는 2 마리로

고정을 하고 오염을 매개할 수 있는 파리의 개체수를 100

마리까지 증가시키면서 작물체의 미생물 오염을 시뮬레이

션 한 결과, 파리 개체수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Fig. 3). 이는 파리가 미생물 오염을 다른 작

물체로 전파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되는 동물의 분변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리는 분해자의 역할을 하도록 설

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 개체수가 70 마리 이상으로 늘

어날수록 동물의 분변이 빠르게 분해되어 결과적으로 오

염된 작물 개체수도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초기 오염 작물 개체수 영향 모의실험 결과

초기에 오염된 작물의 개체수도 60일간의 재배기간 후

최종적인 작물의 미생물 오염 개체수에 영향을 주지만 그

양상은 일정하지 않아 오염 증가율이 높을 때는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는 초기에 오염된 작

Fig. 2. Impact of animal numbers intruding cropping area on the

contamination level of preharvest produce; Values are mean of

simulations executed ten times; Error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Fig. 3. Impact of fly numbers residing in cropping area on the

contamination level of preharvest produce; Values are mean of

simulations executed ten times; Error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Fig. 4. Rate of contamination increment as the number of initially

contaminated plants increase; Values are mean of simulations

executed te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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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많더라도 동물이 오염된 작물을 섭취할 확률은 불규

칙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체기반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재

배단계에서 농산물이 식중독세균에 의해 오염되고, 이후

오염이 확산되는 과정을 모의실험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의 platform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질병

확산 예측에 사용되는 역학모델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

만 질병확산 역학모델은 질병의 감염율 및 감염원 노출위

험도와 같은 계량적 자료를 기초로 확산계수를 계산하여

질병의 확산속도를 예측하는 것인 반면20-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체기반모형은 계량적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각

개체가 지닌 고유의 행동특성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확산을 예측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개체

기반모형은 예측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priori data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농산물 오

염과 같이 오염빈도가 매우 낮고, 오염발생도 극히 불규

칙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현재까지 개체기반모형을 통해 재배단계 농산물의 오

염을 예측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

는 본 연구가 최초이며, 농산물 안전성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17), 도시

계획 평가22), 토지이용 예측23)에서 개체기반모형 기반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의 ‘재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모의실험 개체기

반 프로그램’은 컴퓨터 코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

자라도 쉽게 변수를 바꾸어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

데, 예를 들어 초기화면에서 슬라이드바 단추를 조절하면

농산물 재배포장의 면적, 농작물 개체수, 재배포장 출입

동물의 개체수, 동물 분변 발생 빈도, 식중독세균 오염 농

작물 초기 개체수, 오염매개 위생해충 개체수, 위생해충

개체군 증감률, 미생물적 오염이 재배포장에서 자연적으

로 정화되는 속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규칙 변수를 조절하여 모의

실험을 함으로써 식중독세균에 의한 농산물 오염이 어떻

게 발생, 확산 또는 저감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다. 행동규칙 변수를 바꾸어가며 다양한 시나

리오를 모의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 등 기후변

화시 농산물 오염발생 예측, 야생동물이나 가축 출입 방

지에 따른 농산물 오염 예방효과, 오염된 축분퇴비나 관

개용수 사용 등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 위험

평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모형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

퓨터 코딩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있으면 Supplement

에 제공된 스크립트를 변경함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현실의

상황에 맞는 개체기반모형으로의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가장 과학적인 개체기반모형은 각 개체들의 고유 행동특

성에 대한 문헌정보나 연구결과를 스크립트에 반영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체기반모형의

개선을 위해서는 작물체, 오염원 동물, 오염매개 위생해충

에 대한 각각의 행동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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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식중독 세균 등 유해미생물에 의한 농산물

오염을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

요한 모의실험 computing platform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

다. 농산물 오염은 그 빈도가 매우 낮고, 발생패턴도 극히

불규칙하여 계량적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광범

위하게 활용되는 수리모형(Mathematical Modeling)이나 확

률통계모형(Probability Statistical Modeling)을 기반으로 한

예측모형은 개발이 어렵다. 이와는 달리 개체기반모형

(Agent-based Model)은 목적지향적인 각 개체들이 내재된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상황 의존적 또는 자율적

행동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

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각 개체들에 대한 간단한 행동규

칙과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직관적 분석 가능하기 때

문에 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체 (농작

물, 오염원, 오염매개자)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모의

실험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Scala와 Java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을 둔 개체기반모형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NetLogo19)를 이용하여 프로

그램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가상의 엽채류 재배지

역을 대상으로 가축 또는 야생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 동물이 배설하는 분변에 있는 장관유래 식

중독 세균에 의해 토양 오염 또는 농작물 오염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오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

멸되지만 건전한 동물이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하는 경우

다시 동물의 장내로 들어가게 되어 보균 동물이 될 수 있

도록 하였고, 역시 이 보균 동물이 배설하는 분변에 식중

독 세균이 있도록 설정하였다. 가상 엽채류 재배환경에서

생존하는 식중독 세균은 파리와 같은 위생해충에 의해 다

른 곳의 토양이나 농작물에 옮겨질 수 있게 하였다. 작물

체는 60일 동안 생장하고, 동물은 개체군의 밀도 증감이

없으며, 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군 밀도가 변동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 개체수, 파리 개체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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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오염 작물 개체수를 달리하면서 작물체의 미생물 오

염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른 요인들 보다는 동물 개체

수가 작물체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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