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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즉석섭취 새싹채소와 샐러드의 세균오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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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bacterial outbreaks from ready-to-eat foods have increased,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microbial
quality of sprouts in markets. Fifty sprouts and 30 salads were collected from wholesale markets. Total aerobic count
(TAC), coliform, Escherichia coli, and some pathogens were detected. TAC for sprouts was 7.95 log CFU/g and 6.70 for
salads, indicating that sprouts were more contaminated by 1 log CFU/g than that of salads. The numbers of coliform were
6.69 log CFU/g for sprouts and 5.42 for salads. E. coli was detected in 16 of 50 sprout samples at 2.38 log CFU/g and
eight of 30 salads at 2.21 log CFU/g. Bacillus cereus was detected in 29 of 50 sprout samples and 16 of 30 salads, and
the counts were mostly <3 log CFU/g.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Campylobacter jejuni,
and Clostridium perfringens were not detected. Therefore, although pathogens may not be a high risk for these foods, the
high TAC and E. coli contamination require improv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ethods, particularly for spr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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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의 식품 소비형태는 경제성이나 편이성, 고급화가 진행되

고 있으며 간편한 조리, 반조리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웰빙의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새싹채소(sprout), 샐러

드(fresh-cut vegetable) 등의 신선편이식품 시장이 1995년부터 형

성되기 시작하여 전처리 후 포장유통되는 신선식품이 판매되고

있고 현재 그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선진외국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채소, 과일의 섭취를 증가시키

려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

서는 1995년 산업화 이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FDA, USDA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

고 있고, 특히 식중독균 제어 관리 방안 제시, 관리,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이러한 신선식품으로는 세척 후 포장하여 즉석에서

섭취할 수 있는 ready-to-eat fresh-cut-vegetable인 새싹채소와 샐러

드등 포장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1). 주로 백화점, 대형 할인

마트 등을 통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훼밀리 레스토랑 등의 샐

러드 바를 통해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비가열 즉석섭취

편이식품은 시간에 관계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관

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세척 포장된 새

싹채소와 샐러드는 대부분 가열처리 없이 제품화하고 개봉 후 그

대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상 생산, 세척, 포장 및 유통과정 중

에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의 발생우려가 있으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2).

미국의 시금치, 토마토 식중독 사고(3)와 같이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신선 농산물은 수확후 소비되는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병

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부패 미

생물과 효모, 곰팡이 등이 채소나 과일에서의 우세한 미생물로써

존재하지만 식중독을 야기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도 최근 보

고되고 있다(4). 특히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은 과일과 채소를 씻

는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아 식중독사고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다양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이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중 Shigella, Salmonella, Escherichia coli O157:H7,

Campylobacter spp.,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 Bacillus cereus, Clostridium botu-

linum, 바이러스 등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신선 농산물과 관련하

여 식중독 사고 및 국민의 건강상의 문제에 크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1996년 일본의 학교급식에서 white

radish sprout를 사용하였는데 E. coli O157:H7에 감염되어서 6000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7). 미국에서도 E. coil O157

에 감염된 알팔파 새싹채소를 먹고 감염된 사례가 2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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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5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분석결과,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 비율이 1970년대에는 0.7%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6%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소의 분변에서 병원성 E. coli O157:H7이 분리

된 바 있고 오염된 토양에 의한 Salmonella 또는 L. monocytoge-

nes 등의 식중독 원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단계에

있어서 퇴비나 동물의 분변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8).

대부분 식중독균의 생육가능 온도는 5-46±2oC 부근이므로 운

반 및 진열 시 4oC를 유지함으로써 세균증식의 억제와 채소의 신

선도 유지가 가능하다(9). 이와 같은 이유로 새싹채소와 샐러드

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미

국 FDA에서는 [The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의 지침서를 통해서 채소

재배 및 수확시기에 가축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업용수, 냉장유통

등 수확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

해 GAPs 및 GMPs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다(10).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기준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안전 사

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싹채소와 샐러드의 부적절

한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에 의한 위해 미생물의 위험성과 조리 후

재료의 오염가능성이 있다(11). 생산단계에서부터 출고단계에 이

르는 모든 과정이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미생물의 오

염 및 증식의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냉장온도 이상

으로 유통될 경우 급속한 미생물 수의 증식을 야기하여 즉석섭

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통중인 새싹채소와 샐러드를 유통단

계에서 수집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표

적 미생물인 E. coli, Salmonella, B. cereus, L. monocytogenes, Y.

enterocolitica, Campylobacter jejuni, 그리고 C. perfringens와 총

호기성균, 대장균군의 정성 및 정량적 오염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장에서 유통중인 즉석섭취 편이식품의 미생물 품질과 안전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전처리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의 대형 할인마트에서 적

채싹, 모밀싹, 브로컬리싹, 적클로버싹, 무순, 알팔파, 혼합싹 등

의 새싹채소 50개와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샐러드 30개를 구

입하였으며(Table 1), 구입후 곧바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총 호기

성균, 대장균군, E. coli O157:H7, Salmonella, S. aureus, B.

cereus, L. monocytogenes, Y. enterocolitica, Cam. jejuni, C. per-

fringens의 오염정도를 분석하였다. 모든 시료는 구입후 1시간 이

내에서 무균적으로 멸균시험 bag에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bag에 25 g을 취하고 225 mL 0.85% 멸균 생리식염수를

첨가하여 Stomacher(SILVER, IULSA, Spain)로 120초간 균질한

후 이중 1 mL을 시험 검액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검체를 채취할

때 사용되는 도구 및 용기와 실험 과정에서 이용되는 배지 및 기

구는 121oC, 1기압에서 가압 멸균하여 사용하고, 모든 시료는

clean bench에서 무균적으로 처리하였다.

중온성 총 호기성 세균과 대장균군 분석

표준평판배양법(12)에 따라 전처리된 검액 1 mL를 취하여 0.85%

멸균 생리 식염수 용액 9 mL와 혼합하고 연속 십진 희석하여

plate count agar(Oxoid, Hampshire, UK)을 분주 후 응고시킨

petri dish에 도말하여 37oC, 48시간 배양한 후 집락을 계수하였

다. 대장균군의 분석은 전처리된 검액 1 mL 을 취하여 0.85% 멸

균 생리 식염수 용액 9 mL와 혼합하고 십진 희석하여 DLA(deox-

ycholate lactose agar, Oxoid)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

여 배양 후 보라색 또는 진분홍 집락을 모두 계수하였다.

E. coli 분리 및 동정

전처리된 검액 1 mL를 취하여 0.85% 멸균 생리 식염수 용액

9 mL와 혼합하고 십진 희석하여 EMB(Oxoid)한천배지에 도말하

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전형적인 집락을 관찰하고 API

20E kit(Biomerieux, Marcy I’Etoile, Franc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E. coli O157:H7 분리 및 동정은 전처리된 검액 1 mL를 취

하여 0.85% 멸균 생리 식염수 용액 9 mL와 혼합하고 십진희석

하여 EMB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녹색성의 금

속광택 집락에 대해 대장균임을 확인한 후 O157항혈청(Denka

Seiken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한 응집반응을 실시하였다.

응집이 일어나는 균에 대해서는 eae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vt1a(5'-GAAGAGTCCGTGGGATTAGC-3')와 vt1b(5'-AGCGATG-

CAGCTATTTTATT-3')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여 E. coli

O157:H7임을 확인하였다(13).

식중독 세균의 분리 및 검출법

전처리된 검액 1 mL를 취하여 0.85% 멸균 생리 식염수 용액

9 mL와 혼합하고 십진희석하여 MYP 한천배지(Oxoid)에 접종하

여 30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혼탁한 환을 갖는 분

홍색 집락은 선별한 다음 TSA(Oxoid)에 접종하고 β-hemolysis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시험으로 hemolysin BL유전자에 해당하는 hblA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primer HblA1(5'-GCTAATGTAGTTTCAC-

CTGATTAGCAC-3'), HblA2(5'-AATCATGCCACTGCGTGGA-

CATATAA-3')를 사용하여 설사형 유전자를 PCR로 확인하였다

(14,15). PCR 조건은 B. cereus는 94oC 1분, 58oC 1.5분, 72oC

2.5분에 30회전 후 72oC 7분으로 하였다. 그외의 식중독 세균은

Hwang 등의 방법(16)으로 선택배지와 PC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주요한 방법으로 Salmonella는 선택배지인 XLD 한천배지

(Difco, Detroit, MI, USA)와 ompC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primer s29/s30를 사용하여 PCR를 수행하였다. S. aureus는 Baird-

Parker 선택배지(Oxoid)와 nuc gene을 대상으로 하는 primer sa-1/

sa-2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L. monocytogenes 는 선택배

지 Oxford Listeria 선택한천배지와 β-용혈성을 나타낼 경우 리스

테리아균(L. monocytogenes) 양성으로 판정하고 hly 유전자를 대

상으로 하는 primer hly1/hly2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Cam. jejuni는 HUNT배지와 ceuE 유전자를 primer JEJ1/JEJ2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C. perfringens는 난황-카나마이신

Table 1. Sprouts and salads used in this study

Food and vegetable type Number

Sprouts

Red cabbage 3

Buckwheat 4

Broccoli 3

Red clover 1

Radish 9

Alfalfa 2

Mixed type 28

Salads Mixed vegetable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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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ed meat medium배지와 α-toxin을 이용하는 primer a1/a2로

PCR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새싹채소와 샐러드에 대한 총 호기성균과 대장균군 분석

총 호기성균은 새싹채소에서는 평균 7.95 log CFU/g, 범위 6.36-

8.71 log CFU/g로 검출되었고 샐러드에서는 평균 6.70 log CFU/

g, 범위 3.94-7.64 log CFU/g로 나타내었다(Table 2). 대장균군은

새싹채소에서는 평균 6.69 log CFU/g, 범위 4.35-7.80 log CFU/g

로 검출되었고 샐러드에서 평균 5.42 log CFU/g, 범위 2.20-6.79

log CFU/g로 검출되었는데 새싹채소가 샐러드 세균수보다 약 1

log CFU/g의 오염도가 높았다(Table 3). 채소류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미생물 수는 3-9 log CFU/g(17,18)로 비교적 넓은 범위

의 오염정도가 나타났는데, Seo 등(19)이 보고한 샐러드의 총 호

기성균은 6.24 log CFU/g, 대장균군은 5.34 log CFU/g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Jung 등(20)이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

다. 새싹채소의 경우 Patterson과 Woodburn(21)이 보고한 총 호기

성균은 평균 8-9 log CFU/g으로 본 연구보다도 미생물의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척, 포장된 즉석편이 식품인 채소나 샐러드는 대부분이 가열

처리 없이 제품화되며 또한 개봉 후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

성이 있다. 새싹채소는 샐러드와는 달리 개봉 후 바로 먹는 것

보다는 보통의 경우 소비자가 한 번 더 세척을 하지만 생산과정

에서 이미 미생물의 오염이 되어 있기에 세척을 한다고 해서 미

생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식

품공전에서의 미생물 기준인 총 세균수 5 log CFU/g 이하는 신

선편이식품에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재 새싹채소의 호기성 총 세균수는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더 미생물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품 생산 유통관

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싹채소와 샐러드에 대한 E. coli 분석

대장균을 분석한 결과 새싹채소 50제품 중 16개의 제품(32%)

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샐러드 30제품 중 8개의 제품(26.7%)

에서 검출되었다. 새싹채소에서는 평균 2.38 log CFU/g, 범위

1.56-3.66 log CFU/g에서 검출되었고 샐러드에서는 평균 2.21 log

CFU/g, 범위 1.96-2.46 log CFU/g로 검출되었다(Table 3). 샐러드

의 경우 Seo 등이 보고(19)한 결과, 대장균이 평균 2.26 log CFU/

g, 25개 제품 중 8개의 제품(32%)에서 검출되었으며, 신선편의식

품의 생산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과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단계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Jung 등의 보고(20)에서는 약

19%의 채소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상의 신선편의식품의 대장균 규정은 10 CFU/

g 이하로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E. coli O157:H7는 음성이어야 하

며, 독일의 경우 대장균은 100 CFU/g 이하여야 하며, E. coli

O157:H7는 음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2). 외국의 경우

신선편의 식품이 가공을 거쳤지만 농산물 범주에 속한 것을 감

안하여 안전성 검사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병원성균을 세가지로 한정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중독균과 관련된 Salmonella spp.와 2006

년 9월 시금치에서 발생한 E. coli O157:H7, 저온에서도 살아남

는 L. monocytogenes 등이 음성인 경우 안전한 것의 판정을 받는

다. 대장균의 경우 분변오염의 지표로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병원성 균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직 범주

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장균군이 안전성 판단

Table 2. Total viable counts of mesophilic aerobic bacteria for

sprouts and salads

Food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g)

Mean Minimum Maximum

Sprouts

Salads

07.95±0.511)

6.70±1.05

6.36

3.94

8.71

7.64

1)log CFU/g±SD

Table 3. Prevalence and total viable counts of coliform and E. coli for sprouts and salads

Microbe
Sprouts Salads

Detection No./Total (%) Viable count (log CFU/g) Detection No./Total (%) Viable count (log CFU/g)

Coliform 50/50 (100)

Mean: 6.69±1.031)

30/30 (100)

Mean: 5.42±1.07 

Min: 4.35 Min: 2.20 

Max: 7.80 Max: 6.79 

E. coli 16/50 (32)

Mean: 2.38±0.92

8/30 (27)

Mean: 2.21±0.35

Min: 1.56 Min: 1.96 

Max: 3.66 Max: 2.46

1)log CFU/g±SD

Table 4.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from sprouts and salads

Microbes
Sprouts Salads

Detection No./Total (%) Viable count (log CFU/g) Detection No./Total (%) Viable count (log CFU/g)

B. cereus 29/50 (58)

Mean: 1.94±0.862)

16/30 (53)

Mean: 1.61±0.62 

Min: 1.00 Min: 1.00

Max: 4.20 Max: 2.58

Food-borne pathogens1) ND3) ND

1)Pathogens: E. coli O157:H7, Salmonella, S. aureus, L. monocytogenes, Cam. jejuni, C. perfringens; 2)log CFU/g±SD; 3)ND: non-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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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며, 대장균 개별보다는 대장균군으로 범위를 넓혀 관리

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의 최소가공형태인 신선편의

식품의 대장균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량관리로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대장균 자체가 병

원성 세균은 아니라고 하지만 병원성세균의 지표세균이므로 이

들 식품의 경우 보다 더 철저한 미생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새싹채소와 샐러드에 대한 식중독 세균 분석

Erwinia, Pseudomonas, Enterobacter 및 lactic acid bacteria 등

은 즉석섭취 편의 채소류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부패미생물이며,

L. monocytogenes, C. botulinum, Aeromonas hydrophila, Salmo-

nella spp, E. coli O157:H7, Y. enterocolitica 및 Cam. jejuni 등

은 즉석편의 채소류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식중독세균이다(23).

Salmonella spp., B. cereus, L. monocytogenes, Cam. jejuni, 그

리고 C. perfringens을 실험한 결과 새싹채소와 샐러드에서는 B.

cereus만이 검출되었다. 새싹채소 50제품 중 29개의 제품(58%)에

서 검출되었고 샐러드 30제품 중 16개의 제품(53.3%)에서 B.

cereus이 검출되었다. 새싹채소에서는 평균 1.94 log CFU/g, 범위

1.00-4.20 log CFU/g에서 검출되었고 샐러드에서는 평균 1.61 log

CFU/g, 범위 1.00-2.58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Table 4).

Harmon 등(24)의 경우, mung, alfalfa, wheat 종자상태에서 200-

500 spores/g의 B. cereus를 접종한 결과 발아할 때 3-7 log CFU/

g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식품공전상의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B.

cereus의 규정은 1000 CFU/g 이하이며, 분석된 80개 제품 중 2

제품만이 규정범위를 초과했으나, B. cereus의 오염이 새싹채소와

샐러드에서의 검출률이 매우 높으며 유통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B. cereus의 급속한 성장이 우려되기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

하다. 그러므로 현재 분석된 새싹채소와 샐러드에 대한 식중독

세균에 대한 위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즉석섭취편이 식품중 신선편의식품(fresh-cut-vegetable)인 새싹

채소와 샐러드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히 새싹채소의 미생

물 품질평가를 위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대

형할인마트에서 유통중인 새싹채소 50제품, 샐러드 30제품을 수

집하여 총 호기성균, 대장균군, E. coli, Salmonella spp, S. aureus,

B. cereus, L. monocytogenes, Cam. jejuni, C. perfringens의 오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호기성균은 새싹채소에서는 7.95 log CFU/

g 검출되었으며 샐러드에서 평균 6.70 log CFU/g검출되어 샐러

드 보다 새싹채소에서 약 1 log CFU/g 더 높게 검출되었다. 대

장균군은 새싹채소에서 6.69 log CFU/g 검출되었고 샐러드에서

평균 5.42 log CFU/g 검출되었다. E. coli은 새싹채소 50제품 중

16제품(32%)에서 2.38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 샐러드 30제품

중 8제품(27%)에서 2.21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B. cereus는

새싹채소 50제품 중 16제품(32%)이 검출되었고 샐러드 30제품

중 16제품(53%)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이 3 log CFU/g 이하의

검출율을 보여 주었다. Salmonella, S. aureus, L. monocytogenes,

Cam. jejuni, C. perfringens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분석된

새싹채소와 샐러드에서 B. cereus이외에 다른 식중독 병원성 미

생물의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 세균

수가 높게 검출되었고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의 검출율이 높아

서 이들 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

한 생산유통관리가 요망되며 특별히 새싹채소에 대한 미생물안

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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