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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prika is a major export of Korea, but biosafety is important if exports are to grow. To date, few paprika biosafety 
data are available. We evaluated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paprika, and determined bacterial levels with 
respect to storage temperature. Mean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were 2.3±0.3 log10 CFU/g, but coliforms were 
not isolated.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Listeria spp., and Escherichia coli O157 were also not detected. 
When bacterial contamination of paprika stored at room temperature or 4℃ for 20 days was evaluated, the numbers 
of total aerobic bacteria peaked at 14-16 days at room temperature (4 times more than those of 4℃). However, 
aerobic bacteria grew slowly at 4℃. Coliforms were also detected twice at room temperature, but not upon storage 
at 4℃.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prika exported from Korea is relatively biosafe. However, food hygiene issues 
must be addressed to reduce contamination during storage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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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 농산물은 파프리카·김치·인

삼·과실류·전통주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

화에 노력하고 있다.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angulosum)는 가지과(Solanaceae), 고추속(Capsicum), 고추

종(Annum)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1), capsanthin, β

-cryptoxanthin, zeaxanthin 등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함

유하고 있으며, 매운맛이 별로 없고 단맛이 강하여 비타민

A, B1 및 C가 풍부한 알카리성 강장식품으로 음식, 샐러드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2). 최근에는 파프리카가 면역력

을 높이고 발암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3),

국내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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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출농산물이지만, 일본에 매달리는 해외 시장,

한국형 재배기술 개발 부족, 수입 종자와 자재 사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4).

건강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를 통한 웰빙이 대세로 여겨

지면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과 같은 기능성 농산물의

구매가 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이고

안전성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나

라에서 식품안전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적절한 대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식품에 대한 안심

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7). 국내 농산

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로, 유통중인 야채샐러드

의 미생물 오염(8,9), 유기농 채소의 식중독 원인균 오염도

를 조사하였으며(10), 유통중인 신선채소류의 미생물 오염

도(11-13), 신선채소류 가공작업장 및 새싹채소 생산공장의

미생물 오염실태를 평가하였으나(14,15), 파프리카 등 수

출 과채류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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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6).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에 존재하는 농약 및 중금

속 오염 정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17,18),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파프리

카는 수분 함량이 비교적 높아 취급 및 보관을 소홀히 할

경우 쉽게 변질 혹은 부패가 잘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이들 농산물의 미생물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보관온도에 따른 미생물

오염실태 변화를 분석하여 수출 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파프리카는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전

라남도ㄷ농협 및 경상남도ㄱ농협에서 2010년 6월과 7월에

각각 2회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파프리카는 적색품종

인 Special, 황색 품종인 Fiesta, 주황색 품종인 President을

사용하였고, 무게는 169∼203 g(평균 192)이었고, 구입후

4시간 이내에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호기성균(Total aerobic bacteria)의 정량 분석

총호기성균의 정량은 식품공전 중 표준평판법을 이용하

였다(19). 시료 25 g에 225 mL 멸균 생리식염수를 가한

후 스토마커(BagMixer, Interscience, USA)를 이용하여 1분

간 균질화한 것을 농산물 시료원액으로 사용하였다. 농산

물 시료 원액은 생리식염수로 10배 계열 희석하여 페트리

디시(지름 100 mm)에 1 mL씩 넣은 후, 43～45℃로 유지한

표준한천배지(SPCA; standard plate count agar, Oxoid,

England) 15 mL와 혼합 후 굳혔다. 표준평판배지는 35±1℃

에서 24～48시간 배양 후 확산 집락(colony)이 없고 한 평판

에 30～300개의 집락이 있는 평판을 선택하여 집락 수를

산정하였다.

농산물 1 g당 세균 집락 수 [colony forming units (CFU)/g]

= 측정 평판의 평균 집락 수 × 시료의 희석 배수

대장균군(Coliform group)의 정량 분석

대장균군의 정량은 식품공전 중 데속시콜레이트유당한

천배지법에 따라 실시하였다(19). 희석한 농산물 시료원액

1 mL와 50℃로 유지한 데속시콜레이트유당한천배지

(DLA; desoxycholate lactose agar, Oxoid, England) 15 mL를

페트리 디시에 분주하여 잘 섞어 굳힌후 35±1℃에서 24시

간 배양하여 생성된 전형적인 암적색의 집락수를 계산하였

다. 대장균군의 균수 산출은 총호기성균의 정량법에 따라

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정량 분석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적 분석은 Petrifilm Staph Express

Count Plates and Disk (3M, St. Paul, MN, USA)를 사용하였

다. 먼저 Petrifilm Staph Express Count Plates의 배지부분에

위에서 준비한 시료 1 mL를 접종한 후 35℃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Petrifilm에는 저해제가 들어있어서 황색포도

상구균 이외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자라지 않으며, 황색

포도상구균은 Petrifilm상에서 적자색(포도즙 색깔)로 나타

났다. 배양 후 Petrifilm 위에 적자색 colony가 있을 경우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Disk를 덮어 다시 35℃에서 3시간

배양하여 핑크색으로 변환을 확인한 후 변환된 colony를

계수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의 균수 산출은 총호기성균의

정량법에 따라 하였다.

기생충 검사

농산물 시료원액 100 mL를 채취한 후 1,500 rpm으로

5분 원심하였다. 침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농산물에 존

재하는 각종 기생충의 충란, 포낭, 유충 또는 충체 유무를

확인하였다. 검사대상 기생충은 농산물 매개 기생충

(Giardia lamblia, Entamoeba histolytica, Cryptosporidium

parvum, Ancylostoma duodenale, Trichuris trichiura, 등)을

포함한 인체 유해 기생충을 모두 조사하였다(20).

Salmonella spp., Listeria spp., 및 Escherichia

coli O157의 정성 분석

파프리카내 Salmonella spp., Listeria spp., 및 Escherichia

coli O157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BioSign
TM

Salmonella, Listeria spp. 및 Escherichia coli O157 키트

(Princeton BioMeditech Corp., Princeton, NJ, USA)를 이용

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들 키트는

1.7×104/mL 이상시 검출되며, 식품공전에 의한 검사법과

비교시 평균 sensitivity는 91.8%, specificity는 94.1%,

accuracy는 92.7%이다.

Salmonella spp. 신속 검출법

농산물 시료 25 g과 buffered peptone water (BPW) 225

mL을섞어 37℃에서 16～24시간 동안 배양(Pre-Enrichment)

하였다. 배양액 0.1 mL을 Rappaport-Vassiliadis broth 10 mL

에 분주하여 42℃에서 18～20시간 배양(Selective Enrichment)

한 다음, 배양액 0.1 mL을 BPW broth 10 mL에 분주하여

37℃에서 6～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후 kit에 동봉된 점적

기를 이용하여 배양액 2방울(약 80 μL) 점적한 후 5～10분

사이에결과 판독하였다. 양성인 경우는 2개의밴드(대조부

위 밴드와 실험부위밴드)를 볼수 있으며, 음성시에는 1개

의 밴드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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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li O157 신속 검출법

농산물 시료 25 g과 Modified E. coli broth with 0.02%

Novobiocin을 broth 225 mL과 섞어 37℃에서 16～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kit에 동봉된 점적기를 이용하여 배양액

2 방울(약 80 μL)을 점적한 다음 5～10분 사이에 결과를

판독하였다. 결과 판정은 Salmonella spp. 신속 검출법과

동일하였다.

Listeria spp. 신속 검출법

농산물 시료를 LEB (Listeria Enrichment Broth)로 30℃,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 0.1 mL를 10 mL의 Fraser

배지에 첨가하여 35℃에서 24～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

양후 kit에 동봉된 점적기를 이용하여 배양액 2-3 방울 (약

100 μL) 점적한 다음 5～10분 사이에 결과를 판독하였다.

결과 판정은 Salmonella spp. 신속 검출법과 동일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2회 이상 중복 실시하였으며, 각 처치군별

차이는 Mann-Whitney U test 혹은 Students' t-test로 통계

처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프리카의 총호기성균 및 대장균군의 정량 분석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단지인 전남 ㄷ농협과 경남 ㄱ농협

에서 출하하는 수출용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총호기성균

및 대장균군의 수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Table 1). 총호

기성균은 식품 미생물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검체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 표준 한천배지 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세균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상의 위생조건

및잠재적 식품 부패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식품위생

상 분변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21). 이번 조사에서 파프리

카의 총호기성균 수는 2.0±0.2∼2.6±0.5 log CFU/g 범위(평균

2.3±0.3 log CFU/g)이었으며, 대장균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1.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group and
Staphylococcus aureus from paprikas

Samples No of trials No. of
samples

Mean±S.D of sample (log10 CFU/g)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group

S. aureus

Paprikas

1st trial 80 2.4 ± 0.3 ND
1)

ND

2nd trail 80 2.6 ± 0.5 ND ND

3rd trial 80 2.0 ± 0.2 ND ND

4th trial 80 2.2 ± 0.3 ND ND

ND1): Not detected.

지금까지 발표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위생지표미생물

조사성적을 보면, 상추, 깻잎, 오이, 치커리, 미나리, 부추,

배추, 참나물에 부착되어 있는 총호기성균 및 대장균군의

정량적 계산에서 Jung 등(12)은 총호기성균 수는 2.2×10
6
∼

6.0×10
7

CFU/g, 대장균군 수는 4.1×10
5
∼9.8×10

6
CFU/g 범

위이었다고 하였으며, Choi 등(11)은 총호기성균 수는

5.27±0.19∼7.10±0.11 log CFU/g, 대장균군 수는 3.65±0.15

∼6.44±0.16 log CFU/g 범위였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적

은 본 조사 성적보다 높은 세균 오염으로 농산물의 재배

방식의 차이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농산물인 파

프리카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특수한 온실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 농산물이 흙

의 표면으로부터 멀리떨어져 있기때문에 토양으로부터의

오염이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엽채류에에

비하여 적은 수의 세균 오염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파프리카의 식중독 유발 세균 검사 결과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수준은 예전에 비해 향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식중독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사건당 발생환자 수가점차집단화 및 대형화되고

있다(22). 2000년도 원인식품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환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시, 과채류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전체

의 10.7%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5). 이는 과채류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채류의 유통, 손질 및 조리시 취급자 혹은 주변의 다른

재료와의 접촉으로 교차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22).

본 연구에서 파프리카에 부착되어 있는 식중독 유발 세

균인 황색포도상구균, Salmonella spp., Listeria spp. 및 E.

coli O157:H7를 정량 혹은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파프리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다(Table

1). 황색포도상구균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비강을 통해 옮겨

질 수 있으므로 손으로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만진 후 손

세척이 요구된다(21-23). 그렇지만 Kim 등(9,24)은 야채샐

러드의 2.8～4%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분리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농산물의 미생물 오염은 가축, 야생동물 분변,

자연재해, 하수, 논밭의 위생관리 부족, 운송 수단, 취급자

부주의 등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실 및 야채류의 재배,

수확, 유통 등 모든 단계에 GAP 및 GMP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20,21).

전통적인 배지법에 의한 식중독균의검출은 공인된방법

이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으며 그

결과가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이를 보완하

거나 대체하기 위해 분자생물학적 방법, 면역학적 방법,

바이오센서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25). 본 과제에서

상업용 키트를 이용하여 파프리카에 부착되어 있는

Salmonella spp., Listeria spp. 및 E. coli O157:H7를 관찰한

결과, 파프리카에서 이들 식중독 유발 세균은 검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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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Table 2).

Table 2. Results for the detection of Salmonella spp., Listeria spp.
and E. coli O157:H7 from paprikas

Samples No of trials No. of
samples

Rapid detection kit

Salmonella
spp.

Listeria spp. E. coli
O157:H7

Paprikas

1st trial 80 ND
1)

ND ND

2nd trail 80 ND ND ND

3rd trial 80 ND ND ND

4th trial 80 ND ND ND
1)
ND: Not detected

기생충 검사 결과

농산물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

물매개기생충으로 Giardia lamblia, Entamoeba histolytica,

Cryptosporidium parvum, Ancylostoma duodenale, Trichuris

trichiura, 등이 있다(20,26). 이번 실험에서 파프리카에서는

기생충의 충란 혹은 유충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

국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시장에서 구입한 채

소와 과일을 대상으로 기생충학적검사를 시행한결과 조사

한 농산물의 6%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으며(27), 사우디아

라비아에서는 엽채류의 13～27%가 기생충에 오염되었다

고 보고하여(28), 신선 과채류 혹은 엽채류 섭취시 철저한

세척이 필요하겠다.

Table 3. Results of serial changes of bacterial contaminations of
paprikas at 4℃ and room temperature

Days

4℃ Room temperature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g)

Coliforms
(log CFU/g)

Total aerobic bacteria
(log10 CFU/g)

Coliforms
(log CFU/g)

0 2.0±0.3 ND
1)

2.0±0.3 ND

2 2.0±0.2 ND 2.6±0.6 ND

4 2.1±0.2 ND 2.5±0.8 ND

6 2.1±0.4 ND 2.9±0.5 ND

8 2.4±0.2 ND 3.1±0.8 ND

10 2.1±0.8 ND 4.2±1.2 1.2±0.2

12 2.1±0.5 ND 6.1±3.9 ND

14 2.6±0.3 ND 8.9±2.2 1.4±0.7

16 2.7±0.7 ND 8.4±1.7 ND

18 2.5×0.4 ND 7.5×1.2 ND

20 2.5×0.9 ND 7.9×1.4 ND
1)ND: Not detected

파프리카의 보관온도에 따른 세균오염도 분석

파프리카는 당도 및 수분 함량이 비교적 높아 취급 및

보관을 소홀히 할 경우 쉽게 변질 혹은 부패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파프리카와 딸기의 보관온도 및 보관기간에

따른 세균오염도를 조사하였다. 파프리카를 상온에 보관시

총호기성균 수는 구입 14～16일경에 최고를 나타냈으며,

4℃에 보관시에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파프리카를 4℃에

보관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온에 보관시 구

입 10일과 14일에 각각 검출되어 일부 파프리카는 대장균

군의 오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같이 농산물에 부

착되어 있는 세균도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생산·제조·포

장과정뿐 아니라 운송·보관·판매 등 유통과정에서도 4～

5℃ 이하를 유지하게 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21).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과채류로, 지속적

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수출대상국 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규

격품 생산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원가 절감, 연중 공급체

제 확립으로 한국산에 대한 공급 안정성, 신뢰성 제고로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 약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angulosum)는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수출농산물로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

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출과채류의 생물

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미생물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보관온도에 따

른 세균오염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파프리카의 평균 총호

기성균 수는 2.3±0.3 log CFU/g이었으며, 대장균군은 발견

되지 않았다. 파프리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Salmonella spp., Listeria spp. 및 E. coli

O157:H7도 검출되지 않았다. 파프리카를 상온 및 4℃에

각각 보관후 20일동안 세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상온에

보관시 총호기성균 수는 구입 14～16일에 가장 많이증가하

였으나(4배 이상), 4℃에 보관시에는 세균 수증가가 완만하

였다. 대장균군은 상온에서 2회 검출되었으나, 4℃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수출용 파프리카는

생물학적으로 안전하였으나, 상온에 장기간 보관시 유해미

생물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통과정중철저한 위생관

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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