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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색은 인간의 감정에 향을 주는 감성언어이자, 요리에 있어서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 디자인의 도구이다. 농산물이 지닌 색소에는 각기 다른 양소가 

담겨 있는데, 다양한 색의 음식으로 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근 일고 있는 컬러

푸드 열풍의 핵심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오방색’이라 하여 서로 다른 성향의 음식을 

고루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컬러푸드’ 음식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청(靑)색에는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원활한 신진 사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赤)색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속 유해산소를 청소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방한다. 백(白)색 음식은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고, 안토크산틴과 라보

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자연 항력을 증가시키며, 흑(黑)색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노화방지와 체력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 황(黃)색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 시력 

유지를 돕고 피부와 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다.

  ‘색’은 감성농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농식품》 ① 식량작물 : 다양한 

색소와 연 된 양성분을 가미한 흑색미와 색미, 검정 보리, 컬러 감자와 고구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② 채소 : 본래의 색에서 벗어나 인보우 당근, 검정 토마토 

등으로 변신하고, 컬러채소 문 음식 까지 생기고 있다. ③ 과수 : 블루베리, 복분자 

등의 재배면 이 증가하고, 골드키 에 이어 과일의 변신이 시도 이다. ④ 에․버섯․

축산 : 색동색의 옷을 입은 에, 노란색과 분홍색의 버섯이 등장하 으며 흑염소와 

흑 소 등 축산에도 컬러 열풍이 불고 있다. ⑤ 화훼 : 꽃은 꾸 히 다양한 색으로 변화 

이며, 이토 미컬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⑥ 가공식품 :  

녹차 아이스크림부터 검은콩 두유, 석류 홍 와 리카 소시지까지 컬러 열풍이 거

세게 불고 있다. 농산물의 컬러는《천연 색소》시장을 넓히는 기회이다. ① 식용색소 : 

치자와 백년 로 물들인 무와 양배추는 색다른 김치를 선사해주며, 분홍색의 막걸리도 

등장하 다. ② 화장품 : 녹차와 석류 등 천연재료로 이루어진 화장품이 각 받고 

있으며, ③ 염료 : 완구와 문구류, 벽지, 피복재 등에 환경  인체 친화 인 천연

색소가 사용되고 있다. 

  컬러농업은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1) 다양한 색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격과 품질을 넘는 부가가치 창출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우리의 오방색 

음식문화를 활용하여 문화 코드로서 한식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것도 요하다. 오방색이 

가지는 색과 양학  가치, 동양 사상까지 함께 세계화 하는 것이다. (3) 컬러 농산물을 

통한 천연색소 산업의 확 도 기 된다. 다양한 자생 식물 유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천연식용 색소를 개발하고, 나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 천연 염료 자원 개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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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색(色) 이야기

색과 음식 

 □ 색은 단순히 시각  이미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연상 작용을 통해 

인간의 감정에 향을 주는 기능도 존재 

   ○ 색이 주는 연상과 감정을 통해 인간은 특정 색깔에 의미를 부여하여 

언어로도 사용

     - 백기는 항복과 평화, 붉은색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며 신호등의 

란색과 붉은색은 보행과 정지를 의미

 □ 농산물의 색은 요리 디자인에 활용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체의 

양학  기능이 부각되며 ‘컬러푸드 운동’이 시작

   ○ 식물의 색에는 ‘ 이토 미컬(Phytochemical)’이라는 기능성 양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색 건강’의 비

     * 이토 미컬이란 식물 속의 천연물질로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항염  

해독 등의 작용을 하고, 아스피린, 폴리페놀, 타닌 등이 표

   ○ 미국에서는 매일 다섯 가지 색을 지닌 채소, 과일, 곡류를 함께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자는 “Five a day” 운동이 활발

     - 우리나라에서도 검은콩 두유, 검은 두부와 같은 블랙푸드 뿐 아니라, 

녹차 아이스크림과 같은 녹색푸드 등 컬러 푸드가 꾸 히 인기

하루에 다섯 가지로 건강한 몸, “Five a day” 운동

▷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시작

 -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가 높은 미국에서 다양한 색의   

채소, 곡물,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미국인의 건강

지수를 높이자는 캠페인으로, 각종 성인병과 암과 같은 

치명 인 질병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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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색과 음양오행

 □ 우리나라는 본디 ‘오방색(五方色)’의 서로 다른 성향의 음식을 고루 

섭취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 문화를 보유

   ○ 오방색은 음양오행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데, 다섯 가지 색은 각기 

오행과 방 , 계 과 오장육부 등을 상징

오방색과 음양오행의 계

   

색 계절 오행 맛 신체기관 방위

청(녹)색 (春) 목 신맛 간장 동(東)

색 여름(夏) 화 쓴맛 심장 남(南)

백색 가을(秋) 매운맛 폐 서(西)

흑색 겨울(冬) 수 짠맛 신장 북(北)

황색 4계 토 단맛 앙

   ○ ‘청, , 백, 흑, 황’의 오방색을 고루 먹는 것은 오장육부를 고루 

건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

     - 오색 고명이 올라간 떡국과 국수, 색동 배열된 산 이나 구 에는 

음양오행에 순응하고자 하는 사상  배경이 존재

한식과 오방색(五方色)

▷ 음양오행의 조화를 음식에 담아 건강을 추구하기 

해 오방색으로 요리를 장식

 - 비빔밥은 계란 노른자를 심으로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청․백․ ․흑색 나물이 장식되어 있으며, 이를 비벼

먹음으로써 신체가 건강해짐을 의미

 - 신선로는 석이버섯, 호두, 은행, 황밤, 실백, 실고추의 

오방색 재료를 얹어 국물을 부어 끓이는 음식으로 음양

오행의 기운을 모두 담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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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靑) 싱그러운 녹색

 □ 녹색은 생명과 음, 희망의 색으로서, , 신뢰, 낙원, 평화를 상징하며, 

인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처로서의 의미

   ○ 음양오행에서의 청색은 동(東)쪽을 의미하며, 간, 담, 근육과 연결

     - 녹색은 시각 으로 안정을 주고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화가 많고 신경질 이며 압이 높은 사람에게 좋다는 기록

 □ 녹색에는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C,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며, 엽록소는 원활한 신진 사와 피로회복에 효과

   ○ 부분의 채소에는 녹색이 포함되며, 시 치와 셀러리, 로콜리, 

녹차 등이 표 인 녹색 식품

  

채소섭취 증진을 한 미국의 만화 캠페인

▷ 미국 보건당국이 어린이에게 시 치를 많이 먹게 

하기 하여 만든 만화 화 ‘뽀빠이’ 

 - 시 치에는 비타민 A, B1, B2, C와 철분, 칼슘, 카로틴, 

엽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유아들 성장과 빈  

방에 효과

   ○ 우리의 선조들은, 녹색 표음식 나물을 즐겨 먹으며 활발해진 

신진 사로 춘곤증을 방지

     - 두릅은 비타민 A, C와 칼슘이 풍부하며, 사포닌 성분은 액  

순환에 좋아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

     - 냉이에는 비타민과 더불어 칼륨 성분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뇨작용을 진

     - 달래 100g에는 비타민C의 일일 권장 섭취량 33%이 함유되어 

있으며, 쑥은 나물  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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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赤) 정열의 적색

 □ 빨간색은 왕성한 에 지와 활기 넘치는 음이자, 생명과 죽음, 

열정과 사랑, 으뜸과 신성을 의미

   ○ 서양에서는 정열 인 사랑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붉은 포도주는 

피와 생명을 상징

   ○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으로는 남(南), 계 로는 여름이자, 화(火)를 

뜻하고, 인체의 심장, 소장을 상징하며 벽사(辟邪)의 의미도 내재

      *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악귀가 못 들어오도록 빨간 고추를 문에 

매달았으며, 동짓날에는 붉은 팥죽을 끓여 귀신을 물리침

 □ 빨간색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속 유해 

산소를 청소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방

   ○ 토마토나 수박 등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립선 건강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알콜 분해 효과도 탁월 

     *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0배 정도의 항산화 효과

   ○ 딸기와 자두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아스피린보다 10배나 

강한 산화작용으로 토코페롤의 5배에서 7배의 노화방지 효과

   ○ 매운 음식에 필수 인 빨간 고추에는 액순환을 돕고 노화방지를 

돕는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

수박에서도 라이코펜을 추출

▷ 지난 2008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뉴트라알앤비티社와 

공동으로 세계 최 로 수박에서 라이코펜을 추출‧정제하여 

상업화 기술 개발에 성공

 - 재 고창수박 농조합과 공동 설립한 (주)뉴트리라이코

고창을 통해 기능성 식음료  건강식품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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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白) 순결한 백색

 □ 흰색은 모든 색을 포함하며, 어떤 색이든 덧입힐 수 있다는 면에서 

완 한 색이자 인 색을 의미

   ○ 흰색은 부분의 문화권에서 공통 으로 순결, 청결, 순수, 신성, 

정직 등을 의미

   ○ 동양사상에서는 서쪽과 가을에 해당하며, 오행 에는 (金)을 

의미하고 빛을 상징

     - 민속학자 최남선은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배하 기 때문에 빛을 

신성시 여겨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석

 □ 흰색 음식은 폐와 연 되어 호흡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토크산틴, 

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자연 항력을 증가

   ○ 우리가 흔히 먹는 무, 양배추, 양 , 마늘에도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세포돌연변이 억제, 활성산소 제거 등의 역할을 수행 

     - 무에는 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Diastase)'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 로테아제(Protease)'가 풍부

     - 양배추는 체내 독소를 괴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항궤양 성분인 

비타민U와 비타민K를 함유

     - 양 는 날 것으로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가 좋아져 신진 사가 

좋아지고 피로 회복이 빨라져 스태미 가 증강

해장국 속 콩나물의 비

▷ 한국인들의 해장 비법은 콩나물 속 아스 라긴산

 - 콩에는 들어 있지 않은 비타민C는 콩나물이 되면서 생성되며 

약 200g(해장국 2그릇 분량)이면 성인1일 권장량의 반을 충족

 - 한 간에서 숙취의 원인물질인 알데히드를 분해하는데 

필수 인 아스 라긴산 함량이 높아 해장국에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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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 (黑) 격조 있는 흑색

 □ 검정은 격조와 품 를 상징하며, 제된 미와 신비롭고 고 스러운 

권 를 의미

   ○ 아 리카나 게르만 민족에게는 상서로운 색이며, 남유럽에서는 

공포 등을 상징하는 복합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으로는 북쪽, 장기 에서는 신장, 방 , 와 

련 있는 것으로 해석 

 □ 검은색 음식은 로부터 노화방지와 체력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탈모방지에도 효과

   ○ 흑색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을 방하는 효과

   ○ 검은콩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액순환을 진시키고, 

을 강화하는 기능이 존재

     - 검은깨는 소화효소가 많고 지방질이 풍부하여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며, 메 의 루틴은 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

   ○ 포도는 표 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근육과 를 튼튼하게   하고 

이뇨작용과 생   조 작용으로 빈 에 효과

   ○ 블루베리는 세계 10  슈퍼푸드의 하나로 미 농무성 산하 인체노화

양연구소(HNRCA)에서도 질병의 방 치료 효능을 인정

임 님의 보양식, 블랙푸드

▷ 흑색식품은 신장을 보강하고 노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임 님의 보양식으로 애용

 - 로부터 임 님의 보양식은 주로 흑색으로 구성

 - 특히 장수를 린 숙종은 오골계와 흑염소, 흑우, 검은깨, 

검정콩으로 만든 ‘흑색탕’을 즐겼다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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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黃) 고귀한 황색

 □ 노란색은 우주의 심을 상징하며 가장 고귀한 색으로, 부와 권 , 

행복과 명 , 지혜와 조화를 의미

   ○ 동양에서 노란색은 최고의 색으로 여겨지며 황제의 권 를 나타내고, 

‘ 앙’을 의미

      * 국 황제의 복장은 황 색이었으며, 조선시  임 의 의복에는 실로 

황룡이 수놓아져 있었고, 불교의 불상은 도

 □ 노란색은 인체 심의 소화기 인 비장, 장과 련이 있으며,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

   ○ 노란색 음식은 소화, 흡수, 양물질 운반 등에 여하는 비장(脾)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고의서의 기록이 존재 

     - 로부터 노란색의 음식은 신맛과 단맛이 모두 있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기 이 약한 사람에게 권장

   ○ 노란색에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하나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시력 유지를 돕고, 피부와 막을 건강하게 유지

     - 늙은 호박, 노랑 리카, 유자, 인애 , 망고, 당근, 밤, 귤,  

감, 살구, 황도 등이 표 인 노란 음식

      * 노란 색의 호박은  비타민 A, B₂, C와 칼슘과 철분, 베타카로틴을 함유하여, 

가을 보양식이자 산후 조리용 호박죽으로 이용

식도암에 걸리지 않는 인도인

▷ 인도의 주식인 카 에는 강력한 항암효과가 존재

 - 주재료인 강황은 천연 폴리페놀, 커큐민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주성분으로 암 세포의 성장을 돕는 물질을 해

 - 한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되는 뇌세포 괴 단백질이 

축 되는 것을 막아주어 병의 진행을 지연



RDA                    10호

8 

interr●bang

Ⅱ. 농업에 색을 입히다

컬러 농업

 □ 감성 시  21세기에 ‘컬러’는 농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 으며, 

양학  기능성까지 더해져 컬러농업의 역은 확장 

   ○ 농업의 다양한 컬러는 식량작물과 채소, 과수, 화훼는 물론 축산과 

에, 버섯, 가공식품의 맛과 멋을 배가

     - 다양한 색의 ,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식량작물은 기존의 색과 

다른 톡특한 색과 기능성으로 인기

     - 인보우 당근과 검은 토마토 등 컬러 채소, 빨간 색 배 등 과일, 

인보우 꽃, 흑돼지 등 화훼와 축산에도 컬러 열풍

     - 컬러 에는 천연 색 실크를 생산하고 컬러 버섯은 요리 디자인에 

활용되며, 분홍 막걸리와 노란 김치 등의 가공식품도 탄생

   ○ 농업의 다양한 색은 천연 색소로 활용되어 식용과 화장품의 소재가 

되며, 천연 염료 시장도 차 확 되는 

     - 천연 색소는 식용은 물론, 천연 화장품에 사용되며, 환경과 인체에 

모두 친화 인 천연염료는 완구와 벽지, 옷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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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비싼 보리?

▷ 컬러푸드 열풍으로 찬밥에서 효자가 된 고창 검정보리 

 - 고창에서 재배되어 온 검정보리가 청보리 축제를 통해 

객의 인기를 끌면서 의 1.5배 가격으로 매

 - 검정보리가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으며 재배면 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

  * 고창의 재배면  :(’07) 10ha →  (’09) 100ha →   (’10) 180ha

농식품 식량작물

 □ 본래의 양소에 더해 색소에 담긴 기능성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 

장 으로, 흑미(黑米)에서부터 다양한 유색곡물이 등장

   ○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흑미와, 라이신이 많은 녹색미 등  뿐만 

아니라, 붉은 보리와 황 색 팥 등도 개발되어 재배 

      * 유색벼 재배면  비율의 변화 : (’07) 0.1% → (’08) 0.29 → (’10) 0.53 

   ○ 최근에는 에 토마토의 라이코펜, 강황의 베타카로틴, 감귤 껍질의 

라보노이드를 덧입힌 다양한 코  등이 인기

 □ 자색, 붉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의 감자와 고구마 품종도 등장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  

   ○ 컬러감자에는 흰색감자에는 없는 안토시아닌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립선암과 노화, 통풍의 방 효과가 기

      * 농진청이 개발한 유색감자 ‘자 ’, ‘홍 ’에는 립선암 세포주에 해 강력한 

억제 효과와 ‘수미’품종의 2.5배가량의 항산화 활성도가 확인

   ○ 겉과 속이 모두 보라색인 ‘신자미’, 호박색의 ‘주황미’, 과육 씹는 

느낌의 ‘해피미’ 등의 다양한 컬러 고구마도 개발

     -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항암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음료나 

과자 등의 인공색소를 신하는 천연 색소로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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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채 소

 □ 천연 색소의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색으로 변신한 컬러

채소들이 등장

   ○ 본래 황색이던 당근이, 노랑, 보라, 검정 등 다양한 색으로 변신한 

인보우 당근이 등장

     - 보라색 당근에는 황색 당근에는 부족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제공

   ○ 붉은색의 표 주자 토마토가 노란색, 오 지색으로 변신하고 최근에는 

검정색 토마토도 출시

     - 검정 토마토는 비타민C가 일반 토마토의 1.4배, 베타카로틴은   

2배, 라이코펜 성분은 3배 이상을 함유

 □ 다양한 색의 컬러푸드를 테마로 하는 샐러드 메뉴가 생겨나고,  

컬러푸드 문 스토랑도 등장

   ○ 빕스에서는 컬러채소를 테마로 한 샐러드 바 코 가 등장하 고,  

워커힐 호텔은 컬러푸드 식사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마련

   ○ 압구정동에 치한 컬러푸드 테마 스토랑 셀빔은 오색 채소로 

구성된 샐러드와 비빔밥 등의 메뉴를 제공

인보우 당근 검정 토마토 컬러푸드 문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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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과 수

 □ 최근에는 블루베리와 복분자, 오디, 오미자 등 검정색, 보라색 과일의 

인기가 상승

   ○ 블랙푸드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황색, 색 등의 컬러푸드에 비해 

은 량으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 검은 색 과실의 항산화 효과가 리 알려지면서 련 과수의 재배

면 과 생산량도 증가

      * 블루베리 재배면  : (’06) 24   → (’08)   216 → (’10)  534ha

      * 복분자   생산량   : (’07) 9,468 → (’08) 10,903 → (’10) 15,759톤

      * 오  디   생산량   : (’07) 2,050 → (’08)  3,244 → (’10)  5,626톤

 □ 과일도 본래의 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으로 변신을 시도 이며, 

새로운 색으로 인한 기능성으로 신규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이 기

   ○ 골드키 는 당도와 양가가 높고, 독특한 색으로 신선한 매력을 

주어 침체되었던 제스 리에 제2의 성기를 선사

   ○ 최근 개발된 ‘속까지 빨간 사과’의 경우 겉모습에 치 하기 쉬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

     - 사과의 향, 당도, 맛을 유지하면서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라보노이드가 내부에도 분포하여 기능성이 강화

   ○ 농 진흥청에서는 분홍색, 노란색 포도와 주황색, 붉은색 배 등 

다양한 색의 과일을 개발 에 있으며 일부는 보   

    
골드키 다양한 색의 포도 속 빨간 사과



RDA                    10호

12 

interr●bang

농식품 분야 화 훼

 □ 화훼산업에도 란 장미부터 인보우 장미, 야 장미 등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상품들이 속속 등장

   ○ 꽃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품종과 가치 향상기술이 개발

     - 한 송이의 꽃에 각기 다른 색의 꽃잎이 피는 인보우 장미와 밤에 

빛나는 야  장미 등의 생화가공기술이 개발

     - 꽃에 보존처리를 하여 하늘색과 연보라 등 스텔 계열의 색을 

입히고, 씨를 새기는 등의 보존화 기법도 개발

   

검은 꽃은 존재할까?

▷ 란 장미와 함께 불가능을 상징하는 검은 튤립

 - 꽃말은 ‘나의 사랑은 불타고 있다’

 - 보통 알려진 검은 튤립은 터키 술탄의 정원에 있던 것을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얻어 유럽에 한 자색 품종

 - ’86년 네덜란드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검정튤립은 존

하는 화훼  가장 검정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

 
 □ 컬러푸드의 기능성은 주로 색소에 있으며, 색이 진할수록 기능성 

성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선명한 색을 지닌 꽃에 한 선호도 증가 

   ○ ‘수당가화록’에서는 꽃이 부녀자의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고 늙지 

않게 하여, 궁정의 황후, 비빈, 규수가 식용하 다고 기록

     - 꽃밥, 샐러드에 많이 쓰이는 한련화는 철분과 비타민C, 미네랄이 

풍부하며, 잔화는 비타민A가 100g당 940mg 정도로 다량 함유

   ○ 식용꽃은 샐러드, 드 싱, 스 , 이크 등에 활용이 증가되고 있어 

컬러푸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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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누에 ․ 버섯 ․ 축산

 □ 본래 하얀색인 에에 특수한 먹이를 주면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 등 

다양한 몸 색깔을 가진 컬러 에로 변신

   ○ 색동색의 컬러 에들은 ‘징그럽다’는 편견을 없앨 수 있어 어린

아이의 교육용으로도 인기

     - 컬러 에는 자신의 몸 색과 같은 실을 뽑아내는 특성이 있어  

염색이 필요 없는 천연색 실크 생산방법이 연구 

 □ 색과 맛, 양, 보는 즐거움이 배가된 형형색색 컬러버섯도 등장

   ○ 농진청에서 개발 된 느타리 품종인 ‘ 빛(노랑)’, ‘노을(분홍)’, 

‘고니(하양)’는 요리의 맛과 멋을 배가시킬 수 있어 높은 인기

     - 컬러 느타리버섯은 항암, 면역증강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베타 루칸 

함량이 일반 버섯보다 30배 이상 함유

 □ 최근 축산 분야에서도 흑돼지와 흑염소, 오골계, 화려한 색의   

재래닭이 인기를 끄는 등 컬러가축에 한 심이 고조

   ○ 흑돼지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A  콜라겐 등이 풍부하고, 

흑염소는 다른 동물에는 없는 토코페롤(비타민E)이 함유

 

재래닭 지킴이, 주 인농원

▷ 우리나라 재래닭 보존에 평생을 바친 홍승갑, 김두회 부부 

 - 재래닭이 지닌 20여 가지 아름다운 색상을 복원하겠다는 일념으로, 30여 년 

동안 꾸 히 노력하여 13종의 색을 복원

 - 최근에는 어린이 상의 체험교육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닭 박물 을 

개 하기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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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가공식품

 □ 천연재료의 아름다운 색을 식품가공에 이용하여 기능성과 디자인을 

조화시킨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등장

   ○ 그린푸드의 표주자인 녹차의 웰빙 이미지로 인해, 녹차 아이스

크림, 녹차 음료 등의 인기가 상승

     - 커피 문 에는 녹차라떼 등 다양한 녹차 메뉴가 생기고, 녹차를 

테마로 한 문 카페, 오설록(O'sulloc)도 등장

   ○ 그린 열풍에 이은 블랙 열풍으로 검은 콩을 원료로 한 음료와 두유, 

과자 등이 매

     - 다양한 검은콩 두유의 시장 출시가 증가되고 있으며, 검은 콩을 

이용한 차 제품도 등장

      * 까만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 라본이 다량 함유돼 있어 노화 방지 

 건강과 미용 효과를 강조하여 큰 인기

   ○ 석류 홍 와 블루베리 홍 , 블루베리 콜릿 등 기존의 식품에 

컬러 푸드의 색과 양을 더한 가공식품이 탄생

   ○ 심지어 청양고추를 넣은 고추맛 소시지부터 강황이 들어간 카  

소시지, 리카 소시지와 김치 소시지까지 등장

검은콩으로 만든 두유 석류를 담은 홍 다양한 맛의 컬러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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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색소 식용 색소

 □ 컬러푸드를 색소로 활용한 식품들이 등장하며, 인공색소가 아니라는 

장 에 천연색소의 기능성까지 더해져 높은 인기

   ○ (주) 한성식품에서는 노란 치자, 붉은 백년 로 물들인 무와  

양배추로 만든 오감만족 김치 상품을 매 

   ○ 방풍나물(녹색)과 자색고구마(자색)을 원료로 이용한 컬러 국수, 

천년  선인장을 이용한 분홍색 막걸리 등도 등장

     - 천년  막걸리는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비타민C와 칼슘 등의 

함유량이 높아 미용에도 효과

   ○ 천연색소를 이용한 비타민 음료가 출시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략으로 인기 

      * 코카콜라사의 비타민워터는 ’07년 미국에서만 약 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

 

탄산음료에서 웰빙 음료로

 ▷ 색으로 골라 마시는 천연 색소 비타민 음료

 - 천연색소로 만든 9가지 음료를 매 이며 다양한 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국 인 컨셉의 라이  스타일 음료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

- 특히 원색의 화려함을 강조하여 빨강, 노랑, 록, 보라 등의 

화려한 컬러로 기존 음료들과의 차별화에 성공

 □ 천연 식용색소의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천연색소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상

   ○ 천연색소의 시장 유율은 약 39%정도이며, 연간 그 성장률은 4~5% 

정도로 일반 색소 성장률의 두 배 정도

     - 국내 천연 식용색소 시장규모는 ‘10년 약 270억 원 정도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량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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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색소 화장품

 □ 통 으로 우리나라는 홍화, 숭아 꽃물, 분꽃열매 백분(白粉)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을 리 사용

   ○ 최근 녹차, 석류 등 천연재료로 이루어진 화장품이 각

     - 이탈리아 천연 화장품 랜드 ‘엘보라리오’는 순수 식물성 원료가 

99% 이상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

     * 이탈리아에만 4700여개 매장 운 , 재  세계 35개 국으로 수출

   ○ 직  천연성분을 이용하여 화장품, 팩, 비  등을 만들어 사용하는 

DIY(Do It Yourself) 천연 화장품도 인기

     - 천연 화장품 재료를 문으로 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등장, 에

센셜 오일과 건조한 허  분말, 천연 색소 등을 매

 □ 세계 으로 천연 화장품의 인기가 꾸 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트 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측

   ○ ’08년 천연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 시장은 약 1조 원 이며, 

이  순수 국내 자생식물을 소재로 한 화장품은 약 1천억 원

     - 차 메이크업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색조화장품 매의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망

150년 통의 코스메슈티컬, 키엘(Kiehl's)

 ▷ 약국에서의 노하우로 탄생한 천연 허  화장품

  - 코스메슈티컬이란, Cosmetic (화장품)과 Pharmaceutical  

(의약품)의 합성어로, 약용(藥用) 화장품을 의미

  - 키엘은 천연 허 성분의 치료제 연고를 제조하면서 익힌 

노하우로 천연 화장품 랜드를 시작하여 큰 성공

  - 모든 제품은 고농도의 허  성분이 함유되어, 인공색소가 

아닌 자연 컬러 그 로를 피부에 바른다는 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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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색소 염 료

 □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인체 친화 인 천연

색소 제품의 시장도 커지는 추세

   ○ 완구  문구류, 벽지와 바닥재, 메디컬  피복재, 항균 생 

보호복 등에 주로 천연염료 활용이 증가

     - 피부 트러블과 알 르기 방지, 환경보 에 한 인식제고 등으로 

인체 친화 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천연염료의 수요가 증

   ○ 천연염료를 사용한 벽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발생을 

여 새집증후군을 완화

      * 독일의 AS사는 천연섬유 벽지 소재에 천연색소를 용한 친환경 벽지를 

제작, 이미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

   ○ 항균 의류는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으로, 선진국에서는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

     - 국내 기업들과 농가들도 천연물 함유 스킨 어  섬유 소재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 노력 

      * (주)아가방은 은행나무 추출물을, (주)유니버셜침 는 녹차를, (주)텍산 

메트테크는 은나노 함유 키토산을 활용한 섬유를 개발 

      * 경북 청도에서는 감물을 이용한 공동 랜드 ‘시설렘’을 만들어 약 2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 문화제품으로 자리매김

먹을 수 있는 크 스

▷ 음식으로 독특한 아이디어 로젝트를 진행하는  

웹사이트 'luxirare(럭시 어)'에서 제작

 - 구기자, 딸기로 빨간색을, 당근으로 주황색, 인애 로 

노랑, 아몬드와 검은깨로 검은색을 만드는 등 천연 

재료로 만들어, 어린이에게 안 한 크 스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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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

컬러 농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최근 높아지고 있는 컬러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심을 농산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 다양한 색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을 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다양한 색을 지니는 품종개발을 통하여 색소가 가지는 기능성 

뿐 아니라 미학  감성충족 효과를 제공하여 소비를 진

     * ‘속 빨간 사과’와 같은 기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색을 지닌 품종의  

개발도 필요

   ○ 소비자들에게 과학 으로 증명된 색소의 기능성과 식품의 양  

가치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

통의 오방색을 활용한 한식세계화

 □ 최근 세계 으로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의 차원에서 오감을 느끼며 

즐기는 차원으로 발 하고 있는 추세

   ○ 한식은 다양한 음식들이 각각 고유한 맛을 나타내면서 체 으로 

조화를 이루는 종합 술이라는 인식의 환이 필요

     - ‘오방색(五方色)’의 서로 다른 성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건강을 유지

   ○ 한식 세계화 략의 일환으로 오방색이 가지는 색과 양학  

가치, 동양 사상을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개발

     - 한식의 메뉴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 철학이 결합된 

종합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식 세계화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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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산업과 융합으로 농업의 외연 확장

 □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안 한 식품 첨가물에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 색소의 다양한 활용 략이 필요

   ○ 국내 천연식용색소 사용량은 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약 90% 이상을 차지

     - 국내는 주로 치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백련 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리카도 식용색소로 리 사용 

   ○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색소자원의 소재화를 하여 자원  

발굴, 정보화 등의 인 라 구축이 필요

   ○ 다양한 자생식물 유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천연 식용색소 후보를 

선발하고 품종으로 개발하는 연구도 요

     - 기존의 유 자원에 하여 색상, 기능성물질을 기 로 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 천연염료 산업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미래 산업이므로 

농산자원을 염료자원으로 활용하기 한 노력이 필요

   ○ 농산물의 다채로운 색은 천연염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산업에 용되고 

있으며, 천연 염료 시장도 차 확 되는 추세

     - 천연염료 성분과 고분자 화학, 섬유공학과의 융합을 통하여 도료 

산업, 생활신소재 산업, 패션산업 등으로 확 가 가능

       * 천연염료 소재는 민감성 피부를 한  자극 화장품, 아동용 완구, 새집증후군 방지 

도료  벽지, 천연 염색 패션 등 활용도가 증가

   ○ 최근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나노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첨단 천연 염료 자원 개발에 한 연구 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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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국가별 1인당 식품소비량 (‘05~’07년)

(단  : kcal, g/인/일)

다량 소비국가 소량 소비국가

국  가 열 량 단백질 지방 국  가 열 량 단백질 지방

미  국 3,770 114 161 콩고민주공화국 1,590 25 24 

오스트리아 3,760 107 163 에리트 아 1,590 47 27 

그리스 3,700 118 150 부룬디 1,680 45 13 

벨기에 3,690 97 164 아이티 1,850 41 35 

룩셈부르크 3,690 123 161 코모로 1,860 44 45 

이탈리아 3,660 112 158 잠비아 1,890 48 35 

몰  타 3,590 118 115 앙골라 1,950 43 46 

포르투갈 3,580 114 139 에티오피아 1,950 56 21 

랑스 3,550 113 164 앙아 리카공화국 1,960 46 64 

이스라엘 3,540 126 146 동티모르 2,020 50 39 

캐나다 3,530 105 145 탄자니아 2,020 50 34 

독  일 3,530 99 143   멘 2,030 54 46 

아일랜드 3,530 110 131 차  드 2,040 62 54 

루마니아 3,510 111 109 르완다 2,050 49 20 

터  키 3,480 99 103   냐 2,060 58 47 

노르웨이 3,460 107 140 모잠비크 2,070 38 38 

헝가리 3,440 89 148 볼리비아 2,090 56 42 

  국 3,440 104 145 마다가스카르 2,130 49 30 

리투아니아 3,420 115 106 말라  2,130 55 31 

스 스 3,420 92 154 팔 스타인 2,130 59 55 

덴마크 3,400 111 136 시에라리온 2,130 52 56 

폴란드 3,400 101 114 타지키스탄 2,130 54 61 

카자흐스탄 3,360 104 100 북  한 2,150 58 36 

아이슬란드 3,330 133 144 토  고 2,150 49 47 

* 출처 : FAO (국제식량농업기구)

○ 식량 다량 소비 국가는 한국(3,070㎉/인/일)에 비해 8~22%를 더 소비하고 있으며, 

소량 소비 국가는 한국의 52~72%수 을 소비

* 농진청 기술경 과 황 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