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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nalyze the presence of microbes in organic farm produce, green chillies, lettuce, tomatoes, apples, pears,
and rice were collected at 47 production sites with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Total average bacterial counts of
4.07 log CFU/g in organic green chillies, 3.71 log CFU/g in conventional green chillies, and 6.76- 6.90 log CFU/g in the
both lettuce were detected. Mean bacterial counts of 4.48 log CFU/g and 2.84 log CFU/g were detected in organic and
conventional pear produce, respectively. Differences in bacterial counts in tomatoes, apples, and rice in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were less pronounced. Clostridium perfringens,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and Staphylococcus aureus were not detected in any produce sample. However, Bacillus cereus was
detected with average counts of 1.04 log CFU/g in 11/47 (23%) conventional produce samples and 1.97 log CFU/g in 6/
47 (13%) organic produce samples. Therefore,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showed similar microbial prevalence
patterns, and comparable safety in terms of pathogen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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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

차 높아지게 되면서 식생활 변화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서 참

살이(well-being)를 추구하는 삶에 열망이 높아졌다(1). 이에 따라

서 채소, 과일, 생식 등 신선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열

처리 식품보다 새로운 비열 살균 기술 가공법을 이용한 최소가

공 처리된 고품질의 식품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2).

농산물 생산 방식이 과거에는 생산성에 촛점이 맞춰져서 이루

어졌으나,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로 인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사용

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유기농법과 같은 친환경 농업들이 각

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농산물의 소비 증가로 인해

최근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확인되고 있

으며, 또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인간에게 다양한 질환이 유발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인적 손

실이 발생되고 있다. 화학적 위해의 경우 과거 관행 농산물의 생

산을 위해 사용되었던 농약이 잔류하거나 중금속이 문제로 대두

되어 유기농산물이 보다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최근에는 미생물

학적 안전성이 유기농산물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3). 특히 유

기농 신선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

해 미생물의 증식이 우려되고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

생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4,5).

최근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는 독일에서는 유기농 채소를 섭

취하고 변종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hagic Escherichia coli)에

약 3,000명이 감염되어 46명이 사망하였으며(6), 또 최근 미국에

서는 리스테리아에 오염된 멜론을 먹고 감염되었고, 16명이 사망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7). 시금치, 토마토 식중독 사고 등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신선 농산물은 수확되어 소비되는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도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8). 이와같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신선채소 등에 의

한 식중독 분석결과 모든 식중독 사고 중에서 약 6%나 된다고

보고하였다(9). 1996년 일본의 학교급식에서 무순을 사용하였는

데 E. coli O157:H7에 감염되어서 많은 환자를 발생시킨 사례와

미국에서도 이 균에 감염된 알팔파 싹채소를 먹고 감염된 사례

가 있었다(10). 우리나라에서도 소의 분변에서 병원성 E. coli

O157:H7이 분리된 바 있고 오염된 토양에 의한 Salmonella 또는

Listeria monocytogenes 등의 식중독 원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생산단계에 있어서 퇴비나 동물의 분변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1). 특히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은

과일과 채소를 씻는 과정에서도 잘 제거되지 않아 식중독사고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다양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이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

중 Shigella, Salmonella, E. coli O157:H7, Campylobacter spp.,

*Corresponding author: Jong-Hyun Park, Department of Food Sci-
ence and Biotechnology, Gachon University, Seongnam, Gyeonggi
461-701, Korea 
Tel: 82-31-750-5523
Fax: 82-31-750-5501
E-mail: p5062@gachon.ac.kr
Received December 4, 2013; revised January 24, 2014;
accepted January 24, 2014



생산지수집 신선 유기농 농산물 미생물 분포도 분석 263

L.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

ica, Bacillus cereus, Clostridium perfringens, 바이러스 등이 과일

과 채소와 같은 신선 농산물에 오염되어 식중독 사고로 국민 건

강상의 문제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우리나라는 채소, 샐러드 등과 같은 신선편이식품을 단순 농산

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미생물 품질 기준이 없었으나, 2008년에

즉석섭취 편이식품 유형이 만들어지면서 Salmonella, 장출혈성 대

장균 등은 음성이고, E. coli는 10 CFU/g 이하, Cl. perfringens,

S. aureus은 100 CFU/g 이하, B. cereus는 1,000 CFU/g 이하의

미생물학적 품질 기준이 설정되었다(14). 신선편이 농산물과 유

기농산물의 경우 아직까지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재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해 미생물의 오염도

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은 수출이나 수입의 양

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농산물 위생과 식중독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

요할 것이다.

현재 유기 농산물 또는 신선편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 세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15). 그리고 많은 연구가 농산물보다는 식품에서 오염되어 있는

병원성 세균에 대한 검출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식품 재

료의 많은 부분이 농산물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품에 병원

성 세균을 일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병원성 세균의 오염 정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 조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기 농산물과 관행 농

산물간의 병원성 세균의 오염 정도를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 생산현장에서 재배

중인 신선편이 유기농산물을 수집하여 관행농산물과 비교하여 미

생물학적인 안전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유기농/관행농 신선 농산물의 시료 선정 및 채취

신선편이식품 재료로 사용되는 대상 농작물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조미채소로 풋고추를,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엽채류로는 상추를, 그 다음의 과채류로는 토마토를 선정하였다.

과실류로는 사과와 배를 선정하였고 우리의 주식인 쌀을 시료로

선정하였다. 2013년 7월과 11월 사이에 전국의 신선 유기농 생

산지와 인근 관행 농산물 생산지 현지에서 직접 시료를 수집하

였다.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24시간이내에 세균 오염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시료는 고추,

상추, 토마토를 유기농과 관행농 생산 3지역에서 3회씩 9시료씩

직접 현지에서 채취하였다. 사과와 배는 유기농과 관행농 5지역

에서 5시료씩, 쌀은 유기농과 관행 생산물 각각 10지역에서 생산

된 시료 10개씩을 수집하여 총 94개의 유기농 농산물과 관행농

농산물을 현장에서 2회씩 수집하였다. 농촌진흥청의 도움을 받아

생산형태의 유기농 농가에 사전 연락하고 시료를 채취하였고 관

행농 농산물은 유기농 채취장소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일반미생물과 젖산균 분리 및 동정

분석 대상 미생물로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과 부패세균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젖산균을 분석하였고, 병원성 미생물로는

B. cereus, Cl. perfringen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almonella, S. aureus를 분리 및 동정하였다.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은 식품공전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13)을 기본적으로 PCR

등의 방법을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일반세균은 plate count agar 배지(PCA

agar, Difco, Detroit, MI, USA)에서 배양하여 집락을 확인하였다.

대장균군은 식품공전의 Petri-film (3M, St. Paul, MN, USA)과 표

준평판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장균군은 Perti-film에서 붉은

색과 기포를 형성한 집락을 계수하였고, 대장균은 청색 및 청록

색의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병원성 세균 중 대장균은 eosin meth-

ylene blue agar (EMB agar, Difco)에서 배양하였다. 녹색의 금속

성 광택을 띄는 집락을 선택하여 tryptic soy agar (TSA, Difco)에

도말 한 후 집락을 선정하여 Gram (−), catalase (+), IMViC 검사

로 확인하였다. 젖산균 균수의 측정방법은 식품공전의 일반 세균

수 측정방법에 준하여 시험하되 배지는 bromocresol purple (BCP)

첨가 de Man, Rogosa, Sharpe agar (MRS agar, Difco)를 사용하

여 배양한 후 발생한 황색의 집락을 젖산균의 집락으로 계수하

였다. 정량분석은 젖산균 시료를 펩톤수로 희석하고, MRS 한천

배지에서 배양 후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병원성 세균 분리 및 동정

B. cereus는 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MYP agar,

Difco)에 검액을 도말한 후 배양하였다. Eosin pink opaque halo

을 띄는 집락을 계수, 선택하여 Gram (+), catalase (+), β-hemol-

ysis를 확인한 후 동정을 위해 사용된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primer는 B. cereus의 hbl A gene을 대상으로 한 Hbl A1

(5'-GCT AAT GTA GTT TCA CCT GTA GCA AC-3'), Hbl

A2 (5'-AAT CAT GCC ACT GCG TGG ACA TAT AA-3')이며

873 bp의 amplicon을 확인하였다(14). Cl. perfringens 분리 배양은

검액을 cooked meat medium (Difco)의 배지에 접종하여 혐기배

양하였다. 카나마이신을 가한 난황 첨가 tryptose sulfite cycloserine

agar (TSC agar, Difco)에 증균배양액을 접종하여 혐기배양 한 결

과, 분리배지상에서 유황색으로 주변에 혼탁한 백색환이 있는 집

락과 불투명한 환을 가지는 황회색 집락은 확인시험을 실시하

였다. E. coli O157:H7은 대장균으로 분리된 것을 대상으로 PCR

로 확인하였으며, stx1 gene 목표로 하는 vt1a (5'-GAA GAG

TCC GTG GGA TTA GC-3')와 vt1b (5'-AGC GAT GCA GCT

ATT TTA TT-3')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여 E. coli O157:H7임

을 확인하였다(15). L. monocytogenes의 분리 배양은 Listeria 증균

배지에 검액을 넣어 배양 후 Oxford 한천배지에 접종하여 의심

집락이 확인되면 이를 typtic soy agar(Oxoid)에 접종하여 추가 배

양하였다. 확인시험은 그람염색, CAMP test, β-hemolysis, catalase,

motility 등의 생화학적 분석으로 L. monocytogenes를 동정하였다.

S. aureus는 전처리된 검액을 Baird-Parker agar (Oxoid)에 도말한

후 배양하였으며, Baird-Parker agar에서 불투명환을 가진 검은색

콜로니를 분리하였다. Gram (+), catalase (+)을 확인한 후 coagu-

lase test를 실시하여 24시간 내에 응고가 일어나면 양성으로 판

정하였다. Salmonella는 전처리된 검액을 buffered peptone water

(Difco)에 증균 배양한 후, Rappaport-Vassiliadis R10 배지(Difco)

에서 24시간 증균 배양 후, 검액을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 (XLD agar, Difco)에 도말하여 37oC, 24시간 배양하였다. 배

양한 콜로니 중 검정색 집락을 선택하여 Gram (−), catalase (+),

oxidase (−), TSI (+)로 확인된 균주를 Salmonella로 동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기농/관행농 농산물의 일반세균수

수집한 농산물 각각에 대한 일반세균수는 Table 1과 같다. 채

소류인 상추에서는 일반세균수가 풋고추, 토마토보다 많은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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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재배 시 토양과의 거리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토마토, 사과, 배, 쌀 등은 비교적 낮

은 미생물 오염도를 보여 주었다.

풋고추의 경우 유기농 생산의 경우 평균 4.07 log CFU/g이 검

출된 반면에 관행농은 평균 3.71 log CFU/g이 검출되어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상추는 유기농이 6.76 log CFU/g과 관행농

은 6.90 log CFU/g이었으며 유기농과 관행농에서 차이가 거의 없

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통중인 유기농 상추는 평균 6.2

log CFU/g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미생물 분포를 보여

주고 있고(16) 또한 Bae 등(17)은 상추에 대하여 평균 6.6-7.7 log

CFU/g 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외국의 경우도 5-7 log CFU/g의 수

준으로 보고되어 있다(18). 따라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유기농 상

추, 관행농 상추가 유사한 미생물 분포를 보여 주었으며 국내외

에서 유통중인 상추와도 미생물 분포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았다. 토마토는 유기농에서 2.08 log CFU/g과 관행농에서 2.92

log CFU/g로 나타났으며 관행농에서 약간 더 많은 세균 오염도

를 보여 주었다. 이는 관행농 생산물에서 약간 균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유기농 채소류 미생물 오염도의 4-

6 log CFU/g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19). 그

리고 이러한 분포도는 유통중인 유기농 토마토의 평균 5.6 log

CFU/g 보다도 매우 적은 미생물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16). 이

는 시장에서 저장, 유통중에 균수의 증식이나 오염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사과는 유기농에서 0.70 log CFU/g과 관행농에서 0.82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과 관행농 생산물에서 차이가 없었

으며 배는 유기농에서 4.48 log CFU/g이고 관행농이 2.84 log

CFU/g으로 유기농이 관행농보다 유의미적으로 높은 오염도를 보

여 주었다. 쌀은 유기농에서 2.91 log CFU/g정도로 분포되어 있

고 관행농은 2.98 log CFU/g으로 나타나 유기농과 관행농에서 유

사한 미생물 분포를 보여 주었다. 이는 쌀에는 4.31 CFU/g의 일

반세균이 분포하고 있다는 보고(20)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

의 세균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추, 상추, 토마토, 배, 사과, 쌀 작물의 유기농 생산물

과 관행 생산물의 경우 일반 총세균수는 재배형태에 따른 세균

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기농 배에서만

유기농이 관행농보다 일반 총세균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외국의 미생물 오염도인 3-9.7 log CFU/g 보다도

매우 낮게 검출되었고 일반적으로 식품 안전에서 문제가 되는 6

log CFU/g 보다 낮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1). Solberg 등(22)

과 Beuchat 등(23)은 즉석섭취 편이식품의 총세균 기준이 6 log

CFU/g 이하, 대장균군은 3 log MPN/g 이하,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세균수로는 유기농산물이 관행농산물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고 생산지역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유통

중인 시료보다 미생물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미

생물 오염도가 높지 않아 유기농산물은 미생물 오염 측면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기농/관행농 농산물의 대장균군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생산형태에 의한 대장균군의 오염

정도를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고추의 경우 유기농에서 2.09

log CFU/g이 검출된 반면에 관행농은 2.36 log CFU/g이 검출되

어 관행농과 유기농에서 균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상추는 유

기농에서 3.51 log CFU/g과 관행농은 3.92 log CFU/g이었으며 유

기농보다 관행농이 약간 더 많은 세균 오염도를 보여 주었다. 토

마토는 유기농이 0.46 log CFU/g과 관행농이 0.48 log CFU/g로

나타났으며 관행농과 유기농에서 거의 비슷한 세균 오염도를 보

여 주었다. 사과는 유기농과 관행농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

았다. 배는 유기농이 0.67 log CFU/g이고 관행농이 0.67 log

CFU/g이었으며 유기농과 관행농에서 같은 수준의 오염도를 보여

주었다. 쌀의 경우는 토마토, 사과, 배의 경우와 같이 낮은 대장

균군 오염 현황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보고된 오염 현황을 보면

근대, 당근, 상추, 양파등의 채소류와 유통중인 쌀에서 3.0 log

CFU/g 이상의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20,24). Bae 등(25)의 연구

에서도 양파에서 평균 2.84 log CFU/g 수준의 대장균군이 검출

되었으며, 커팅된 채소류에서는 평균 4.8 log CFU/g의 대장균군

이 검출되어 미생물 오염수준이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대장균군의 오염도는 관행농에서 약간의 더 많은 대

장균군 세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농산물이

유통중인 농산물보다 더 적은 대장균군 미생물 오염도를 보여 주

었다.

유기농/관행농 농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출

병원성 세균의 지시 세균으로 활용되고 있는 E. coli와 식중독

세균들인 B. cereus, Cl. perfringens, E. coli O157:H7, L. mono-

Table 1. Total aerobic count in the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s (logCFU/g)

Produce Farming type Sample test No. Mean Minimum Maximum

Green chilli
Organic 18 4.07±1.94 2.20 7.08

Conventional 18 3.17±2.10 1.00 7.13

Lettuce
Organic 18 6.76±0.69 6.30 7.90

Conventional 18 6.90±1.36 5.70 9.01

Tomato
Organic 18 2.08±0.99 1.26 4.30

Conventional 18 2.92±1.37 1.18 4.60

Apple
Organic 10 0.70±0.52 0.00 1.23

Conventional 10 0.82±0.27 0.48 1.23

Pear
Organic 10 4.48±1.83 2.11 6.53

Conventional 10 2.84±1.37 1.30 4.32

Rice
Organic 20 2.91±1.52 1.00 5.70

Conventional 20 2.98±1.35 1.30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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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genes, Salmonella, S. aureus의 검출을 실시하였다.

대장균의 경우는 관행농 풋고추에서 2건, 배의 관행농에서 1건

으로 총 3건(6%)이 검출되었고 상추의 유기농에서 2건(4%)이 1.7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병원성 세균인 B. cereus

는 고추의 관행농에서 2건, 상추의 경우는 유기농과 관행농 생산

물에서 각각 모두 4건, 5건이 검출되었다. 흥미롭게도 일반세균

이 적었던 사과의 경우 관행농에서 2건, 배에서는 유기농과 관행

농 모두에서 각각 2건씩 검출되었다. 따라서 유기농에서 6건(13%),

관행농에서 11건(23%)이 검출되었고 이중 식품공전 신선편이식

품 규격을 상회하는 검출은 유기농 상추에서 3.90 log CFU/g로

검출된 것이었다. 그리고 유기농 상추에서 관행농 상추보다도 약

1 log CFU/g이 높게 검출되어 신선편이식품으로의 생산을 위해

서는 보다 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들 시료에서 다른 Cl. perfringen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almonella, S. aureus 등의 병원성 세균들은 검출

되지 않았다(Table 3). 국내에서 유기농 상추, 깻잎, 고추 등에서

L. monocytogenes, Salmonella, E. coli O157:H7, S. aureus, C.

sakazakii, V. parahaemolyticus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 본 결

과와 같았다(17,19-20). 외국에서는 유기농 상추가 관행농보다 대

장균 검출이 많고 Salmonella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18,26). 그러나 유기농 상추에서 관행농 상추보다 대장균이 더

적게 검출되거나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보

고도 있다(27,28). 그러나 병원성 세균인 B. cereus의 경우 국내의

채소류에서 폭넓게 오염되어 있는데 최대로 5.5 log CFU/g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24,29). 외국에서도 양념이 첨가

된 즉석조리식품에서 2% 이상이 5 log CFU/g 수준의 B. cereus

와 Bacillus spp.가 검출되어 미생물적 품질이 나빴고 이들이 첨

가된 즉석섭취 편이식품에서도 4 log CFU/g의 높은 수준으로 B.

cereus가 검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30).

자연상태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는 B. cereus 는 135oC에서

4시간의 가열에도 견디는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그램양성 간

균으로 원재료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끊임없는 오염관리가 필요

하다(31). 이러한 B. cereus는 토양미생물로 농산물에 오염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적으로 그 오염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유기농산물 오염도에서도 거의 다

식품공전의 편이식품 규격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는 오염도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 B. cereus는 다른 보고와 같이 유기농, 관행농에

Table 2. Coliform bacteria count in the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logCFU/g)

Produce Farming type Sample test No. Mean Minimum Maximum

Green chilli
Organic 18 2.09±1.75 0.00 5.35

Conventional 18 2.36±2.41 0.00 5.35

Lettuce
Organic 18 3.51±2.25 0.00 5.78

Conventional 18 3.92±2.51 0.00 7.26

Tomato
Organic 18 0.46±0.92 0.00 2.18

Conventional 18 0.48±0.74 0.00 1.70

Apple
Organic 10 0.00 0.00 0.00

Conventional 10 0.00 0.00 0.00

Pear
Organic 10 0.67±1.50 0.00 3.35

Conventional 10 0.67±1.50 0.00 3.35

Rice
Organic 20 0.16±0.17 0.00 1.56

Conventional 20 0.06±0.20 0.00 0.63

Table 3.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from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Produce Farming type
Food-borne pathogens (detected/tested samples)

E. coli B. cereus E. coli O157:H7 Cl. perfringens L. monocytogenes Salmonella S. aureus

Green chilli
Organic 0/18 0/18 ND ND ND ND ND

Conventional 2/18 2/18 ND ND ND ND ND

Lettuce
Organic 2/18 4/18 ND ND ND ND ND

Conventional 0/18 5/18 ND ND ND ND ND

Tomato
Organic 0/18 0/18 ND ND ND ND ND

Conventional 0/18 0/18 ND ND ND ND ND

Apple
Organic 0/10 0/10 ND ND ND ND ND

Conventional 0/10 2/10 ND ND ND ND ND

Pear
Organic 0/10 2/10 ND ND ND ND ND

Conventional 1/10 2/10 ND ND ND ND ND

Rice
Organic 0/20 0/20 ND ND ND ND ND

Conventional 0/20 0/20 ND ND ND ND ND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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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있었고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보여 주고 있었으나 관행농에서 약간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E. coli는 유기농, 관행농 다 같이 유사하게 검출되어 차

이가 없음을 알았다. B. cereus는 식품공전상의 기준이 신선편이

식품에서 1,000 CFU/g 이하를 보여 유기농 상추 1시료를 제외하

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E. coli 4건은 신선편

이식품 기준이 10 CFU/g을 모두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농산물이 세척 소독 과정에서 이 세균들이 저감화되어 유통되지

않는다면 식품공전의 규격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들 농산물을 세척 소독 등으로 신선편이식품으로 유통하기

위한 가공과정에서 E. coli와 B. cereus는 관리 대상 세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

에서의 세균의 오염정도는 차이가 거의 없고 병원성 미생물의 오

염수준도 꽤 낮아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관행농 농산물의 젖산균미생물 검출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젖산균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는

유기농 생산방식이 부패세균인 젖산균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유기농과 관행농 농산물의 젖산균

의 분포도도 일반세균수와 같이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

나 엽채류인 상추의 경우는 유기농 상추가 4.54 log CFU/g이며

관행농은 3.07 log CFU/g으로 유기농에서 보다 더 많이 분포하

는 것이 흥미롭게 분석되었다. 외국의 경우는 비교적 적게 약 2

log CFU/g으로 검출되었고(18) 국내의 경우 관중에 통성혐기성균

인 젖산균의 증식이 상추 신선편이 식품의 관능검사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젖산균은 채소류의 정상균총이

며 채소를 부패시키면서 에탄올, 유기산, 에스터화합물, CO
2
 등

의 이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3).

유기 농산물에 존재하는 젖산균들은 결국 유기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 동안에 부패 또는 품질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유기 농산물에 있는 젖산균에 오염정도를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요 약

신선편이식품 소재인 유기농산물의 미생물 분포와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서 풋고추, 상추, 토마토, 사과, 배, 쌀 등의 농산물을

47개 지역에서 관행농 농산물과 동시에 현장에서 시료를 수집하

였다. 일반 세균수로는 유기농 고추가 평균 4.07 log CFU/g, 관

행농 고추는 3.71 log CFU/g 검출되었고 상추는 유기농, 관행농

에서 6.76-6.90 log CFU/g로 분석되었다. 토마토와 사과는 2종류

시료에서 각각 2.08-2.92 log CFU/g, 0.70-0.82 log CFU/g로 검출

되었다. 쌀도 유기농과 관행농 시료에서 2.92-2.98 log CFU/g 범

위의 세균분포를 보여주었으나 유기농 배에서는 4.48 log CFU/g,

관행농 배는 2.84 log CFU/g의 분포도를 보여 주었다. 분석시료

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에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유기농과

관행농산물의 미생물분포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병원성 세균인

Cl. perfringen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almonella,

S. aureus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기농산물 2개(4%)와

관행농산물 3개(6%)에서 E. coil가 1.7 log CFU/g으로 검출되었

고 B. cereus는 유기농 6개(13%)가 1.97 log CFU/g수준으로, 관

행농 11개(23%)에서 1.04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그러

므로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에서의 일반세균과 병원성 세균의

오염정도는 차이가 거의 없고 이들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수준도

비교적 낮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ounts of E. coli and B. cereus from the detected sample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Bacteria Farming type
Count of each pathogens (log CFU/g)

Green chilli Lettuce Apple Pear

E. coli
Organic 0 1.48, 1.48 0 0

Conventional 1.3, 3.0 0 0 3.0

B. cereus
Organic 0 2.08, 3.90, 2.04, 2.32 0 1.00, 0.48

Conventional 0.6, 1.3 1.30, 1.30, 1.30, 2.00, 1.60 0.48, 0.30 1.00, 0.30

Table 5. Lactic acid bacteria count in the organic and conventional produce (logCFU/g)

Produce Farming type Sample test No. Mean Minimum Maximum

Green chilli
Organic 18 1.18±1.70 0.00 0.05

Conventional 18 1.78±2.26 0.00 0.06

Lettuce
Organic 18 4.54±1.31 2.75 7.48

Conventional 18 3.07±2.03 0.00 0.05

Tomato
Organic 18 0.09±0.18 0.00 0.48

Conventional 18 1.32±1.69 0.00 3.78

Apple
Organic 10 0.00 0.00 0.00

Conventional 10 0.00 0.00 0.00

Pear
Organic 10 1.56±2.35 0.00 5.30

Conventional 10 0.55±0.55 0.00 1.18

Rice
Organic 20 0.64±0.96 0.00 0.48

Conventional 20 0.81±0.74 0.0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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