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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boflavin and its derivatives, flavin mononucleotide (FMN) and flavin adenine dinucleotide 
(FAD), are key components of mitochondrial energy metabolism and oxidation-reduction 
reactions. Proposed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 that is,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EARs), for riboflavin, based on current knowledge of riboflavin and riboflavin 
derivative levels, and glutathione reductase activity, are 1.3 mg/d for men aged 19–64 years and 
1.0 mg/d for women aged 19–64 years. By applying a coefficient of variance of 10%, reference 
nutrient intakes (RNIs) were set at 1.5 mg/d for men aged 19-64 years and 1.2 mg/d for women 
aged 19-64 years. Likewise, EARs and RNIs of riboflavin intake were proposed for all age 
groups and women in specific life stages such as pregnancy. Mean adult riboflavin intake for 
adults aged ≥ 19 years was 1.69 mg/d i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20, which was 124.9% of EAR according to the 2020 KDRIs. In the 
2015-2017 KNHANES study, the mean riboflavin intake from foods and supplements was 
2.79 mg/d for all age groups, and 32.7% of individuals consumed less riboflavin than EAR 
according to the 2020 KDRIs. For those that used supplements, mean intakes were 1.50 
mg/d for riboflavin from foods, 10.26 mg/d from supplements, and 11.76 mg/d from food and 
supplements, and 5.5% of individuals consumed less riboflavin than EAR. Although the upper 
limit of riboflavin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merits of increasing supplement use warrant 
further consideration. Also, additional epidemiologic and intervention studies are required to 
explore the role of riboflavin in the etiology of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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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타민 B2로 명명되는 리보플라빈의 화학명은 7,8-Dimethyl-10-[(2S,3S,4R)-2,3,4,5-tetrahydroxy-

pentyl]benzo[g]pteridine-2,4-dione (분자식: C17H20N4O6)이며, 주로 인산기와 결합한 플라빈 모
노뉴클레오티드 (flavin mononucleotide, FMN) 또는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flavin 

adenine dinucleotide, FAD)의 형태로 에너지 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에 조효
소로 작용한다 [1]. FAD와 FMN은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의 대사경로에서 작용할 뿐만 아
니라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전환될 때, 비타민 B6가 pyridoxal 5′-phosphate로 전환될 때도 

필요해 리보플라빈 부족으로 인한 결핍증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결
핍증으로 구순 구각염, 설염, 지루성 피부염 및 빈혈을 들 수 있다 [2]. 그러나 임상적 결핍증
을 나타내지 않는 최소 필요량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혈액이나 적혈구의 리보플
라빈, FAD, FMN 농도를 측정하거나 FAD 첨가 전후의 적혈구 글루타티온 환원효소 활성계
수 (Erythrocyte Glutathione Reductase Activity Coefficient, EGRAC)를 측정하는 방법, 소변으
로의 리보플라빈 배설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리보플라빈의 평균필요량 설정에 주로 이용되
고 있다 [3].

리보플라빈은 한국인에게서 섭취 부족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로 국민건강통계에서 

에너지, 칼슘, 철, 비타민 A와 함께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을 산출할 때 고려하는 영양소이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2015 영양소 섭취
기준 적용)는 27.7%로, 2010년 43.8% 대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4]. 또한 최근 비타
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리보플라빈 외에도 복
합비타민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에 대한 평가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영양소로 체위변화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의 변화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시 리보플라빈의 평균필요량과 권
장섭취량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2020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리보플라빈 섭취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있어 고려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리보플라빈 섭취기준 제정 배경 및 영양상태 평가방법

결핍예방과 함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 및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2010년 한국인 영
양소 섭취기준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리보플라빈의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이 설정되었
다. 리보플라빈은 식사 또는 영양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데, 적정한 리보플라빈 섭
취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첫째, 적혈구의 리보플라빈, FAD, FMN의 농도, 둘째, EGRAC 측
정법, 셋째, 공복, 무작위, 또는 24시간 소변 중 리보플라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적혈구 

리보플라빈 수준은 형광측정법과 미생물 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400 nmol/L 

(15 μg/100 mL) 이상을 적정수준, 270 nmol/L (10 μg/100 mL) 이하를 결핍으로 한다. 그러나 판
정 범위가 작아 검사의 민감도로 인한 판정 오류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5]. EGRAC 방법은 

FAD 첨가 후 EGRAC 값이 1.2 이하인 경우 적정수준, 1.4 이상이면 결핍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의 경우 리보플라빈의 조효소로서의 생화학적 기능성 평가가 가능해 2003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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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National Diet and Nutrition Surveys (NDNS)에서 활용되었다 [6]. 그러나 EGRAC의 경우 

연령별 판정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성별, 연
령별, 생애주기별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에 일관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나 활동
량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7]. 24시간 소변의 리보플라빈 

배설량 분석은 체내 저장량이 포화되고 남은 리보플라빈은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원리를 이
용한 것으로 HPLC 형광검출법이나 미생물측정법을 사용해 총 리보플라빈 배설량이나 크레
아티닌으로 보정한 배설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리보플라빈 섭취량 분석과 함께 리보
플라빈 영양상태 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리보플라빈 섭취량과 소변으로 배
설되는 리보플라빈 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체내 포화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평균필요
량 설정에 사용했다 [8].

2020 리보플라빈 섭취기준 설정의 근거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2020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은 19–64세 성인 남자 1.3 

mg/d, 19–64세 성인 여자 1.0 mg/d로 제안되었다. 이는 2020 일본 성인의 리보플라빈 평균필
요량과 유사한 수준 (남자 18–49세 1.3 mg/d, 50–64세 1.2 mg/d, 여자 18–64세 1.0 mg/d)이고 

[9],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이 낮은 미국 성인의 평균필요량 (19–70세 남자 1.1 mg/d, 여자 0.9 

mg/d) [10]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Table 1).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연구가 있다. 1994년 발표
된 Hwang [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리보플라빈을 함유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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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vised reference values of riboflavin intake (mg/d): 2020 KDRIs
Sex Age 2020 KDRIs 2015 KDRIs Revised value

EAR RNI AI UL EAR RNI AI UL
Infants 0–5 (mon) 0.3 0.3

6–11 0.4 0.4
Children 1–2 (yrs) 0.4 0.5 0.5 0.6 O

3–5 0.5 0.6 0.6 0.7 O
Males 6–8 (yrs) 0.7 0.9 0.7 0.9

9–11 0.9 1.1 0.9 1.1
12–14 1.2 1.5 1.2 1.5
15–18 1.4 1.7 1.4 1.7
19–29 1.3 1.5 1.3 1.5
30–49 1.3 1.5 1.3 1.5
50–64 1.3 1.5 1.3 1.5
65–74 1.2 1.4 1.3 1.5 O
75+ 1.1 1.3 1.3 1.5 O

Females 6–8 (yrs) 0.6 0.8 0.6 0.7 O
9–11 0.8 1.0 0.8 0.9 O
12–14 1.0 1.2 1.0 1.2
15–18 1.0 1.2 1.0 1.2
19–29 1.0 1.2 1.0 1.2
30–49 1.0 1.2 1.0 1.2
50–64 1.0 1.2 1.0 1.2
65–74 0.9 1.1 1.0 1.2 O
75+ 0.8 1.0 1.0 1.2 O

Pregnancy +0.3 +0.4 +0.3 +0.4
Lactation +0.4 +0.5 +0.4 +0.4 O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 referent nutrient intake; AI, adequate intake;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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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식사를 제공한 결과, EGRAC 값을 1.2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1.02 

mg/1,000 kcal로 보고되었다, 1996년에 발표된 농촌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두 편의 연구 

[12,13]에 따르면, EGRAC 평균이 1.22일 때 리보플라빈 평균 섭취량이 0.87–1.02 mg/d로 평균
필요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후 2015년 보고된 20–64세 성인 412명을 대상으로 한 Choi 등 

[14]의 연구에서 식사와 보충제로 섭취한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2.87 mg/d이었다. 이 중 149명
을 대상으로 측정한 리보플라빈 소변배설량은 평균 205.1 μg/g 크레아티닌이었고, 리보플라
빈 소변배설량이 27 μg/g 크레아티닌 미만인 리보플라빈 결핍 추정 비율은 11%였다. 리보플
라빈을 양호하게 섭취했다고 할 수 있는 리보플라빈 소변배출량이 27 μg/g 크레아티닌 이상
인 남녀의 리보플라빈 섭취량의 중앙값 (median)은 각각 1.37 mg/d와 1.33 mg/d로 보고되었
다. 이를 근거로 2020 성인의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동일
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0년에 리보플라빈의 새로운 섭취기준 값을 설정하기에
는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5년 전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증거나 임상적 결핍 사례가 보고된 바
가 없으며, 주요 식품급원의 섭취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3].

노인의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은 2010, 2015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 당시 에너지 필요량이 감
소되더라도 노인기 소화흡수율의 저하나 대사율 감소 및 간기능 저하를 감안하여 성인과 동
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나, 리보플라빈의 경우 티아민과 나이아신과 함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받는 영양소로 에너지 대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2020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노인
기 대사체중 감소를 감안하여 체중비율을 적용하였다. 비록 노인의 리보플라빈 요구량은 젊
은 성인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15,16]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Lim과 Yoon [17]

의 연구에 따르면 95명의 60–83세의 노인이 평균 0.92 mg/d의 리보플라빈을 섭취하였고, 24

시간 리보플라빈 소변배설량은 175.6 μg (293.4 μg/g 크레아티닌)으로 생화학적 리보플라빈 

영양상태가 양호하였다. 따라서, 2020 노인의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은 성인의 평균필요량
으로부터 에너지 대사를 감안한 체중비율을 적용하여 외삽하였고, 64–74세 남녀 모두 2015

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 대비 0.1 mg/d, 75세 이상은 0.2 mg/d 더 

낮게 설정되었다. 외국의 리보플라빈 평균필요량 설정 사례를 보면,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
우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안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체중비율을 적용하고 있
다 [9]. 이에 따라 노인에서 2020년 리보플라빈 섭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15년 섭취기준
과 비교할 때보다 리보플라빈 결핍 비율 감소가 예상되므로 리보플라빈 영양상태에 대한 추
이 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기 아동의 경우, 평균필요량을 설
정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준체중과 성장계수를 고려하여 성인의 평균섭
취량에서 외삽하여 적용하였다. 또 연령별, 성별 리보플라빈 권장섭취량은 다른 영양소와 마
찬가지로 각 생애주기 구간별 평균필요량에 변이계수 10%를 적용하여 평균필요량의 12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한국인의 리보플라빈 섭취 현황

최근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리보플라빈 평균 섭취량은 

1.69 mg/d이며, 이는 권장섭취량 대비 124.9%였고, 70세 이상에서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
이 가장 낮았다 (남자 93.8%, 여자 96.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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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2020 리보플라빈 섭취기준 설정을 위해 2015–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19,20]

를 기반으로 식품과 보충제로부터의 리보플라빈 섭취량을 분석한 것이다. 보충제를 포함한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1세 이상 평균 2.79 mg/d이었고, 전체의 32.7%가 2020 영양소 섭취기준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보플라빈을 함유하는 보충제를 복용하
는 군과 복용하지 않는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2020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은 보충
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 36.6%에 비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5.5%로 섭취기준 충족에 있
어 보충제 섭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충제 섭취자들의 보충제로부터의 리보플
라빈 섭취량은 평균 10.26 mg/d로 이들이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1.50 mg에 비해 약 6.8배 높
은 수준이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양을 포함하더라도 2020 평균필요량 미만으
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은 75세 이상 노인군으로, 여자 노인의 80.9%와 남자 노인의 

65.1%로 나타났으며, 리보플라빈 함유 보충제를 복용하는 비율은 75세 이상 남녀 각각 9.7%

와 10.0%로 보충제 복용자 중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은 남녀 각각 40.9%와 19.5%였
다. 19-64세 성인에서 리보플라빈 함유 보충제 섭취 비율은 남자 12.8%, 여자 16.5%였고, 보
충제를 복용하지 않는 성인 남성의 경우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리보플라빈은 19–29세 1.62 

mg/d, 30–49세 1.71 mg/d, 50–64세 1.63 mg/d인데 비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19–29세 6.14 

mg/d (식품으로부터 1.86 mg/d), 30–49세 14.55 mg/d (식품으로부터 1.85 mg/d), 50–64세 11.89 

mg/d (식품으로부터 1.76 mg/d)로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양의 2.3배에서 6.9배에 달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성인 여성의 전체의 보충제 포함 평균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19–29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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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boflavin intakes (mg/d) from food and dietary supplements in Koreans (2015–2017 KNHANES)
Sex- and age-
specific groups

All Non-users Users
No. Food & Dietary 

supplement 
(Mean ± SE)

% less 
than 2020 

EAR

No. (%) Food 
(Mean ± SE)

% less than 
2020 EAR

No. (%) Food 
(Mean ± SE)

Dietary 
supplement 
(Mean ± SE)

Food & Dietary 
supplement 
(Mean ± SE)

% less than 
2020 EAR

Males & Females (yrs)
1–2 134 1.04 ± 0.06 9.3 111 (82.8) 0.92 ± 0.05 10.9 23 (17.2) 0.92 ± 0.09 0.82 ± 0.17 1.73 ± 0.23 0.0
3–5 244 1.25 ± 0.07 8.8 209 (85.7) 1.17 ± 0.07 10.4 35 (14.3) 0.95 ± 0.07 0.71 ± 0.11 1.67 ± 0.14 0.0

Males (yrs)
6–8 126 1.63 ± 0.12 9.3 107 (84.9) 1.43 ± 0.07 10.4 19 (15.1) 1.03 ± 0.10 1.84 ± 0.73 2.87 ± 0.73 2.5
9–11 100 2.12 ± 0.44 15.3 95 (95.0) 1.67 ± 0.09 16.2 5 (5.0) 1.46 ± 0.37 8.06 ± 6.43 9.52 ± 6.66 0.0
12–14 110 2.19 ± 0.45 33.0 107 (97.3) 1.74 ± 0.09 33.6 3 (2.7) 1.88 ± 0.26 26.63 ± 15.33 28.50 ± 15.48 0.0
15–18 116 3.25 ± 1.40 39.5 108 (93.1) 1.65 ± 0.08 41.9 8 (6.9) 1.50 ± 0.32 26.34 ± 18.70 27.84 ± 18.44 3.1
19–29 261 1.82 ± 0.12 43.0 249 (95.4) 1.62 ± 0.07 44.7 12 (4.6) 1.86 ± 0.40 4.29 ± 1.84 6.14 ± 1.96 6.7
30–49 733 3.34 ± 0.38 31.9 635 (86.6) 1.71 ± 0.04 35.7 98 (13.4) 1.85 ± 0.09 12.66 ± 2.48 14.51 ± 2.50 6.1
50–64 480 3.26 ± 0.60 38.0 401 (83.5) 1.63 ± 0.09 44.1 79 (16.5) 1.76 ± 0.12 10.13 ± 3.39 11.89 ± 3.44 5.7
65–74 167 2.48 ± 0.38 50.9 134 (80.2) 1.20 ± 0.06 60.7 33 (19.8) 1.65 ± 0.14 6.01 ± 1.46 7.66 ± 1.48 11.0
75+ 93 1.61 ± 0.42 65.1 82 (88.2) 1.09 ± 0.11 67.7 11 (11.8) 0.80 ± 0.17 5.64 ± 3.59 6.44 ± 3.67 40.9

Females (yrs)
6–8 127 1.18 ± 0.05 11.9 117 (92.1) 1.11 ± 0.05 12.1 10 (7.9) 1.07 ± 0.15 0.86 ± 0.17 1.92 ± 0.22 10.1
9–11 129 1.51 ± 0.07 13.5 119 (92.2) 1.42 ± 0.07 14.9 10 (7.8) 1.62 ± 0.15 0.70 ± 0.16 2.32 ± 0.15 0.0
12–14 102 2.88 ± 1.08 35.6 98 (96.1) 1.31 ± 0.06 37.5 4 (3.9) 1.35 ± 0.17 31.88 ± 16.58 33.23 ± 16.49 0.0
15–18 102 1.30 ± 0.08 43.9 98 (96.1) 1.26 ± 0.08 46.0 4 (3.9) 1.63 ± 0.27 0.61 ± 0.20 2.24 ± 0.28 0.0
19–29 269 2.36 ± 0.39 34.0 243 (90.3) 1.31 ± 0.05 36.6 26 (9.7) 1.50 ± 0.19 9.35 ± 3.34 10.86 ± 3.36 12.7
30–49 996 2.98 ± 0.36 29.5 839 (84.2) 1.31 ± 0.02 34.0 157 (15.8) 1.35 ± 0.06 10.82 ± 2.14 12.17 ± 2.14 4.7
50–64 459 4.13 ± 0.63 29.3 357 (77.8) 1.25 ± 0.04 37.8 102 (22.2) 1.31 ± 0.07 11.70 ± 2.34 13.01 ± 2.35 2.9
65–74 73 5.19 ± 2.65 47.0 61 (83.6) 0.99 ± 0.09 60.9 12 (16.4) 1.01 ± 0.25 18.37 ± 9.66 19.38 ± 9.67 0.0
75+ 77 3.10 ± 1.74 80.9 70 (90.9) 0.63 ± 0.06 87.8 7 (9.1) 0.85 ± 0.16 24.44 ± 15.81 25.29 ± 15.75 19.5

All persons 1+ 4,898 2.79 ± 0.15 32.7 4,240 (86.6) 1.45 ± 0.02 36.6 658 (13.4) 1.50 ± 0.04 10.26 ± 0.99 11.76 ± 1.00 5.5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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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 30–49세 2.98 mg/d, 50–64세 4.13 mg/d로 각각 34.0%, 29.5%, 29.3%가 평균필요량 미만
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성인 여성의 평균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19–29세 10.86 mg/d, 30–49세 12.17 mg/d, 50–64세 13.01 mg/d이었다. 남녀 성인 모두 

보충제 섭취군 중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 군에 비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9,20].

2013–2015, 2016–2017 국민건강영양 통계결과에서도 유제품과 난류, 육류, 가금류와 생선류
의 동물성 식품을 리보플라빈의 대표적인 식품 급원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외에 두류, 녹색
채소류, 곡류 등도 리보플라빈의 급원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21].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
준의 1회 분량 [22] 을 적용하여 국가표준식품성분표 DB에 근거한 1회 분량 당 리보플라빈 함
량을 분석해 보면, 45 g 당 1.54 mg의 리보플라빈을 함유한 쇠간이 1위로 이는 성인의 권장섭
취량을 상회하는 양이었다. 그 외 라면 1개에는 0.86 g, 우유 1컵에는 0.32 mg, 고등어 70g (1토
막)에는 0.32 mg, 달걀 1개에는 0.28 mg의 리보플라빈이 함유되어 있다. 2020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1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섭취 빈도를 감안한 리보플라빈 급원 식
품으로 기여도가 높은 식품은 달걀, 라면, 돼지고기, 우유, 간장, 쇠고기, 배추김치, 닭고기, 

고춧가루, 시리얼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라면이, 여성의 경우 달걀이 가장 기여도가 높은 식
품군으로 꼽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대표적 급원식품인 우유로
부터의 리보플라빈 섭취기여도는 여성에서 2위로 남성에서 5위로 나타났다 [18].

향후 리보플라빈 섭취기준 개정을 위한 제언

최근 영양보충제 복용률이 증가되고 있고, 리보플라빈의 경우 비타민 보충제 외에도 다양
한 건강기능성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보충제로부터의 섭취수준이 식이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리보플라빈 영양상태 평가 시 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수준에 대한 평가가 반
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과량의 리보플라빈을 섭취하는 경우 사람의 위장관에서 리보플라빈 

흡수 능력의 한계가 있고 [23], 과잉으로 섭취된 대부분의 리보플라빈은 소변으로 배설된다
는 점 [24], 편두통 치료로 400 mg의 리보플라빈을 보충했을 때 일부에서 설사 등 경미한 증
세 외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25-27]에서 현재 리보플라빈의 상한섭취량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되
어야 한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있어 리보플라빈의 경우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리보플라빈 영양불량이 단일탄소 대사를 저하시키고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토대로 여러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일관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
았다 [28-31]. 또 최근 글루타티온 환원효소의 조효소로 지질의 과산화 방지에 대한 리보플라
빈의 항산화 기능과 이에 따른 신경세포 보호작용이 조명되면서 인지기능 저하 [32] 및 황반
변성 등에 관한 연구 [33,34]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의 부족으로 본 개정
에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호모시스테인 대사와 관련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연
구도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 유의성 부족으로 개정의 근거로는 부족하였다 [35]. 향후 

만성질환과 관련한 보다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하며, 연구자료들의 축적을 통해 만성질환과
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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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은 한국인에게 섭취 부족의 우려가 있는 비타민으로서 에너지 대사
를 포함한 산화/환원 반응의 조효소로서 작용한다. 적절한 섭취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는 적혈구에서의 리보플라빈 농도나 EGRAC, 혹은 소변의 리보플라빈 농도를 측정하는 것
이다. 적혈구 리보플라빈 수준은 400 nmol/L (15 µg/100 mL) 이상을 적정수준, 270 nmol/L (10 

µg/100 mL) 이하를 결핍으로 하거나 EGRAC 값이 1.2 이하인 경우 적정수준, 1.4이상이면 결
핍으로 판정한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시 19–64세 성인의 2020 리보플라빈 평
균필요량은 남자 1.3 mg/d, 여자 1.0 mg/d로 설정되었으며, 64–74세 남자 1.2 mg/d, 여자 0.9 

mg/d, 75세 이상 남자 1.1 mg/d, 여자 0.8 mg/d로 성인 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2020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리보플라빈 평균 섭취량은 1.69 mg/d이며, 권장섭취
량 대비 124.9% 였고, 보충제 섭취자들의 보충제로부터의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평균 10.26 

mg/d로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1.50 mg에 비해 약 6.8배 높은 수준이었다 [18].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연령별, 성별 리보플라빈 권장섭취량은 각 생애주기 구간별 평균필요
량에 변이계수 10%를 적용하여 평균필요량의 12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리보플라빈의 대
표적 식품 급원으로는 유제품, 난류, 육류, 가금류와 생선류의 동물성 식품과 두류, 녹색채소
류, 곡류 등이 있으며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리보플라빈 급원 식품으로 

기여도가 높은 식품은 달걀, 라면, 돼지고기, 우유, 간장, 쇠고기, 배추김치, 닭고기, 고추가
루, 시리얼 순이다. 최근 리보플라빈의 경우 비타민 보충제 외에도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 

섭취로 인해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충제로부터의 섭취수준이 식품으로부터
의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리보플라빈 영양상태 평가 시 보충제로부터 섭취하는 수준
에 대한 평가가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서는 만성
질환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향후 만성질환
과 관련된 역학연구 및 중재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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