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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odborne disease outbreaks associated with produces have been increasing in occurrence world-

wide. This study investigated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on thirteen kind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farms

stage to evaluate potential hazards associated with foodborne illness. A total of 1,820 samples were collected in major

cultivating area from 2013 through 2015, and analyzed to enumerate aerobic bacterial counts, coliforms/E. coli, Bacil-

lus cereus and Staphylococcus aureus. In addition, the prevalence study for four kinds of microorganisms (Escheri-

chia coli,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and Listeria monocytogenes) was performed on each sample. Aerobic

bacterial counts ranged from 0.01 to 7.18 log CFU/g, with the highest bacterial cell counts recorded for watermelon.

Coliforms were detected in 651 samples (35.8%) with a minimum of 0.01 log CFU/g and a maximum of more than 5

log CFU/g. B. cereus was detected in 169 samples (9.3%) ranging from < 0.01 to 2.48 log CFU/g among total samples

analyzed. S. aureus was detected in 14 samples (0.7%) with a minimum of 0.01 log CFU/g and a maximum of 1.69 log

CFU/g. E. coli was detected in 101 samples (5.5%) among 1,820 samples.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and L.

monocytogenes were not detected in any of the samples. The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of several agricultural

products determined in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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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인체 건강과 균형된 식단을 위해 중요한 요소

로써 섬유질과 철, 마그네슘, 구리 등의 미량원소와 비타

민 등 인체 필수 원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 국민의 소득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서 신선 농산물의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1). 한

편 농산물의 유용한 영양소가 가열 등 처리과정을 통해서

일부 소실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섭취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2). 하지

만 이러한 신선 섭취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처리 과정

중에 인체 병원성 세균 등의 생물적 위해요소가 농산물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을 매개로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3).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식중독

세균이 오염된 신선 농산물 섭취로 인한 사고 발생이 공

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 국외에

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신선 농

산물 섭취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가정, 외식업체 등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왔고, 미국의 경

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식품 중

과일, 채소류 등 농산물에 의한 것이 전체 식품 중 45.9%

를 차지하고 위해요인으로는 27%가 Salmonell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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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ria monocytogenes, Escherichia coli O157:H7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차지한다고 보고되었고4), 구토, 설사를 일

으킬 수 있는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와 같

은 병원성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5).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등의 인체 병원성세균이

농산물에 오염된 이 후에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우므

로, 농산물에 병원성세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6). 각 종 병원성 세균은 작물

의 생산과정 중 오염된 토양, 관개용수, 농자재, 야생동물

등에 의해 농산물로 전이될 수 있고, 수확, 수확 후 처리,

가공, 포장 등의 처리과정 중에서도 비위생적인 작업자,

작업환경 등에 의해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7). 현재까

지 국내 농산물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안전성에 관한 연구

로는 유통단계 채소의 식중독세균 오염도 조사8,9,10), 생산

단계 들깻잎, 상추, 토마토의 식중독세균 오염도 조사11,12),

도시텃밭용 상추, 배추의 생물학적 안전성 조사13) 등으로

유통단계 농산물과 엽채류, 과채류 중심의 유해미생물 오

염도 조사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생산

단계 농산물의 전반적인 생물학적 위해요소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품목군별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위생지표세균과 유해미생물의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농산물 시료 수집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박(충북·충남·경

남 소재 총 3 지역, 9호 농가), 참외(경북 소재 총 3 지역,

9호 농가), 고추(경북 소재 총 3 지역, 15호 농가), 당근(강

원·충남·제주 소재 총 3 지역, 15호 농가), 상추(경기·

전북 소재 3 지역, 15호 농가), 배추(전북 소재 총 3 지역,

15호 농가), 양배추(전남 소재 총 3 지역, 15호 농가), 셀

러리(경기·강원 총 3 지역, 15호 농가), 버섯류(경북·전

남 총 3 지역, 15호 농가), 보리(전북·전남 총 5 지역, 15

호 농가), 옥수수(강원·충북 총 3 지역, 14호 농가), 복숭

아(경북 총 3 지역, 15호 농가), 포도(경기·충북·경북

총 3 지역, 15호 농가) 시료를 수집하였다. 시험대상 작물

은 완숙되어 출하가 가능한 상태 또는 수확하여 출하하기

직전인 것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채취하였다. 시험대상 작

물의 크기, 형태가 다양하므로 작물별 시료수집방법, 시료

1점당 분석량, 희석배수를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진행하였

다. 시료를 수집할 때에는 멸균장갑을 착용한 후 시료를 멸

균시료백(Whirl-Pak® bags, Nasco, Fort Atkinson, WI, USA)

에 담아 분석 전까지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이송한 후

24시간 내에 분석하였다.

위생지표세균 오염도 조사

위생지표세균인 일반호기성세균과 대장균군의 오염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작물 시료가 담긴 멸균시료백에

각 각의 비율로 0.1% peptone wate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를 더해 작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Pulsifier

PUL 100E (Microgen, Camberley, Surrey, UK) 또는 Stomacher

(BagMixer, Interscience, Saint Nom, FR) 또는 핸드쉐이킹

으로 각 15초, 2분, 1분 동안 균질화하였다. 일반호기성세

균수 측정을 위해 균질화한 희석용액 1 mL를 취해 건조

배지(Aerobic Count Plant, 3M, St. Paul, MN, USA)에 분

주한 후 30oC 배양기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나타난

colony의 수를 계수하였다. 대장균군(Coliforms)의 밀도 측

정을 위해 희석용액 1 mL를 취해 건조배지(Coliforms/E.

coli Count Plate, 3M, St. Paul, MN, USA)에 분주한 후

37oC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기포를 발생한

Table 1. Sampling part and initial dilution rate of the each crop

Crops Collected samples
Sample volume

(per 1 sample)

Initial dilution rate for

quantitative analysis (v/w)

Watermelon, Oriental melon
Swab the surface of the fruit with sterile 

gauze dipped in 0.85% NaCl solution
1 fruit 50

Pepper fruit 3 fruits 3

Carrot edible part 1 3

Lettuce leaf 3 leaves 10

Chinese cabbage, Cabbage leaf 1 leaf 5

Celery leaf 2 leaves 4~6

Mushrooms edible part 20~40 g 5~6

Barley grain 25 g 5

Maize grain 30~140 g 2

Grape fruit 1 fruit 2

Peach fruit 1 fru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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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집락을 대장균군으로 간주하여 그 수를 계수하였다.

유해미생물 오염도 조사

B. cereus 정량적 검정

각 농산물을 균질화한 희석용액을 0.25 mL씩 4개의

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에 각각 분주하여 도말하였다. 30oC 배양

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B. cereus로 의심되는 colony

의 수를 세었다. 선택배지상에서 B. cereus와 집락형태가

유사한 B. thuringiensis의 구분을 위해 시료당 5개의 집락

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Nutrient Agar (BD, Franklin Lakes,

NJ, USA) 배지에 순수분리, 배양한 후 PCR법을 이용해 B.

cereus, B. thuringiensis가 가지고 있는 gyrB 유전자와 B.

thuringiensis가 가지고 있는 cry (crystal toxin) 유전자의

보유여부 확인을 통해 B. cereus를 최종 동정하였다(Table

2). Chromosomal DNA 추출 및 PCR 반응은 각 균주의

chromosomal DNA를 boiling 방법으로 추출하여 template

DNA를 얻은 후, Thermocycler C1000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① 95oC, 10분, ② 94oC, 1분, ③

55oC, 2분, ④ 72oC, 1분30초, ⑤ 72oC, 5분 조건으로 (②

번에서 ④번 과정은 25 cycle)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 후 전기영동을 통하여 Target gene의 유무를 판별하

여 최초에 계수하였던 B. cereus 수에 반영하여 최종 세균

수를 산정하였다. 

S. aureus 정량적 검정

각 농산물을 균질화한 희석용액을 0.25 mL씩 4개의 Baird-

Parker (BP,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에 각각

분주하여 도말한 후 37oC의 배양기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S. aureus로 의심되는 colony를 Nutrient Agar에

순수분리한 후 VITEK® 2 (BioMérieux, Craponne, France)

를 이용해 분석·동정하여 S. aureus 진위를 판별하였다.

E. coli,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

cytogenes 정성적 검정

각 농산물 시료에 Buffered Peptone Wate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를 Table 1과 같은 비율로 더

해 37oC에서 24시간 동안 증균배양한 후 E. coli,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의 선택적 증

균배양액인 E. coli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

modified E. coli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

Rappaport-Vassiliadis R-10 (OXOID, Basingstoke, Hamp-

shire, UK), Fraser Listeria (OXOID, Basingstoke, Hamp-

shire, UK) 용액이 9 mL 담긴 유리시험관에 1차 증균배양

액을 각 1 mL씩 더하여 E. coli, modified E. coli, Rappaport-

Vassiliadis R-10은 42oC, Fraser Listeria는 37oC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선택적 증균배양액의 가스생성(E.

coli, E. coli O157:H7) 및 색깔변화(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를 관찰하여 양성반응이 나온 증균용액에

대해 멸균된 백금이를 사용하여 각 세균의 선택배지인

Eosin-Methylene Blue agar (OXOID, Basingstoke, Hamp-

shire, UK), Sorbitol Macconkey aga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 Oxford agar (OXOID,

Basingstoke, Hampshire, UK)에 분리·배양한 후, 각 선택

배지별로 병원균으로 의심되는 균주를 육안으로 선별하고

의심되는 colony를 NA배지에 순수분리하였다. 분리한 균

주는 VITEK® 2를 이용해 최종 동정하였다.

통계분석

각 농산물의 일반호기성세균, 대장균군, B. cereus 오염

도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값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법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가 유의하여(p < 0.05) LSD법으로 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

위의 분석은 SAS 9.2 소프트웨어(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위생지표세균(일반호기성세균, Coliforms) 오염도

생산단계에서 채취한 수박, 참외, 고추, 당근, 상추, 배

추, 양배추, 셀러리, 버섯, 보리, 옥수수, 복숭아, 포도 시

료의 일반호기성세균과 대장균군의 평균 밀도는 각각 4.00

± 1.84, 1.86 ± 1.00 log CFU/g으로 나타났다(Table 3). 일반

호기성세균 평균 밀도는 수박과 보리에서 각 각 6.0 ± 1.2,

6.0 ± 0.4 log CFU/g으로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복숭아, 포도와 같은 과일류에서 각 각 1.5 ± 0.8, 1.1 ±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imers used for B. cereus detection

Gene amplified Primer Sequence (5’ → 3’) Product size References

DNA gyrase

(gyrB)

BCFW1 GTTTCTGGTGGTTTACATGG
374 bp Manzano et al., 2003

BCrevenew TTTTGAGCGATTTAAATGC

Crystal encoding gene

(cry)

K3 GCTGTGACACGAAGGATATAGCCAC
1.6~1.7 kbp Kuo and Chak, 1996

K5 AGGACCAGGATTTACAGG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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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log CFU/g으로 가장 낮은 밀도를 나타냈다. 대장균군

의 검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당근(98%), 양배

추(93%) 등 이었다. 대장균군의 평균 밀도가 높은 작물로

는 보리, 양배추, 고추가 각 각 2.7 ± 0.2, 2.6 ± 0.7, 2.3 ± 1.1

log CFU/g이었고, 수박, 버섯, 보리, 복숭아, 포도에서는

1 log CFU/g 이하의 낮은 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농산

물의 일반호기성세균과 대장균군의 밀도는 양의 상관관계

가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작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시

료분석시기, 작물별 재배유형, 작물별 재배적기, 토양, 관

개용수 등 농업환경의 미생물 밀도, 작업자위생 등이 일

반호기성세균과 대장균군의 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호기성세균과 대장균군의 검출 유무가 인

체에 대한 위해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일반호기

성세균의 밀도는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상의 위생조

건 및 잠재적 식품 부패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

용되고 있으며, 대장균군(Coliforms)은 식품위생상 분변오

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4). 국내외 농산물의 위생지표

세균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중에는 일반호

기성세균, 대장균군이 흔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12,15,16).

국내 농산물의 위생지표세균 오염도 조사 연구로는 생산단

계 고추, 상추, 양배추와 유통단계 당근, 상추, 배추, 셀러

리, 보리 등에 대해 수행된 바 있는데 일반호기성세균과 대

장균군의 평균 밀도 또는 최소-최대밀도는 생산단계 고추

(4.5, 3.9 log CFU/g), 상추(4.6~6.6, 0~1.67 log CFU/g), 양배

추(2.6~5.4, 0~5.75 log CFU/g)이고, 유통단계 당근(5.4~6.8,

5.3~6.7 log CFU/g), 상추(5.4~6.5, 4.3~6.4 log CFU/g), 배추

(5.8~6.8, 5.4~6.6 log CFU/g), 셀러리(4.4~5.9, 0~5.9 log CFU/

g), 보리(4.8~8.6, 2.2~4.4 log CFU/g)로 보고되었다8,10,11,17,18,19).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호기성세균과 대장균군의 평균

밀도는 각 각 고추에서 4.9, 2.3 log CFU/g, 상추에서 4.1,

1.1 log CFU/g, 양배추에서 5.3, 2.6 log CFU/g, 당근에서

4.0, 1.9 log CFU/g, 배추에서 5.5, 1.9 log CFU/g, 셀러리에

서 3.9, 1.1 log CFU/g, 보리에서 6.0, 2.7 log CFU/g으로 나

타났는데(Table 3), 앞선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생산

단계 모니터링 결과와는 유사하지만 유통단계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밀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Table 3. Quantitative density of indicative bacteria, B. cereus and S. aureus in several kinds of produce collected from farms

Crops No. of samples

Number of microorganisms (mean log CFU/g)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s

(% of positive)

B. cereus

(% of positive)

S. aureus

(% of positive)

watermelon 90 6.0 ± 1.2a 0.8 ± 0.6f

(17)

0.3b

(1)
0

oriental melon 90 4.8 ± 1.0c 1.7 ± 1.1cde

(53)

-

(0)
0

pepper 150 4.9 ± 0.7c 2.3 ± 1.1abc

(39)

1.0 ± 0.6a

(15)
0

carrot 150 4.0 ± 0.5d 1.9 ± 0.6bcd

(98)

0.4 ± 0.4ab

(33)
0

lettuce 150 4.1 ± 1.0d 1.1 ± 0.6ef

(16)

0.5 ± 0.5ab

(19)

0.2

(0.6)

Chinese cabbage 150 5.5 ± 0.5b 1.9 ± 1.2bcd

(28)

0.6 ± 0.4ab

(19)
0

cabbage 150 5.3 ± 0.6b 2.6 ± 0.7ab

(93)

0.6 ± 0.6ab

(3)

1.3 ± 0.5

(1.3)

celery 150 3.9 ± 1.0d 1.1 ± 0.7def

(43)

-

(0)

0.01

(0.6)

mushrooms 150 2.9 ± 2.1e 0.5 ± 0.4f

(8)

0.2 ± 0.2b

(3)
0

barley 150 6.0 ± 0.4a 2.7 ± 0.2a

(27)

0.3 ± 0.2b

(17)
0

maize 140 2.9 ± 1.2e 0.9 ± 0.7ef

(41)

0.3 ± 0.3b

(3)
0

peach 150 1.5 ± 0.8f 0.8 ± 0.9f

(1)

-

(0)
0

grape 150 1.1 ± 0.8g 0.7 ± 0.9f

(1)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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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대장균군은 생산단계 보다 유통단계에서 높은 밀

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등 수확 후

처리 과정 중에 미생물의 교차오염이 발생되거나 출하 후

유통과정 중에 미생물의 증식이 이루어져 생긴 결과라고

판단된다. 농산물의 미생물 교차오염은 수확 전과 수확 후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수확 전에는 토양, 관개용수, 퇴비

등의 농자재, 먼지, 곤충, 야생동물, 작업자 등에 의해 미

생물이 전이될 수 있고, 수확 후에는 작업자, 수확도구, 수

확상자, 먼지, 농산물 세척수 등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의해 미생물이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대

장균군에 속하는 E. coli O157:H7가 상추 등의 농산물에

서 생존이 가능하고22), E. coli, E. coli O157:H7이 상추 등

의 표면에서 biofilm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3,24). 또한 김 등11)은 20oC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상추와 잎들깨 표면에서 일반호기성세균과 E. coli

O157:H7의 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

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시험대상 농산물에서 일

반호기성세균은 0.1~7.2 log CFU/g, 대장균군은 0.01~5.1 log

CFU/g 범위로 분포하고, 품목별로 일반호기성세균과 대장

균군 밀도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와 제도를 시

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작물의 위생지표세균 등의 밀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재

배 과정 중 유해미생물의 오염 최소화를 위한 재배법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해미생물 오염도

국제적으로 농산물을 매개로 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식

중독 사고는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H7 등),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B. cereus, S. aureus 등에 의해 발

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5). B. cereus와 S. aureus는 일반

적으로 식품 내 1 gram 당 105 이상이 Infective dose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 coli O157:H7의 Infective dose는

10~100 cells로 알려져 있고, Salmonella spp., L. mono-

cytogenes는 정확한 Infective dose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본 연구의

생산단계 수박, 참외, 고추, 당근, 상추, 배추, 양배추, 셀

러리, 버섯, 보리, 옥수수, 복숭아, 포도 시료의 B. cereus,

S. aureus의 정량적 밀도와 E. coli, E. coli O157:H7, Salmon-

ella spp., L. monocytogenes의 정성적 결과로는 B. cereus,

S. aureus, E. coli가 각 각 검출되었고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는 음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4). 시험대상 작물별 B. cereus 오염 빈도는

당근, 상추, 배추, 보리, 고추가 각 각 33, 19, 19, 17, 15%

로 나타났고, 참외, 셀러리, 복숭아, 포도에서는 불검출로

나타났다(Table 3). S. aureus는 양배추, 상추, 셀러리에서

각 각 1, 0.6, 0.6% 비율로 검출되었고 밀도 범위는 양배

추 0.9~1.7 log CFU/g, 상추 0.15 log CFU/g, 셀러리 0.01

log CFU/g로 나타났다. 남 등18)은 국내 생산단계 고추 과

실에서 B. cereus, S. aureus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재배 토

양과 작업자의 옷에서 B. cereus와 S. aureus가 각 각 1.5 log

CFU/g, 0.3 log CFU/100 cm2로 검출되어 작물의 재배환경

으로부터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김

등11)은 국내 생산단계 상추에서 B. cereus가 1.23~2.18 log

CFU/g 범위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상

추 B. cereus 오염범위인 0.48~2.48 log CFU/g과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최 등19)은 국내 생산단계 양배추에서 B.

cereus는 불검출, S. aureus는 분석시료 중 1.6% 비율로 검

출되고, 1.0~4.0 log CFU/g 범위의 밀도를 나타낸다고 보

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양배추의 S. aureus는 분석시료 중

1.3% 비율로 검출되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Table 4. Levels of foodborne pathogens in several kinds of produce collected from farms

Crops No. of samples
Number of positive sample (%)

E. coli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watermelon 90 3(3.3) 0 0 0

oriental melon 90 14(15.5) 0 0 0

pepper 150 1(0.6) 0 0 0

carrot 150 16(10.6) 0 0 0

lettuce 150 0 0 0 0

Chinese cabbage 150 0 0 0 0

cabbage 150 5(3.3) 0 0 0

celery 150 0 0 0 0

mushrooms 150 0 0 0 0

barley 150 24(16) 0 0 0

maize 140 6(4.3) 0 0 0

peach 150 5(3.3) 0 0 0

grape 150 1(0.6) 0 0 0



Investigation of Microbiological Safety of on-farm Produce in Korea 25

지만, 밀도 범위는 0.94~1.69 log CFU/g로 선행 연구결과

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 aureus는 재

배환경, 작업자 등에 의해 주로 교차오염되므로 위와 같

은 밀도 차이는 분석 시료의 재배환경 및 작업자 위생의

정도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성적 검정

에서는 E. coli의 검출비율은 보리 16%, 참외 15.5%, 당

근 10.6%, 옥수수 4.3%, 수박, 양배추, 복숭아에서 3.3%,

고추, 포도에서 0.6%로 나타났다. 비병원성 E. coli의 경

우 인체 병원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27), 분변 오염

의 위생지표로 사용되므로 E. coli 등 미생물 오염을 최소

화하는 재배법 실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에 오

염된 농산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바 없지

만 국외에서는 수박, 고추, 당근, 상추, 양배추, 셀러리 등

농산물을 매개로 한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보고되었고28,29,30),

유통 중인 버섯에서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등의 식중독 세균이 검출되었고31) 수확 후

저장기간 동안 증식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32).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등의 식

중독 세균이 농산물에서 생존 또는 증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산물에서의 식중독 세균의 생존과 증식

은 가용 영양원, UV, 식물유래 물질, microflora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수박의 가식부

에 Salmonella spp.를 접종하였을 때 25oC에서 24시간 이

내에 4 log CFU/g 이상 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34),

상추잎 표면에서 E. coli O157:H7이 25일 이상 생존이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errada 등35)은 상추, 당

근, 양배추 등 농산물 표면에서 L. monocytogenes가 장기

간 생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등 식중독 세균이 상추, 배추, 셀러리 등의 농산

물 표면에서 biofilm을 형성하여 보다 생존에 유리하게 작

용한다는 결과가 있다36).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생

산단계 농산물에서는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와 같은 고위험성의 식중독 세균이 검출되

지 않았지만, E. coli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식중독 세

균의 오염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식중독 세

균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농법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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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적으로 식중독 세균이 오염된 농산물의 신선 섭취

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

는 국내 생산단계 수박, 참외, 고추, 당근, 상추, 배추, 양

배추, 셀러리, 버섯, 보리, 옥수수, 복숭아, 포도를 대상으

로 위생지표세균과 식중독 세균의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작물별로 3곳 이상의 주산지

에서 총 1,820점의 시료를 수집하여 일반호기성세균, 대장

균군, B. cereus, S. aureus의 정량적 분석과 E. coli,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의 정성적 분

석을 수행하였다. 일반호기성세균은 전체 시험대상 농산

물에서 0.01~7.18 log CFU/g 범위의 밀도를 나타냈고, 대

장균은 총 651점의(35.8%) 시료에서 나타났다. B. cereus

는 0.01~2.48 log CFU/g 범위로 총 169점의(9.3) 시료에서

나타났고, S. aureus는 총 14점의(0.7%) 시료에서 0.01~1.69

log CFU/g 범위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에서 E. coli는 총

101점의(5.5%) 시료에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는 모두 음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생산단계

농산물의 전반적인 미생물학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고

농산물 중 미생물 기준 설정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써

미생물위험평가(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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