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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ate, a water-soluble vitamin, acts as a coenzyme for one-carbon metabolism in nucleic 
acid synthesis and amino acid metabolism. Adequate folate nutritional status during the 
periconceptional period is known to prevent neural tube defects. In addition, insufficient 
folate intake is associated with various conditions, such as anemia, hyperhomocysteinemia,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cognitive impairment, and depression. This review discusses 
the rationale for the revision of the 2020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folat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visions. Based on the changes in the standard body weight in 2020, 
the adequate intake (AI) for infants (5–11 months) and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EARs) for 15–18 years of age were revised, but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recommended 
nutrient intakes (RNIs) and tolerable upper intake levels (ULs) for all age groups. Mean 
folate intake did not reach RNI in most age groups and was particularly low in women aged 
15–29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percentages of folate intake to RNI were lower than 
60% in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but serum folate concentrations were higher than 
those in other age groups, presumably due to the use of supplements. Therefore, total folate 
intake, from both food and supplements, should be evaluated. In addition, the database of 
folate in raw, cooked, and fortified foods should be further expanded to accurately assess 
the folate intake of Koreans. Determination of the concentrations of erythrocyte folate and 
plasma homocysteine as well as serum folate is recommended, and quality control of the 
analysis is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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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엽산 (folate)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단일탄소를 전달해 주는 

반응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 엽산은 DNA와 RNA의 합성, 적혈구 형성, 아미노산 대사, 메틸
화반응 등에 필요하므로,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임신기와 성장기에 매우 중요
한 영양소이다 [1]. 여성의 임신 전 적절한 엽산 영양상태는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과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2]. 또한 엽산 섭취 부족은 빈
혈, 고호모시스테인혈증, 심혈관질환, 암, 우울증, 인지 장애, 치매 등 다양한 질병과도 관련
이 있다고 보고되어, 엽산은 전 생애주기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다 [3-5].

엽산의 영양권장량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RDAs)은 1995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
며, 2005년 영양권장량이 영양소 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의 개념으로 전환
되면서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상한섭취량이 제정되었다. 그 후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
로 2010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6]. 이와 같이 1990년대부터 엽산의 섭취
기준이 마련되었고, 한국인의 엽산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식품 중
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가 부족하여 엽산 섭취량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7년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에 1,400 여종의 식품 중 엽산 함량이 발표되어 [7], 

신뢰성 있는 엽산 DB가 구축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인의 대표 표본에 

대한 엽산 섭취량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부터 발표되었다 [8]. 또한 2016–2018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일부의 표본에서 혈청 엽산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엽산 섭취량
과 함께 혈청 엽산 농도의 원시자료가 2021년 공개되었다 [9].

본 연구에서는 엽산의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 및 2020년의 개정 근거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문헌에 보고된 한국인의 엽산 섭취량 및 영양상태를 연령대별로 요약하였다. 또한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부터 한국인의 엽산 섭취량과 혈청 엽산 농도를 성별, 연령대별
로 분석하고, 엽산 섭취량을 섭취기준과 비교하였다.

엽산의 구조와 안정성

엽산은 프테로일글루탐산 (pteroylglutamic acid, folic acid)을 기본 구조로 갖고, 체내에서 

단일 탄소단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식품과 세포 내에 들어있는 

엽산의 주된 형태는 환원형 (tetrahydrofolate, THF)이며, 5-methyl-THF, 5,10-methylene-THF, 

10-formyl-THF 등과 같이 단일 탄소와 결합한 다양한 형태로 조효소 역할을 한다. 또한 세포 

내에서는 프테로일모노글루탐산에 글루탐산이 추가로 연결된 프테로일폴리글루탐산 

(pteroylpolyglutamate)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엽산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엽산 의존 효소에 대한 친화성도 높아진다 [1].

식품에 천연적으로 들어 있는 환원형의 엽산은 불안정하여, 빛이나 산소가 있을 때, 또는 고
온에서 손실된다. 그러나 아스코르브산과 같은 환원제를 식품 시료에 넣어 보관하면 엽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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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유지되어, 오랫동안 손실없이 저장할 수 있다. 엽산 보충제나 엽산 강화식품에는 

천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안정한 형태인 folic acid를 사용한다 [10].

엽산의 역할

엽산은 핵산 합성과 아미노산 대사에서 단일탄소를 전달해 주는 반응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 

엽산은 DNA와 RNA의 구성성분인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 합성에 필요하므로 세포 분열과 성
장에 꼭 필요하다 [1]. 따라서 엽산은 유아기, 성장기, 임신기, 수유기에 필요량이 매우 증가
한다. 엽산이 부족하면 DNA 복제와 세포분열에 이상이 생기므로 세포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골수와 위장 점막에 영향을 주어 거대적아구성 빈혈, 위장장애 등이 나타난다 [11].

엽산은 글리신과 세린이 상호 전환되는 과정, 히스티딘이 분해되는 과정, 호모시스테인으로
부터 메티오닌이 합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 메티오닌은 S-아데노
실메티오닌 (S-adenosylmethionine, SAM)으로 전환되고, SAM은 다양한 대사과정에서 메틸
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엽산이 결핍되면 혈장 호모시스테인은 증가하고 SAM은 부족하게 

되어, 다양한 메틸화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5].

엽산 영양상태의 지표

혈청 엽산 농도
혈청 엽산 농도는 최근 엽산 섭취량을 반영한다. 혈청 엽산 농도가 낮은 경우 일시적인 섭취
량 부족 때문인지, 또는 만성적 결핍 때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적혈구 엽산 농도를 함께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청 엽산 농도는 3 ng/mL (6.8 nmol/L) 미만인 경우 결핍으로 판정
한다 [11].

적혈구 엽산 농도
적혈구 엽산 농도는 장기간의 엽산 상태를 반영하며, 조직의 엽산 저장량을 잘 나타낸다. 적
혈구 엽산 농도가 140 ng/mL (317 nmol/L) 미만인 경우 엽산 결핍으로 판정한다 [11].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으로부터 메티오틴이 합성될 때 메틸기를 제공하는 조효소 역할을 하
므로, 엽산 섭취량이 부족하면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상승한다.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
도는 엽산의 영양상태 외에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연령, 성별, 인종, 유전적 효소이상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14–16 μmol/L 이상을 높은 수준으로 판정한다 [11,12].

이와 같이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엽산 영양상태의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혈장 호모시스테인을 낮은 농도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혈중 엽산 농도를 확인하여, 그 수준
을 적절한 엽산 영양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혈장 호
모시스테인을 엽산 결핍의 기능적 지표로 하였을 때의 엽산 결핍의 판정기준을 혈청 엽산 농
도 4.4 ng/mL (10 nmol/L) 미만, 적혈구 엽산 농도 150 ng/mL (340 nmol/L) 미만으로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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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의 경우 신경관 결손증 예방을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인 400 ng/

mL (906 nmol/L) 이상의 적혈구 엽산 농도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였다 [13].

식이엽산당량
식품 중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천연 엽산의 흡수율은 약 50%이며, 엽산 보충제에 들어 있는 

folic acid 형태는 공복에 섭취하면 100%,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약 85% 흡수된다. 엽산 

강화식품에도 folic acid의 형태로 들어 있으므로, 흡수율은 약 85%로 추정된다 [14]. 이와 같
이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한 보충제와 식품에 첨가된 folic acid는 식품 중의 천연 엽산에 비해 

이용률이 1.7배 (85/50) 높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식이엽산당량 (dietary 

folate equivalent, DFE)을 사용한다.

 식품 중 엽산 1 µg = 1.0 µg DFE

 강화식품 또는 식품과 함께 섭취한 보충제 중의 엽산 1 µg = 1.7 µg DFE

 공복 시 섭취한 보충제 중의 엽산 1 µg = 2.0 µg DFE

일반적으로 식이엽산당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µg DFEs = µg of food folate + (1.7 × µg of folic acid)

엽산 연구에서 고려할 점

식품 중 엽산 함량 측정 시 엽산 추출방법
식품 중의 엽산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엽산 컨쥬게이즈 (folate conjugase) 처리를 하
여 폴리글루탐산 형태의 엽산을 모노글루탐산의 형태로 분해시켜야 한다. 1990년 컨쥬게이
즈와 함께 전분 분해효소와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하였더니 식품 중의 엽산 함량이 증가되
는 것을 알게 된 이후 [15], 식품 중의 엽산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컨쥬게이즈, α-아밀레
이즈, 프로티에이즈의 세가지 효소 (trienzyme)로 처리하여 엽산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16]. 따라서 식품, 모유, 간 등의 조직 중의 엽산 함량을 측정하려면 먼저 trienzyme 처리를 

해야 하며, 컨쥬게이즈만 처리한 경우 엽산 함량이 과소평가된다.

식품 중 엽산 함량 DB
여러 연구에서 발표한 엽산 섭취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섭취량 평가에 사용된 엽산 DB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량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영양소 분석 프로그램인 

Computer-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CAN-Pro;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은 1998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1.0 버전), 2002년 (2.0 버전), 2006년 (3.0 버전), 

2011년 (4.0 버전), 2015년 (5.0 버전)에 각각 영양소 DB를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CAN-Pro 1.0 버전에서는 전체 식품 중 약 20% 정도의 식품에만 엽산 DB가 포함되어 있었고, 

2.0 버전과 3.0 버전에서는 90% 이상의 식품에 엽산 DB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외국
에서 분석한 자료와 대체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엽산 섭취량을 평가하
기에는 미흡하였다 [17]. 한국인 상용식품 중의 엽산 함량을 trienzyme 방법으로 추출하여 분
석한 값이 2003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18], 4.0 버전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엽
산 값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CAN-Pro 3.0 버전에 엽산 분석값을 보완하였거나 4.0 이상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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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그 이전 버전에 비해 섭취량이 높게 평가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7년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부터 trienzyme 방법으로 분석한 엽산 값이 포함되
어, CAN-Pro 6.0부터는 이 값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엽산 측정 방법
식품 중의 엽산 함량 또는 혈액 중의 엽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미생물학적 방법, 단
백질 결합 분석 방법,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
된다 [11,12]. 같은 시료라 하더라도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혈액 

분석의 경우 결핍 판정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 방법이 다른 연구들을 비교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미생물학적 방법
식품 중 엽산 함량 또는 혈액 중 엽산 농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식품
이나 조직 중의 다양한 형태의 총 엽산을 측정할 수 있으며, 미량의 시료로도 측정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숙련되지 않으면 질 

관리가 어렵다. 또한 항생제나 항엽산제를 복용한 사람의 혈액을 분석하는 경우 미생물의 성
장에 영향을 주어 값이 저하될 수 있다.

단백질 결합 분석방법 (protein-binding assay)
동위원소로 표지된 엽산을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도록 하는 방법 (radio-labeled protein 

binding assay)과 엽산 특이 항체를 사용하는 면역학적 방법 (immunobinding assay) 등이 있다. 

분석 키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엽산의 형태에 따라 결합단백질에 대한 

친화도가 다르므로, 다양한 형태의 엽산이 있는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

HPLC 방법
특정 형태의 엽산 함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고, 시료 준비가 까다롭다. 총 엽산 함량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엽산 형태의 함량을 모두 더
해야 하며, 대체로 HPLC로 얻은 값은 미생물학적 분석방법으로 얻은 값보다 낮다.

섭취기준 및 섭취실태

2020년 엽산의 영양소 섭취기준은 2005년 제정 시 사용한 근거 [19]를 기반으로 일부 개정하
였다. Table 1은 2015년과 2020년의 엽산 섭취기준을 요약한 표이다.

영아기 (1세 미만)
충분섭취량
영아 전기 (0–5개월)의 충분섭취량은 모유로부터 섭취하는 엽산의 양으로 설정하였다. 즉, 

모유의 엽산 농도 (85 µg/L) [20]와 모유 섭취량 (0.78 L/d)을 곱하여, 65 µg/d로 설정하였다. 영
아 후기 (6–11개월)의 충분섭취량은 2015년에는 미국 영아의 체중 당 충분섭취량을 참고하여 

80 µg/d로 설정하였으나 [21], 2020년에는 한국 영아 전기의 충분섭취량으로부터 대사체중
을 고려하여 90 µg/d로 설정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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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 섭취실태 및 혈액 수준
우리나라 수유부의 모유 엽산 농도를 trienzyme으로 처리하여 측정하고, 모유수유아의 엽산 

섭취량을 분석한 연구 [22,23]에서 평균 엽산 섭취량은 영아의 충분섭취량보다 높은 수준이
었다 (Table 2). 5개월에 측정한 평균 혈청 엽산 농도는 31.7 ng/mL로 성인보다 매우 높았으며, 

외국에서 보고된 6주 영아 30 ng/mL [24], 6–8개월 22–24 ng/mL [25,26]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
았다. 조제유에는 모유보다 많은 양의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 조제유 수유아의 섭취량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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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015 and 2020 KDRIs: folate1)

Age 2015 KDRIs (µg DFE/d) 2020 KDRIs (µg DFE/d)
EAR RNI AI UL2) EAR RNI AI UL

Infants (mon)
0–5 65 65
6–11 80 903)

Children (yrs)
1–2 120 150 300 120 150 300
3–5 150 180 400 150 180 400

Males (yrs)
6–8 180 220 500 180 220 500
9–11 250 300 600 250 300 600
12–14 300 360 800 300 360 800
15–18 320 400 900 330 400 900
19–29 320 400 1,000 320 400 1,000
30–49 320 400 1,000 320 400 1,000
50–64 320 400 1,000 320 400 1,000
65–74 320 400 1,000 320 400 1,000
≥ 75 320 400 1,000 320 400 1,000

Females (yrs)
6–8 180 220 500 180 220 500
9–11 250 300 600 250 300 600
12–14 300 360 800 300 360 800
15–18 320 400 900 330 400 900
19–29 320 400 1,000 320 400 1,000
30–49 320 400 1,000 320 400 1,000
50–64 320 400 1,000 320 400 1,000
65–74 320 400 1,000 320 400 1,000
≥ 75 320 400 1,000 320 400 1,000

Pregnancy +200 +220 1,000 +200 +220 1,000
Lactation +130 +150 1,000 +130 +150 1,000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DFE, dietary folate equival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AI, 
adequate intake;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1)Women capable of becoming pregnant are recommended to take 400 µg of supplements.
2)µg/d of folic acid taken as a supplement or fortified food.
3)The number in bold indicates revised value in 2020 KDRIs.

Table 2. Folate intake and status of infants
Reference Age 

(mon)
No. Breast milk 

intake  
(mL)

Folate 
concentration in 

breast milk (µg/L)

Folate Intake Folate status Dietary 
assessment 

method

CAN-Pro  
DB  

version1)

Folate 
assayBreast milk 

(µg/d)
Food 

(µg/d)
Total 

(µg/d)
Serum  

(ng/mL)
RBC  

(ng/mL)
HCY  

(µmol/L)
Han et al.  
(2008) [22] & 
Han (2009) [23]

1 17 760.0 124.0 95.0 95.0 31.7 - 4.4 Food record 
(1 d)

3.0+ MB
2 19 855.5 161.0 142.3 142.3
4 19 872.6 144.7 133.1 133.1
5 19 813.7 127.0 110.5 18.6 122.3
6 20 786.3 79.4 42.1 113.1
9 17 621.6 61.3 167.2 214.0

Data are expressed as mean.
RBC, red blood cell; HCY, homocysteine; CAN-Pro, Computer-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DB, database; MB, 
microbiological assay.
1)+ means that the authors added folate values from other sources to the existing version.



유수유아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5개월 조제유 수유아의 혈청 엽산 농도는 모유수유아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혈청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유의하게 더 낮았다 [22].

성장기 (1–18세)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성장기 아동의 엽산 필요량은, 성인의 평균필요량에 대사체중과 성장계수를 고려하여 계산
하였으며, 엽산의 평균필요량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남녀의 평균필요량을 

같은 값으로 설정하였다. 15–18세 청소년의 체중이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남자 1.4 kg, 여
자 0.7 kg 증가하여, 계산된 평균필요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15–18세의 평균필요량은 2015

년 320 µg DFE/d에서 2020년 330 µg DFE/d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연령군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 권장섭취량은 변이계수 10%를 적용하여 평균필요량의 120%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015년 섭취기준과 모두 동일하다 (Table 1).

엽산 섭취실태 및 혈액 수준
1세 이상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엽산의 섭취량과 혈액 수준을 함께 

보고한 연구 결과 [23,27,28]는 Table 3과 같다. CAN-Pro 2.0 버전으로 분석한 Kim 등 [27]의 연
구 에서는 엽산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혈액 수준은 양호하였고, 고등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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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late intake and status of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elderly
Reference Subjects Sex Age 

(yrs)
No. Folate Intake Folate status Dietary  

assessment 
method

CAN-Pro  
DB 

version1)

Folate 
assayFood 

(µg/d)
Total  

(µg DFE/d)
Serum  

(ng/mL)
RBC  

(ng/mL)
HCY  

(µmol/L)
Han (2009) [23] Children 1 18 244.1 33.5 - 3.5 Record (1 d) 3.0+ MB

1.5 19 272.6
2 18 302.6
3 18 342.2

Kim et al. (2007) [27] Children 2 9 97.4 10.0 - - Recall (3 d) 2.0 RI
3 11 105.7 7.3
4 9 135.4 8.5
5 15 190.2 9.0
6 10 181.0 7.4

Kim (2004) [28] Adolescents M 16.9 18 318.7 10.4 740.8 - Recall/Record (3 d) 2.0 RI
F 16.9 10 327.8 8.9 672.3

Lim et al. (2000) [31] Adults F 15–49 91 145.8 6.0 266.3 - Record (1 d) 1.0+ MB
Ahn et al. (2002) [32] Adults F 22.4 30 139.8 7.5 324.8 12.4 Record (3 d) 1.0+ RI
Eom et al. (2005) [33] Adults F 26–40 50 382.9 5.6 - 12.6 Recall 2.0 RI
Han et al. (2005) [34] Adults M 22.8 44 406.0 6.4 316.6 7.3 Recall (3 d) 3.0+ MB

F 20.4 62 305.0 7.5 340.5 6.9
Kim & Lim (2008) [35] Adults F 15–45 36 206.9 10.5 249.9 12.7 Record (3 d) 2.0 MB
Jang et al. (2013) [36] Adults M 22.7 79 429.4 456.2 8.9 398.6 - Recall (3 d) 3.0+ MB

F 20.9 90 328.7 347.0 12.5 405.3 -
Hwang (2014) [37] Adults F 20–39 106 355.7 409.6 12.6 622.4 8.5 Recall (1 d) 4.0 MB
Lee (2016) [38] Adults M 19–59 256 352.2 363.1 9.3 - 9.2 Recall (2 d) 4.0 MB

F 19–59 256 315.7 322.0 12.3 - 7.1
Kim & Cho (2018) [39] Adults M 19–64 68 587.4 649.2 10.3 - - Recall (3 d) 4.0+ MB

F 19–64 186 499.2 557.9 12.5 - -
Lee (2016) [38] Elderly M 60–69 64 413.3 415.4 12.1 - 9.0 Recall (2 d) 4.0+ MB

F 60–69 64 388.2 392.6 18.6 - 7.2
Kim et al. (2011) [40] Elderly M/F 75.1 118 237.8 7.3 - 12.5 Recall 3.0 RI
Data are expressed as mean.
DFE, dietary folate equivalent; RBC, red blood cell; HCY, homocysteine; CAN-Pro, Computer-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DB, database; M, male; F, female; Record, food record; Recall, 24-hour diet recall; MB, microbiological assay; RI, radioimmunoassay.
1)+ means that the authors added folate values from other sources to the existing version.



의 연구 [28]에서는 엽산 섭취량과 적혈구 엽산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들 고등학생은 달리
기 선수로서 열량이나 다른 영양소의 섭취량이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식품 섭취량
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기 (19–64세)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성인의 평균필요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줄만한 하나의 좋은 지표는 없
으므로 적혈구 엽산, 혈청 엽산, 혈장 호모시스테인을 함께 연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통제
된 조건 하에서 섭취한 엽산의 양이 이러한 지표들의 혈중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
절한가를 평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O’Keefe 등 [29]은 5명의 여성에게 319 µg DFE/d (30 µg은 식이로부터, 170 µg은 folic acid로부
터)를 제공하고 통제된 대사연구를 한 결과 5명 중 3명은 적혈구와 혈청 엽산 농도가 결핍수
준으로 감소하였고, 그 중 2명은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16 µmol/L로 증가하였다. 또한 

489 µg DEF/d (30 µg은 식이로부터, 270 µg은 folic acid로부터)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적혈구 

엽산, 혈청 엽산,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되지 않고 정상을 유
지하였으므로 489 µg DFE/d는 평균 필요량을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 역학 자료, 엽산 대사물질의 소변 배설량, 심한 엽산 결핍을 치료한 연구 등을 종합하
였을 때 [30], 평균필요량은 약 320 µg DFE/d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국 성인
의 평균필요량은 320 µg DFE/d로 설정하였다. 권장섭취량은 변이 계수를 10%로 가정하여, 평
균필요량의 120%인 400 µg DFE/d로 설정하였으며, 2015년과 동일하다 (Table 1).

엽산 섭취실태 및 혈액 수준
성인 일부 집단의 엽산 섭취량과 혈액 수준을 함께 보고한 연구 [31-39]에서 혈청 및 적혈구 엽
산,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평균값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CAN-Pro 3.0+ 이상 버
전에서는 섭취량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Table 3).

노년기 (65세 이상)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엽산 흡수나 이용이 감소된다는 연구가 없으므로, 대사연구, 인구 소
집단의 엽산 영양상태를 평가한 연구, 역학 연구 등의 결과에 근거하여 [30] 65세 이상의 집
단의 평균필요량도 성인과 같이 320 µg DFE/d로 설정하였고, 권장섭취량은 변이계수 10%를 

적용하여 400 µg DFE/d로 설정하였으며, 2015년과 동일하다 (Table 1).

엽산 섭취실태 및 혈액 수준
노인 대상의 엽산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38,40], 혈청 엽산과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평균값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Table 3).

임신기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임신기에는 태아와 모체 조직의 성장과 태아로의 엽산의 이동으로 엽산 필요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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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대사 연구에서 임신 중기 (임신 14–25주) 여성에게 600 µg DFE/d를 12동안 섭취시켰
을 때 혈청과 적혈구 엽산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었으며, 비임신여성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600 µg DFE/d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그 외의 보충제 투여 실험, 대사실험, 엽산 대사
물의 소변 배설량 등을 종합하여 [30], 임신부 엽산 평균필요량을 비임신여성의 평균필요량 

320 µg DFE/d에 200 µg DFE/d를 추가하여 520 µg DFE/d로 정하였고, 권장섭취량은 평균필요
량에 10%의 변이계수를 고려하여 620 µg DFE/d로 정하였다.

엽산 섭취실태 및 혈액 수준
임신 여성의 엽산 섭취량과 혈액 수준을 함께 보고한 연구 결과 [42-46]는 Table 4와 같다. 임
신 여성의 식품으로부터의 엽산 섭취량은 매우 적어, DB의 미흡을 고려하여도 보충제를 복
용하지 않으면 권장섭취량인 620 µg DFE/d를 섭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
임기 여성의 경우 적혈구 엽산 농도를 400 ng/m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는데 [13], 보충
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 평균 적혈구 엽산 농도가 400 ng/mL 미만이었다.

수유기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수유부의 엽산 섭취기준은 비임신 비수유 여성의 필요량에 모유로 분비되는 양을 부가하였
다. 모유의 엽산 농도 (85 µg/L) [20]와 모유분비량 (0.78 L/d)을 곱하면 65 µg/d가 필요하고, 여
기에 식품 중의 엽산 흡수율 50%를 고려하여 보정계수 2를 곱하면 부가량은 130 µg DFE/d가 

된다. 따라서 수유부의 평균필요량은 비임신 비수유 여성의 평균필요량 320 µg DFE/d에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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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late intake and status of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Reference Subjects Age 

(yrs)
No. Folate Intake Folate status Dietary 

assessment 
method

CAN-Pro 
DB version

Folate 
assayFood 

(µg/d)
Total  

(µg DFE/d)
Serum  

(ng/mL)
RBC  

(ng/mL)
HCY 

(µmol/L)
Ahn et al. 
(2000) [42]

Pregnancy Supplement user 29.5 20 136.8 616.8 6.0 - - FFQ 1.0 RI
Supplement non-user 9 128.9 128.9 6.9

Lee & Lim 
(2001) [43]

Pregnancy Early 29.7 6 105.0 105.0 7.3 378.7 - Recall 1.0 MB
Mid 132.0 1,237.0 7.4 431.1
Late 125.0 1,281.0 14.0 458.0

Postpartum 1 mon 128.0 128.0 11.6 367.0
2 mon 132.0 132.0 11.7 360.1
3 mon 139.0 139.0 8.5 305.6

Lee et al. 
(2004) [44]

Pregnancy Early 28.4 151 230.8 5.5 266.6 - Recall (1 d) 1.0 MB

Lee et al. 
(2005) [45]

Pregnancy Early 29.9 27 293.0 9.8 - - Recall 2.0 RI
Mid 281.2 10.5
Late 267.8 10.7

Kim et al. 
(2013) [46]

Pregnancy Mid 19–45 1,105 354.4 886.3 9.6 - - Recall (1 d) 3.0 RI

Jeong & Lim 
(2008) [47]

Lactation 
(supplement 
user)

1 mon 34.3 6 466.0 913.0 7.7 331.2 6.7 Recall (1 d) 2.0 MB
2 mon 6 257.0 695.0 6.6 307.2 7.7
3 mon 6 246.0 691.0 6.2 273.2 7.8
6 mon 4 285.0 732.0 5.7 267.6 7.7

Lactation 
(supplement 
non-user)

1 mon 4 532.0 532.0 4.9 299.9 7.2
2 mon 4 304.0 304.0 4.7 267.2 7.8
3 mon 4 238.0 238.0 4.9 257.7 8.0
6 mon 6 298.0 298.0 4.5 242.7 7.7

Data are expressed as mean.
DFE, dietary folate equivalent; RBC, red blood cell; HCY, homocysteine; CAN-Pro, Computer-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DB, database; FFQ,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Recall, 24-hour diet recall; RI, radioimmunoassay; MB, microbiological assay.



µg DFE/d를 더하여 450 µg DFE/d, 권장섭취량은 평균필요량에 10%의 변이계수를 고려하여 

550 µg DFE/d로 정하였다.

엽산 섭취실태 및 혈액 수준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수유 여성의 엽산 섭취량은 매우 낮았고, 보충제 복용 여부와 상관
없이 수유기간이 증가할수록 혈청 및 적혈구 엽산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적혈구 엽산 농도
는 400 ng/mL 미만이었다 (Table 4) [47]. 따라서 수유 여성도 엽산 보충제 복용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상한섭취량
자연식품으로부터 섭취한 과량의 엽산과 관련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어, 안전한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합성 형태인 folic acid는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거대적아구성 빈혈을 적어
도 일시적으로 호전시키고 질병의 시기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켜 비타민 B12 결
핍으로 인한 신경 기능 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성빈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folic acid를 보충한 연구에서 엽산 5 mg/d 이상을 보충한 연구
에서는 신경계 질환으로 진행된 사례가 100 여건 이상 보고되었으며, 5 mg/d 미만으로 보충
한 연구에서는 8건이 보고되었다 [48]. 또한 신경관결손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4 mg/d의 엽산
을 보충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유해영향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49], 최저유해용량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을 5 mg/d로 채택하였고, 독성종말점인 신경증세의 비가
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불확실성 계수 (uncertainty factor, UF) 5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성인
의 경우 LOAEL 5 mg/d를 UF 5로 나누어 상한섭취량을 1 mg/d로 설정하였다 [30].

 엽산 상한섭취량 = LOAEL/UF = 5 mg/5 = 1 mg/d

임신부와 수유부의 상한섭취량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1 mg/d로 설정하였으며, 성장기 아동
에 대한 상한섭취량은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300 µg/d (1–2세)에서 900 µg/d (15–18세)로 설정
하였다.

다른 나라의 엽산 영양소 섭취기준
다른 여러 나라의 엽산 영양소 섭취기준은 Table 5와 같다. 대부분 각 나라별로 혈장 호모시
스테인을 유지하면서 혈청 엽산 농도와 적혈구 엽산 농도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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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folate in different countries
Country Unit Adults (RNI) Pregnancy (RNI) Lactation (RNI) Infants (AI)

(0–4 or 0–5 mon) (4–11 or 5–11 mon)
United Kingdom (2016) [2,50] µg 200 300 260 50 50
Japan (2020) [51] µg 240 480 340 40 60
EFSA (2014) [52] µg 330 600 500 - 80
Nordic countries (2012) [52] µg 300 500 500 50 50
Netherlands (2003) [52] µg DFE 300 400 400 50 60
Germany/Austria/Switzerland (2013) [52] µg DFE 300 600 600 60 80
USA/Canada (1998) [30] µg DFE 400 600 500 65 80
Australia/New Zealand (2017) [53] µg DFE 400 600 500 65 80
FAO/WHO (2004) [52] µg DFE 400 600 500 80 80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AI, adequate intake; DFE, dietary folate equivalent.



의 엽산 섭취량으로부터 설정하였다 [2,30,50-53]. 영국과 일본은 낮은 편이었으며, 호주/뉴
질랜드, FAO/WHO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대사 연구를 근거로 성인의 경우 400 µg DFE

로 설정하였다.

신경관결손증 예방을 위한 섭취기준
신경관 결손증 (neural tube defects, NTDs)은 초기 배아 발달 동안 신경관이 불완전하게 폐쇄
되어 나타나는 무뇌증, 척추이분증 등의 선천성 기형이다. 임신 초기에 엽산 상태의 불량은 

태아의 신경관결손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49]. 수정 후 28일 이내에 태아의 신경관
이 폐쇄되므로 임신 전부터 엽산을 보충해야 하지만, 50% 이상의 임신이 계획되지 않고 일어
나며, 임신을 알게 된 후 신경관결손증을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다 [54].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가임기 여성은 400 µg/d의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산부인과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과 마찬
가지로 [55]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은 적어도 임신 4주 전부터 임신 후 12주까지 400 

µg/d의 엽산 보충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한국인의 엽산 영양상태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인의 엽산 섭취량은 식품 중의 엽산 DB의 부족으로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년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에 전체 식품 3,000개 중에
서 47%인 1,416개의 식품에 엽산 값이 발표된 이후 [7], 이를 기반으로 2019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에 처음으로 엽산 섭취량이 포함되었고 [8], 그 후 2016–2018년 통합 원시자료가 공
개되었다 [9].

Table 6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로부터 성별, 연령별 평균 엽산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이고, Fig. 1은 성별, 연령별 엽산의 평균 섭취량을 권장섭취량에 대한 비율로 나
타낸 것이다. 1세 이상 한국인이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엽산의 평균 섭취량은 295.5 µg DFE/

d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19–29세, 여자의 경우 15–18세가 권장섭취량에 비해 가장 섭취비율
이 낮았다.

Fig. 2는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섭취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한 비율은 남자는 15–18, 19–29세가 65%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15–18세, 75세 이상, 임신부, 수유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Table 7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자료로부터 분석한 성별, 연령별 평균 혈청 엽
산 농도와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남자의 경우 섭취량과 비슷하게 15–18세, 19–29세의 농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한 비율이 높았던 임신부, 수유
부의 혈청 농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보충제 섭취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임신부의 경우 66.7%가 임신 기간 중에 [56], 26.4%가 임신 전에 복용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57]. 따라서 식품뿐 아니라 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엽산의 양을 조사하고, 총 엽산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엽산 영양상태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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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엽산 섭취기준 개정을 위한 제언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엽산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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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etary intake of folate based on 2016–2018 KNHANES1)

Age (yrs) No. Mean ± SE (µg DFE/d)
Total 9,116 295.5 ± 2.4
Children

1–2 411 166.4 ± 5.7
3–5 686 204.8 ± 7.0

Males
6–8 336 243.1 ± 8.2
9–11 317 274.5 ± 11.0
12–14 296 287.4 ± 11.1
15–18 346 306.2 ± 11.0
19–29 557 296.7 ± 7.4
30–49 1,071 369.3 ± 6.8
50–64 553 389.9 ± 8.9
65–74 190 364.9 ± 11.5
≥ 75 100 320.8 ± 22.7

Females
6–8 347 205.6 ± 5.7
9–11 327 243.5 ± 7.1
12–14 251 252.8 ± 10.2
15–18 293 217.3 ± 7.6
19–29 610 239.2 ± 5.8
30–49 1,500 290.4 ± 4.3
50–64 614 338.2 ± 7.7
65–74 117 300.2 ± 22.3
≥ 75 84 227.3 ± 13.2

Pregnancy 46 349.6 ± 25.9
Lactation 64 312.3 ± 20.4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FE, dietary folate equivalent.
1)The data was analyzed using survey procedure by SAS (version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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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ercentage of folate intake to Korean RNI by sex and age group.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엽산 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며, 엽산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식품 중 엽산 함량에 대한 DB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엽산 섭취량 평가를 위한 생식품, 조리된 식품, 강화식품의 엽산 
함량에 대한 DB 구축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에 식품 중의 엽산 함량이 분석되어 구축되고 있으나, 국
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DB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엽산 강
화 식품의 경우 강화된 folic acid의 함량도 분석하여야 DFE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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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ercent distribution of Koreans according to KDRIs for folate by sex and age group.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또한 수용성 비타민인 엽산은 조리과정 중 열에 의해 파괴되거나 용출되어, 조리된 음식의 

엽산 함량은 생식품의 엽산 함량에 비해 낮아진다. 따라서 생식품의 엽산 함량을 이용하여 

섭취량을 평가하는 경우 과대평가될 수 있다 [34,58]. 한국인의 엽산 섭취량을 정확히 평가하
기 위해서는 식품의 조리 전후의 중량 변화 계수와 조리 후 retention factor 등을 구축하여, 조
리 후 엽산 함량에 대한 DB가 필요하다.

엽산 보충제 섭취량 평가

엽산 섭취량과 혈액 수준과의 관련성 및 영양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보충제 섭취량은 필수
적이다. 현재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 보충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로 섭취하는
지는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임기 여성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9.4%가 엽산 보충제를 복
용한다고 응답하였고 [59], 임신 여성의 경우 66.7%가 임신 기간 중에 복용하였다고 응답하
였다 [56]. 2017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임산부용 보충제의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을 분석한 연
구에 의하면 264개의 영양 보충제 중 엽산이 함유된 것이 66.3%로 가장 많았고, 그 중 8%는 

제시된 복용량대로 복용하는 경우 상한섭취량을 초과하였다 [60].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18년부터 복용 중인 영양 보충제를 조사하여 칼슘, 인, 철, 비타
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의 8개 영양소에 대해서 보충제로부터의 섭취
량을 산출하여 원시자료를 공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엽산 섭취량도 산출
하여 공개하면 식품뿐 아니라 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총 엽산 섭취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혈액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혈액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섭취수준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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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an serum folate concentration and percentiles based on 2016-2018 KNHANES1)

Age (yrs) No. Mean ± SE (ng/mL) Percentile
2.5 5 10 25 50 75 90 95 97.5

Total 2,697 6.6 ± 0.1 2.3 2.6 3.0 4.1 5.8 8.3 11.3 13.3 14.8
Males

10–11 65 8.0 ± 0.4 3.4 3.8 4.3 5.2 7.9 10.2 10.6 12.0 13.1
12–14 118 6.3 ± 0.3 2.4 2.4 3.3 4.3 6.0 7.3 9.3 11.9 13.2
15–18 160 4.7 ± 0.2 1.9 2.0 2.4 3.1 4.0 5.3 7.7 8.6 11.3
19–29 239 4.6 ± 0.2 1.9 2.1 2.4 3.0 3.8 5.6 7.9 8.9 9.9
30–49 438 6.0 ± 0.2 2.4 2.6 2.9 3.8 5.4 7.2 9.9 12.2 13.1
50–64 206 6.7 ± 0.2 2.7 3.0 3.4 4.5 5.8 8.0 10.8 12.0 14.1
65–74 55 7.1 ± 0.6 1.9 2.2 3.6 4.2 6.2 9.2 11.9 13.6 14.6
75+ 18 5.3 ± 0.6 2.4 2.6 2.8 3.3 3.7 6.8 9.5 9.9 10.2

Females
10–11 66 7.4 ± 0.4 3.4 3.8 4.6 5.5 7.1 8.8 10.5 12.4 13.3
12–14 102 7.1 ± 0.4 2.7 3.2 3.4 4.4 6.2 8.9 11.9 13.6 14.3
15–18 119 6.1 ± 0.3 2.3 2.5 3.0 4.2 5.6 7.5 9.8 11.7 13.2
19–29 263 6.3 ± 0.2 2.7 3.0 3.3 4.2 5.5 7.6 10.1 12.3 13.6
30–49 565 8.0 ± 0.2 2.9 3.6 4.1 5.4 7.3 10.0 13.0 14.7 15.6
50–64 222 9.1 ± 0.3 3.3 3.7 4.7 6.7 8.6 11.4 13.6 15.2 16.5
65–74 17 11.8 ± 1.1 5.0 5.1 5.6 8.8 12.3 14.3 15.4 15.9 16.2
75+ 8 7.5 ± 0.7 3.3 3.3 3.7 5.5 7.0 7.4 9.4 10.7 13.1

Pregnancy 13 13.6 ± 0.8 8.4 8.4 8.4 11.8 14.0 15.2 16.2 16.3 16.3
Lactation 23 11.3 ± 1.0 4.2 4.4 5.1 8.3 11.5 14.1 16.8 18.0 18.5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Serum folate was measured by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urvey procedure by SAS (version 9.4).



엽산 분석 방법의 질 관리

엽산은 식품 중의 함량이나 혈액 중의 농도가 매우 낮고, 불안정하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므로 분석 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험의 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정확한 값을 얻
을 수 있다. 엽산 분석 방법으로는 미생물학적 방법, 단백질 결합 분석 방법, HPLC, LC-MS/MS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사용되며 [11,12],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
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혈액 중 엽산 분석 방법이 연도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연도별 영
양상태의 비교에 보정이 필요하게 된 사례가 있으므로 [61],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혈액 중 

엽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질 관리를 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혈청 엽산 뿐만 아니라 적혈구 엽산과 혈장 호모시스테
인 농도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요약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핵산 합성과 아미노산 대사에서 단일탄소
를 전달해 주는 반응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 엽산은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임신
기와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여성의 임신 전 적절한 엽산 영양상태는 신경관 결
손증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엽산 섭취 부족은 빈혈, 고호모시스테인혈증, 심
혈관질환, 암, 인지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엽산은 전 생
애주기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 

한국인 엽산 섭취기준의 개정 근거를 살펴보고, 국민건강영양조사로부터 엽산 섭취량과 혈
청 엽산 농도를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엽산 섭취기준 개정에 참고할 만한 내
용을 제언하였다. 표준체중의 변경에 따라 영아 후기의 충분섭취량과 15–18세의 평균필요량
이 2015년과 달리 변경되었으나, 권장섭취량과 상한섭취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연령에서 엽산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
였으며 특히 15–29세 여성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 대비 매우 낮았다. 임신부와 수유부의 엽
산 섭취량도 권장섭취량 대비 60% 이하로 낮았으나, 혈액수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보
충제를 섭취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충제 섭취량도 조사해야 할 

것이며, 엽산의 섭취량 평가를 위해서는 생식품, 조리된 식품, 강화식품 중의 엽산 함량에 대
한 DB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혈청 엽산 뿐 아니라 적혈구 엽산 농도와 혈장 호모시스
테인 농도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방법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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