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4호, 황색5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녹색3호가

대표적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록달록한 식품의 색

식용색소가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입니다. 

황색4호, 황색5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녹색3호가

대표적입니다.

식품에 알록달록
색을 내는 정체는

무엇인가요?

알록달록한 식품의 색 식품에 허용하는
식용색소는

몇 종류나 있나요?

현재까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총 72종이며,

색깔별로 대표적인 식용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에 알록달록
색을 내는 정체는

무엇인가요?

식품에 허용하는
식용색소는

몇 종류나 있나요?

☉코치닐색소
☉락색소
☉홍국적색소
☉식용색소적색2호
☉식용색소적색102호 등

☉치자청색소
☉스피룰리나색소
☉치자청색소
☉스피룰리나색소
☉청색1호
☉청색2호 등

☉치자황색소
☉홍화황색소
☉마리골드
☉식용색소황색4호
☉식용색소황색5호 등

☉�오징어먹물색소 등

현재까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총 72종이며,

색깔별로 대표적인 식용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색 황색

청색

검은색

천연색소만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의 색이 퇴색되거나 변색되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량만 첨가해도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부여하는
황색4호 등의 색소가 있어 다양한 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식품에 허용하는
식용색소는

몇 종류나 있나요?

현재까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총 72종이며,

색깔별로 대표적인 식용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연색소만
사용할 수
없나요?

천연색소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색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연색소는

가격이 비쌉니다.

천연색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변색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색이 퇴색되거나 변색되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식용색소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미량만 첨가해도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부여하는
황색4호 등의 색소가 있어 다양한 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VS

변색되어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탕

선명한 색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탕

천연색소만
사용할 수
없나요?



식용색소는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ADI)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계속 먹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블록 1개

블록 1개보다
훨씬 적게

가공식품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설정하는 안심 3단계

동물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의 양
= 블록 100개

사람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의 양
= 동물기준의 1/100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양
= �인체에 안전한 양보다 

훨씬 적게 사용

블록 100개

식용색소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식용색소,
과연 먹어도
안전한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식용색소들의 ADI는 동물실험을 통해 결정되며,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용색소의
1일 섭취

허용량(ADI)은?



식용색소는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용색소,
과연 먹어도
안전한가요?

녹색3호 : 25 mg/kg bw/day

적색2호 : 0.15 mg/kg bw/day

적색3호 : 0.1 mg/kg bw/day

적색40호 : 7 mg/kg bw/day

적색102호 : 0.7 mg/kg bw/day

청색1호 : 6 mg/kg bw/day

청색2호 : 5 mg/kg bw/day

황색4호 : 10 mg/kg bw/day

황색5호 : 4 mg/kg bw/day

식용색소들의 ADI는 동물실험을 통해 결정되며,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용색소의
1일 섭취

허용량(ADI)은?

 대표적인 식용색소의 ADI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색5호

0.13%
적색40호

0.16%

적색3호

0.52%

황색4호

0.01%
적색102호

0.02%

식용색소 중에서 적색3호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ADI 대비

0.5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식용색소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식용색소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식용색소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합성착색료)

식용색소가 식품에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은 제품의 표면에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를 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식용색소는 ‘OOO(착색료)’로 표기됩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식용색소,
이제 제대로 알고 드세요!



식용색소가 식품에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식용색소,
이제 제대로 알고 드세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44-200-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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