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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1년의 경우, 유럽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새싹
채소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멜론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산물을 구

로 인하여 각각 30여명이 사망하는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

입할 때 농산물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지속적

하였다. 국내에서도 2006년에 학교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전

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

국 98개교에서 급식을 중단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외에 잇따르는 식중독미생물에 의한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여러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를 시행하고 있다. 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 4% 수준으로 추산되는

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선별, 세척, 건조, 저장,

GAP 농산물의 공급비율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

조제, 포장 등을 포함하는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토양, 수질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게 생산된 GAP 농산물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

의 공급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안

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GAP 실천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

전관리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GAP 제도의 궁극적인 목

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GAP 세계동향, R&D를 통한

적은 식품원료인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 관리단계에서 발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R&D의 역할,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적절하

후 관리단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물적 위해요소 안

게 관리하는 것이다. 위해요소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주목

전관리기술 개발 사례를 통해 식품원료인 농산물의 GAP 농

받는 것이 식중독미생물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문제이다.

산물 확대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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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농업 R&D의 역할

를 인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관리의 첫
걸음이 된다. 농산물 생산과정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는 작
물별로 재배양식별로 다르게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과

GAP제도가 성공하려면 농업 R&D가 제 역할을 다해야

물과 같은 재배환경과 재배단계의 영농작업, 수확단계, 수확

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후 관리단계에서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조사하

최소한의 GAP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런 GAP기준에 따

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해요소를 파악한 다음에는 각 위해요

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기 때

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충분

문이다.

한 프로파일이 작성되어야 식품안전 관리기술 개발계획을

일반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야의 농업과학자는 연구 활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동을 통해 영농단계 별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농산물중 곡류에 발생하는 독소생성 곰팡이의 발생실태를

위해요소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또한 농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보리 등 맥류와 벼에 우점하는

산물이 위해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위해요소

Fusarium 곰팡이의 발생빈도가 감소추세 이었으나

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위해요소 관리방법을 평

Aspergillus와 Penicillium 곰팡이의 발생은 2011년

가하여 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농업 R&D의 역할이다.

이후 처음 조사되었다. 옥수수의 경우 푸모니신을 생성하는

Fusarium과 Aspergillus 곰팡이의 발생은 전년대비 증가

식품안전 위해요소 파악

하였다(Lee 등, 2012, Son 등, 2011). 이러한 독소생성곰

농산물 중 위해요소란 소비자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

팡이의 발생정도는 이들이 생산하는 곰팡이독소의 농산물오

강상의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나 오염물질을 말한다.

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곰

위해요소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항

팡이독소의 오염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 새로운 위해요소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위해요소

국내 유통중인 가축분 퇴비에서의 식중독미생물 오염실태
조사결과 Salmonella, E. coli
O157:H7 등 주요 식중독 미생물
이 검출되지 않아 공정규격에 의
해 생산되는 퇴비에는 식중독미생
물에 대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다소비 신선채소류인 수박, 참
외, 고추, 당근의 식중독미생물 오
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B.

cereus은 일부시료에서 검출되
었고, Staphylococcus aureus는
당근에서 3.3%의 시료에서 검출
되었다. E. coli의 오염빈도는 수
박에서 2.2%, 참외에서 3.3%,
당근에서 6%의 시료에서 검출을
<그림 1> 주요 곡류오염 독성곰팡이의 연차간 발생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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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병원성 검정을 수행중에

[기 획 특 집]

미생물학적 안전관리 R&D를 통한 GAP 농산물 공급확대

파종 30일 (5cm)

파종 45일 (20cm)

파종 60일 (35cm)

<그림 4> 생육기간별 토양과 작물과의 거리
<그림 2> 돈분퇴비와 계분퇴비에서 S. enterica의 생존

표 1. 재배 중 농업용수와 토양, 들깻잎 중의 B. cereus변화

Samples

Farms

B

N. D.1)
N. D.

C

N. D.

A
Irrigation
water

Soil

<그림 3> 액비가 포함된 토양에서 S. enterica의 생존

있으며, 농산물 재배과정에서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구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 coli O157:H7, Salmonella

Perilla leaf

30 days
after
seedling

45 days
after
seedling
N. D.

60 days
after
seedling
N. D.

N. D.

N. D.

N. D.

N. D

A

4.5 ± 0.2 4.6 ± 0.0

4.6 ± 0.2

B

3.6 ± 0.1 3.7 ± 0.1

3.4 ± 0.7

C

4.9 ± 0.4 4.7 ± 0.2

4.4 ± 0.4

A

2.5 ± 0.5 1.2 ± 0.2

N. D.

B

2.1 ± 0.2 1.1 ± 0.6

N. D.

C

1.9 ± 0.2 1.0 ± 0.7

N. D.

1) N. D. : Not detected

spp., L. monocytogenes는모두 불검출 됨을 확인하였다.

엽채류 생산과정 중 식중독미생물 오염원 구명
토양내 식중독미생물의 생존과 이동양상 구명

식중독미생물들은 토양, 오염된 관개수, 비위생적인 취급

식중독미생물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을 통해 농산물에 전이되며 대부분의 신선 엽채류는 일반적

토양과 지하수오염을 통해 재배과정중에 농산물에 오염되어

으로 오염된 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멸균하는 가공공정을 거

인체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므로, 토양 중에서 생존

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엽채류의 오염은 농

및 이동 등의 생태적 특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S.

산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따라서 들깻잎을 비롯

enterica, E. coli O157:H7, S. aureus, L. monocytogenes

한 엽채류에 의한 식중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퇴비의 종류별 생존특성은 돈분퇴

생산, 포장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분석하

비보다 계분퇴비에서 오래 생존하였고, 수소이온농도(pH)가

고 사전 관리하는 것이 식중독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9.0이상인 액비에서는 S. enterica가 생존할 수 없었으며 또

는 최선의 방법이다. 엽채류 생산과정에서 식중독균 오염원

한 액비를 시용한 토양에서는 유해미생물이 2개월 이상 생존

구명, 식중독균에 오염된 재배환경과 수확후 처리환경이 엽

하였다. 또한 퇴비가 포함된 토양에서는 퇴비가 포함되지않

채류의 미치는 영향 및 엽채류의 미생물 안전성 향상방안에

은토양에서보다S. enterica 와L. monocytogenes의 이동속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3,4)

도가 느림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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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확·수확후 과정 중 위생지표 세균 및 B. cereus의 변화

Samples

Farms

Harvest
container

Sprayer

Hands

Packing table

APC

Coliform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대장균군의 경우 작업자의 손과 포장

B. cereus

대에서 검출되었다. B. cereus는 수확용기에서 0~2.0 log
2

2

N. D.

CFU/100cm , 포장대에는 1.4∼2.6 log CFU/100cm , 작

4.6 ± 1.7

N. D.
N. D.

1.4 ± 0.5

업자의 손에는 1.7~3.0 log CFU/hands 수준으로 검출되

4.7 ± 0.3

N. D.

2.0 ± 0.4

었다. 또한 수확용기를 비롯한 각종 기기류와 포장대가 흙이

A

4.5 ± 0.0

N. D.

1.1 ± 0.2

B

4.2 ± 0.0 1.0 ± 0.4

N. D.

C

3.6 ± 0.1

N. D.

N. D.

어지고 있지 않아 각종 기기류 등이 B. cereus 오염에 노출

A

6.1 ± 0.0

N. D.

2.2 ± 0.1

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들깻잎의 안전

B

4.8 ± 0.1 1.1 ± 0.2

1.5 ± 0.8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확에서 포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C

4.5 ± 0.1 3.8 ± 0.1

2.2 ± 0.1

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

A

5.2 ± 0.5 1.1 ± 0.8

2.6 ± 0.3

B

4.9 ± 0.7

N. D.

1.4 ± 0.7

하며, 온실과 포장실 내의 청결 그리고 각종 기구들에 대한

C

5.5 ±0.8

N. D.

2.0 ± 1.0

A

3.2 ± 0.5

B
C

1)

N. D. :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 1 log CFU/100cm2, g, ml

나 이물질에 오염되어 있었고 구입 후에는 전혀 세척이 이루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엽채류의 유해미생물 안전성 향상 방안

1) 엽채류 재배단계의 미생물 오염도

1) 재배단계에서 유해미생물 오염 경감 방안

재배단계의 들깻잎 오염원을 조사하고자 파종후 60일까

재배단계에서 토양속에 존재하는 B. cereus로 부터 들깻

지 토양과 들깻잎에서 B. cereus 균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잎으로 미생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멀칭의 식중독균 차

재배중인 들깻잎의 경우, 일반세균수는 파종 30일부터 45일

단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들깻잎 5엽기에 멀칭처리구

2

까지 약 1.0 log CFU/100cm 정도 감소하다가 45일 이후

의 1엽부터 5엽까지 B. cereus의 균밀도는 각각 2.2,

에는 세균밀도의 변화는 없었다. 한편 B. cereus 는 시간이

1.9, 1.3, 1.0, 0.4 log CFU/g였고, 비멀칭처리구는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파종 60일 째부터는 검출되지

2.8, 2.9, 2.1, 2.1, 1.5 log CFU/g로 멀칭처리구에서 0.6

않았다. 이는 작물이 생육함에 따라 토양과의 들깻잎과의 거

- 1.1 log CFU/g정도 낮았다. 본 연구 결과로 들깻잎 재배

리가 멀어져 들깻잎의 존재하는 B. cereus 균의 밀도가 감소

시에 토양 멀칭을 통하여 토양으로부터 작물체로의 B.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들깻잎 중 B. cereus 는 토양으로

cereus 균 오염농도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여 GAP 실천

오염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2) 엽채류 수확/ 수확 후 단계의 미생물 오염도

2) 수확 후 처리 과정 중 유해미생물 저감화 방안

수확 후 처리 과정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 가능한 작업대,

수확후 처리과정 중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

저울 등에 의해 농산물이 유해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Kim

확후 처리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손씻기, 작업대를 비롯

등, 2011). 따라서 수확 후 처리 과정 중 들깻잎의 미생물 오

한 농산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작업환경을 청결히 하는

염원을 구명하고자 들깻잎과 접촉하는 작업대, 작업자 손,

것이다. 국내 농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수확 후 처리시설 내 작

포장용기, 들깻잎을 대상으로 위생지표세균과 식중독균을

업도구와 작업환경의 세척, 소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조사하였다 (표 2).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들이 쉽게
2

일반세균수가 대부분의 시료에서 3.0 log CFU/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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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있는 작업대 세척, 소독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미생물학적 안전관리 R&D를 통한 GAP 농산물 공급확대

(멀칭 처리구)

[기 획 특 집]

(무처리구)
<그림 5> 시기 별, 부위별 들깻잎의 B. cereus수 변화

(멀칭 처리구)

(멀칭 처리구)

<그림 6> 계면활성제 종류에 따른 E. coli O157:H7의 제거효과

<그림 7> 소독제에 따른 E. coli O157:H7의 사멸효과

A : Sodium lauryl ether sulfate(음이온), B : Sodium lauryl sulfate(음
이온), C : leaner alkyl benzen sulfonic acid(음이온), D : Lauryl glycoside(비이온), E : Alkyl betain(양성)

A: 70% ethanol, B: Peroxy acetic acid, C: Sodium hyperchloride,
D: Alkyl(C12-16) benzyldimethyl ammonium

세척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척제의 성분 중 가장 중요

여 살균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

한 성분인 계면활성제(sodium lauryl ether sulfate, sodium

이 유기물 존재와 관계없이 70% ethanol, 100 ppm

lauryl sulfate, leaner alkyl benzen sulfonic acid,

peroxy acetic acid가 소독효과가 우수하였다. 따라서 작

lauryl glycoside, alkyl betain)의 종류에 따른 세척효

업대 세척 후에 100 ppm peroxy acetic acid나 70%

과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kyl betain은

ethanol을처리하면 작업대 표면에 존재하는 E. coli

유기물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3.0 log CFU/coupon정도

O157:H7을 제어할 수 있어 작업대로부터 농산물이 식중독

의 제균효과 있어 작업대의 세척용 세제를 만들 때 가장 적

균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대의 세척 후 소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질이 다

GAP 실천 매뉴얼 개발

른 4가 지 소 독 제 (70% ethanol, peroxy acetic

GAP제도가 성공하려면 농업인 스스로 GAP기준을 실천

acid(100 ppm), sodium hyperchloride(200 ppm),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물별로 다양한 매뉴얼이 개발

Alkyl(C12-16) benzyldimethyl ammonium)에 대하

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실천 매뉴얼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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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을 준수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
업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GAP기
준을 개선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6개 품목군으로 세분화하
여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최근에도 현장으로부터
GAP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GAP 기준 개
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그림 8> 농업인 대상 작물별 GAP 실천 매뉴얼 발간·보급

GAP제도개선과 더불어 이력추적제 완화, GAP 시설 경유

는 것이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 R&D의 중요한 역할이다.

의무화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GAP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딸기, 상추, 잎들깨 등

다. GAP를 농업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구가

10종의 GAP 실천 매뉴얼을 개발하여 작물별 주산지 농업인

필요하며 그런 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립농업과학원 농

에게 보급하였다. 2017년까지 30작물에 대한 GAP 실천매

산물안전성부 유해생물팀 내에 GAP·위험분석연구실이

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운영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6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현재 발효 중이다. 올해 2월에는 콜롬비아와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입 농산물로 인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무역자유화에 따라 해외시장도 열리는 만큼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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