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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functional ingredient has been evaluat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the levels of scientific evidence and consistency of the results might vary according
to the emerging data. Therefore, a periodic re-evaluation may be needed in some functional ingredients. In this study,
we re-evaluated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joint health of glucosamine as a functional ingredient in health functional
food. Literature searches were conducted using Pubmed, Cochrane, KISS, and IBIDS databases with the search term
of glucosamine in combination with osteoarthritis. The search was limited to human studies published in English,
Korean and Japanese. Using the MFDS's evidence based evaluation system for scientific evaluation of health claims,
34 human studies were identified and review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supporting the relation
between glucosamine and joint health. Among the 34 studies, significant effects for joint health were reported in
28 studies, and their daily intake amount was 1.5 to 2 g. Eleven out of 34 studies were identified, excluding severe
radiographic osteoarthritis, and ten from those eleven studies reported significant effects for joint health. Based on
this systematic review, we concluded that there was possible evidence to support a relation between glucosamine
intake and joint health.
Key words: systematic review, glucosamine, joint health, health functional food, re-evaluation

서

론

1.5~2 g에 대하여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의 기능성으
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3).

글루코사민(2-amio-2-deoxy-D-glucose)은 아미노산

그러나 재평가 이후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

과 당의 결합물인 아미노당의 하나로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의 섭취가 관절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1), 글루코사민의 섭취는 골관절염

있다. 특히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글루코사민의 치료 효

의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

과,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9년

다고 보고되어 2004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

에 국내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시험 37편의 결

과 동시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으로

과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이

등재되었다(2). 글루코사민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

골관절염 치료 및 예방 효과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사

내렸다(4). 해당 연구에서는 근거중심평가(evidence-based

업에서 기능성 내용이 문헌 검토만으로도 충분하게 과학적

evaluation)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과 동일한 체계적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재평가 사업을 통해 수행된 인

고찰(systematic review)에 근간을 둔 메타분석(meta-

체적용시험에서도 기능성이 확인되어 글루코사민 섭취량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의약품으로서의 글루코사민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체계적 고찰은 문헌의 선택 및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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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가에 사용되는 바이오마커의 선택 등이 매우 상이하
여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각 연구 결과마다 매우 상이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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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

Total papers identified (n=703)

하여 건강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에 적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의 도출이 필요하며, 재평가 사업 이후 보고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포함하여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을 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능성 재평가에 대한 국제적 기류
에 부합되는 것으로, 미국 FDA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도 기능성 표시의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5,6).

Add to papers (n=3)

Paper excluded after reviewing full paper
(n=662)
• Did not study glucosamine and joint health
(n=204)
• In vivo, in vitro study (n=120)
• Mixture (n=22)
• Unrelated to route of administration (n=11)
• Did not study primary data (n=294)
• Did not study in Korean, English, or Japanese (n=11)

Papers retained after reviewing full paper (n=4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는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고찰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체적용시험(중

Low quality papers (n=0)

재시험 또는 관찰시험 등), 동물시험, 시험관 시험 등의 연구
Final number of papers (n=34)

유형 중 인체적용시험, 특히 중재시험을 가장 수준 높은 연
구로 간주한다. 개별 자료들은 시험 디자인, 자료의 수집방

Fig. 1. Flow diagram of included and excluded studies.

법, 통계 방법의 적합성, 측정한 바이오마커의 종류, 대상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하여 질 평가가 이루어진다. 연

하였다(Fig. 1).

구 유형과 질 평가 결과는 자료의 양, 결과의 일관성,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자료의 평가 방법

근거하여 기능성 내용을 허가 받게 된다(7).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문헌에 대하여는 시험물질의 표준화 여부,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체계적 고찰

설계, 피험자, 피험자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여부, 피험자

방법을 인체적용시험에 적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글루코

수 산출 방법의 적절성,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대한

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설명, 시험기간, 섭취량, 섭취 방법, 탈락률, 통계분석, 결과
해석, 혼동요인 보정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 평가

연구 방법

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사용하고 있는 질 평가 도구(7)에 FDA 평가 가이드라인

문헌검색

(5)을 참조하여 역학조사문헌 및 동물시험에 관련된 질 평가

문헌검색은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

항목들은 삭제하고 중재시험의 질 평가 항목 중 시험 디자인

다. 국외 문헌 검색은 Pubmed, Cochrane, IBIDS(Interna-

및 통계분석에 대한 질 평가 문항은 추가하여 이용하였다.

tional Bibliographic Information on Dietary Supple-

이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질 평가

ments)를 이용하였고 국내 문헌은 KISS(Koreanstudies

점수는 -1점에서 1점 사이로 산출된다. 자료의 종합평가는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7)을 사용하였

용된 검색어는 글루코사민 관련 검색어인 ‘glucosamine, 글

다.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을 연구한 자료의 양, 결

루코사민’과 관절건강 관련 검색어인 ‘osteoarthritis, joint,

과의 일관성, 활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관절염, 관절’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문헌은 검색을 실시

다. 자료의 평가는 검색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문헌 고찰의

한 2012년 5월 31일까지 출판된 문헌 중 영어, 한국어, 일본

경험이 많은 기능성식품 및 영양학 전문가 2인이 각각 개별

어로 작성된 문헌만을 검토하였다.

평가한 후 동 분야 전문가 8인이 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실시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문헌 선정 기준은 다음과

하였다.

같다: 1)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2) 글루코사민
을 섭취하여 관절건강을 평가한 연구, 3) 글루코사민을 경구

결

과

로 섭취한 연구. 문헌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체 외
실험실 연구 및 동물시험, 2) 경구 섭취 연구가 아닌 연구,

문헌검색 결과

3) 섭취량, 섭취기간 등의 시험 관련 정보가 부재한 연구,

문헌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논문은 총 703건이었으며 수

4) 글루코사민을 섭취하였으나 다른 성분들과 함께 섭취한

기검색으로 3건이 추가되었다. 연구제목과 초록, 원문검토

복합물 이용 연구, 5) 학회 초록이나 총설, 6) 한국어, 영어,

를 통해 글루코사민의 기능성과 관련이 없는 문헌이 204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게재된 문헌. 자료의 추출과 1차 문헌

생체 외 실험이나 동물시험 등의 기반연구가 120건, 복합물

선정은 제목, 초록 혹은 전문을 보고 수행하였으며, 체계적

의 기능성을 확인한 연구가 22건, 경구섭취가 아닌 근육주

문헌 고찰의 경험이 많은 영양학 전문가가 각기 시행하여

사 또는 정맥주사 등의 경로로 글루코사민을 투여한 연구가

Endnote와 Excel에 정리하고 중복된 문헌을 검색하여 제거

11건, 초록 등의 2차 문헌이 294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체계적 고찰을 이용한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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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이 11건으로 총 662건의 문헌이

연구에서 글루코사민 섭취 후 관절건강이 유의적으로 개선

검토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44건(8-51)의 문헌이

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P<0.05). 이 중 17건(8-24)의 연

선정되었으며 44건의 연구 중 10건(42-51)의 연구는 원저

구에서 대조군과 글루코사민 섭취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에 대한 추가분석 문헌으로서 원저의 결과에 포함하여 결과

다(Fig. 2). 유의한 효과를 보인 연구에서 글루코사민의 섭

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34건의 연구가 기능성 검토에 사

취기간은 28~1,095일이었고 일일 섭취량은 1.5~2 g으로

용되었다.

공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섭취량과 동일하였다. 질 평가 점수
는 -4~8점으로 평균 2.68점이었고, 글루코사민 섭취로 인

자료의 평가

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개선

종합평가를 수행한 34건(8-41)의 연구는 모두 중재연구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6건(27-32)의 연구에서 글루코사민

로서 25건이 무작위배정 대조군 비교 연구(randomized

의 섭취기간은 60~730일이었고 일일섭취량은 1.5 g이었

controlled trial, RCT)였다. 글루코사민 섭취군을 양성대조

다. 이 중 4건(28-30,32)의 연구는 방사선 검사 기준에 의해

군으로 하여 다른 시험물질의 기능성을 평가한 논문은 type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한 대상자(Kellgren-Lawrence ra-

3(non-RCT)으로 분류하여 글루코사민 섭취 전후의 결과만

diographic grade 4)(52)를 포함한 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을 분석하였다(Table 1).

으로서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을 입증하기에는 적

총 34건의 문헌 중 4,225명 대상 28건(8-26,33-41)의

절치 않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
Ref
Clegg et al. 2006 (8,42,43)
Reginster et al. 2001 (9,44-49)
Pavelka et al. 2002 (10)
Frestedt et al. 2008 (11)
Nicola et al. 2009 (12)
Herrero-Beaumont et al. 2007 (13)
Houpt et al. 1999 (14)
Petersen et al. 2010 (15)
Noack et al. 1994 (16)
Braham et al. 2003 (17)
Muller-Fassbender et al. 1994 (18)
Lee et al. 2001 (19)
Marti-Bonmati et al. 2009 (20)
Qiu et al. 1998 (21)
Vaz et al. 1982 (22)
Pujalte et al. 1980 (23)
Drovanti et al. 1980 (24)
Usha et al. 2004 (25)
Zenk et al. 2002 (26)
Wilkens et al. 2010 (27)
McAlindon et al. 2004 (28)
Cibere et al. 2004 (29,50)
Hughes et al. 2002 (30)
Rozendaal et al. 2008 (31,51)
Rindone et al. 2000 (32)
Trc et al. 2011 (33)
Mehta et al. 2007 (34)
Wangroongsub et al. 2010 (35)
Kawasaki et al. 2008 (36)
Ng et al. 2010 (37)
Haflah et al. 2009 (38)
Bennett et al. 2007 (39)
Tao et al. 2009 (40)
Yoshimura et al. 2009 (41)
1)

Study type

1)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RCT, DB, parallel
Non-RCT
Non-RCT
Non-RCT
Non-RCT
Non-RCT
Non-RCT
Non-RCT
Non-RCT
Non-RCT

Subject
No.
OA3)
1,583
OA
139
OA
202
OA
70
OA
60
OA
318
OA*
101
OA*
35
OA
241
OA
46
OA
200
OA*
96
OA
16
OA
168
OA
38
OA
20
OA
80
OA
118
OA
35
OA
250
OA*
205
OA*
137
OA*
80
OA
222
OA*
98
OA
93
OA
95
OA*
90
OA
142
OA
28
OA
64
OA
39
OA
90
Healthy soccer player
18
Target

Dose (mg)

Result2)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00
1,500
1,65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3,000

+
+
+
+
+
+
+
+
+
+
+
+
+
+
+
+
+
+
+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 DB, double blind.
+: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joint health, φ: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joint health.
3)
OA: osteoarthritis.
*
Study including severe radiographic OA.
2)

φ
φ
φ
φ
φ
φ
+
+
+
+
+
+
+
+
+

Quality
score
8
8
8
7
7
6
6
5
4
4
3
3
3
0
0
0
-2
7
5
7
7
7
7
6
3
3
1
1
1
-1
-2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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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35,37-40)의 연구가 글루코사민 황산염에 대한 연
구였고 이 중 1,683명 대상 14건 연구(9-13,15,16,18-24)
에서 대조군 대비 군간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P<
0.05), 534명 대상 8건 연구(26,33-35,37-40)에서 전후
대비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P<0.05). 유의한 효과를 보
인 22건 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4~8점으로 평균 2.41점이
었다. 글루코사민 염산염 연구는 1,890명 대상 5건의 연구
(8,14,17,36,41)가 해당하였고 이 중 1,730명 대상 3건 연
구(8,14,17)에서 대조군 대비 군간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
으며(P<0.05) 160명 대상 2건 연구(36,41)에서 전후 대비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고(P<0.05) 유의한 효과를 보인 5
건 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4~8점으로 평균 3점이었다.
Fig. 2. Evidence table of systematic review for glucosamine and
joint health. Type 1, RCT; Type 2, Cohort study; Type 3, nonRCT/case-control study etc; Type 4, animal study; Type 5, in
vitro study. ,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joint health; ,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joint health.

고

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근거중심평가방법에 의해 평가
시점에서의 모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체계적

층화 분석 결과

고찰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많은 양의 연구결과들

글루코사민에 대하여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을 연구자의 편견이나 견해를 최대한 배제하여 좀 더 객관적

진행된 식약처의 재평가 후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전의 연구

이고 정확하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총 16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체계적 고찰방법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

건(11-13,15,20,27,31,33-41)의 연구가 포함되었고, 1,158

에도 평가된 시점 이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보고된다면

명 대상 14건(11-13,15,20,33-41)의 연구에서 통계적으

이를 기반으로 한 재평가가 다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

로 유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499명 대상 5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을 재평

건(11-13,15,20)의 무작위배정 대조군 비교 연구(RCT)에

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기능성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

서는 군간 비교 시 유의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P<0.05).

을 인체적용시험의 평가에 적합하도록 일부 보완한 체계적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인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섭취기간은

인 고찰방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56~540일이었고 일일 섭취량은 1.5 g으로 공전에서 등재

문헌검색을 통해 총 34건의 연구를 선별하였고 각각의

된 범위에 포함되었다. 질 평가 점수는 -4~7점으로 평균

연구에 대하여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질 평가는 피험자, 시

1.5점이었다.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2건의 연구 중 1건은

험디자인, 혼동요인, 순응도, 표준화된 시험물질 사용 여부,

요추 관절 대상 연구(27)이었고, 1건의 연구는 222명의 피

측정한 바이오마커, 통계분석 방법의 항목에 대해 구분한

험자 중 20명의 피험자가 시험기간 중 인공 고관절 전치환

후 실시하였다. 총 34건 연구 중 28건(8-26,33-41)에서 유

술(total hip replacement)을 받은 연구(31)이었다.

의한 관절건강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피험자 수로 환산하면

연구대상자에 따른 층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절염의 정

총 5,217명 피험자 중 과반수가 넘는 4,225명의 연구에서

도를 방사선 검사 기준인 Kellgren-Lawrence radiogra-

글루코사민의 섭취가 관절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평가

phic grade와 Ahlback grade(52)에 따라 중증(severe

되었다(P<0.05). 관절건강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된 연구들

grade)의 관절염 인자를 포함한 연구는 제외하고 글루코사

에서 확인한 지표들은 WOMAC(총점, 통증, 기능, 뻣뻣함),

민의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3,998명 대상 19건(8-16,19,

Lequesne index, VAS pain, Lysholm knee score system

28-30,32,34-36,38,41)의 연구에서 피험자 등록시점의

등이었다. 글루코사민이 관절건강에 유의한 개선 효과가 없

Kellgren-Lawrence radiographic grade(8-16,19,28,32,

었던 6건(27-32)의 연구를 보면 글루코사민의 섭취기간은

34,36,38,41) 또는 Ahlback grade(35)를 확인할 수 있었

60~730일, 일일 섭취량은 1.5 g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이는

다. 중증의 관절염인 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는 총 8건

연구들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이 중 4건(28-30,32)의 연구

(14,15,19,28-30,32,35)이며, 이를 제외한 11건의 연구 중

는 방사선 검사 기준에 의해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한 대상자

2,934명 대상의 10건(8-10,12,13,16,34,36,38,40) 연구

(Kellgren-Lawrence radiographic grade 4)를 포함한 연

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P<0.05), 유의한 효과를 보인

구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

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평균 3.7(-4~8)점이었다.

을 입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대상자였다.

글루코사민 황산염과 염산염에 대한 층화 분석을 실시하

글루코사민에 대하여 2006년까지 진행된 식약처의 재평

였다. 2,906명 대상 26건(9-13,15,16,18-24,26,27,29-

가 후 발표된 논문들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총 16건(11-

체계적 고찰을 이용한 글루코사민의 관절건강 기능성 재평가

13,15,20,27,31,33-41) 중 14건의 연구(11-13,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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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4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절건강 개선효과가 나타났으
며, 효과를 나타낸 바이오마커는 WOMAC(총점, 통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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