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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Objecti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describe use of glucosamine or 

chondroitin products among general population equal to or older than 40 

years old and outpatients with skeletal and muscular disease in Korea, 

and (2) to assess clinical effectiveness and safety of glucosamine and 

chondroitin therapy in treating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Methods 

A descriptive and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surveys. Among nationwide population equal to or older than 40 years, 

we randomly select subjects using a 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 base 

on age, gender, and residence. We started the survey on September 19, 

2009 and continued the questionnaire until we earned 1,000 respondents 

taking glucosamine or chondroitin or September 30, 2009. Data were 

collected using a telephone survey with th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dditionally, we interviewed patients who 

visited rheumatologic clinics for skeletal muscular diseases at two 

university-hospitals in Seoul, from November 2, 2009 to November 13, 

2009.

We performed a systematic review using existing systematic reviews 

(SR) to investigate clinical effectiveness and safety of glucosamine 

(sulfate or hydrochloride) and chondroitin therapy. Electronic databases 

were searched from 1950 to October 2009, including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CRD database, Koreamed, Kmbase, etc. We assessed 

the relevance and quality of eleven systematic reviews related to the 

research questions. We also searched addition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regarding glucosamine after 2007 and chondroitin af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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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reviewers independently screened all the references, assessing 

the quality of included articles using the '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 (AMSTRA) tool for SRs and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for RCTs. Data were extracted independently by one reviewer using 

a standardized data extraction table and checked by others. 

Results

Among a total of 26,673 people equal to or older than 40 years, the 

rate of response was 29.60 percent. The current user of glucosamine 

were 12.18 percent, and those who have ever used glucosamine were 

29.93 percent. The current users of chondroitin were 0.13 percent, and 

those who have ever used chondroitin were 1.43 percent. Total purchase 

of glucosamine products in Korea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280 

billion Korean won KRW): 6,000 KRW per person. In addition, current 

users of glucosamine responded that the purpose of glucosamine use was 

not to treat osteoarthritis but to promote health or prevent osteoarthritis. 

In person to person interview on outpatients with skeletal muscular 

diseases, the percentage of current users of glucosamine was 15.78 

percent, and that of patients who have ever taken glucosamine was 

29.93 percent. In disease-specific glucosamine use,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nd osteoarthritis that do not cause direct damage 

to joints showed a relatively high intake rate compared to other 

diseases. For the appropriate use of glucosamine, clinicians need to 

educate outpatients visiting rheumatologic clinics.

We selected two existing systematic reviews of glucosamine and one 

systematic review of chondroitin as the best available evidence. We 

included all RCTs that are  fulfilling our inclusion criteria (that is, where 

the treatment duration was at least 1 month), and found 10 additional 

RCTs from new search after the latest search that was done by existing 

SRs. Finally, we evaluated 37 articles; 24 articles of glucosamine, twelve 

articles of chondroitin, and one articles of glucosamine and chondroitin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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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was restricted to studies with 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where glucosamine was not significantly beneficial in pain reduction (SMD 

-0.05, 95% CI (-0.14, 0.04), I2 =0%) and function improvement (SMD 

-0.08, 95 % CI (-0.17, 0.00), I2 =0%). Also, in meta-analysis stratified 

by research funding source, glucosamine failed to show positive results in 

both pain reduction (SMD 0.00, 95 % CI (-0.11, 0.11), I2 = 0%) and 

function improvement (SMD 0.05, 95 % CI (-0.17, 0.06), I2 = 0%). 

These findings were similar to the results for chondroitin. 

Conclusion: In investigating the use of glucosamine, current user of 

glucosamine were 12.18 percent, and people who have ever used 

glucosamine were 29.93 percent. The nationwide expenditure on 

glucosamine products was estimated approximately at 280 billion KRW: 

6,000 KRW per person. The quality of the evidence from the GRADE 

approach in glucosamine sulfate, glucosamine hydrochloride, chondroitin, 

and glucosamine and chondroitin combination was low or very low. It 

needs to provide an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glucosamine or 

chondroitin to the consumer due to accessibility of the glucosamine or 

chondroitin as both health functional food and medical dru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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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배경

골관절염은 연간 본인인지 유병률 중 단일 질환으로서는 천명당 129.7명으로 가장 높

으며, 불구, 기능적 결함,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이다. 연골 구조의 성분으로 

구성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우리나라에서 급여 및 비급여 약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들은 서로 상반적이었고, 그동안 사회

적으로도 글루코사민의 유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성인 40

세 이상 및 근골격계 질환환자에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을 파악하고, 골

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글루코

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첫째, 일반인 성인 40세 이상에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연령, 지역을 할당 기준으로 비례할당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글루코사민과 콘드

로이틴 복용자가 1,000명이 되는 시점에서 전화면접조사를 종료하였다. 설문조사수행은 

연구목적과 수행방법을 교육받은 잘 훈련된 전화면접조사원 45명이 2009년 9월 19일 - 

30일까지 총 12일간 이루어졌다(신뢰수준 99%, 표본오차 ±2%). 추가로 주요 근골격

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

개 대학병원에서 2009.11.2~2009.11.13일 동안 3인의 류마티스 전문의의 특정 진

료일을 사전에 임의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내원한 환자를 전수 조사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환자에 대하여 동의서 작성과 함께 조사 수행 매뉴얼을 통한 사전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간호사와 방문면접조사원 7인을 통해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임상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한 의료

기술평가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현존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Ovid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Cochrane systematic reviews 

database, DARE, NHS　EED, HTA database포함), CRD database에서 2009

년 8월 21일까지 검색하여, 연구 질문과의 관련성(relevance)에 대한 평가하였으며,  

선택된 양질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중 AMSTAR 질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moderate 

quality 이상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최상의 사용가능한 근거(bes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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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로 채택하였다. 추가로, 최상의 사용가능한 근거로 선택된 체계적 문헌고찰 이

후에 출판된 국외 무작위임상시험연구를 Ovidmedline, Embase, Pubmed, CCTR을 

이용하여 2009년 10월 28일까지 검색을 완료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출판된 무작위임상

시험연구를 검색하기 위하여 Koreamed, Kmbase, 국회도서관 등에서 2009년 9월 

27일 검색을 완료하였다. 

선택기준은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을 조사한 무작위

임상시험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었다. 국내 문헌의 경우 무작위임상시험연구와 체계

적 문헌고찰이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 이후에 출판된 추가로 검색된 일차 연구 역시 무작

위임상시험연구이었다. 해당 문헌에서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무작위임상시험연구에 대

해 질평가와 자료 추출을 하였다. 문헌선택과정과 질평가 과정은 3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

립적으로 수행된 후 토의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자료추출은 1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 후 

다른 연구자가 재검토하였다. 주요 의료결과는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이

었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인 성인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전 국민 대표성을 가진 전화면접 설

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현재 글루코사민을 복용 중인 경우가 12.18%이었고, 과거에 복

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합하면 전체의 29.93%로 약 30%를 차지하였다.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연간 지출 비용을 통한 국가 비용 추계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글루코사민

구입을 위한 총지출 비용은 연간 약 2,800억 원으로 전 국민 4천 7백만 명을 전체로 한 

일인당 지출 비용은 연간 약 6천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재 글루코사민을 복용 중인 

991명 중 76.99%가 의사로부터 골관절염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2.78%는 관

절통이 없는 상태에서 복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복용자가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증진 혹은 골관절염의 예방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로 2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률은 15.78%(62/393), 과거 복용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한번이

상 복용한 환자는 약 38%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30%에 비해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근골격계 증상을 주로 갖는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환

별 글루코사민 복용력에 있어서는 관절의 통증이 주 증상인 퇴행성관절염(현재 복용자 

30.38%, 과거 복용자 34.18%)과 류마티스 관절염(현재 복용자 11.8%, 과거 복용

자 27.95%)에서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베체트병, 근염 및 섬유근통 증후군과 

같이 직접적인 관절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류마티스질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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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보였다. 이러한 환자들이 골관절염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한 관절통에 

대한 치료로서 복용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무작위임상시험연구는 총 36개의 연구(37편 논문)로, 

글루코사민의 연구 24편, 콘드로이틴 연구 12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연구 

1편이었다. 먼저,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 17편을 통합한 통

증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38(95% CI -0.60, -0.16)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15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

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18(95% CI -0.31, -0.05)로 글루코사

민이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4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최소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추정치 MD 0.17(95% CI 0.02, 

00.31)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관절강이 덜 소실되어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3개의 의료결과에서의 통합된 효과 추정치는 이질성 검

증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고, 통증과 기능의 경우 Eggers' funnel plot에서 출판편

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들 이질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subgroup 분석을 수행하였다. 

Subgroup으로 글루코사민을 성분명(황산염과 염산염)으로 구분한 결과, 황산염 글루코사

민에 관한 연구 13편의 통합 추정치 SMD -0.51(95% CI -0.82, -0.21)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6.6%로 이질성이 높았다. 

염산염 글루코사민에 관한 연구 2편의 통합 추정치 SMD -0.03(95% CI -0.18, 

0.11)로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효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I2 = 0%로 동질적

이었다. 

또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0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58(95% CI -0.86, -0.29)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43(95% CI -0.81, 

-0.04)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편의 논문

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최소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추정치 MD 

0.20(95% CI 0.13, 0.27)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관절강이 덜 소실되어 관절

강 소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증 및 기능에 관한 효과추정치는 이

질성 검증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고, 통증과 기능의 경우 Eggers' funnel plot에서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의 방법론적 질(배정은폐의 적절성)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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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 따른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1) 배정은폐가 적

절히 수행된 연구(10편)의 글루코사민의 통증효과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5(95% CI -0.14, 0.0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 7편의 SMD -1.08(95% 

CI -1.68, -0.47)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7.3%로 이

질적이었다. 또한,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 12편의 글루코사민의 기능 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8(95% CI -0.17, 0.00)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달리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 5편의 

SMD -0.51(95% CI -0.93, -0.09)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2.4%로 이질적이었다. 2) 연구비 출처에 따라 층화 메타분석한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10편의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46(95% CI -0.75, -0.16)으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78.8%로 이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5편의 SMD 

0.00(95% CI -0.11, 0.11)로 위약과 통증 효과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또한,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9편의 글

루코사민의 기능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17(95% CI -0.29, -0.06)로 위

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7.9%로 이질성이 해소되었고,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4편의 SMD -0.05(95% CI -0.17, 0.06)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추가로 황산염 글루코사민에 관한 연구들의 이질성을 조사하기 위한 층화 메타분석을 수

행하였다. 통증 감소에 대한 황산염 글루코사민관한 연구 총 13편 중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7편, 그렇지 않은 연구 6편이었다.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황산

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8(95% CI -0.20, 0.04)로 위약과 효과 차

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1.21(95% CI -1.91, -0.50)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

과적이었으나, I2 = 88.5%로 이질적이었다. 기능 향상에 대한 황산염 글루코사민연구는 

총 11편으로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7편, 그렇지 않은 연구 4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0(95% CI -0.22, 0.02)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62(95% CI 

-1.14, -0.10)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5.9%로 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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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또한,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9편, non-profit funding

을 받아 수행된 연구 3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1편에 대한 층화 메타

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51(95% CI -0.84, -0.18)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0.7%

로 이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1(95% 

CI -0.18, 0.19)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는 8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

행된 연구 2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1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8(95% CI -0.30, -0.07)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16.7%로 이질성

이 해소되었다. 또한,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4(95% 

CI -0.24, 0.1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

과, 1)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 3편의 콘드로이틴의 통증 감소에 대한 통합 추정

치 SMD -0.03(95% CI -0.13, 0.0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 7편의 SMD 

-0.90(95% CI -1.32, -0.47)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5.9%로 이질적이었다.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기능 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달리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70(95% CI 

-0.99, -0.42)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I2 = 4.2%로 이질성이 

해결되었다. 2) 연구비 출처에 따라 층화 메타분석한 결과,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 5편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47(95% CI -0.81, 

-0.12)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지만, I2 = 85.8%로 이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1편의 치료효과크기는 0.01(95% CI 

-0.15, 0.1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다. 

연구비 출처에 따른 층화 메타분석 결과,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2편의 콘드로이틴의 기능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64(95% CI -1.09, 

-0.19)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34.1%로 이질성이 크지 않았다. 이와 달리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2편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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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은 제조사가 아닌 비영리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와 배정은폐가 적절하게 수행된 질 높은 연구인 경우 위약에 비해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질성 또한 해소되었다. 

결론

식약청에 등록된 국내 및 수입 글루코사민건강기능식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87

개 제품 중 298개 제품(77.0%)이 염산염글루코사민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산의 경

우 239개 제품 중 227개 제품이 염산염 성분이었다. 골관절염에서 글루코사민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글루코사민 중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골관절염

에서 위약과 비교하여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통증 감소와 기

능 향상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연구시작시점에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참여자가 어떤 치료그룹에 할당되었는지 모르게 이루어진 배정은폐가 

적절했던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은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가 없었다. 글루코사민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연구에 있어서 글루코사민은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일관되게 효과가 없었다. 골관절염 환자에서 콘드로이틴은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는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 및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었고, 근거의 질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가능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적절한 사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제공

이 필요하다. 



서론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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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골관절염 

골관절염이란 관절 안에서 뼈를 완충해주는 관절 연골이 악화되어 통증과 기능적 제한을 

유도하는 관절질환이다. 골관절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흔한 관절은 무릎, 손, 척추, 

고관절, 발가락이며, 주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전에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나 수

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에서 골관절염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연

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일반적으로 발생한다1). 이전에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불린 골관절염

은 관절염의 가장 흔한 형태로 불구(disability), 기능적 결함(functional 

impairment), 삶의 질 저하(impaired quality of life)와 관련이 있다. 질환의 특성

은 이화과정과 동화과정간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활액관절에서 관절 연골의 침식이며, 

통증과 아침에 관절의 경직(stiffness)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움직일 때 관절 

압통과 골성알음(crepitus)이 또한 존재하며 이들 증상들은 관절의 많은 사용 후에 더 악

화된다. 또한 관절강 좁아짐과 골극들은 방사선 사진에서 보여질 수 있다2). 

그림 1 정상인과 비교된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
(http://nccam.nih.gov/research/results/gait/qa.htm)

1) National Horizon Scanning, C. (2003) Glucosamine sulphate for pain relief and disease 
modification in OA - horizon scanning review. 

2) Poolsup, N., C. Suthisisang, et al.  Glucosamine long-term treatment and the progression 
of knee O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n Pharmaco ther 
2005:39(6);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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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유병률 및 질병부담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골관절염의 평생 의사진단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102.46명이었으며 본인인지 유병률은 133.55명으로 매우 높았으며, 이중 57.62%

가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성은 

62.82%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연간 본인인지 유병률 중 단일 질환으로서는 골관절염이 천 명당 129.7명으로 유병률

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의 13.0%, 19∼44세 인구에서 2.1%

이던 유병률이 45∼64세에서 20.1%, 65세 이상인구에서는 47.2%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65세 이상 여성 중 59.9%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또한, 65세 이상 유병률은 

골관절염이 천 명당 472.6명으로 남녀 모두에서 단일 질환으로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

은 관절염 중에서 골관절염이었다(허남욱 등, 2008)3).

2003년 농촌여성 40세 이상 200명의 설문조사에서 Kellgren과 Lawrence 분류법

에 의한 등급 2 이상(71.0%)과 설문조사에 의해 무릎 통증이 있는(67.0%) 기준을 충

족시키는 무릎 관절염 환자는 54.0%이었다(서중환, 2003)4). 2005년 4월부터 2006

년 11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성인 3,876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사진에서 Kellgren and Lawrence grade ≥2인 경우 방사선학적 골관절염

(Radiographic OA, ROA)으로 정의하였고, 증상이 있는 골관절염(symptomatic 

OA, SOA)은  방사선학적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소견과 함께 현재 해당 관절에 통증이 있

거나 최근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해당 관절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아팠던 경우를 

SOA로 정의한 연구에 무릎 ROA의 유병률은 14.9% (평균나이 65.5±6.5세), 무릎 

SOA의 유병률은 5.4% (평균나이 66.0±6.1세)로 나타났고, 손 ROA의 유병률은 

13.4% (평균나이 66.7±5.9세), 손 SOA의 유병률은 8.0% (평균나이 67.1±5.3

세)로 이었다(조남한 등, 2007)5).

관절염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7년 7.88% 증가하여 2, 639명에 이

3) 허남욱, 최찬범, 엄완식, 배상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한국인 관절염의 유병률 현황과 연도별 변화. 
대 한 류 마 티 스 학 회 지 2008;15:11-26.

4) 서중환. 농촌여성의 무릎 골관절염 유병률 및 관련요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 조남한, 김수호, 김현아, 서영일. 지역사회에서 손 골관절염과 무릎 골관절염의 유병률 및 위험인자. 대 한 

류 마 티 스 학 회 지 2007;4:35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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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08). 이들의 평균진료비는 1인당 22만원수준

이나 환자수가 많아 관절염 환자의 총 진료비용은 5,8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08). 

1.3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약제

골관절염에 대한 약물치료는 주로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이루어졌지만, 이

들 약제들은 심각한 위장 장애와 심혈관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고, 근원적인 구조적 연골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 disease-modifying 치료가 더욱 유익할 수 

있어 글루코사민과 글루코사민과 같은 연골 성분을 투여함으로써 골관절염에서의 연골 손실

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6). 다양한 용량으로 치료되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을 기반으로 한 GAIT 연구(Glucosamine/chondroitin Arthritis 

Intervention Trial)에서 사용된 용량은 다음과 같다7).

Glucosamine hydrochloride 또는 sulfate: 500mg씩 하루 3회 복용하여 총 

1500 mg 

Chondroitin sulfate 단독: 400mg씩 하루 3회 복용하여 총 1200 mg 

Glucosamine + chondroitin sulfate 병합: 하루에 글루코사민1500 mg + 황

산 콘드로이틴 1200 mg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과 황산 콘드로이틴은 연골 세포 주위와 안에서 발견되는 자연 물질로 글루코

사민은 몸에서 생산되고 연골과 그 밖의 결합조직에 분포하는 아미노 당(amino sugar)

이다. 모든 인간 조직에서 neutral compound로써 존재하며 연골조직을 위한 특별한 

친화성을 가지며8), 주요 공급원은 조개껍질이며 황산 글루코사민과 염산 글루코사민 두 가

지 종류로 존재한다. 글루코사민은 구강투여로 위장관에 쉽게 흡수되어 빠르게 간과 first 

pass effect를 경유하여 대사과정을 거쳐 대소변으로 배출된다. 약 90% 단백질 결합 

6) Reichenbach, S., R. Sterchi, et al. Meta-analysis: chondroitin for OA of the knee or hip. 
AnnInternMed 2007:146(8):580-90.

7) Questions and Answers: NIH Glucosamine/chondroitin Arthritis Intervention Trial Primary 
Study. http://nccam.nih.gov/research/results/gait/qa.htm#b2 (접속일자 2009. 10. 4)

8) da Camara, C. C. and G. V. Dowless. Glucosamine sulfate for OA. Ann Pharmacother 
1998:32(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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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로 구강 복용 후 약 8시간에 peak level이 된다9). 

글루코사민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제형이 있다.

D-Glucosamine Hydrochloride (HCL) - (From either Shellfish or 

Vegetable Sources)

D-Glucosamine Sulphate 2KCl - (From Shellfish Sources)

D-Glucosamine Sulphate NaCl

N-acetyl-glucosamine (NAG)

Poly N-acetyl-glucosamine (Poly NAG)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의 본래 추출물로 화학적 안정성을 지녀 첨가제가 필요

하지 않는 형태이다. 이와 달리,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염산염이 화학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황산염이 쉽게 분해되므로 NaCl이나 KCl과 같은 염기가 결합된 상태의 제형으로 제조된

다. 염산염과 황산염의 차이에 관하여, 황산염 글루코사민이 연골 조직에 황이 결합하는 

것을 촉진하거나10), glycosaminoglycan 합성에 필요한 황산염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

명한다11).

황산염 글루코사민(Glucosamine sulphate)

Glucosamine sulphate는 연골 matrix와 활액에서 고농도로 발견되는 글리코사미

노글리칸의 정상적인 성분인 amino-monosaccharide glucosamine의 유도체이다. 

Glucosamine sulphates는 조개 껍질로부터 얻는 키틴질로부터 합성되고 황산, 염화

물, 나트륨과 혼합된다. 골관절염에서 글루코사민의 작용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글루코사민의 공급은 결합조직에서 윤활제 히알루론산의 형성에서 rate-limiting step이

라는 가정이 제안된다. Glucosamine sulphate는 또한 골관절염에서 다양한 관절을 악

화시키는 사건을 조율하는 세포내 사이토카인(인터루킨-1) 시그널링 연속단계(cytokine 

signalling cascade)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Glucosamine sulphate는 코딩

된 알약, 캡슐, 파우더 형태로 복용하며, 투여량은 1,500mg/일이다12).

9) Fox BA, Stephens MM.Glucosamine hydrochloride for the treatment of OA symptoms. Clin 
Interv Aging. 2007;2:599-604.

10) Murray MT. Glucosamine sulfate: effective OA treatment. Amer J Nat Med 1994; 
Sept:10-14.

Hoffer LJ, Kaplan LN, Hamadeh MJ, Grigoriu AC, Baron M.Sulfate could mediate the 
effects of glucosamine sulfate therapy.Metabolism 2001;50:767-70.

12) National Horizon Scanning Centre. Glucosamine sulphate for pain relief an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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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염 글루코사민(Glucosamine hydrochloride)

조개껍질로부터 얻는 키틴질에 조제 안정제로 염산(HCl)을 혼합한 것으로,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은 glucosamine sulfate의 2,608mg

과 같다13).

콘드로이틴(Chondroitin sulfate)

콘드로이틴의 작용에 대한 3가지 제안되는 기전은 (1) 항염 작용 (2) 히알루론산의 형

성에 영향을 미침 (3) 직접적으로 항-퇴화반응이다14). 황산 콘드로이틴은 연골 유지를 돕

는 탄수화물 복합체이다15).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소(Bovidae), 돼지(Suidae), 또는 

조류(Phasianidae) 껍질로 만들어지며, 최소 3개월간은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16). 

1.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사용 현황

2002년 미국 성인의 62%는 지난 12개월 동안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하 CAM; 대체완화 치료)의 어떤 형태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2002년 캐나다의 자료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보조요법을 이용하였으나 2005년

에는 natural health product(NHP)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 71%로 

증가하였다. NHP란 대체완화 치료의 biologically based therapies(BBT) 범주와 

유사한 것으로 비타민, 미네랄, 허브, 식물 추출물, 동종요법, 전통의학, 단백질, 필수 지

방산과 같은 식품들을 포함한다17). 2002년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45세 이상의 성인들에서 관절염을 진단받은 사람들(41.1%)에서 

modification in OA. 2003.
13) Owens S, Wagner P, Vangsness CT Jr.Recent advances in glucosamine and chondroitin 

supplementation. J Knee Surg. 2004 Oct;17(4):185-93.
14) Morris JD, Smith KM. Chondroitin sulfate in OA therapy. Orthopedics. 2009 Apr;32(4). 
15) Questions and Answers: NIH Glucosamine/chondroitin Arthritis Intervention Trial Primary 

Study. http://nccam.nih.gov/research/results/gait/qa.htm#b2 (접속일자 2009. 10. 4)
16) Health Canada. CHONDROITIN SULFATE. 

http://www.hc-sc.gc.ca/dhp-mps/alt_formats/hpfb-dgpsa/pdf/prodnatur/mono_chondroitin-e
ng.pdf (접속일자 2010. 1. 7)

17) Hopman WM, Towheed TE, Gao Y, Berger C, Joseph L, Vik SA, Hanley DA, Carran J, 
Anastassiades T.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glucosamine use in Canada. 
OA Cartilage. 2006 Dec;14(12):1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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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사람들에(34.6%) 비해 CAM의 이용률이 더 높았으며18), 대학병원 일차의

료클리닉에서 18-84세의 무작위로 층화 추출된 6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

분(90.2%)이 관절염에 CAM을 이용한 적이 있고, 69.2%는 인터뷰하는 시기에 이용 

중이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CAM의 종류로는 구강복용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34.1%로 가장 높았다19). 

국내 건강기능식품 섭취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2004년 1월까지 일개 대학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14,403명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은 49.0%로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20). 

2005년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32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증

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 조사 연구에서, 40.5%가 현재 섭취하고 있었으며, 

26.7%의 응답자는 과거에 섭취하였으나 현재 섭취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남성

(27.3%)에 비해 여성(49.1%)의 경우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

다. 섭취한 적이 있거나 현재 섭취중인 건강기능식품 종류로는 영양보충제품이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글루코사민함유제품(21.1%), 건강관련식품(11.9%), 홍삼제

품(11.8%)이었다21). 

급여약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에 대해 현재 시판중인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일반의약품

으로 황산염 글루코사민12품목, 콘드로이틴 1품목이었다. 한편, 글루코사민주사제는 이전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미생산으로 2007년 삭제되었다22).

18) Quandt SA, Chen H, Grzywacz JG, Bell RA, Lang W, Arcury TA.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persons with arthritis: results of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Arthritis Rheum. 2005;53:748-55.

19) Herman CJ, Allen P, Hunt WC, Prasad A, Brady TJ. Use of complementary therapies 
among primary care clinic patients with arthritis. Prev Chronic Dis. 2004;1:A12.

20) 이경미, 박동훈, 안은미, 강승완, 유상호, 장유수, 유태우.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와 관련인자. 대한임상
건강증진학회지 2006;6:88~95.

21) 경북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복지가족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 조사 및 
피해예방 연구. 2005.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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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글루코사민황산염
 ·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
- 글루코사민염산염
 · 독일,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글루코사민황산염/염산염 :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일본, 중국, 대만, 인도, 한국

표 2 국외 글루코사민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인허가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관
리과 제공)

성분
EDI 건강보험 청구 

금액
‘10.1월 급여목록 기준

품목수 상한금액

황산염 글루코사민 94억원 12품목 43~78원

콘드로이틴 31억원 1품목 94원

표 1 황산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경구용 의 건강보험 청구 금액(2008)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

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으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23). 

국내에서는 황산염 글루코사민, (황산염)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접근가능하다. 글루코사민의 경우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으로 그 기

능성을 인정받았다24). 

미국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은 약제라기보다는 식품으로서 규제되는 건강기능식

품으로 판매되고 있다25).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관리과에서 제공받은 그 외의 국외의 

글루코사민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3) 식품나라 식품안전정보서비스. 통합검색: 건강기능식품
http://www.foodnara.go.kr/portal/site/kfdaportal/totalsearch?query=%B0%C7%B0%AD%B1%
E2%B4%C9%BD%C4%C7%B0&collection=ALL(접속일자 2010. 7. 26)

24)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제품정보 검색. http://hfoodi.kfda.go.kr/index.jsp(접속일자 2010. 7. 
26)

25) NCCAM(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Questions and 
Answers: NIH Glucosamine/chondroitin Arthritis Intervention Trial Primary Study. 
http://nccam.nih.gov/research/results/gait/qa.htm(접속일자 201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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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아이슬란드
※ 근거 : 외국의약품집 및 EMEA(유럽의약청) 
홈페이지 검색 등

※ 근거 : 인터넷 검색 등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서에서(강정화, 200

7)26), 부작용 사례는 468건이 모니터링 되었으며, 이중 462건은 소비자로부터, 6건은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의 보고사례로 10개월간 468건의 부작용 보고사례 수집은 2006년 

보고사례 462건과 비슷한 수치이었다. 보고된 부작용 사례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

작용 보고는 468건 중 90건 (19.2%)이었다. 그 외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품으로 

추정되거나(187건, 40.0%) 소위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들(191건, 40.8%)이다. 

인정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식이보충용 제품과 영양보충용제품이 각 15건씩 보고되어 가

장 많았으며, 글루코사민제품이 13건, 홍삼제품 10건으로 그 다음이다. 보고된 주요 부작

용 증상은 설사(19건), 복통(10건), 구토(9건), 두드러기(10건) 등이었다.

2008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의하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품목제조 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 10,265 품목이 신고되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32.3%), 홍삼제품

(9.6%), 유산균제품(8.3%), 글루코사민제품(7.1%), EPA/DHA제품(4.2%) 순으로 

품목신고가 많았다.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10

725 202 269 115 93 46

표 3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품목제조신고 연도별 현황(건)

2009년 건강기능식품의 총 판매액 현황을 살펴보면, 글루코사민은 8위를 차지하여 

2006년 368억 원에서 2009년 166억 원으로 17% 감소추세를 보였다27). 또한, 

26) 강정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2007.
27) 식약청 영양정책과. 건강기능식품 고성장 지속 (보도 및 해명자료 게시판 2010-05-28) 

http://www.foodnara.go.kr/portal/site/kfdaportal/template.MAXIMIZE/newsmediasub/?javax.por
tlet.tpst=3b97e105a738e57ec76ffa0192f1a0a0_ws_MX&javax.portlet.prp_3b97e105a738e57ec76ff
a0192f1a0a0_viewID=board_detail&javax.portlet.begCacheTok=com.vignette.cachetoken&javax
.portlet.endCacheTok=com.vignette.cachetoken&field_sq=6094&field_search_method=1&field_
search_text=건강기능식품&field_current_page=1 (접속일자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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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글루코사민생산실적은 국내제조 165억 원, 수입제품은 119억 원으로 총 284

억 원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20009년 142억 원이 국내 생산되었으며 수입실적은 없었

다28). 

28)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연구성과검토위원회를 위한 서면의견 요청시 제공받은 자료임



쟁점

2. 쟁점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12 -

2005년 Cochrane Review에서의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관한 체

계적 문헌고찰에서, 이탈리아의 Rotta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증상이 있는 골관절염에서 

위약에 비해 통증과 WOMAC으로 측정된 기능 향상에서 우월하였다(Towheed et al., 

2005)29). 그 반면 2007년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AHRQ)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Viscosupplementation, 황산염 글

루코사민/콘드로이틴, 관절경검사(Arthroscopy) 3개의 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서(Samson et al., 2007)30), 염산염 글루코사민/황산염 콘드로이틴 은 대규모 잘 설

계된 국가기관에서 연구비가 지원된 다기관 임상시험연구에서(GAIT study) 위약에 비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염산염 글루코사민보다 더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결론을 내리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같이 글루코사

민의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의료기술평가 결과

가 일치되지 않았다.

2006년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글루코사민제품의 건강기능식품으로써의 효과성에 대

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 글루코사민제품의 골대사 관련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박태선, 

2006)31), 검색데이터베이스(“Pubmed”, “KISS"), 특허자료, 국내외 한방관련 서적 

및 생리활성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의 골대사 조절 효능에 관련된 자

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및 히알루론산은 인체시험과 

동물실험에서 골관절염의 염증억제, 증상/통증완화, 관절연골 재생 및 관절기능 개선에 효

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이후 관절염 등 무릎 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은 의약품을 비롯해 건

강기능식품 등 여러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미

국, 일본 등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허

가받은 글루코사민의 유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메디컬투데이 2008.6.23, 27)32).

29) Towheed T, Maxwell L, Anastassiades TP, Shea B, Houpt JB, Welch V, Hochberg MC, 
Wells GA. Glucosamine therapy for treating OA. Cochrane collaberation. 2005.

30) Samson DJ, Grant MD, Ratko TA, Bonnell CJ, Ziegler KM, Aronson N. Treatment of primary 
and secondary OA of the knee(Evidence report/Technology assessment).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 2007.

31) 박태선.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재평가: 피로회복, 골대사, 피부기능, 체중감량 관련 제품. 식품의약
품안전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2) '글루코사민' 효능 논란, 건식 이어 의약품까지 메디컬투데이 2008-06-23, 
   효능논란 '글루코사민' 식약청 재평가 착수 메디컬투데이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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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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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의약품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루코사

민과 콘드로이틴의 국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국내 식약청에 인허가 등록되어 시판

되고 있는 글루코사민의 성분명을 조사하며, 셋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3.1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국내 사용현황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골관절염의 증상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골관절염 치료제 이외

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국내 사용현황을 파

악하고, 복용중인 약제에 대한 이해도, 구입처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1. 40세 이상 일반 성인에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용 이유 및 복용 중단자

에 있어서의 중단 이유 분석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효과와 더불어 골관절염 진단 여

부,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분석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자에 있어서 복용중인 약제 성분에 대한 이해도 및 복

용량을 추정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자에 있어서 복용 약제의 구입자, 구입원 및 지출 비

용을 확인하고, 국가적 비용을 추계

2.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 주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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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시판 중인 글루코사민 성분명 조사

국내 식약청 및 급여약제로 등록된 글루코사민제품의 성분명 조사

3.3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은 관절강 소실을 예방하는가?

골관절염 환자에서 콘드로이틴 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골관절염 환자에서 콘드로이틴 은 관절강 소실을 예방하는가?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향상시

키는가?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는 관절강 소실을 예방하는가?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복합제는 안전한가?

그림 2 체계적 문헌고찰의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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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윤리적인 고려사항

한국인 일반 성인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는 40세 이상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일반 성인만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2009년 8월 

26일 승인을 받았다. 류마티스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는 병원에서의 면대면 

설문조사 및 후향적 의무기록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가 통원중인 해당 병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에서 각각 2009년 10월 1일(H병원), 

2009년 10월 10일(S병원)에 연구수행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국내 판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성분 및 에 대한 조사는 사람을 통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4.2 조사 대상 및 방법

4.2.1. 한국인 일반 성인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본 조사의 대상자는 전국 47,041,434명의 전체인구집단에서 만 40세 이상을 모집단

(19,411,746명)으로 한다. 40세 이상 성인 중 현재 글루코사민 또는 글루코사민·콘드

로이틴 복합제 예상 복용률 및 통상 응답자들의 설문 참가율을 대략 10%~12%로 가정

하고, 최종 유효 샘플 1,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8,000명의 현재 복용자에게 전

화 설문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잠정적 응답자 8,000명은 성, 연령, 지역을 할당 기준으로 

비례할당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령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은 서울, 광역 6대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

도, 제주도로 구분하였다. 전화 설문을 시도한 총 26,673명 중 설문 중단, 설문 거절, 

전화 번호 오류, 대상자 부재 등의 이유로 18,538명은 설문을 완성 하지 못하였다. 그외 

설문에 동의한 8,135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수행하여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자가 

1,000명이 되는 시점에서 전화면접조사를 종료하였다. 한편, 70대 이상의 응답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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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답률이 저조하여 노인정에 전화 설문을 시도하였으며 241명의 응답을 얻었다. (설문

의 성공률 약 20%). 노인정 선정은 당시 지역 할당이 채워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노

인정을 선별하여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일인당 평균 10분이었다. 

설문조사수행은 연구목적과 수행방법을 교육받은 잘 훈련된 전화면접조사원 45명이 

2009년 9월 19일 - 30일까지 총 12일간 이루어졌다. 글루코사민 또는 글루코사민·콘

드로이틴 복합제 복용자는 991명, 콘드로이틴 복용자는 9명이 확보되었다(신뢰구간 

99%, 표준오차 ±2%). 

4.2.2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본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2개 대학병원에 현재 통원 중인 류마티스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면접법으로 이루어졌다. 내원한 환자 중 조사에 협조적인 환자만이 포함되는 선택편향

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대학병원별로 특정 진료일을 사전에 임의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내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사기간인 

2009.11.2~2009.11.13(약 2주간)의 기간 중 H대학병원의 경우 3인의 임상의사의 

특정 진료일을 임의 선택하였으며, S대학병원은 1인의 임상의사의 특정 진료일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지정된 조사일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진료를 담당한 임상의사는 조사의 

방법과 의의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본 조사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서는 동의서 작성과 함께  

조사 수행 매뉴얼을 통한 사전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간호사와 방문면접조사원 7인을 통해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 조사에 이은 후향적 의무기록조사는 임상기록의 

검토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3인의 임상연구 간호사가 수행하였다. 

한편, 병원 환자대상 설문조사는 앞의 전 국민 대상 일반인 설문조사 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외래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한 의무기록조사 추가로 수행하였다. 의무기록조

사에서는 해당 환자의 주진단명 및 부진단명, 그리고 해당병원에 방문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의무기록에서 한번이라도 앓은 적이 있는 적이 있는 환자의 동반상병 존재 여부 및 

현재 치료여부, 그리고 설문조사일 당시의 모든 과에서 처방된 외래 약물 처방현황도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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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사의 진행 흐름도 

4.3.1. 한국인 성인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한국인 40세 이상 성인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사용현황을 조사 진행 흐름은 아

래 그림1과 같다. 앞의 조사대상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국민 대상에서 골관절염 유병

률이 40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역학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연령, 지역 할당비례 추출을 

이용하여 설문을 26,673명에게 시도하였다. 이 중 18,583명이 전화번호 오류, 부재중

이거나 거절하였으며 설문조사 동의율은 29.6%이었다. 70대 이상의 응답률이 인구비례

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로 이 연령대에서 전화 설문을 시도하여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현재 복용자 1,000명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전화 설문 조사를 종료하였다. 

4.3.2. 류마티스질환 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

황 조사 

2009년 11월 2일 ~ 13일 동안에 2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외래에 방문한 환

자에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진행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사전에 임의로 지정된 특정 진료일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진료를 담당한 임상

의사는 조사의 방법과 의의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여부를 전체 425명에게 확인하였다. 

설문에 동의하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401명에 대하여 사전에 병원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

은 잘 훈련된 임상연구 간호사와 조사원이 일대일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과정 중 응

답이 부적절한 환자 8명을 제외한 393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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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인 성인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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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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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문조사 도구의 개발

4.4.1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국내 노인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김미라 등의 연

구33)의 설문도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연구 질문으로 글루코사민의 

복용현황과 자가인지된 효과성에 관한 Blakely 등의 연구34)의 설문도구의 내용을 포함시

켰다. 또한, 보완대체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의 이용현황, 태도, 지식을 연구한 선행연구

들35)36)(Herman et al., 2004; Marinac et al., 2007)을 참고로 하여 기존연구

에서 조사된 설문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거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는 첫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현황

을 조사하고, 현재 복용자에게 복용 이유, 복용 중단자(과거 복용자)에게 중단 이유를 조

사하였다. 둘째, 현재 복용자에게 자가인식한 복용효과 정도와 증상이 호전된 부위, 골관절

염의 의사진단 여부, 관절통(증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현재 복용중인 약제의 성분과 

용량에 대한 이해도 및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조사하였다. 넷째, 복용 약제의 구입자, 구입

원, 연간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복용자에 대한 동반질환, 타약제 복용

현황, 지속적 복용의사 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는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 내용에 추가적으로 설문 응답자의 주·부진단명을 설문을 통해 묻고, 진단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무기록조사를 수행하여 주질환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

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의 구성은 연구 대상자의 설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5

개로 구분하였다.

33) 경북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복지가족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 조사 및 
피해예방 연구. 2005.

34) Blakeley JA, Ribeiro V. A survey of self-medication practices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glucosamine products among older adults. Complement Ther Med. 2002;10:154-60.

35) Herman CJ, Allen P, Hunt WC, Prasad A, Brady TJ. Use of complementary therapies 
among primary care clinic patients with arthritis. Prev Chronic Dis. 2004;1:A12.  

36) Marinac JS, Buchinger CL, Godfrey LA, Wooten JM, Sun C, Willsie SK. Herbal products 
and dietary supplements: a survey of use, attitudes, and knowledge among older adults. J 
Am Osteopath Assoc. 2007;10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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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에 동의한 일반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섭취력, 

(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자의 골관절염 증상과 치료, (3) 글루코사민과 콘드로

이틴 이용 양상, (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 후 만족도,  (5) 동반질환 및 복용중

인 약물종류로 구분하였다.

구분 설문 내용

최근 1주일동안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 대상자

1. 골관절염 진단 및 치료방법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의 의사진단여부
▪골관절염 진단 과
▪지난 1년간 골관절염 치료 방법
▪지난 1년간 골관절염 의사 약물처방 종류
▪현재 골관절염 통증 여부
▪통증이 있는 관절 종류

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이용양상
▪섭취하기 된 주된 이유
▪지속적인 섭취 기간
▪글루코사민 성분명
▪일일 총 섭취량 (일일 섭취 횟수 × 한 알당 용량 × 1회 

섭취 tablet 수) 
▪해당 제품에 대한 일 년간 소요되는 총비용
▪구입 경로 

3. 사용 후 만족도
▪사용 후 효과여부
▪섭취동안 부작용 경험 여부
▪향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것인지 여부

4. 동반질환 및 복용중인 다른 약물 복용 현황
▪동반질환 현황
▪의사처방에 의한 타약제 복용 현황

복용한 적이 있으나 중단한
대상자

▪섭취 중단 이유

표 4 주요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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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내용

성별 남자/ 여자

연령 40-49세/50-59세/60-69세/ 70세 이상

주거지 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기타

교육수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나 그 이상  

월 가구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 599만원/ 600-699만원/ 700만 원 이상

도시규모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표 5 인구사회학적 관련 설문내용

구분 조사 내용

골관절염 진단 여부

1. 임상적 진단명
▪주진단명
▪부진단명

2. 주 진단명 진단일
3. 의사로부터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진단 여부
4. 골관절염이 발생 부위

동반상병 여부 1. Charlson comorbidity index 조사

대상환자의 방문외래 진료과에서 
처방한 약제

설문조사 당일 모든 과의 외래 처방 약물
▪DMARDs
▪소염진통제
▪경구스테로이드 
▪생물학적 
▪골다공증 
▪위장약 
▪기타 주사제

표 6 병원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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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설문내용의 흐름 

설문내용은 글루코사민을 복용여부로부터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먼저 

『현재 귀하는 글루코사민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일주일동안 섭취

한 적이 있는 경우를 현재 복용자로 하여 설문은 지속되어 골관절염의 증상과 치료, 글루

코사민의 이용 양상, 글루코사민복용 후 만족도, 기타로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동반질환 및 

타약제 복용 현황을 조사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글루코사민제품을 복용한 적이 있으나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중단 이유를 물은 후에 설문을 종료하였다. 

또한, 글루코사민제품을 현재 복용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게 

『현재 귀하는 콘드로이틴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까?』를 질문하여, 최근 일주일동안 섭

취한 적이 있는 경우 콘드로이틴 현재 복용자로 글루코사민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후 설

문을 종료하였다. 콘드로이틴 제품을 복용한 적이 있으나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일

하게 중단 이유를 확인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콘드로이틴 제품을 섭취한 

적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모든 설문을 종료하였다. 

그림 5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 현황 조사 설문내용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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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계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글루코사민상품명 및 성분명, 복용현황(복용횟수/일, 1

회 복용 tablet 개수), 구입관련 정보, 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글루코사민복용 후 효과

여부, 현재 복용자의 부작용 등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에 따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경험여부, 글루코사민과 콘

드로이틴의 현재 복용자와 과거 복용자간의 차이, 글루코사민 복용기간, 관절염 증세(통증) 

여부, 성별, 연령에 따른 글루코사민복용 후 효과 여부, 의사 진단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여부에 따른 관절염 증세(통증)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범주형 변수의 경우 

chi-squared test와 연속형 변수의 경우 student t-test를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tata 10.0 S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하에서 판단하였다.

4.6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본 연구 방법론은 2009년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비교효과 고찰(comparative effectiveness reviews)을 위하여 기존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한 의료기술평가방법론을 도입한 것으로 현존하는 체계적문

헌고찰의 관련성(relevance)에 대한 평가 후에 최종 선택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질 

평가 결과 high quality의 고찰인 경우 기존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이용하는 

체계적 문헌고찰(Compensated review using existing Systematic reviews)을 

수행하였다. 

위의 방법론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AMSTAR(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 (AMSTAR) measurement tool37)38)를 이용한 질평가 결

37) AHRQ. Using existing systematic reviews to replace de novo processes in comparative 
effectiveness reviews. 2009.



연구방법

- 27 -

과 moderate quality이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최상의 사용가

능한 근거(best available evidence)로 채택하였다. 

채택된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검색기간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RCT를 추가로 선

택하고,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비교연구 이상의 일차연구들의 치료효과크기를 추출

하여 각 관심 의료결과에 대한 전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는 GRADE 이용한 

근거등급으로 평가되었다.

4.7 고찰을 위해 연구들을 고려하는 기준

연구 유형(Type of studies)

국내문헌

▪RCT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systematic review of RCTs)

▪무작위임상시험연구(randomized clinical trial; 이하 RCT)

국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RCT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systematic review of RCTs)

국외 일차 연구

▪RCT (글루코사민2007년 이후, 콘드로이틴 2005년 이후)

연구 대상(Type of participants)

▪골관절염 환자(OA)

  - 무릎(knee)

  - 엉덩이(hip)

  - 손(hand)

38) Shea BJ, Grimshaw JM, Wells GA, Boers M, Andersson N, Hamel C, Porter AC, Tugwell P, 
Moher D, Bouter LM. Development of AMSTAR: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BMC Med Res Methodol 2007;7:10.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28 -

중재법(Type of interventions)

▪글루코사민치료(glucosamine treatment)

   - 황산글루코사민(glucosamine sulfate)

   - 염산글루코사민(glucosamine hydrochloride)

▪(황산)콘드로이틴 치료(chondroitin treatment)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병합치료(combination of glucosamine and chondroitin)

비교군(Type of comparison)

▪위약(placebo)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의료결과(Type of outcome measures)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지연

▪부작용

4.8 문헌 검색

문헌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내에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수행되

었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내역은 부록 2 문헌

검색현황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4.8.1 국내

 

국내문헌은 아래에 기술된 8개의 인터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의학분야 관

련 DB에 추가적으로 약학 논문의 검색결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정보연구소와 KCI를 추가

하였다. 일차 검색일은 2009년 8월 20~21일이었으며, 이후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파

악한 후 검색을 2009년 9월 27일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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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메드 http://www.koreamed.org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 http://kmbase.medric.or.kr/

▪ 의학연구정보센터 http://www.medric.or.kr/

▪ NDSL http://scholar.ndsl.kr/index.do

▪ 의약정보연구소 http://sdic.sookmyung.ac.kr/index.html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4.8.2 국외 체계적 문헌고찰 검색

국외 문헌 검색은 전자 DB 검색, 검색된 관련 문헌의 인용 문헌 검토, 국외 의료기술평

가 관련 기관, EBM 검색 엔진을 이용하였다. 검색어 선정 및 문헌검색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일차 검색은 2009년 8월 17-21일에 이루어졌다. 체계적문헌고찰 문헌을 검색하기 

위하여 ovidmedline, Embase의 경우 SIGN, Pubmed의 경우 Shojania등의 연

구39)에서 사용된 서치필터를 사용하여 검색의 특이도를 높였다.

▪ OvidMedline http://ovidsp.tx.ovid.com/
▪ Embase http://www.embase.com/
▪ Pubmed http://www.ncbi.nlm.nih.gov/
▪ Cochrane library(Cochrane 

systematic reviews database, DARE, 
NHS　EED, HTA database)

http://www3.interscience.wiley.com/

▪ CRD database(DARE, HTA) http://www.york.ac.uk/inst/crd/

4.8.3 국외 무작위임상시험연구 추가 검색

체계적문헌고찰 검색에서 사용된 Patient와 Intervention을 이용한 일차 검색은 

2009년 10월 27-28일에 이루어졌다. 무작위임상시험연구를 검색하기 위하여 

ovidmedline, pubmed의 경우 Cochrane Highly Sensitive Search Strategy

를 사용하였으며, Embase의 경우 Cochrane Highly Sensitive Search 

39) Shojania KG, Bero LA. Taking advantage of the explosion of systematic reviews: an 
efficient MEDLINE search strategy. Eff Clin Pract. 2001;4:1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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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유형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복합제 유효성과 부작
용을 다룬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placebo 또는 NSAIDs comparative RCT
▪single-blinded, double-blinded된 연구
▪2009 NCCHTA 연구에서 평가된 RCT
▪투여경로에 상관없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과 콘드

로이틴 복합제가 투여된 연구

표 7 연구 선택기준

Strategy를 embase(elsevier interface)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글루코사민의 경

우 선택된 두 편의 SR(Towheed et al., 2005, Vlad et al., 2007) 중 

Towheed 등의 연구(Towheed et al., 2005)에서 2008년 1월까지 검색하였으므로 

2007년 1월부터 검색기간을 제한하였으며, 콘드로이틴의 경우 선택된 

SR(Reichenbach et al., 2007)에서 2006년까지 검색하였으므로 2005년 1월부터 

검색기간을 제한하였다. 

▪ OvidMedline http://ovidsp.tx.ovid.com/

▪ Embase http://www.embase.com/

▪ Pubmed http://www.ncbi.nlm.nih.gov/

▪ CCTR        http://www.mrw.interscience.wiley.com/cochrane

4.9 선택 기준 

연구선택기준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국내문헌 중에 체계

적 문헌고찰 연구, RCT를 포함시키는 반면, 국외의 경우 무작위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체계

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문헌을 포함시켰다. 

동물실험이나 in vitro 연구인 경우, 리뷰 프로토콜만 발표된 연구, 적절한 의료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는 배제시켰다. 한편, 언어 해석의 문제로 한국어와 영어만을 선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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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18세 이상 성인으로 어느 부위든지 일차 또는 이차 골관절염 진단 
환자

▪턱관절 질환의 경우 배제

중재법 ▪유효성이나 부작용을 평가한 연구

의료결과측정 ▪주요 의료결과로 1) 통증(pain assessed by WOMAC 
subscale, VAS, others),   2) 기능적인 평가 (function 
assessed by WOMAC subscale, Lequesne index),   

  3) 관절강 소실(Joint space loss)
▪부작용 

기타 ▪한국어, 영어로 제한
▪초록 배제
▪치료기간 4주 미만인 연구 배제

그림 6 기존에 출판된 SR을 이용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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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질평가 전략

4.10.1 체계적 문헌고찰연구 

세 명의 연구자(Kim SY, Seo HJ, Cheong CL)가 독립적으로 질평가를 수행한 후 

불일치한 경우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문헌의 질평가는 (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 (AMSTAR) measurement tool를 사용하였다.40)41) 

AMSTAR를 이용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전반적 질 평가 등급은 AMSTAR의 특성을 고

려하여 내부 연구진의 토의 하에 다음 기준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판

을 이용하여 질평가하였으며, 부록에는 영문판 뿐만 아니라 연구진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도

구를 함께 제시하였다.

판단기준

전체 11항목 중에 2, 8, 9, 10번 항목을 core component로 선정하여 

▪Yes인 경우가 전체 11개 중 6개 이상(6/11) 그리고,

▪Yes인 경우가 core component의 4개 중 3개 이상 (3/4)인 체계적 문헌고찰 

Core component (Moderate quality 이상의 SR 판단 기준)

▪연구선택과 자료추출을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는가?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결론을 도달하는데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연구들의 결과들을 병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은 적절한가?

▪출판편향의 가능성은 평가되었는가?

40) AHRQ. Using existing systematic reviews to replace de novo processes in comparative 
effectiveness reviews. 2009.

41) Shea BJ, Grimshaw JM, Wells GA, Boers M, Andersson N, Hamel C, Porter AC, Tugwell P, 
Moher D, Bouter LM. Development of AMSTAR: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BMC Med Res Methodol 20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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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무작위 임상시험연구 

무작위 임상시험연구의 질 평가 도구는 Cochrane Risk of Bias tool를 이용하였

다.42) Risk of Bias tool에 포함된 6개의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43). 

▪무작위배정 순서생성(Sequence generation): 할당 순서가 유사한 그룹을 만드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할당 순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할당 은닉(Allocation concealment): 할당(배정) 순서를 숨기기 위해 사용된 방

법은 연구 참여 동안이나 연구 참여에 앞서 예측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연구참여자, 연구자, 의료결과에 대한 맹검(Blinding of participants, 

personnel and outcomes): 환자가 받은 중재법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모르게 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방법들을 기술하였는가. 의도

된 맹검법은 효과적이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야 함

▪의료 결과 자료의 완결성(Incomplete outcome data): 분석으로부터 배제된 것

과 탈락된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주요 의료결과에 대한 결과 자료의 완전성을 기술하

라. 탈락과 배제 여부를 기술하고, 각각의 중재그룹(전체 무작위화된 참여자와 비교

된)에서의 수, 탈락/배제 이유, review authors에 의해 수행된 분석에서 재포함된 

수

▪선택된 의료결과 보고(Selective outcome reporting): 선택된 의료결과 보고의 

가능성이 review authors에 의해 조사된 방법과 발견된 것을 기술하라. 연구 프로

토콜이 접근가능하고, 연구에서 사전에 정의된 일차 그리고 이차 의료결과가 연구결과

에서 보고되었는지를 확인

▪다른 편향의 원인들(Other sources of bias): 도구에서 다른 영영들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편향들에 대한 중요한 염려를 기술하라. 구체적으로 특별한 연구유형과 관

련된 잠재적인 편향을 가졌는지, 데이터에 의존적인 과정으로 인해 연구가 조기 종료

되었는지, baseline characteristic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비 지원자의 

부적절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2) Julian P.T. Higgins, Sally Green.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2008.  

43) Sally Hopewell and Julian Higgins. RevMan 5: Risk of Bias tool. The Cochrane 
Collaboration, MG Newsletter, 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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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른 편향의 원인으로 1) 연구비가 어디에서 지원되었는가 2) 글루코사

민, 콘드로이틴 투여 이외에 동반되는 치료법(cointervention)이 존재하는가를 편향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제조사에 의해 지원된 임상시험연구들의 1/2이상의 연구

들에서, 후원자는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원고를 승인하고 있었으며, 둘 다에 제약을 갖지 

않음을 어떠한 논문들에서도 기술되고 있지 않았고,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약제

에 관한 메타분석연구나 SR은 덜 투명하고, 포함된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제한점을 보류하

여  코크란 리뷰 그룹보다 우호적인 결론을 내려 덜 투명하므로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44)45).  또한 많은 논문들에서 rescue drug으로 NSAIDS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으로 인한 통증감소 효과인지를 확인하

기 어렵기 때문에 cointervention이 사용한 경우 의료결과 측정시기에 그동안 환자가 복

용한 NSAIDS의 복용량의 차이가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하였다.

Risk of Bias tool은 특히 질보다 오히려 편향의 위험을 다루며, 더욱이 맹검과 불완

전한 결과 자료와 같은 편향의 원인들은 다른 의료결과에 대해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자들은 

다른 의료결과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한다. ‘이중맹검’과 ‘intention- 

to-treat'과 같은 모호한 용어보다는 누가 맹검되었는지, 어떤 연구 참여자들이 분석에서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왜 포함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선호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

한 상세한 기준들은 2008년 출판된 Cochrane handbook(8장; ‘Assessing risk 

of bias in included studies’)과 김수영 등의 보고서46)를 참고하였다. 한편, 선택된 

의료결과 보고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4일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SEARCH PORTAL 

(http://apps.who.int/trialsearch/)과 ClinicalTrials.gov (http://clinicaltrials. 

gov/), ISRCTN (http://www.controlled-trials.com/)에서 검색어 ‘glucosamine' 

or 'Chondroitin'으로 검색된 임상시험연구의 프로토콜을 확인하였다.

44) Gøtzsche PC, Hróbjartsson A, Johansen HK, Haahr MT, Altman DG, Chan AW. Constraints 
on publication rights in industry-initiated clinical trials. JAMA 2006; 295: 1645-1646.

45) Jørgensen AW, Maric KL, Tendal B, Faurschou A, Gøtzsche PC.Industry-supported 
meta-analyses compared with meta-analyses with non-profit or no support: differences in 
methodological quality and conclusions.BMC Med Res Methodol. 2008 Sep 9;8:60.

46) 한림대 산학 협력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연구 문헌의 질평가 도구 개발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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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자료 추출

자료추출은 기존의 HTA 보고서의 자료추출 형식을 참고하여, 표준화된 자료추출 형식을 

이용하여 두 명의 연구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추출한 후 다른 연구원이 검토하였다. 연구에

서 제시된 의료결과 측정값은 약제 치료기간의 끝에 측정된 결과값을 자료추출하였다. 따라

서 반복 측정된 중간값은 메타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약제 치료기간이  끝난 이

후에 잔여효과(carryover effect)를 보는 연구들에서도 약제가 투여된 기간의 끝에 측정

된 결과값을 추출하였다. 한 연구에서 ITT 분석과 PP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ITT분석에

서의 결과값을 추출하였다. 불일치된 결과에 대해 해당 문헌의 원문을 검토하고, 토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4.12 자료 분석

4.12.1 치료 효과 측정

본 연구에서는 Revman 5.047) 과 Stata 10.0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고, 

추가로 Stata 10.0을 이용하여 Revman에서 지원하지 않은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결과에 대한 효과 추정치는 연속형 변수인 경우 의료결과 측정단위가 동일할 경우 

mean difference(MD), 측정단위가 다를 경우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MD)로 기술하였고, 이분형 변수인 경우 risk ratio로 표현하였다.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서 논문에서 치료종료 시점의 결과값인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보고되지 않

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48)49)에 의하여 연구자가 재계산하여 Revman에 값을 입력하였

다. 그러나 주요 의료결과가 그래프로만 제시된 경우 측정값의 표준편차를 추출할 수 없는 

제한으로 메타분석에 통합되지 못하였다. 한편, 연속형 변수에서 치료 종료 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있지 않았지만, 치료 종료시점에서의 두 군간의 평균 차이(mean 

47) http://www.cc-ims.net/revman (접속일자: 2010. 1. 8)
48) Julian PT Higgins and Sally Green .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2008.  
49)  Reichenbach S, Sterchi R, Scherer M, Trelle S, Bürgi E, Bürgi U, Dieppe PA, Jüni P. 
Meta-analysis: chondroitin for OA of the knee or hip. Ann Intern Med. 2007;146:5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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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가 제시된 경우, 이 결과값을 자료추출하여 inverse variance method를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통증과 기능에 대한 의료결과 측정법 그 결과가 

역방향인 것은 평균을 음수로 처리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에 대한 방향성에 일

관성을 주었다. 

그림 7 연속형 변수에서 의료결과 측정값 전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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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이질성 평가(Assessment of heterogeneity)

이질성 평가는 유의수준 10% 미만으로 하여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또한, 우연보다 이질성으로 인한 변이의 퍼센트 값으로 추정치를 제공하는

I-squared(I2)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I2 의 판단기준은 그 값이 50% 초과일 

경우 실제로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50). 메타분석에서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그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추출된 값을 재확인하였으며 subgroup 분

석을 포함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4.12.3 출판 편향 평가(Assessment of reporting biases)

출판 편향은 메타분석이 수행된 경우 funnel plot에 대해 null hypothesis를 기준으

로 양쪽에 논문들의 효과크기의 분포가 대칭적인지를 확인하여 출판편향 여부를 확인하였

다. 또한, 적어도 논문의 수가 10편 이상인 의료결과에 대해 funnel plot이 비대칭인 것

으로 판단되면, small study effect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ggers's funnel 

plot51)을 수행하여 출판편향을 검증하였다.

4.12.4 자료 합성(Data synthesis)

먼저 fixed-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random-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4.12.5 Subgroup 분석과 이질성 원인 조사방법 

본 연구 초기에 기존의 Towheed 등(2005)의 연구에서 수행한 subgroup으로 1) 

황산염 vs.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비교, 2) Rotta 제조사 제품 vs. Rotta 제조사가 아

닌 제품의 비교, 3) 질평가에서 배정은폐가 적절하게 수행된 연구 vs. 그렇지 않은 연구

간의 비교를 계획하였다. 추가로 임상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4) 중재법 수행기간이 1년 이

50) Higgins J,Thompson S,Deeks J,Altman D.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is. BMJ 
2003;327:557–60.

51) Egger M, Smith GD, Schneider M, Minder C. Bai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1997;315: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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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연구와 1년 미만인 연구, 방법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5) 질평가에서 맹검법의 적

절 수행 여부, 6) 의료결과 측정방법간의 통합된 효과 추정치의 비교, 7) 자료분석 방법

에서 Intention-to-Treat(ITT) 분석과 Per-Protocol(PP) 분석간의 비교, 8) 연구비 

출처(funding source)간의 비교를 추가 계획하였다.

4.12.6 Grade 접근법(Grade approach)

본 연구에서는 Summary of Findings (SoF) table을 제시하고, 근거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등급을 매기기 위하여 GRADE software52)를 이용하였다.

52) http://www.cc-ims.net/revman/gradepro (접속일자: 20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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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근거의 질을 평가하는 GRAD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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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인 성인에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5.1.1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에서의 응답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그림 9와 같

다. 응답자의  47.15%가 남성이었으며, 52.49%는 여성이었다. 또한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41.38%, 50대가 26.44%, 60대가 18.38%, 70세 이상이 13.80%

를 차지하였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남성 여성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Freq 3,865  4,270  3,366  2,151  1,495  1,123  8,135 

Percent 47.51  52.49  41.38  26.44  18.38  13.80  100.00 

그림 9 한국인 성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1.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 

40세 이상의 일반인 중에서 설문에 동의한 8,135명을 대상(평균연령 54.4세)으로 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현황 조사결과,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자는 9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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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복용한 적이  있으나 중단한 사람(이하; 과거 복용자)은 1,444명

(17.75%)로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93%를 차지하였다. 

글루코사민(단일 , 복합  포함) 복용자를 제외한 대상자(7,144명)에게 조사한 결과, 

콘드로이틴 단일 의 현재 복용자는 9명(0.13%), 과거 복용자는 102명(1.43%)로 콘

드로이틴 단일 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5%(111명)로 낮은 수준이었다.  

　 글루코사민n(%) 콘드로이틴 n(%)

현재 복용자 991 (12.18) 9 (0.13)
과거 복용자 1,444 (17.75) 102 (1.43)

복용한 적 없음 5,064 (62.25) 5,349 (74.87)
모르겠음 636 (7.82) 1,684 (23.57)

전체 8,135 (100.00) 7,144 (100.00)

표 8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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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 현황

추가로 991명의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 중에서 콘드로이틴이 함유되어 있는 복합을 복

용 중인지를 묻는 설문결과, 129명(13.02%)이 복합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단일 

글루코사민을 복용중인 경우가 189명(19.07%)으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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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수(%)
복합임 129(13.02)

복합제가 아님 189(19.07)
모르겠음 673(67.91)

전체 991(100.00)

표 9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 중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여부

전체 설문 응답자 8,135명의 성, 연령, 거주지별 글루코사민의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복용빈도가 높아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복용현황과 유사한 결과이었고, 

연령에서는 50~60대의 현재 복용률이 16.83~17.26%로 높았다. 과거 복용자의 경우

는 70대 이상에서 19.59%로 40대의 13.93%보다 높았으며 이는 연령이 많기 때문에 

복용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현재 복용자와 

과거 복용자가 타지역에 비해 빈도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현재 복용자 과거 복용자 복용한 적 없음 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309(7.99) 505(13.07) 2638(68.25) 413(10.69) 3865(100.00)

여성 682(15.97) 939(21.99) 2426(56.81) 223(5.22) 4270(100.00)
연령 40-49 255(7.58) 469(13.93) 2448(72.73) 194(5.76) 3366(100.00)

50-59 362(16.83) 443(20.60) 1237(57.51) 109(5.07) 2151(100.00)
60-69 258(17.26) 312(20.87) 772(51.64) 153(10.23) 1495(100.00)
70+ 116(10.33) 220(19.59) 607(54.05) 180(16.03) 1123(100.00)

거주지
서울특별시 269(16.43) 331(20.22) 920(56.20) 117(7.15) 1637(100.00)

6대광역시53) 249(11.89) 401(19.14) 1323(63.15) 122(5.82) 2095(100.00)
경기도 222(13.64) 252(15.49) 1025(63.00) 128(7.87) 1627(100.00)
경상도 83(7.85) 183(17.31) 689(65.18) 102(9.65) 1057(100.00)
전라도 86(11.91) 106(14.68) 440(60.94) 90(12.47) 722(100.00)
제주도 4(4.35) 10(10.87) 71(77.17) 7(7.61) 92(100.00)
충청도 60(9.68) 115(18.55) 397(64.03) 48(7.74) 620(100.00)
강원도 18(6.32) 46(16.14) 199(69.82) 22(7.72) 285(100.00)

전체 991(12.18) 1444(17.75) 5064(62.25) 636(7.82) 8135(100.00)

표 10 성, 연령, 거주지별 글루코사민복용 현황, 응답자 수(%) 

53) 6대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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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 경험 여부　응답자 수(%)

　 　 있음 없음/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828(21.42) 3037(78.58) 3865(100.00)

여성 1631(38.20) 2639(61.80) 4270(100.00)

연령 40-49 731(21.72) 2635(78.28) 3366(100.00)

50-59 818(38.03) 1333(61.97) 2151(100.00)

60-69 572(38.26) 923(61.74) 1495(100.00)

70+ 338(30.10) 785(69.90) 1123(100.00)

거주지
서울특별시 605(36.96) 1032(63.04) 1637(100.00)
6대 광역시 655(31.26) 1440(68.74) 2095(100.00)

경기도 480(29.50) 1147(70.50) 1627(100.00)

경상도 270(25.54) 787(74.46) 1057(100.00)

전라도 193(26.73) 529(73.27) 722(100.00)

제주도 14(15.22) 78(84.78) 92(100.00)

충청도 177(28.55) 443(71.45) 620(100.00)

강원도 65(22.81) 220(77.19) 285(100.00)

전체 2459(30.23) 5676(69.77) 8135(100.00)

표 11 성별, 연령, 지역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 경험 여부

5,676, 70%

2,459, 30%

non‐use

use

그림 11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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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중단한 대상자는 1,444명(17.75%)으로 중

단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전체의 35.80%로 가장 높은 이유이었으며, ‘가격이 비싸서’ 

(10.25%), ‘증세가 호전되어서’ (8.93%)의 순이었다.

중단 이유 응답자 수 (%)
효과가 없어서 517 (35.80)
가격이 비싸서 148 (10.25)
증세가 호전되어서 129 (8.93)

부작용을 경험해서 113 (7.83)

기타 196 (13.57)

동반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섭취를 위해 121 (8.38)

건강기능식품으로 다 섭취 후 추후구입안함 98 (6.79)

선물 받은 후 다 떨어져서 51 (3.53)

장기복용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35 (2.42)

예방차원 24 (1.66)

의사의 중단 권유 12 (0.83)

전체 1,444 (100.00)

표 12 글루코사민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연령별 글루코사민의 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

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제시된 중단 이유로 4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가 되었고, 5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공히 동반 질환에 따른 타 약제의 복용이 

약제 중단의 주요한 이유의 하나로 응답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polypharmacy에 대한 

저항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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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효과가 없어서 165(35.18) 162(36.57) 105(33.65) 85(38.64) 517(35.80)
가격이 비싸서 54(11.51) 39(8.80) 27(8.65) 28(12.73) 148(10.25)
증세가 호전되어서 45(9.59) 31(7) 32(10.26) 21(9.55) 129(8.93)
부작용을 경험해서 33(7.04) 44(9.93) 29(9.29) 7(3.18) 113(7.83)
기타 82(17.48) 59(13.32) 29(9.29) 26(11.82) 196(13.57)
동반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섭취를 위해

20(4.26) 45(10.16) 31(9.94) 25(11.36) 121(8.38)

건강기능식품으로 다 섭취
후 추후 구입 안함

34(7.25) 28(6.32) 27(8.65) 9(4.09) 98(6.79)

선물 받은 후 다 떨어져서 14(2.99) 13(2.93) 12(3.85) 12(5.45) 51(3.53)
장기복용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되어서

10(2.13) 11(2.48) 11(3.53) 3(1.36) 35(2.42)

예방차원 12(2.56) 6(1.35) 4(1.28) 2(0.91) 24(1.66)
의사의 중단권유 0(0) 5(1.13) 5(1.60) 2(0.91) 12(0.83)
전체 469(100.00) 443(100.00) 312(100.00) 220(100.00) 1444(100.00)

표 13 연령별 글루코사민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응답자 수(%)

글루코사민을 현재 복용중인 경우 991명을 제외한 나머지 7,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에서, 글루코사민과거 복용 자는 102명(1.43%)으로 중단 이유는 다음 표 10과 같

다. ‘효과가 없어서’ (27.45%), ‘가격이 비싸서’(19.61%)의 순위로 글루코사민과 동

일한 결과를 보였다. 

중단 이유 응답자 수 (%)
효과가 없어서 28 (27.45)
가격이 비싸서 20 (19.61)
증세가 호전되어서 11 (10.78)
부작용을 경험해서 7 (6.86)
기타 36 (35.29)
전체 102 (100.00

표 14 글루코사민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본 연구에서는 콘드로이틴 단일  복용률이 0.13%(9명)로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추가적

인 모든 분석은 글루코사민복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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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복용 이유와 복용 기간 

글루코사민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991명에서의 복용 이유는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72.75%로 가장 높은 이유이었고,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17.05%로 그 다음 순위이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글루코사민복용은 

6.86%로 낮은 수준이었다.  

복용 이유 응답자 수 (%)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721 (72.75)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169 (17.05)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68 (6.86)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24 (2.42)
다른 치료법들(약물 치료 등)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1 (0.1)

기타 8 (0.81)

전체 991 (100.00)

표 15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자의 주된 복용 이유

글루코사민의 복용기간은 자료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진 분포로 4분위수를 기준으로 

범주화시켜 분석하였다. 복용기간은 평균 20.6개월이었으며, 58.83%(583명)에서 복용

기간은 1년 이하로 나타났다. 

복용 기간 응답자 수 (%)
4개월 미만 247 24.92
4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57 15.84
12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35 33.8
30개월 이상 252 25.43
전체 991 100.00

표 16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복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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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글루코사민 복용기간

글루코사민의 1년 이상 복용 자는 남성(54.37%)보다 여성(60.43%)에서 약간 많았

다. 1년 이상 글루코사민의 복용자의 비율이 연령과 비례하였고, 40대와 50세 이상 복용

자간 1년 이상 복용자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40대에서 47.45%, 50

대에서 58.84%, 60대에서 62.01%), 대부분 40대에서 글루코사민의 복용을 시작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글루코사민 복용기간

　 　 4개월 미만 4개월-11개월 12개월-29개월 30개월 이상 전체

성 남성 77(24.92) 64(20.71) 93(30.10) 75(24.27) 309(100.00)

여성 170(24.93) 93(13.64) 242(35.48) 177(25.95) 682(100.00)

연령 40-49 89(34.9) 45(17.65) 89(34.90) 32(12.55) 255(100.00)

50-59 95(26.24) 54(14.92) 134(37.02) 79(21.82) 362(100.00)

60-69 53(20.54) 45(17.44) 78(30.23) 82(31.78) 258(100.00)

70+ 10(8.62) 13(11.21) 34(29.31) 59(50.86) 116(100.00)

전체 247(24.92) 157(15.84) 335(33.80) 252(25.43) 991(100.00)

표 17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자의 성·연령별 복용기간, 응답자 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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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글루코사민의 복용 현황 

글루코사민을 복용 중인 대상자 991명 중에서 실제로 현재 관절통을 느끼고 있는 대상

자는 567명으로 43%에 해당하는 424명에서는 증상이 없는데도 예방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아픈 관절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에서, 무릎(88.36%), 손

가락(22.75%), 발목(12.87%), 손목(11.99%), 팔꿈치(8.82%), 발가락

(6.00%) 순으로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여 골관절염의 실제 유병률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

다. 

관절통 증상 여부 응답자 수 (%)
없음 424 (42.79)
있음 567 (57.21)
통증 호소 부위

무릎 501 (88.36)
허리 132 (23.28)
손가락 129 (22.75)
어깨 93 (16.4)
발목 73 (12.87)
손목 68 (11.99)
팔꿈치  50 (8.82)
목 43 (7.58)
발가락 34 (6.00)
기타 13 (2.29)
전체  567 (100.00)

표 18 일상생활에서 관절통 증상 유무

0 100 200 300 400 500 600

기타
발가락

목
팔꿈치

손목
발목
어깨

손가락
허리
무릎
전체

기타 발가락 목 팔꿈치 손목 발목 어깨 손가락 허리 무릎 전체

빈도 수 13 34 43 50 68 73 93 129 132 501 567

그림 13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통증 호소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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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루코사민을 현재 복용중인 대상자 중에서, 골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빈도

는 23.01%에 지나지 않았으며, 76.99%에서는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사진단 골관절염 진단여부 응답자 수 (%)
진단 받음 228 (23.01)
진단 받지 않음 763 (76.99)
전체 991 (100.00)

표 19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 중에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

추가로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관절통의 증상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골관절염 

환자로서 관절통이 있는 환자 567명 중에서,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경우는 182명

(32.10%)인데 비해 관절통의 증상은 있으나 진단받지 못한 경우가 385명(67.90%)

이나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골관절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는 단

순한 관절통 혹은 관절 외부 조직의 통증일 가능성도 있다. 의사에 의해 골관절염을 진단

받았지만 관절통이 없다고 응답한 46명의 경우에는 radiographic OA혹은 동반한 타 

치료에 의해 충분히 통증이 억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글루코사민을 현재 복용 

중인 991명 중 378명은 관절염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며 통증도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로 

이들에게 과연 글루코사민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관절통 증상이 있거

나 의사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단받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431명)에서, 글루코사민의 효

과가 통증억제 효과와 기능개선 혹은 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어느 쪽에 더 의미가 큰지에 

따라서 치료대상이 확대 혹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 수 (%)
관절염 증상 있음

의사 진단 받음 182 (18.37)
의사 진단 받지 않음 385 (38.85)

관절염 증상 없음
의사 진단 받음 46 (4.64)
의사 진단 받지 않음 378 (38.14)

전체 991 (100.00)

표 20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증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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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관절통 증상여부와 의사진단 여부

5.1.4.1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서의 글루코사민의 복용 효과

관절통이 없는 경우에는 글루코사민의 복용 효과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기 때

문에, 관절통이 있는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환자에 있어서 글루코사민의 복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

에 있어서 골관절염으로 진단 받지 못한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65). 

　
의사 진단 여부

전체
진단 받음 진단 받지 않음

글루코사민복용효과
없음 74(40.66) 126(32.73) 200(35.27)

있음 108(59.34) 259(67.27) 367(64.73)

전체 182(100.00) 385(100.00) 567(100.00)

표 21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복용 효과 여부, 응답자 수(%)

p-value = 0.065 by chi-squar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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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복용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에 따

른 호전된 증상의 분포에 있어서, 두 군에서 모두 통증과 뻣뻣함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70). 

　
의사 진단 여부

전체
진단 받음 진단 받지 않음

통증 71(65.74) 156(60.23) 227(61.85)
뻣뻣함 22(20.37) 79(30.50) 101(27.52)

부종 3(2.78) 7(2.70) 10(2.72)

기타 11(10.19) 11(4.25) 22(5.99)
잘 모르겠고 예방 차원에서 복용 0(0) 5(1.93) 5(1.36)
전반적으로 편해졌음 1(0.93) 1(0.39) 2(0.54)
전체 108(100.00) 259(100.00) 367(100.00)

표 22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호전된 증상의 분포, 응답자 수(%)

p-value  = 0.070 by chi-squared test

단지 글루코사민을 복용하게 된 동기에서, 의사에 의해 처방된 경우에 의해 복용한다는 

이유가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18.13%로 그렇지 않은 경우(3.64%)에 비해  월등히 많

았다. 

　
의사 진단 여부

전체
진단 받음 진단 받지 않음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133(73.08) 312(81.04) 445(78.48)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11(6.04) 49(12.73) 60(10.58)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33(18.13) 14(3.64) 47(8.29)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 5(2.75) 6(1.56) 11(1.94)
기타 0(0.00) 4(1.04) 4(0.71)
전체 182(100.00) 385(100.00) 567(100.00)

표 23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글루코사민의 주된 복용 이유, 응답자 수(%)

이러한 측면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글루코사민의 평균 복용기간은 의사진단 

받은 골관절염 환자에서 약 28개월로 그렇지 않은 경우 약 18개월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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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의사 진단 받음 385 17.76 22.50 (15.50, 20.01) 

의사 진단 받지 않음 182 27.93 27.69 (23.88, 31.98) 

표 24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글루코사민의 복용기간(개월)

p-value < 0.001 by student t-test 

하지만 계속 복용하겠다는 의지에서의 진단받은 관절통 환자의 지속적인 복용 의지

(76.37%)는 진단받지 못한 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85.71%)에 비해 더 크지 않았다.  

지속적 복용 의지
의사 진단 여부

전체
진단 받음 진단 받지 않음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17(9.34) 20(5.19) 37(6.53)
섭취할 것이다 139(76.37) 330(85.71) 469(82.72)
잘 모르겠음 26(14.29) 35(9.09) 61(10.76)
전체 182(100.00) 385(100.00) 567(100.00)

표 25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와 글루코사민의 지속적 복용 의지, 응답자 수(%)

5.1.5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동반 질환과 타약제 복용 현황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동반 질환을 갖지 않는 경우는 577명(58.22%)이었

으며, 302명(30.47%)에서는 1개의 동반 질환 군, 112명(11.30%)에서는 2개 이상

의 동반 질환 군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반 상병군 수 응답자 수 (%) 범주화된 상병 수 응답자 수 (%)
0개 577 (58.22) 0개 577 (58.22)
1개 302 (30.47) 1개 302 (30.47)
2개 81 (8.17) 2개 이상 112 (11.30)
3개 21 (2.12) 
4개 6 (0.61) 
5개 1 (0.10) 
6개 3 (0.30) 
전체 991 (100.00)

표 26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동반 질환군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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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77명(38.04%)에서 글루코사민이외에도 다른 약제를 복용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복용하는 타약제 약물군 수에 따라 부작용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263).

복용 타약제 군 수 응답자 수 (%) 범주화된 상병 수 응답자 수 (%)
0개 614 (61.96) 0개 614 (61.96) 
1개 273 (27.55) 1개 273 (27.55) 
2개 77 (7.77) 2개 이상 104 (10.49) 
3개 17 (1.72) 
4개 7 (0.71) 
5개 2 (0.20) 
6개 1 (0.10) 
전체 991 (100.00)

표 27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복용하는 타약제군 복용 현황

복용 타약제 약물 군 수
부작용 경험여부 　

경험한적 있음 경험한적  없음 전체
0개 49(7.98) 565(92.02) 614(100.00)
1개 27(9.89) 246(90.11) 273(100.00)
2개 이상 5(4.81) 99(95.19) 104(100.00)
전체 81(8.17) 910(91.83) 991(100.00)

표 28 복용 타약제 약물 군 수에 따른 부작용 경험 여부, 응답자 수(%)

 p-value = 0.263 by chi-sqaured test

5.1.6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약제 성분에 대한 이해도 및 

복용량 추정

글루코사민에 대한 상품명 및 성분명 인지도에 있어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의 상

품명을 알고 있는 환자는 57.32%로 이를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성분명 인지여부

를 물은 결과, 모르는 사람이 70%에 이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30%의 환자 중 

염산염 글루코사민이 16.55%로 황산염 글루코사민14.33%에 비해 약간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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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수 (%)
상품명 인지도

알고 있음 568 (57.32)
모르겠음 423 (42.68)

성분명 인지도
염산염 글루코사민 164 (16.55)
황산염 글루코사민 142 (14.33)
모르겠음 685 (69.12)

전체 991 (100.00)

표 29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약제에 대한 이해도

추가로 골관절염 진단 여부에 따른 글루코사민성분 명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골관절염으

로 진단된 환자에서 처방약으로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황산글루코사민특정제품이 많이 사용

되는 점을 반영하여 의사진단 받은 경우에서 황산염의 빈도가 16.23%로 염산염의 빈도 

8.33%보다 높았다. 또한, 진단 받은 환자에서  글루코사민성분 명을 모르는 경우가 

77.44%로 많은 수에서 성분에 대해 알지 못한 점은 의사가 처방할 경우에는 약포장내에 

삽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 진단 여부 전체
진단 받음 진단 받지 않음

염산염 19(8.33) 145(19.00) 164(16.55)

황산염 37(16.23) 105(13.76) 142(14.33)

모르겠음 172(75.44) 513(67.23) 685(69.12)
전체 228(100.00) 763(100.00) 991(100.00)

표 30 골관절염 의사 진단 여부에 따른 글루코사민 성분 구성, 응답자 수(%)

글루코사민의 복용빈도 및 복용량에 대해서 조사하여 적절한 용량이 섭취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복용빈도는 하루 한번(47.53%)로 가장 많았고, 1회 복용량은 1알

(61.35%)과 2알(32.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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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수 (%)

복용 횟수
매일 두 번 377 (38.04)
매일 한 번 471 (47.53)
일주일에4-6번 15 (1.51)
일주일에2-4번 58 (5.85)
일주일에 한번이내 16 (1.61)
기타 15 (1.51)
매일 세 번 39 (3.94)

1회 복용 tablet 수

1알 608 (61.35)
2알 318 (32.09)
3알 40 (4.04)
4알 10 (1.01)
기타 15 (1.51)

전체 991 (100.00)

표 31 글루코사민의 일일 복용횟수와 1회 복용량

추가로 관절통 증상여부에 따른 복용횟수를 분석한 결과, 관절통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매일 한번(55.41%)과 매일 두 번(59.95%) 정기적로 복용하는 경

우가 약간 더 많아 순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복용 횟수
관절통 증상 여부

전체
있음 없음

매일 두 번 226(59.95) 151(40.05) 377(100.00)
매일 한번 261(55.41) 210(44.59) 471(100.00)
일주일에 4-6번 9(60.00) 6(40.00) 15(100.00)
일주일에 2-4번 30(51.72) 28(48.28) 58(100.00)
일주일에 한번이내 9(56.25) 7(43.75) 16(100.00)
기타 7(46.67) 8(53.33) 15(100.00)
매일 세 번 25(64.10) 14(35.90) 39(100.00)
전체 567(57.21) 424(42.79) 991(100.00)

표 32 OA 증상여부에 따른 복용횟수, 응답자 수(%)

글루코사민의 적정 복용은 일일 1,500mg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복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용횟수, 1회 복용 tablet 수, 1알 당 용량(mg)에 모두 응답

한 총 209명 중에서 일일 복용량이 50mg미만인 대상자 제외한 206명을 대상으로 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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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 당 용량, 일일 섭취횟수, 일회 섭취 tablet 수에 모두 응답한 총 334명 중에서 

일일 총 복용량이 50mg미만인 대상자 제외하여, 324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용량은 

748mg으로 일일 GLS 권장량 1,500mg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용량별 빈도수를 확인하면, 1,500mg 적정용량을 섭취하는 사람은 

20.37%(66/324)으로 매우 적었으며, 일일 복용량이 1,000mg 미만인 경우가 

6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2,000mg/day 이상인 경우는 1.24%이었다. 

한편,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 991명을 대상으로 한 적정용량 복용자는 

6.66%(66/99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일일 복용량 응답자 수 (%)
500mg 미만 100 (30.86)
500mg 이상 1,000mg 미만 111 (34.26)
1,000 이상 1,500mg 미만 43 (13.27)
1,500mg 66 (20.37)
1,500 이상 2,000mg 미만 1 (0..31)
2,000mg 이상 3 (0.93)
전체 324 (100.00)

표 33 글루코사민의 일일 복용량 분포

5.1.7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약제(제품)의 구입자, 구입처 

및 정보원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구매시 비용 지불 주체는 52.27%에서 본인이 지불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5.73%에서 자녀가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입처는 해외에서 

구입이 24.12%로 가장 많았고, 국내 인터넷 및 홈쇼핑에서 구입이 21.29%,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13.93%로 조사되었다.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

은 방송 36.13%, 친구(지인) 26.34%, 가족 20.08%이었다. 방송의 경우는 광고방

송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글루코사민의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한 경

험여부에서는 28.25%에서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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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수 (%)
본인 518 (52.27)
자녀 255 (25.73)
배우자 111 (11.20)
친척 56 (5.65)
친구 20 (2.02)
기타 31 (3.13)
전체 991 (100.00)

표 34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비용 지불 주체

　 응답자 수 (%)
해외에서  구입 (약국, 비타민 가게, 인터넷 등  포함) 239 (24.12)
국내 인터넷, 홈쇼핑 211 (21.29)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138 (13.93)
모르겠음 115 (11.60)
마트(백화점, 대형마트)나 건강식품매장 102 (10.29)
의사 처방 하에 약국에서 구입 87 (8.78)
방문판매원 73 (7.37)
기타 26 (2.62)
전체 991 (100.00)

표 35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약제(제품) 구입처

응답자 수 (%)
방송 358 (36.13)
친구(지인) 261 (26.34)
가족(배우자, 자녀, 친척) 199 (20.08)
의사 72 (7.27)
매스 미디어 광고를 보고 21 (2.12)
약국 20 (2.02)
기타 60 (6.05)
전체 991 (100.00)

표 36 글루코사민에의 효능에 관한 정보 출처

　 응답자 수 (%)
의사와 상담한적 있음 280 (28.25)
의사와 상담한적 없음 711 (71.75)
전체 991 (100.00)

표 37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의사와의 복용 상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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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연간 지출 비용을 통한 국가 

비용 추계

본 연구에서의 40세 이상 한국인 일반 성인의 글루코사민 복용률은 12.18%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의 응답자가 4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 1천9백만 명

으로 글루코사민복용자수를 환산하면 약 231만 명에 해당된다. 설문문항에서 연간 글루코

사민구입 비용에 대한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이 아닌 폐쇄형 질문으로 물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값을 보수적으로 취하여 (5만원 미만의 경우는 2.5만원, 그 외에는 범주 내 최저

값) 해당 항목의 응답자중 응답비율 (비응답자 제외함)로 곱하여 총합계를 낸 결과, 일인

당 글루코사민의 구입비용은 연간 약 12만 2천 5백 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중 글루코사민 구입을 위한 총지출 비용은 연간 약 2,800억 원

으로 전 국민 4천 7백만 명을 전체로 한 일인당 지출 비용은 연간 약 6천원으로 추정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의 국가 비용 추계는 설문대상자에게 개방형 질문이 아닌 폐쇄형 

질문으로 물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회상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한편, 2008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서의 글루코사민제품의 생산액 270억 원의 약 

10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 계산식: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일인당 연간 지출 비용 X 우리나라 40대 이상 

국민 수 X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률 / 우리나라 전 국민 수 

= 12.25만원 X 1천 9백만 명 X 12.18% / 4,700만 명 = 약 6천원

연간 구입비용 중간 비용 응답자 수 % 환산 비용(만원)
5만원 미만 2.5만원 64 7.55 0.2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225 30.77 1.54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만원 226 30.91 3.09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0만원 107 14.64 2.93 

30만원 이상 30만원 109 14.91 4.47 
모르겠음 제외됨  
전체 731 100.00 12.25

표 38 글루코사민의 국가 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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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루코사민의 국가적인 지출비용을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

시하였다.

국제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Euromonitor International은 2008년 미국 내 글루코

사민 함유제품의 판매량이 8억 7200만 달러, 전 세계의 총 판매량이 20억 달러였다고 

밝혔다.54)  또한, 미국인 일인당 글루코사민 구매 비용은 2.9달러로 세계 5위였다.55)  

한편, 미국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2007년 

NHI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를 통해 natural nutritional 

products 및 botanicals 총 소비량을 340억 달러로 추정했다.56)  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고한 2007년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에 따르면 응답자가 사

용한 nonvitamin, nonmineral, natural products 중 글루코사민은 fish oil 

(omega 3, DHA)에 이어 두 번째 (19.9%)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57) 이와 같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외한 건강 보조 식품 총 소비량 340억 달러 중 약 20%가 글루코

사민이라고 가정한다면, 2008년 미국 글루코사민 시장의 규모는 68억 달러였다. 또한, 

미국 인구를 3억58)으로 추산할 경우 미국인의 글루코사민의 지출비용은  일인당 약 23달

러이었다.

5.1.9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복용효과 및 부작용 경험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에게 복용 후 효과에 관한 설문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

54)

55) 

5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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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37.44%로 가장 많았고,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56%, ‘중등도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97%이었다. 

　 응답자 수 (%)

매우 효과가 있음 107 (10.8)

중등도의 효과가 있음 188 (18.97)

약간 효과가 있음 283 (28.56)

효과가 없음 42 (4.24)

잘 모르겠음 371 (37.44)

전체 991 (100.00)

표 39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자의 복용효과에 대한 생각

추가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578명을 대상으로 호전된 증상과 효과 정도에 대한 분석결

과, ‘매우·중등도·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조사되었

으며(71.03~49.47%), 중등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30.85%에서 뻣뻣함에 호

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호전된 증상
글루코사민복용 후 효과

전체
매우 효과적 중등도 효과적 약간 효과적

통증 76(71.03) 106(56.38) 140(49.47) 322(55.71)
뻣뻣함 19(17.76) 58(30.85) 81(28.62) 158(27.34)
부종 0(0) 3(1.6) 19(6.71) 22(3.81)
기타 10(9.35) 15(7.98) 31(10.95) 56(9.69)
예방 차원에서 복용 2(1.87) 1(0.53) 8(2.83) 11(1.9)
전반적으로  편해졌음 0(0) 5(2.66) 4(1.41) 9(1.56)
전체 107(100.00) 188(100.00) 283(100.00) 578(100.00)

표 40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호전된 증상과 효과 정도, 응답자 수(%)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 991명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91.83%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81명(8.17%)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경험한 부작용 종류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위장장애가 49명

(4.4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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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경험 여부 응답자 수 (%)

없음 910 (91.83)
있음 81 (8.17)

위장장애 49 (4.94)
두통, 현기증 7 (0.71)
신장 기능장애 4 (0.40)
피부질환(두드러기 포함) 4 (0.40)
식욕부진 1 (0.10)
기타 18 (1.82)

전체 991 (100.00)

표 41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부작용 경험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추후 지속적인 복용 의지에 관한 설문에서, 79.72%에서 지

속적으로 복용할 의향이 있었으며, 7.77%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수 (%)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77 (7.77)

섭취할 것이다 790 (79.72)

잘 모르겠음 124 (12.51)

전체 991 (100.00)

표 42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추후 지속적인 복용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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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현황 조사

5.2.1. 연구대상자 특성 및 복용 현황 

2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설문을 완료한 393명 중 남성은 70명

(82%), 여성은 323명(18%)이었다. 평균 연령은 51.9세이었으나 40세 미만의 환자

가 23%를 차지하여,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일반 성인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와

는  연령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 환자에게 본인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질환을 대

해 설문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161명(40.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골관절염 

79명(20.10%),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57명(14.5%), 통풍 15명(3.82%), 베체트

병 13명(3.31%), 강직성척추염 10명(2.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393명의 환자 중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환자는 62명(15.78%)이고, 과거 복용

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한번이상 복용한 환자는 약 38%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의 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골격계 증상을 주로 갖는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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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수 (%)
성 남성 70 (17.81)

여성 323 (82.19)
연령

평균 ± 표준오차 51.9 ± 0.82
19세 미만 3 (0.76)
20세 이상 29세 이하 34 (8.65)
30세 이상 39세 이하 53 (13.49)
40세 이상 49세 이하 76 (19.34)
50세 이상 59세 이하 105 (26.72)
60세 이상 69세 이하 68 (17.30)
70세 이상 54 (13.74)

주요 질환
류마티스관절염 161 (40.97)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79 (20.10)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57 (14.50)
통풍 15 (3.82)
베체트 병 13 (3.31)
강직성 척추염 10 (2.54)
근염(다발성/피부근염) 6 (1.53)
섬유근통 증후군 6 (1.53)
경피증 5 (1.27)
골다공증 5 (1.27)
성인형 스틸씨병 2 (0.51)
기타 31 (7.89)
결측치 3 (0.76)

전체 393 (100.00)

표 43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면접 조사 대상자의 특성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현재 복용자 62 (15.78) 1 (0.30)

과거 복용자 89 (22.65) 7 (2.11)

복용한 적 없음 228 (58.02) 275 (83.08)

모르겠음 14 (3.56) 47 (14.20)
결측치 0 (0.00) 1 (0.30)
전체 393 (100.00) 331 (100.00)

표 4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복용현황(병원 면접 조사),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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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성, 연령, 질환별 글루코사민복용 현황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루코사민의 복용현황은 현재 복용자 및 과거 복용자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40세 

미만에서는 11.11%에서만이 복용 중이었으며, 40대에서는 35.53%, 50대 환자에서

는 56.19%, 60대 환자에서는 51.47%, 그리고 70대 이상의 환자에서는 37.04% 

등으로 4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총 303명) 약 46.53%(141명)에서 글루코사민복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용자 과거 복용자 복용한 적 없음 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9 (12.86) 10 (14.29) 46 (65.71) 5 (7.14) 70 (100.00)

여성 53 (16.41) 79 (24.46) 182 (56.35) 9 (2.79) 323 (100.00)

연령 19세 미만 0 (0.00) 0 (0.00) 2 (66.67) 1 (33.33) 3 (100.00)

20-29세 3 (8.82) 2 (5.88) 24 (70.59) 5 (14.71) 34 (100.00)

30-39세 1 (1.89) 4 (7.55) 46 (86.79) 2 (3.77) 53 (100.00)

40-49세 10 (13.16) 17 (22.37) 46 (60.53) 3 (3.95) 76 (100.00)

50-59세 22 (20.95) 37 (35.24) 44 (41.90) 2 (1.90) 105 (100.00)

60-69세 13 (19.12) 22 (32.35) 32 (47.06) 1 (1.47) 68 (100.00)

70세 이상 13 (24.07) 7 (12.96) 34 (62.96) 0 (0.00) 54 (100.00)

거주지
서울특별시 32 (15.46) 51 (24.64) 117 (56.52) 7 (3.38) 207 (100.00)

6대광역시 4 (12.90) 4 (12.9) 23 (74.19) 0 (0) 31 (100.00)

경기도 17 (18.28) 20 (21.51) 51 (54.84) 5 (5.38) 93 (100.00)

경상도 3 (18.75) 5 (31.25) 7 (43.75) 1 (6.25) 16 (100.00)

전라도 0 (0.00) 4 (26.67) 11 (73.33) 0 (0) 15 (100.00)

제주도 1 (33.33) 0 (0) 2 (66.67) 0 (0) 3 (100.00)

충청도 4 (22.22) 5 (27.78) 8 (44.44) 1 (5.56) 18 (100.00)

강원도 1 (10.00) 0 (0) 9 (90) 0 (0) 10 (100.00)

　 결측치 62 (15.78) 89 (22.65) 228 (58.02) 14 (3.56) 393 (100.00)

전체 62 (15.78) 89 (22.65) 228 (58.02) 14 (3.56) 393 (100.00)

표 45 성, 연령, 거주지별 글루코사민복용 현황(병원 면접 조사),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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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설문에 응답한 병원 방문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별 글루코사민 복용력에 있어

서는 관절의 통증이 주 증상인 퇴행성관절염(현재 복용자 30.38%, 과거 복용자 

34.18%)과 류마티스 관절염(현재 복용자 11.8%, 과거 복용자 27.95%)에서 그 빈

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베체트병, 근염 및 섬유근통 증후군과 같이 직접적인 관절 손상

을 일으키지 않는 류마티스 질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복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환

자들이 골관절염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한 관절통에 대한 치료로서 복용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환 현재 복용자 과거 복용자 복용한적 없음 모르겠음 전체

류마티스 관절염 19 (11.80) 45 (27.95) 95 (59.01) 2 (1.24) 161 (100.00)

퇴행성관절염
(골관절염)

24 (30.38) 27 (34.18) 26 (32.91) 2 (2.53) 79 (100.00)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1 (1.75) 3 (5.26) 49 (85.96) 4 (7.02) 57 (100.00)

통풍 1 (6.67) 3 (20.00) 9 (60.00) 2 (13.33) 15 (100.00)

베체트 병 5 (38.46) 0 (0.00) 8 (61.54) 0 (0.00) 13 (100.00)

강직성 척추염 2 (20.00) 1 (10.00) 7 (70.00) 0 (0.00) 10 (100.00)

근염 (다발성/
피부 근염)

2 (33.33) 2 (33.33) 1 (16.67) 1 (16.67) 6 (100.00)

섬유근통 증후군 2 (33.33) 0 (0.00) 4 (66.67) 0 (0.00) 6 (100.00)

경피증 0 (0.00) 2 (40.00) 1 (20.00) 2 (40.00) 5 (100.00)

골다공증 2 (40.00) 3 (60.00) 0 (0.00) 0 (0.00) 5 (100.00)

성인형 스틸씨병 0 (0.00) 0 (0.00) 2 (100.00) 0 (0.00) 2 (100.00)

기타 4 (12.90) 3 (9.68) 23 (74.19) 1 (3.23) 31 (100.00)

결측치 0 (0.00) 0 (0.00) 3 (100.00) 0 (0.00) 3 (100.00)

전체 62 (15.78) 89 (22.65) 228 (58.02) 14 (3.56) 393 (100.00)

표 46 환자 자각 주요 질환별 글루코사민 복용현황,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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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환자 자각 주요 질환별 글루코사민 복용현황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루코사민의 복용현황 조사의 제한점은 사전에 임의로 

지정된 특정 진료일에 내원한 전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지라도 서울 시내 2개의 대

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한 선택편향의 위험이 높은 

조사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복용이유 및 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현재 복용자의 글루코사민복용 이유는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51.61%, 

의사의 처방으로 38.71% 순이었다.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중단한 대상자는 89명으로 중단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전체의 43.82%로 가장 높은 이유이었으며, ‘다약제 복용으로 중단하였음’이 

(12.36%), ‘의사의 지시 하에 중단’ (6.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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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이유 n (%).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24 (38.71)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32 (51.61)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2 (3.23)
다른 치료법들 (이를테면 약물치료)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1 (1.61)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1 (1.61)
기타 2 (3.23)
전체 62 (100.00)

표 47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복용 이유

중단 사유 n (%).
증세가 호전되어서 3 (3.37)
가격이 비싸서 3 (3.37)
부작용을 경험해서 7 (7.87)
효과가 없어서 42 (47.19)
기타 17 (19.10)
다약제복용으로 11 (12.36)
의사 지시 하에 중단 6 (6.74)
전체 89 (100.00)

표 48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과거 복용자의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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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근골격계 질환자의 글루코사민복용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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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외 n(%) 국내 n(%) 전체 n(%)
염산염 74 (28.14) 227 (35.47) 298 (33.00)
황산염 77 (29.28) 11 (1.72) 88 (9.75)
염산염+황산염 0 (0.00) 1 (0.16) 1 (0.11)

기타

OEM이라서 답변할 수 없음 또는 
모름 5 (1.90) 62 (9.69) 67 (7.42)

공개불가 또는 답변거부 5 (1.90) 22 (3.44) 27 (2.99)
게껍질분말 0 (0.00) 1 (0.16) 1 (0.11)
생산 안하거나 중단, 또는 없는 회사 34 (12.93) 143 (22.34) 177 (19.6)
연락처 확인 불가 또는 직접통화 안됨 39 (14.83) 36 (5.63) 75 (8.31)
글루코사민분말 24 (9.13) 0 (0.00) 24 (2.66)
글루코사민과 관련 없는 회사 2 (0.76) 0 (0.00) 2 (0.22)
실험실용 글루코사민 2 (0.76) 0 (0.00) 2 (0.22)
조사 안 됨 1 (0.38) 137 (21.41) 141 (15.61)

전체 263 (100.00) 640 (100.00) 903 (100.00)

표 49 2009년 식약청에 등록된 국내·국외 글루코사민 성분명

5.3 식약청에 등록된 글루코사민제품 성분조사 결과

국내에서 시판허가중인 글루코사민관련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성분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 웹페이지에서, 국내제품과 수

입제품에 검색란에 제품명으로 “글루코사민”으로 검색한 결과 국내제품 640개, 2009년 

11월 11일 수입제품 264개가 검색되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

제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2009. 9. 1 고시분, 9월15일 시행)에서, 글루코사민은 황

산염 글루코사민250mg(8개 제조사), 500mg(4개 제조사), (황산염)콘드로이틴 

400mg(2개 제조사) 기등재 목록 약품이었다.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글루코사민제품의 903개에 대한 성분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국

내 제조사가 판매하는 글루코사민 성분명은 염산염 글루코사민35.47%, 황산염 글루코사

민1.72%로 염산염 글루코사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국외에서 수입하는 글루코

사민 성분명은 염산염 글루코사민28.14%, 황산염 글루코사민29.28%로 두 성분명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전체

의 33.0%이었고,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9.75%로 나타났다. 한편, 성분명이 확인 가능

했던 387개 중에서 염산염 글루코사민77.0%, 황산염 글루코사민22.7%를 차지하였다. 

각 제품명별 성분명과 용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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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글루코사민의 성분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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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5.4.1 검색 결과

국내 및 국외 문헌 검색 DB를 활용한 검색 결과, 체계적문헌고찰 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전략 결과 353개가 검색되었고 , 국내 RCT와 체계적문헌고찰 문헌 검색 전략 결과 

175개, 글루코사민의 경우 2007년 이후, 콘드로이틴의 경우 2005년 이후에 추가로 출

판된 국외 RCT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전략 결과  551개가 검색되었다. 이들 검색결과로

부터 관련 문헌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문헌선택기준에 따른 선택과정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은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되어 중복 검색

된 문헌을 색인하기 위해서는 제목, 저자, 출판년도, 잡지명, 권(호), 페이지로 구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된 문헌을 입력하였다. 

학위논문은 이후 동일한 제목이나 내용으로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경우 중복으로 색인하

였으며, 1차 중복 검색된 문헌의 제거는 저자명을 중심으로 엑셀 오름차순 정렬을 이용하

였고, 2차 중복 검색된 문헌의 제거는 제목을 중심으로 엑셀 오름차순 정렬한 후 수작업으

로 제거하였다. 관련 문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총 175

개 문헌 중 중복으로 색인된 문헌은 53개(30.3%)이었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Endnote X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여부를 조사하였다. 프로

그램의 ‘Find Duplicates’ 기능을 이용하여 제목, 제1저자, 출판년도의 선택 조건으로 

중복을 색인하여 제거한 후 제목과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여 수작업을 병행하였다. 

검색된 문헌 총 353개 중 중복으로 제외된 문헌은 93건(26.3%)이었다. 추가로  동일 

연구목적으로 동일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업데이트된 SR의 경우 가장 최근의 SR을 채택

하였다. 국외 추가로 출판된 RCT의 경우 검색된 551개 중에 중복된 문헌은 108개이었

고, 제목과 초록 확인 후 연구질문과 관련없는 연구 410개를 배제시켜 33편의 관련된 문

헌을 대상으로 전문을 확인하였다. 전문 검토 후에 최종 23편의 논문이 배제되어 총 10

편의 문헌(이중 2편은 하나의 연구(study)를 세부분석과 관심 의료결과를 두 편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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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으로 나누어 출판하였음)이 최종 평가에 포함되었다.

 

두 명의 연구원(H J Seo, C Cheong)이 논문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차 선택하였

다. 연구 질문(주제)과 관련성이 없는 논문은 배제시킨 후 선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논문

에 한하여 전문을 확인하였으며, 평가에 포함된 문헌의 최종 선택은 두 명의 연구원이 독

립적으로 선택한 후에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중 평가자간 이견을 보인 경우는 36건

(3.3%)이었으며 평가자 회의에서 모두 조정되었다. 

따라서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하여 RCT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

찰과 국내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검색된 문헌 총 528개(국내 175건, 국외 353건, 

국외 추가 RCT 551건) 중 평가에 포함된 문헌은 체계적 문헌고찰연구의 경우 21편, 국

내 RCT 1편, 국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1편, 추가로 출판된 국외 RCT 12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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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R, RCT, 국내 문헌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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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erate quality 이상의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의 선택과정

추가로 본연구의 토대가 될 moderate quality 이상의 체계적문헌고찰 문헌

(Systematic review: 이하 SR)을 선택하기 위하여 체계적문헌고찰 결과의 최신성

(currency)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연구만을 1차 선택하였다. 그 

결과 총 11편에 대하여  최대한 편향에 치우침없이 적절한 연구방법론으로 수행한 SR을 

선택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AMSTRA 질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질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core component 4개 중의 3개 이상인 연구 총 3편(글루코사민의 연구 2편, 콘

드로이틴에 관한 SR 1편)을 moderate quality 이상의 적절한 연구방법론으로 수행된 

SR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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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사전에’ 
연구 
설계가 
제시되었
는가?

연구선택
과 
자료추출
을 두 
명의 
연구자가 
수행했는
가? 

수행된 
문헌 
검색은 
통합적인
가?

선택기준으
로서 
출판의 
상태(예. 
회색문헌)
가 
사용되었는
가?

포함된 
그리고 
배제된 
연구들의 
목록이 
제시되었는
가?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들은 
제시되었는
가?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평가되고 
기술되었는
가?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결론을 
도달하는데 
적절히 
사용되었는
가?

연구들의 
결과들을 
병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은 
적절한가?

출판편향의 
가능성은 
평가되었는
가?

이해관계 
상충은 
기술되었
는가?

전반적인 
연구의 질 등급

Poolsup
(2005)

Y CA Y CA Y Y Y CA Y N N 6/11 1/4

Towheed 
(2005)

Y Y Y Y Y Y Y Y Y CA Y 9/11 3/4

Bazian 
(2005)

Y N CA N N Y N N CA N N 2/11 0/4

Vlad (2007) Y N Y Y Y Y Y Y Y Y Y 10/11 3/4

Reginster 
(2007)

Y CA CA N N CA CA N NA N Y 2/11 0/4

Hochberg 
(2008)

Y N CA Y CA Y Y CA Y N Y 6/11 1/4

Reichenbach 
(2007)

Y Y Y Y CA Y Y Y Y Y Y 10/11 4/4

표 50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 질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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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사전에’ 
연구 
설계가 
제시되었
는가?

연구선택
과 
자료추출
을 두 
명의 
연구자가 
수행했는
가? 

수행된 
문헌 
검색은 
통합적인
가?

선택기준으
로서 
출판의 
상태(예. 
회색문헌)
가 
사용되었는
가?

포함된 
그리고 
배제된 
연구들의 
목록이 
제시되었는
가?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들은 
제시되었는
가?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평가되고 
기술되었는
가?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결론을 
도달하는데 
적절히 
사용되었는
가?

연구들의 
결과들을 
병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은 
적절한가?

출판편향의 
가능성은 
평가되었는
가?

이해관계 
상충은 
기술되었
는가?

전반적인 
연구의 질 등급

Uebelhart 
(2006)

Y Y Y Y CA CA Y CA NA N N 5/10 1/3

Bana 
(2006)

Y N Y Y Y Y Y CA CA N N 6/11 0/4

Lee  
(2009)

Y N Y Y CA Y Y CA Y Y N 7/11 2/4

Bjordal 
(2007)

Y N Y Y CA Y Y Y Y N Y 8/11 2/4

Y: Yes, N: No, Can't answer: CA, Not applic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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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평가에 포함된 RCT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과정에서 선택된 SR 3편(Towheed et al., 2005; Vald 

et al., 2007; Reichenbach et al., 2007)에서 분석되었던 RCT 중에서 본 연구

의 선택기준을 충족시키는 연구에 한하여 모두 포함시켰으며, 추가로 첫 번째 과정에서 검

색된 국내 RCT와 국외 추가 검색한 RCT(글루코사민의 경우 Towheed 등(2005)의 

연구에서 2008년 1월까지 검색하였으므로 2007년 1월부터 추가검색, 콘드로이틴의 경

우 Reichenbach 등(2007)의 연구에서 2006년 10월까지 검색하였으므로 2005년 

1월부터 추가검색 수행함)를 포함시켰다. 

또한, 2009년 11월에 NCCHTA에서 추가로 출판된 본 연구질문과 동일한 HTA보고

서에서 평가에 포함된 RCT 1편(Rai et al., 2004)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37편의 논

문(36개의 연구)이 평가에 포함되었다. 

콘드로이틴과 위약을 비교한 RCT 20편, 콘드로이틴과 위약을 비교한 RCT 11편, 글

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병합과 위약을 비교한 RCT 4편, 글루코사민과 NSAIDS를 비교

한 RCT 5편, 콘드로이틴과 NSAIDS를 비교한 RCT 2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병

합과 NSAIDS를 비교한 RCT 1편이었다. 각 중재법간의 비교군 연구의 수는 하나의 연

구에서 최대한 비교될 수 있는 대조군을 추출한 연구수로 Clegg 등(2006)과 같은 연구

에서는 모든 중재법(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 병합치료)과 모든 대조군(위약, NSAIDS)

이 각각 비교가능한 연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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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최종 평가에 포함된 RCTs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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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평가에 포함된 RCT의 특성

일차연구들의 분포 및 특성

본 평가에 포함된 글루코사민에 관한 RCT의 분포를 살펴보면, 두개의 SR을 최상의 접

근가능한 근거로 선택하였을지라도 Vald 등(2007)의 연구에서 평가되었던 13편 RCT는 

모두 Towheed 등(2005)연구에 포함되었다. Vald 등의 본 논문에서 평가된 RCT는 

총 15편 중 Vajaradul 등(1981)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무릎관절증(Gonarthrosis)이

어 배제되었고, Rovati 등(1999)의 연구는 미출판 연구로 배제되었다. 한편, 

Towheed 등(2005)의 본 논문에서는 총 4편이 본 평가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치료기간이 4주 미만인 연구가 두 편(Croll et al., 1980; D'ambrosio et al., 

1981)이었고, Mehta 등(2007)의 연구는 비교군이 허브건강보조식품과 reparagen으

로 배제되었고, Rovati 등(1997)의 연구는 학회 연제집에 초록만 출판된 경우로 배제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글루코사민관련 RCT는 기존 SR에서 19편이 포함되었고, 추가 

검색한 결과 비교군에 관계없이 글루코사민단독  연구 6편이 추가되었다. 

콘드로이틴 에 관한 SR인 Reichenbach 등(2007)의 연구에서 분석된 RCT는 22

개이었지만 이 중 초록만 출판된 연구 4편(Mazieres et al., 1992; Fleisch et al., 

1997; Soroka et al., 2002; Mazieres et al., 2006), 러시아어 1편 

(Nasonova et al., 2001), 불어 1편(Conrozier, 1998), 독일어 5편(Conrozier 

et al., 1992; L'Hirondel, 1992; Uebelhart  et al., 1999; Malaise et al., 

1999; Pavelka et al., 1999), 무릎관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

(Alekseeva et al., 1999)의 연구, gray literature 1편(Kahan et al., 1999)

으로 총 13편이 배제되어 최종 9편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콘드로이틴 관련 

RCT는 기존 SR에서 12편, 추가 검색한 결과 콘드로이틴 단독  연구 4편, 이외에도 글

루코사민·콘드로이틴 복합제 2편이 추가되었다.

연구가 수행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8편, 이탈리아 4편, 프랑스 4편, 스위스 4편, 

독일 3편, 벨기에 2편, 캐나다 2편, 스페인 2편, 포르투갈 2편, 인도 1편, 아르헨티나 

1편, 한국 1편, 중국 1편, 일본 1편, 체코 1편, 필리핀 1편, 네덜란드 1편이었다(다기

관 임상시험연구인 경우 해당 국가를 포함시킴). 

2개 이상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수행된 연구를 다기관연구로 정의한다면, 단일기관 연구 

25편, 다기관 연구 12편으로 전체 67.6%에서 단일 기관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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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amine Chondroitin

New article Country
Single/ Multi 
centerTowheed 2005 Vald 2007 Reichenbach 2007

Bourgeois (1998) 　 　 √ 　 France Single
Bucsi (1998) 　 　 √ 　 Hungary Single
Cibere (2004) √ √ 　 　 Canada Multi
Clegg (2006) √ √ √　 　 USA Multi
Drovanti (1980) √ 　 　 　 Italy Single
Frestedt (2008) 　 　 　 √-GLS USA Single
Giordano (2009) 　 　 　 √-GLS Italy Single
Herrero-Beaumont (2007) √ √　 　 　 Spain Portugal Multi
Houpt (1999) √ √ 　 　 Canada Single
Hughes (2002) √ √ 　 　 UK Single

Kahan (2009) 　 　 　 √-Chon

France Belgium
Switzerland
Austria
USA

Multi

Kawasaki (2008) 　 　 　 √-GLS Japan Single
Kerzberg (1987) 　 　 √ 　 Argentina Single
Lee DY (2001) 　 　 　 √-GLS Korea Single
Marti-Bonmati (2009) 　 　 　 √-GLS Spain Single
Mazieres (2001) 　 　 √ 　 France Multi

Mazieres (2007) 　 　 　 √-Chon
France 
Switzerland

Multi

McAlindon (2004) √ √ 　 　 USA Single
Messier (2007) 　 　 　 √-Chon USA Single

표 51 평가에 포함된 RCT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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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amine Chondroitin

New article Country
Single/ Multi 
centerTowheed 2005 Vald 2007 Reichenbach 2007

Michel (2005) 　 　 √ 　 Switzerland Single
Morreale (1996) 　 　 √ 　 Italy Multi
Muller-Fassbender (1994) √ 　 　 　 Germany Multi
Noack (1994) √ √ 　 　 Germany Multi
Pavelka (2002) √ √　 　 Czech Single
Pujalte (1980) √ √ 　 　 Philipplines Single
Qiu (1998) √ 　 　 　 China Multi
Rai (2004) 　 　 　 √-GLS + Chon India Single
Reginster (2001) √ √ 　 　 Belgium Single
Reichelt (1994) √ √ 　 　 Germany Multi
Rindone (2000) √ √ 　 　 USA Single
Rovetta (1991) 　 　 √ 　 Italy Single
Rozendaal (2008) √ 　 　 　 Netherlands Single

Sawitzke (2008) 　 　 　
√-GLS, Chon, 
GLS+Chon

USA Multi

Uebelhart (1998) 　 　 √ 　 Switzerland Single
Usha (2004) √ √ 　 　 India Single
Vaz (1982) √ 　 　 　 Portugal Single
Zenk (2002) √ 　 　 　 USA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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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using existing systematic reviews'를 이용한 의료기술평가방법

론을 사용한 것으로 기존의 최상의 근거로 채택한 SR 3편과 검색 DB를 비교하였다. 코

크란 리뷰그룹에서는 일차연구를 검색하기 위한 DB로 CENTRAL, MEDLINE, 

EMBASE를 최소한의 검색 DB로 권유하고 있다59). 글루코사민의 경우 Vald 등

(2007)의 연구에서 평가되었던 RCT가 모두 Towheed 등(2005)의 연구에 포함되었

으므로 Towheed 등의 연구의 검색 DB를 중심으로 본다면, Medline, Medline in 

process and other non-indexed citations, CENTRAL, CDSR, DARE, 

EMBASE를 검색 DB로 사용하여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였다. 다만, AMED는 본 연구

원에서 2009년 구득 DB가 아니었던 제한으로 검색DB에서 제외되었다. 

콘드로이틴의 경우 Reichenbach 등(2007)의 연구에서 Medline, CENTRAL, 

EMBASE, CINAHL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원에서 CINAHL 역시 구득 DB가 아니었

기 때문에 콘드로이틴 관련 문헌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추가로, 검색 DB가 기존의 SR과 동일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11

월 NCCHTA에서 출판된 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포함된 RCT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그 결

과 총 2편의 RCT가 본 연구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두 명의 연구원이 각각 전문을 검

토한 후 토의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선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첫째, Uebelhart 등의 연구

(2004)60)는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콘드로이틴의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연

구시작~3개월까지는 중재법을 수행하고, 3~6개월은 중재법을 중단, 6~9개월 다시 중재

법을 수행, 9~12개월 중재법을 중단하여 위약과 비교한 RCT이었으므로 내부 연구진과 

상의 후에 제외시켰다. 그러나, Rai 등(2004)의 연구61)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

합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로 본 평가의 선택기준에 충족되어 새로이 추가하였다.

59) Higgins J, Green 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2008.
60) Uebelhart D, Malaise M, Marcolongo R, DeVathaire F, Piperno M, Mailleux E, et al. 

Intermittent treatment of knee OA with oral chondroitin sulfate: a one-year,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er study versus placebo. OA Cartilage 2004;12:269-76.

61) RAI J, PAL S K, SENTHIL R, HARSIMRAN SINGH (Orthopaedics Surgery Dep, PGIMER, 
Chandigarh) : Efficacy of chondroitin sulfate and glucosamine sulfate in the progression 
of symptomatic knee OA: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double blind study. Bull PGI 
2004;3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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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heed 2005 Vald 2007
Reichenbach 

2007
Current 
study

Medline (ovidmedline) √ √ √ √

Medline in process and 
other non-indexed citations

√

CENTRAL √ √ √ √

CDSR √ √ √

ACP journal club √

DARE √
√

(CRD 
database)

AMED √

EMBASE √ √ √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ology

√

OA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

CINAHL √

Pubmed √

코리아메드 √

국회도서관 √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 √

의학연구정보센터 √

NDSL √

의약정보연구소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표 52 최상의 근거로 채택된 3편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본 연구의 검색 DB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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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heed 2005 Vald 2007 Reichenbach 2007 Current study

연구유형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의 유효성과 
부작용을 다룬 연구

▪placebo controlled와 comparative 
RCT(polyherbal 포함)

▪single-blinded, double-blinded된 연구
▪글루코사민단독 인 연구
▪메타분석된 review에서 포함된 연구
▪투여경로에 상관없이 글루코사민이 투여된 

연구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s

▪다른 과 병합하여 
글루코사민을 연구한 논문의 
경우 placebo와 비교된 
글루코사민단독 치료를 받은 
그룹이 포함된 연구

▪투여경로에 상관없이 
글루코사민이 투여된 연구

▪randomized or 
quasi-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hondroitin을 placebo나 
no intervention과 비교한 
연구

▪낮은 용량을 투여한 연구는 
제외(경구투여의 경우 
<400mg/일)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복합제 유효성과 
부작용을 다룬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placebo 또는 NSAIDs 

comparative RCT
▪single-blinded, 

double-blinded된 연구
▪2009 NCCHTA 연구에서 

평가된 RCT
▪투여경로에 상관없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가 투여된 연구

대상환자

▪18세 이상 성인으로 어느 부위든지 일차 
또는 이차 골관절염 진단 환자

▪턱관절 질환의 경우 배제

▪무릎 또는 hip 골관절염 ▪무릎 또는 hip 골관절염 ▪18세 이상 성인으로 어느 
부위든지 일차 또는 이차 
골관절염 진단 환자

▪턱관절 질환의 경우 배제

중재법
▪유효성이나 부작용을 평가한 연구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유효성이나 부작용을 평가한 

연구
▪유효성이나 부작용을 평가한 

연구

표 53 최상의 근거로 채택된 3편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본연구의 문헌 선택 기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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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결과측정

▪주요 의료결과로 통증(pain), 운동범위 
(range of motion), 기능적인 평가 
(functional assessment), 전반적인 평가 
(global assessment)이며, 

  outcome의 체계는 
1) pain 
2) functional assessment 
3) patient global assessment 
4) physician global assessment 
5) range of motion

▪부작용

▪통증 ▪통증
▪관절강 소실 (Joint space 

loss)
▪부작용

▪주요 의료결과로 
  1) 통증(pain assessed by 

WOMAC subscale, VAS, 
others) 

  2) 기능적인 평가
(function assessed by 
WOMAC subscale, 
Lequesne index) 

3) 관절강 소실(Joint space 
loss)

▪부작용 

기타

▪언어제한 없음
▪unpublished RCT 포함

▪언어제한 없음
▪대상자 추적조사기간이 4주 

이하인 연구 배제
▪unpublished RCT 포함

▪언어제한 없음
▪초록 포함

▪한국어, 영어로 제한
▪초록 배제
▪치료기간 4주 미만인 연구 배제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86 -

구 분 검색어 검색 기간

Towheed 
2005

1. exp OA/
2. (degenerative adj2 arthritis). tw.
3. osteoarthr$.tw.
4. or/1-3
5. exp glucosamine/
6. glucosamine.rn, tw.
7. acetylglucosamine.tw, rn.
8. n-acetylglucosamine.tw.
9. n-acetyl-d-glucosamine.tw.
10. or/5-9
11. 4 and 10
12. limit 11 to human

2008년 1월

Vald 2007
OA, osteoarthrosis, degenerative arthritis, 
glucosamine, chondroitin, glycosaminoglycans 
검색 후 콘드로이틴과 복합에 관한 연구 배제

2006년 1월

Reichenbach 
2007

1. glucosamin$.mp.
2. glycosamin$.mp.
3. glicosamin$.mp.
4. chondroitin$.mp.
5. GAG.mp.
6. NAG.mp.
7. mucopolysaccharid$.mp.
8. proteoglycan$.mp.
9. (cartilage adj protective).mp.
10. (anti adj osteoarthritic).mp.
11. Structum.mp.
12. Chondrosulf.mp.
13. Condrosulf.mp.
14. FCHG49.mp.
15. TRH122.mp.
16. Rumalon.mp.
17. Arteparon.mp.
18. Versican.mp.
19. Cosequin.mp.
20. Glycoflex.mp.
21. Arthri-Nu.mp.
22. J-Flex.mp.
23. Glucomotion.mp.
24. or/1-23
25. osteoarthriti$.ti,ab,sh.
26. osteoarthro$.ti,ab,sh.
27. gonarthriti$.ti,ab,sh.

2006년 10월

표 54 최상의 근거로 채택된 3편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색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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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onarthro$.ti,ab,sh.
29. coxarthriti$.ti,ab,sh.
30. coxarthro$.ti,ab,sh.
31. arthros$.ti,ab.
32. arthrot$.ti,ab.
33. ((knee$ or hip$ or hand$ or finger$ or joint$) 
adj3 (pain$ or ach$
or discomfort$)).ti,ab.
43. ((knee$ or hip$ or joint$) adj3 stiff$).ti,ab.
35. or/25-43
36. 24 and 35 
        +
RCT 연구유형 필터

Current study

1. exp Osteoarthritis/
2. (degenerative adj2 arthritis).tw.
3. Osteoarthriti$.tw.
4. or/1-3
5. "Glucosamine"[Mesh]
6. "Chondroitin"[Mesh]
7. acetylglucosamine.tw,rn.
8. n-acetylglucosamine.tw.
9. n-acetyl-d-glucosamine.tw.
10. Glucosamine.rn,tw.
11. exp Chondroitin/
12. Chondroitin.rn,tw.
13. or/5-12
14. 4 and 13
       +
SR 연구유형 필터
RCT 연구유형 필터

▪SR 검색기간 ~ 
2009. 8. 21

▪RCT 검색기간
- 글루코사민: 

2007년 이후 ~ 
2009. 10. 28

- 콘드로이틴: 
2005년 이후~ ~ 
2009. 10. 28

본 연구의 검색전략의 기본은 2005년 Towheed 등의 글루코사민의 위약/ NSAIDS와 비

교된 안전성 효과성에 관한 코크란 리뷰의 검색전략을 기본으로 하였다. 

연구 표본 수

글루코사민연구

전체 37편의 논문에서 글루코사민의 연구는 24편으로 연구대상자 수의 범위는 16 ~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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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고, 전체 연구대상자 수는 3,098명으로 중재군 1,680명, 대조군 1, 418명(위약과 

NSAIDS가 비교군이었던 경우는 위약 중심)이었다. 

콘드로이틴 연구

12편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연구대상자 수의 범위는 17 ~ 631명이었고, 전체 연구대상자 

수는 2,614명으로 중재군 1,301명, 대조군 1,313명(위약과 NSAIDS가 비교군이었던 경우

는 위약 중심)이었다. 

연구 대상자

전체 37편의 연구 중에서 knee O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34편이었고, hip OA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Rozendaal et al., 2008),  나머지 2편(Drovanti et al., 

1980; Marti-Bonmati et al., 2009)은 특정부위를 지칭하지 않은 OA 이었다. 외래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 나머지 17편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글루코사민연구에서 보고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0.23세이었고, 

여성은 2,363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하였다. 콘드로이틴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0.91세이었고, 여성은 2,363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

지하였다. 

중재법

글루코사민연구

중재법의 투여경로는 글루코사민연구의 24편 중 23편은 구강복용이었고, 1편의 연구

(Reichelt et al., 1994)만이 근육내 주사이었다. 투여량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일 총 

1500mg 용량을 투여하였으나, Lee 등(2001)의 연구에서 일일 총 1650mg, Reichelt등

(1994)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두 번 400mg을 투여하였다. 

콘드로이틴 연구

중재법의 투여경로는 콘드로이틴 연구의 12편 중 10편은 구강복용이었고, 2편의 연구



연구결과

- 89 -

(Kerzberg et al., 1987; Rovetta et al., 1991)만이 근육 내 주사이었다. 투여량은 4

편의 연구(Morreale et al., 1996; Bourgeois et al., 1998; Clegg et al., 2006; 

Sawitzke et al., 2008)에서 일일 총 1200mg을 투여하였고, 1편의 연구(Mazieres et 

al., 2007)에서 1000mg, 4편의 연구(Ubelhart et al., 1998; Michel et al., 2005; 

Clegg et al., 2006;  Kahan et al., 2009)에서 일일 총 800mg, 나머지는 상품명으로 

용량이 정확하지 않거나(Rovetta et al., 1991), 450unit과 150BU을 각각 3주간 투여하

였다(Kerzberg et al., 1987) 

의료결과

의료결과로 통증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VAS pain과 WOMAC pain subscale, 

Lysholm Knee Score 등을 이용하여 환자 자가보고 의료결과(Patient-Related 

Outcomes)를 보고하였으며, 측정단위는 VAS의 경우 0-100mm나 1-10cm이었고, 

WOMAC pain subscale은 1-10, 0-20, 0-25, 0-100, 0-500으로 다양하였다. 

기능 향상은 WOMAC function subscale과 Lequensne's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측정단위는 WOMCA function subscale의 경우 1-10, 0-100, 0-68, 0-1700으

로 다양하였고, Lequensne's Index는 0-24로 동일한 단위로 측정되었다.

관절강 소실을 측정하기 위해 관절강 간격을 X-rays, visual inspection with a 

magnifying lens, or digitized automatic image analyzer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단위

는 mm이었다.

부작용은 추적관찰기간동안에 한번이라도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환자 수와 연구시작 후 부작용

으로 인하여 연구기간동안 탈락되어 조기 철회된 환자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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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aily dose of 
GLS/Chon

Control Admini-st
ration 

Patients Total (n)
Intervention 
(n)

Control(n) Mean age
(years)

Female
(n)placebo

daily dose 
of NSAID

Placebo NSAID

Cibere 2004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p.o knee OA 137 71 66 65 77

Drovanti 1980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p.o OA 80 40 40 60 62

Frestedt 2008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p.o moderate to 
severe OA of the 

knee OA

70 19 16 59 37

Giordano 2009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p.o outpatients with 
symptomatic Knee 

Osteoarthris

60 30 30 58 42

Herrero-Beaum
ont 2007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acetaminop
hen 3 

gm/day

p.o outpatients, 
symptomatic knee 

OA

318 106 104 108 64 278

Hughes 2002 Glucosamine 
sulphate 1,500 mg

placebo p.o OA of knee 
out-patient

78 39 39 62 54

Kahan 2009 ChondroitinSulfate 
800mg 

placebo p.o knee OA 
outpatient

622 309 313 62 425

Kerzberg1987 Chondroitin sulphates 
450 biological  
unit(3weeks)+150BU(3
weeks)

placebo I.M knee joint OA 17 8 9 50 11

표  55 평가에 포함된 37개 RCT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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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aily dose of 
GLS/Chon

Control Admini-st
ration 

Patients Total (n)
Intervention 
(n)

Control(n) Mean age
(years)

Female
(n)placebo

daily dose 
of NSAID

Placebo NSAID

LeeDY 2001 Glucosamine 1,650mg placebo etodolac p.o knee OA 96 43 27 26 61 87

Marti-Bonmati 
2009 

Glucosamine sulfate 
1,500 mg

acetaminop
hen

p.o patella 
degeneration

16 10 6 not stated not stated

Michel  2005 ChondroitinSulfate800
mg 

placebo p.o knee OA 
outpatient

300 150 150 63 15

Noack1994 Glucosamine 
sulphate 1,500mg

placebo p.o knee OA 
outpatient

252 126 126 55 100

Pavelka 2002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p.o knee OA 
outpatient

202 101 101 62 157

Pujalte  1980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p.o kneeOA 20 10 10 61 17

Qui1998 Glucosamine sulfate 
1,500 mg

ibuprofen 
1200mg

p.o kneeOA 168 87 81 57 140

Reginster 2001 Glucosamine 
sulphate 1,500 mg 

placebo p.o knee OA 
outpatients

212 106 106 66 162

Reichelt 1994 Glucosamine sulfate 
400mg twice a week

placebo I.M knee OA 
outpatient

142 73 69 56 101

Zenk 2002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p.o OA outpatient 23 13 10 59 34

Bourgeois 1998 Chondroitin sulfate 
1,200mg(QD)

placebo p.o Outpatients older 
than 45 years with 

knee OA

84 40 44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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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aily dose of 
GLS/Chon

Control Admini-st
ration 

Patients Total (n)
Intervention 
(n)

Control(n) Mean age
(years)

Female
(n)placebo

daily dose 
of NSAID

Placebo NSAID

Bucsi 1998 Chondroitin sulfate 
800mg

placebo p.o Knee OA 85 39 46 60 51

Clegg 2006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placebo Celecoxib 
200mg

p.o Out patients with 
knee OA

1583 317 313 318 59 399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p.o 631 318 313 318 59 405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p.o 317 313 318 59 399

Houpt 1999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

placebo p.o outpatients
with knee

OA(at least
"moderate" pain
due to primary

knee OA

118 58 60 65 73

Mazieres 2001 Chonroitin sulfate 
1,000mg

placebo p.o outpatients with 
femorotibial OA

132 64 68 75 96

Messier 2007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p.o mild to moderate 
knee OA

89 45 44 7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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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aily dose of 
GLS/Chon

Control Admini-st
ration 

Patients Total (n)
Intervention 
(n)

Control(n) Mean age
(years)

Female
(n)placebo

daily dose 
of NSAID

Placebo NSAID

McAlindon 2004 Glucosamine sulfate 
496mg --> GLS 
hydrochloride 1.5g 

placebo p.o knee OA 205 101 104 not stated 132

Ubelhart 1998 Chonoitin sulfate 
800mg

Placebo p.o knee OA 46 23 23 58 22

Mazieres 2007 Chondroitin sulphate 
1,000mg

placebo p.o outpatients with 
knee OA

307 153 154 66 214

Morreale 1996 Chondroitin sulfate 
1,200mg

diclofenac 
sodium 
150mg 
during 

1 month

p.o knee OA 126 65 61 56 86

Muller-Fabbend
er 1994 

Glucosamine Sulfate 
1,500mg

Ibuprofen 
1,200mg

p.o inpatients with 
knee OA 

190 94 96 54 95

Rindone 2000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p.o knee OA 
outpatients

98 49 49 64 5

Rovetta 1991 Chondroitin sulfate 
(Matrix)

placebo I.M knee OA 36 18 18 56 22

Rozendaal 2008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p.o hip OA 222 111 111 63 154

Usha 2004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p.o outpatients with 
knee OA

118 30 28 5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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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aily dose of 
GLS/Chon

Control Admini-st
ration 

Patients Total (n)
Intervention 
(n)

Control(n) Mean age
(years)

Female
(n)placebo

daily dose 
of NSAID

Placebo NSAID

Vaz 1982 Glucosamine Sulfate 
1,500mg

Ibuprofen 
1,200mg

p.o outpatients
with knee OA 

38 18 20 58 28

Sawitzke 2008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placebo Celecoxib 
200mg

p.o Patients who had 
been in the GAIT(9 

sites in USA)

357 77 70 80 57 227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p.o 141 71 70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6676 59 70

kawasaki 2008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

placebo p.o mild to moderate 
knee OA who 
were currently 

performing  
therapeutic 

exercise, 
only female 
outpatients

142 49 42 69.4 not stated

Rai 2004 Glucosamine sulfate 
+ chondroitin 
sulfated(Kondro)

placebo p.o outpatients with 
knee OA 

100 50 50 54 not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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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연구들의 Risk of bias 

무작위방법(Sequence generation)

무작위임상시험연구만을 평가에 포함시킨 본 연구에서 전체 37편 중에 18편인 45.9%의 논

문만이 대상환자를 무작위하는 방법에 대해 'random number table', 'computer 

random number generator',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무작위화 시켜 편향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randomization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어 

‘unclear' 의 평가되었다.

배정은폐(Allocation concealment)

판단기준은 ‘전화, 웹기반, 약국 통제하의 무작위화를 포함한 중앙에서의 할당' ’동일한 모양을 

한 연속적으로 번호를 붙인 약 상자‘ ’연속적으로 번호를 붙인 불투명하고 봉해진 봉투‘를 이용하

여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어 편향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연구는 전체 37편 중에 14편

(37.8%)로 낮은 수준이었다. 

맹검(Blinding)

본 연구에서의 의료결과는 환자 자가보고식의 통증과 기능에 관한 평가이었으므로 맹검법 여부

는 의료결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나 중재법 제공자인 임상 의사, 

또는 결과 평가자간의 맹검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맹검이 깨지지 않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맹검

이 적절하게 수행된 연구는 51.4%(19/37)이었다.

의료 결과 자료의 완결성(Incomplete outcome data)

연구 종료시점의 의료 결과 측정값의 결측값이 없거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측값을 추정

(imputation)하였거나 Intention-to-Treat(ITT) 분석을 수행하였거나 두 그룹간(중재군과 

대조군)의 탈락율이 유사하고 중도 탈락한 이유가 기술되어 있으며, 전체 연구의 탈락률이 20% 

미만인 경우를 편향의 위험이 낮은 연구로 평가하였다. 편향의 위험

이 낮은 연구는 32.4%(12/37)로 낮은 수준이었고, Per-Protocol 분석을 수행한 경우 편

향의 위험이 높은 연구로 평가하여 9편이 이에 해당되었다. 한편, ITTT 분석을 수행하였을지라

도, 탈락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unclear'로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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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인 의료 결과 보고(Selective reporting)

연구의 프로토콜을 검색하여, 프로토콜에서 사전에 구체화한 일차 및 이차 관심 의료결과가 출

판된 논문의 연구결과로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논문들(31편)의 연구 프로토콜이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SEARCH 

PORTAL, ClinicalTrials.gov, ISRCTN에서 검색되지 않아 ‘unclear'로 평가되었다.

연구의 프로토콜이 검색된 GAIT trial(Clegg et al., 2006; Sawitzke et al., 

2008), GUIDE trial(Herrero-Beaumont et al., 2007), Rozendaal등(2008)의 연

구에서, 사전에 계획된 의료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으므로 편향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동반 중재법으로 인한 편향(Bias due to cointervention)

1990년대 중반의 연구들에서부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을 복용중인 중재군과 대조군에게 

통증에 대한 rescue drug으로 NSAIDS나 아세타미노펜을 허용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에게 

통증이 심할 때 필요한 경우 일기를 작성하면서 paracetamol 500mg, diclofenac 50 

mg, piroxicam 20 mg, proglumetacin 150 mg, Acetaminophen 500mg 등등의 

NSAIDS 복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물리치료나 일상적인 운동을 연구 수행기간에 환자가 

지속하도록 하도록 허용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는 연구 종료시점에 중재법 고유의 치료효과인지 

동반된 치료법들과 상호작용된 치료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연구결과에서 연구 종료 시점

에서 평가된 두 그룹간에 rescue drug 복용량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던 연구거나 1995년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동반 치료법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논문들의 경우 편향의 위험이 낮다고 평

가하여, 전체의 83.8%(31/37)에 이에 해당되었다.

연구비 출처로 인한 편향(Bias due to funding source)

연구비 지원기관을 제약회사나 영리법인의 연구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industrial funding’

으로 연구비 관련 편향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56.8%(21/37)로 과반수를 넘었다. 병원

이나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기술하였거나 정부 및 비영리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인 경우 

‘non-profit funding’으로 6편(Rindone et al., 2000; Cibere et al., 2004; 

McAlindon et al., 2004; Clegg et al., 2006; Rozendaal et al., 2008; 

Sawitzke et al., 2008)이 편향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고, 논문에 연구비 지원에 관한 언

급이 없는 경우 ‘unclear'로 10편이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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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함된 37편의 RCT들에 대한 상세한 특성 및 Risk of Bias 평가 결과는 부록 2에 제

시하였다.

Risk of bias의 요약 평가

그림 18과 19에서, 37개의 평가에 포함된 RCT에 대한 risk of bias의 결과의 그래프적인 

요약을 제시하였다. RCT에 대한 다른 질평가 도구들에서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무작위방법, 배

정은폐, 맹검, 의료결과 자료의 완결성 부분에서의 편향의 위험이 낮았던 연구는 전체의 50%미

만이었고, funding source와 관련된 편향의 위험도 56.8%가 'industrial funding'이어 

전반적인 평가에 포함된 RCT의 연구 수행에 관한 방법론적인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방법론적인 질평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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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방법론적인 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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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의 효과(Effects of 

intervention)

부록 3에 37편의 RCT에 대한 자료추출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자료추출 결과표에서는 

메타분석 수행을 위한 측정값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논문들에서 표준오

차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논문에서 자료추출한 그대로의 값(재계산된 값이 아닌)을 제시

하였다. 중재법의 종류와 용량, 대조군, 의료결과와 측정단위, 두 그룹에서의 연구시작시점

(baseline)과 치료종료시점(end of study), 연구시작시점에서부터의 변화량(change 

from baseline)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두 그룹간의 평균 차이(Difference 

between groups), 의료결과 측정시기(개월), 치료종료시점에서의 두 그룹간의 평균값

의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p-value)을 제시하였다. 

5.5.1 효과성

임상적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중재법 종류에 따라 각 의료결과(pain, 

function, joint space width)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5.5.1.1 글루코사민versus 위약

5.5.1.1.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한 연구에서 통증에 대한 의료결과 측정도구로 VAS pain scale과 WOMAC pain 

subscale을 함께 제시한 경우에는 골관절염 환자에 특이적인 utility 평가도구인 

WOMAC pain subscale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outcome measurement는 VAS 

pain subscale, WOMAC pain subscale, articular pain score 등 다양하였으

므로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이하 SMD)로 통합추정치를 제시하였다. 17

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38(95% CI -0.60, -0.16)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SMD를 Cohen' d로 해석한다면 small - moderate effect 

size에 해당되었다62).

62) Kraemer HC, Kupfer DJ. Size of treatment effects and their importance to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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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MD [95% Conf. Interval] % Weight

Drovanti 1980  -1.413 -1.904 -0.922  5.64

Pujalte 1980  -1.894 -2.967 -0.821  2.72

Houpt 1999  -0.125 -0.487 0.236  6.48

Rindone 2000  -0.080 -0.476 0.316  6.26

Lee DY 2001  -0.405 -0.891 0.081  5.67

Reginster 2001  -0.078 -0.348 0.191  7.03

Hughes 2002  0.033 -0.411 0.476  5.95

Pavelka 2002  -0.128 -0.404 0.149  6.99

Zenk 2002  0.070 -0.755 0.894  3.72

Usha 2004  -0.694 -1.225 -0.163  5.38

McAlindon 2004  0.053 -0.221 0.327  7.00

Cibere 2004  0.001 -0.334 0.336  6.64

Clegg 2006  -0.015 -0.171 0.141  7.56

Herrero-Beaumont 
2007

-0.298 -0.569 -0.028 -0.028

Rozendaal 2008  0.047 -0.216 0.310  7.06

Frestedt 2008  -1.030 -1.740 -0.320  4.31

Giordano 2009  -2.379 -3.046 -1.713  4.55

D+L pooled SMD  -0.382 -0.601 -0.163  100.00
Heterogeneity chi-squared = 99.83 (d.f. = 16) p = 0.000
I-squared (variation in SMD attributable to heterogeneity) =  84.0%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squared =  0.1588

표 56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

research and practice. Biol Psychiatry. 2006;59: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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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Overall  (I-squared = 84.0%, p = 0.000)

Reginster 2001

Study

Hughes 2002

Zenk 2002

Giordano 2009

Lee DY 2001

Frestedt 2008

Houpt 1999

Rindone 2000

ID

McAlindon 2004

Clegg 2006

Pujalte 1980

Herrero-Beaumont 2007

Rozendaal 2008

Usha 2004

Cibere 2004

Drovanti 1980

Pavelka 2002

-0.38 (-0.60, -0.16)

-0.08 (-0.35, 0.19)

0.03 (-0.41, 0.48)

0.07 (-0.75, 0.89)

-2.38 (-3.05, -1.71)

-0.41 (-0.89, 0.08)

-1.03 (-1.74, -0.32)

-0.13 (-0.49, 0.24)

-0.08 (-0.48, 0.32)

SMD (95% CI)

0.05 (-0.22, 0.33)

-0.01 (-0.17, 0.14)

-1.89 (-2.97, -0.82)

-0.30 (-0.57, -0.03)

0.05 (-0.22, 0.31)

-0.69 (-1.23, -0.16)

0.00 (-0.33, 0.34)

-1.41 (-1.90, -0.92)

-0.13 (-0.40, 0.15)

100.00

7.03

%

5.95

3.72

4.55

5.67

4.31

6.48

6.26

Weight

7.00

7.56

2.72

7.02

7.06

5.38

6.64

5.64

6.99

-0.38 (-0.60, -0.16)

-0.08 (-0.35, 0.19)

0.03 (-0.41, 0.48)

0.07 (-0.75, 0.89)

-2.38 (-3.05, -1.71)

-0.41 (-0.89, 0.08)

-1.03 (-1.74, -0.32)

-0.13 (-0.49, 0.24)

-0.08 (-0.48, 0.32)

SMD (95% CI)

0.05 (-0.22, 0.33)

-0.01 (-0.17, 0.14)

-1.89 (-2.97, -0.82)

-0.30 (-0.57, -0.03)

0.05 (-0.22, 0.31)

-0.69 (-1.23, -0.16)

0.00 (-0.33, 0.34)

-1.41 (-1.90, -0.92)

-0.13 (-0.40, 0.15)

100.00

7.03

%

5.95

3.72

4.55

5.67

4.31

6.48

6.26

Weight

7.00

7.56

2.72

7.02

7.06

5.38

6.64

5.64

6.99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3.05 0 3.05

그림 23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효과에 대한 forest plot 

하지만, 각 논문의 효과크기의 이질성 평가에서 I2= 84.0%로 Higgins I2 판단기준

에 의하면 상당한 이질성(considerable heterogeneity)을 보여, 추후 이질성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subgroup analysis나 meta-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출판편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Eggers' funnel plot을 제시하였다. Egger에 

의해 제안된 방법에 의하면, 중재법의 효과크기의 분산의 역수로 가중치를 주면서 표준오차

에 대한 중재법의 효과추정치의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귀무가설은 small study 

effect가 없다는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기울기는 수직선이며, 중재효과와 표준오차간이 

연관성이 크면 클수록, 수직선으로부터 기울기는 멀어지게 된다63). 

따라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감소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α= -3.69 음수이고,  

p-value 0.004로 small study effect가 있어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3) Egger M, Smith GD, Schneider M. Minder C.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1997;315: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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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slope 0.39 0.18 0.05 0.00 0.79 
bias -3.69 1.10 0.00 -6.03 -1.35 
Test of H0: no small-study effects P= 0.004

 그림 24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대한 Eggers' funnel plot

5.5.1.1.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한 연구에서 기능에 대한 의료결과 측정법으로 WOMAC function subscale과 

Lequesne index를 함께 제시한 경우에는  WOMAC function subscale을 추출하

였다. 따라서 outcome measurement는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이하 

SMD) 로 통합하였으며, 15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18(95% CI -0.31, -0.05)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기능향

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MD를 Cohen' d로 해석한다면 small effect size

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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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MD [95% Conf. Interval] % Weight

Noack 1994  -0.197 -0.444 0.051  8.53

Reichelt 1994  -0.197 -0.527 0.133  6.93

Houpt 1999  -0.083 -0.444 0.278  6.39

Reginster 2001  -0.084 -0.353 0.185  8.09

Hughes 2002  0.191 -0.254 0.636  5.13

Pavelka 2002  -0.208 -0.485 0.068  7.95

Zenk 2002  0.163 -0.663 0.989  2.13

McAlindon 2004  -0.166 -0.440 0.108  7.99

Cibere 2004  0.003 -0.332 0.338  6.84

Usha 2004  -0.726 -1.258 -0.193  4.11

Clegg 2006  -0.022 -0.178 0.134  10.39

Herrero-Beaumont 2007 -0.277 -0.548 -0.006  8.07

Kawasaki 2008  -0.105 -0.518 0.307  5.59

Rozendaal 2008  -0.063 -0.326 0.200  8.22

Giordano 2009  -1.583 -2.165 -1.001  3.64

D+L pooled ES  -0.182 -0.315 -0.049  100.00
Heterogeneity chi-squared =  35.95 (d.f. = 14) p = 0.001
I-squared (variation in Effect Size attributable to heterogeneity) =  61.1%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squared =  0.0377

표 57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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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slope 0.11 0.16 0.510 -0.24 0.46
bias -1.79 1.09 0.126 -4.15 0.57
Test of H0: no small-study effects          P = 0.126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Overall  (I-squared = 61.0%, p = 0.001)

McAlindon 2004

Reginster 2001

ID

Hughes 2002

Usha 2004

Reichelt  1994

Study

Clegg 2006

Giordano 2009

Kawasaki 2008

Rozendaal 2008

Zenk 2002

Herrero-Beaumont 2007

Houpt 1999

Cibere 2004

Noack 1994

Pavelka 2002

-0.18 (-0.31, -0.05)

-0.17 (-0.44, 0.11)

-0.08 (-0.35, 0.19)

SMD (95% CI)

0.19 (-0.25, 0.64)

-0.73 (-1.26, -0.19)

-0.20 (-0.53, 0.13)

-0.02 (-0.18, 0.13)

-1.58 (-2.17, -1.00)

-0.11 (-0.52, 0.31)

-0.06 (-0.33, 0.20)

0.16 (-0.66, 0.99)

-0.28 (-0.55, -0.01)

-0.08 (-0.44, 0.28)

0.00 (-0.33, 0.34)

-0.20 (-0.44, 0.05)

-0.21 (-0.48, 0.07)

100.00

7.99

8.09

Weight

5.13

4.11

6.93

%

10.39

3.63

5.59

8.22

2.13

8.07

6.39

6.84

8.53

7.95

-0.18 (-0.31, -0.05)

-0.17 (-0.44, 0.11)

-0.08 (-0.35, 0.19)

SMD (95% CI)

0.19 (-0.25, 0.64)

-0.73 (-1.26, -0.19)

-0.20 (-0.53, 0.13)

-0.02 (-0.18, 0.13)

-1.58 (-2.17, -1.00)

-0.11 (-0.52, 0.31)

-0.06 (-0.33, 0.20)

0.16 (-0.66, 0.99)

-0.28 (-0.55, -0.01)

-0.08 (-0.44, 0.28)

0.00 (-0.33, 0.34)

-0.20 (-0.44, 0.05)

-0.21 (-0.48, 0.07)

100.00

7.99

8.09

Weight

5.13

4.11

6.93

%

10.39

3.63

5.59

8.22

2.13

8.07

6.39

6.84

8.53

7.95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17 0 2.17

그림 25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대한 forest plot

하지만, 각 논문의 효과크기의 이질성 평가에서 I2= 61.0%로 Higgins I2 판단기준

에 의하면 실제적인 이질성(substantial heterogeneity)을 보여, 추후 이질성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subgroup analysis나 meta-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p- value 0.126이었지만 

α= -1.79로 small size study들이 더 큰 치료효과크기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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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대한 Eggers' funnel plot

5.5.1.1.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관절강 소실 예방에 대한 효과로 최소한의 소실된 부위의 관절강 간격을 측정한 값

(minimum joint space width)은 모두 측정단위가 mm이었으므로 mean 

difference로 효과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4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최소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추정치 

MD 0.17(95% CI 0.02, 00.31)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관절강이 덜 소실되어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dy Effect Size [95% Conf. Interval] % Weight
Reginster 2001 0.330 0.114 0.546 20.02
Pavelka 2002 0.230 0.093 0.367 27.27
Rozendaal 2008 0.029 -0.049 0.107 32.70
Sawitzke 2008 0.153 -0.082 0.388 18.85

D+L pooled ES 0.169 0.023 0.316 100.00
Heterogeneity chi-squared = 11.14 (d.f. = 3) p = 0.011
I-squared (variation in ES attributable to heterogeneity) =  73.1%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squared =  0.0154

표 58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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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forest plot

하지만,  각 논문의 효과크기의 이질성 평가에서 I2= 73.1%로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 추후 이질성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subgroup analysis나 meta-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적은 수의 연구가 출판되어 있는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연구

들의 funnel plot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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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 n n e l  p lo t  w it h  p s e u d o  9 5 %  c o n f id e n c e  l im i t s

그림 28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대한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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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No. of 
studies

No. of 
participants

Statistical method Effect size

Pain 17 2,462
Std. Mean Difference 
(IV, Random, 95% CI)

-0.38 
[-0.60, -0.16]

Function 15 2,642
Std. Mean Difference 
(IV, Random, 95% CI)

-0.18 
[-0.31, -0.05]

Minimum 
JSW

4 783
Mean Difference 

(IV, Random, 95% CI)
0.17 

[0.02, 0.31]

표 59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기능,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 추정치 요약

5.5.1.1.4 Subgroup 분석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기능, 관절강 간격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통합된 연구

들 간의 치료효과 크기에 이질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4가지 subgroup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subgroup 분석 결과는 의료결과 순서대로 통증, 기능, 관절강 간격에 대하

여 제시하였다.

Comparison 1: 황산염/ 염산염 글루코사민

①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연구는 13편, 염산염 글루코사민연구는 2편이었다. Lee 등(2001)

의 연구에서는 논문에 성분명에 대한 기술이 없었고, McAlindon 등(2004)의 연구는 

황산염 글루코사민에서 163번째 환자에서 염산염 글루코사민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unclear'로 구분하였다. 

subgroup분석 결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51(95% CI 

-0.82, -0.21)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6.6%로 이질

성이 높았다.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3(95% CI -0.18, 0.11)

로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효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I2 = 0%로 동질적이었

다. 

분명이 불명확한 2편의 연구의 통합 추정치 -0.13(95%CI -0.57, 0.31)로 역시 

차이가 없었으며 I2 = 84.0%로 이질적인 연구들의 통합추정치이었다(그림 51).



연구결과

- 109 -

N O T E : W e ig h ts  a re  fro m  ra n d o m  e ffe c ts  a n a ly 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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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vs.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subgroup 분석 

특히, 13편의 연구가 통합된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의 효과 추정치에서 

small study effect가 있는지를 Eggers' funnel plot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p- 
value 0.015, α= -4.51로 small study effect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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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u d y r e g r e s s i o n  l in e

 9 5 %  C I  f o r  i n t e r c e p t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slope 0.54 0.30 0.101 -0.12 1.21
bias -4.51 1.57 0.015 -7.98 -1.05
Test of H0: no small-study effects          P = 0.015

그림 30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대한 Eggers'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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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성분별로 글루코사민의 기능 향상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황산염 글루코사민연구 11편, 염

산염 글루코사민연구는 3편, McAlindon 등(2004)의 연구에서 황산염 글루코사민에서 

163번째 환자에서 염산염 글루코사민으로 변경하여 두 성분이 혼합된 연구 1편이었다. 

subgroup분석 결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3(95% CI 

-0.42, -0.05)로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69.3%로 이질

성이 높았다.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4(95% CI -0.18, 0.10)

로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효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I2 = 0%로 동질적이었

다. 

분명이 불명확한 1편의 연구의 치료효과크기는 -0.17(95%CI -0.44, 0.11)로 역시 

차이가 없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61.0%, p = 0.001)

Pavelka 2002

Subtotal  (I-squared = 0.0%, p = 0.905)

ID

sulfate

Giordano 2009

Kawasaki 2008

sulfate+hydrochloride

Zenk 2002

Houpt 1999

Clegg 2006

Subtotal  (I-squared = 69.3%, p = 0.000)

Usha 2004

McAlindon 2004

Noack 1994

Reginster 2001

Cibere 2004

Rozendaal 2008

Hughes 2002

Subtotal  (I-squared = .%, p = .)

Herrero-Beaumont 2007

Study

hydrochloride

Reichelt  1994

-0.18 (-0.31, -0.05)

-0.21 (-0.48, 0.07)

-0.04 (-0.18, 0.10)

SMD (95% CI)

-1.58 (-2.17, -1.00)

-0.11 (-0.52, 0.31)

0.16 (-0.66, 0.99)

-0.08 (-0.44, 0.28)

-0.02 (-0.18, 0.13)

-0.23 (-0.42, -0.05)

-0.73 (-1.26, -0.19)

-0.17 (-0.44, 0.11)

-0.20 (-0.44, 0.05)

-0.08 (-0.35, 0.19)

0.00 (-0.33, 0.34)

-0.06 (-0.33, 0.20)

0.19 (-0.25, 0.64)

-0.17 (-0.44, 0.11)

-0.28 (-0.55, -0.01)

-0.20 (-0.53, 0.13)

100.00

7.95

22.37

Weight

3.63

5.59

2.13

6.39

10.39

69.64

4.11

7.99

8.53

8.09

6.84

8.22

5.13

7.99

8.07

%

6.93

-0.18 (-0.31, -0.05)

-0.21 (-0.48, 0.07)

-0.04 (-0.18, 0.10)

SMD (95% CI)

-1.58 (-2.17, -1.00)

-0.11 (-0.52, 0.31)

0.16 (-0.66, 0.99)

-0.08 (-0.44, 0.28)

-0.02 (-0.18, 0.13)

-0.23 (-0.42, -0.05)

-0.73 (-1.26, -0.19)

-0.17 (-0.44, 0.11)

-0.20 (-0.44, 0.05)

-0.08 (-0.35, 0.19)

0.00 (-0.33, 0.34)

-0.06 (-0.33, 0.20)

0.19 (-0.25, 0.64)

-0.17 (-0.44, 0.11)

-0.28 (-0.55, -0.01)

-0.20 (-0.53, 0.13)

100.00

7.95

22.37

Weight

3.63

5.59

2.13

6.39

10.39

69.64

4.11

7.99

8.53

8.09

6.84

8.22

5.13

7.99

8.07

%

6.93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17 0 2.17

그림 31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vs.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대한 subgrou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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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편의 연구가 통합된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향상과 관련된 연

구들에서 p- value 0.283이었지만 α= -1.99로 small study effect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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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Study regression line

 95% CI for intercept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slope 0.12 0.29 0.677 -0.53 0.78
bias -1.99 1.74 0.283 -5.94 1.95
Test of H0: no small-study effects          P = 0.283

그림 32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대한 Eggers' funnel plot

③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성분별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황산염 글루코사민연구 3

편, 염산염 글루코사민연구는 1편이었다.

Subgroup분석 결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MD 0.18(95% CI -0.01, 

0.36)로 위약에 비해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전히 I2 = 81.8%로 

이질성이 높았다.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치료효과 크기 MD 0.15(95% CI -0.06, 

0.37)로 위약과 비교하여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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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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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I-squared = 73.1%, p = 0.011)

Rozenda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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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elk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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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I-squared = .%, p = .)

Sawitzke 2008

Subtotal  (I-squared = 81.8%, p = 0.004)

Reginster 2001

sulfate

Study

0.17 (0.02, 0.31)

0.03 (-0.05, 0.11)

0.23 (0.09, 0.37)

ES (95% CI)

0.15 (-0.06, 0.37)

0.15 (-0.06,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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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0.11, 0.55)

100.00

32.70

27.27

Weight

2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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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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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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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20.02

20.02

79.98

20.02

%

favours placebo  favours glucosamine 

0-.546 0 .546

그림 33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vs.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subgroup 분석

Comparison 2: Rotta 제품/ Non-Rotta 제품 

①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Rott pharm 글루코사민연구는 5편,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연구 12편이었

다.

Subgroup분석 결과, 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60(95% 

CI -1.06, -0.13)으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7.6%

로 이질성이 높았다.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30(95% CI -0.56, -0.05)로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p= 82.3%로 역시 이질성이 높았다.



연구결과

- 113 -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4.0%, p = 0.000)

Houpt 1999

Subtotal  (I-squared = 87.6%, p = 0.000)

non-Rotta pharm

Rindone 2000

Drovanti 1980

Rozendaal 2008

Giordano 2009

Pavelka 2002

Frestedt 2008

Herrero-Beaumont 2007

Pujalte 1980

Usha 2004

Hughes 2002

Cibere 2004

Subtotal  (I-squared = 82.3%, p = 0.000)

Lee DY 2001

Study

Zenk 2002

ID

McAlindon 2004

Reginster 2001

Clegg 2006

Ratta pharm

-0.38 (-0.60, -0.16)

-0.13 (-0.49, 0.24)

-0.60 (-1.06, -0.13)

-0.08 (-0.48, 0.32)

-1.41 (-1.90, -0.92)

0.05 (-0.22, 0.31)

-2.38 (-3.05, -1.71)

-0.13 (-0.40, 0.15)

-1.03 (-1.74, -0.32)

-0.30 (-0.57, -0.03)

-1.89 (-2.97, -0.82)

-0.69 (-1.23, -0.16)

0.03 (-0.41, 0.48)

0.00 (-0.33, 0.34)

-0.30 (-0.56, -0.05)

-0.41 (-0.89, 0.08)

0.07 (-0.75, 0.89)

SMD (95% CI)

0.05 (-0.22, 0.33)

-0.08 (-0.35, 0.19)

-0.01 (-0.17, 0.14)

100.00

6.48

29.41

6.26

5.64

7.06

4.55

6.99

4.31

7.02

2.72

5.38

5.95

6.64

70.59

5.67

%

3.72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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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0.40, 0.15)

-1.03 (-1.74, -0.32)

-0.30 (-0.57, -0.03)

-1.89 (-2.97, -0.82)

-0.69 (-1.23, -0.16)

0.03 (-0.41, 0.48)

0.00 (-0.33, 0.34)

-0.30 (-0.56, -0.05)

-0.41 (-0.89, 0.08)

0.07 (-0.75, 0.89)

SM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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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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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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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3.05 0 3.05

그림 34 위약과 비교된 Rotta vs.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subgroup 분석

②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Rott pharm 글루코사민연구는 5편,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연구 8편, 논문

에 글루코사민의 제조사가 Physiologics에서 Rotta pahrmaceuticlas로 변경된 연구

(McAlindon et al., 2004)와 제조사에 대한 기술이 없는 연구(Kawasaki et al., 

2008)로 2편이었다. 

Subgroup분석 결과, 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9(95% 

CI -0.31, -0.07)로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이었고 I2 = 0%로 동질적이었다.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3(95% CI -0.51, 

0.05)로 위약과 비교하여 기능 향상에 차이가 없었고, I2 = 79.2%로 역시 이질성이 

높았다. 제조사가 불분명한 연구 2편의 효과 크기는 -0.15(95% CI -0.38, 0.08)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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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61.1%, p = 0.001)

Herrero-Beaumont 2007

Usha 2004

Zenk 2002

McAlindon 2004

unclear

Rozendaal 2008

Reginster 2001

Noack 1994

Ratta pharm

Kawasaki 2008

Clegg 2006

Giordano 2009

Subtotal  (I-squared = 0.0%, p = 0.908)

Hughes 2002

Houpt 1999

Subtotal  (I-squared = 79.2%, p = 0.000)

Study

Subtotal  (I-squared = 0.0%, p = 0.809)

Cibere 2004

Pavelka 2002

Reichelt  1994

ID

non-Rotta pharm

-0.18 (-0.31, -0.05)

-0.28 (-0.55, -0.01)

-0.73 (-1.26, -0.19)

0.16 (-0.66, 0.99)

-0.17 (-0.44, 0.11)

-0.06 (-0.33, 0.20)

-0.08 (-0.35, 0.19)

-0.20 (-0.44, 0.05)

-0.11 (-0.52, 0.31)

-0.02 (-0.18, 0.13)

-1.58 (-2.17, -1.00)

-0.19 (-0.32, -0.07)

0.19 (-0.25, 0.64)

-0.08 (-0.44, 0.28)

-0.23 (-0.51, 0.05)

-0.15 (-0.38, 0.08)

0.00 (-0.33, 0.34)

-0.21 (-0.48, 0.07)

-0.20 (-0.53, 0.13)

SMD (95% CI)

100.00

8.07

4.11

2.13

7.99

8.22

8.09

8.53

5.59

10.39

3.64

39.57

5.13

6.39

46.85

%

13.58

6.84

7.95

6.93

Weight

-0.18 (-0.31, -0.05)

-0.28 (-0.55, -0.01)

-0.73 (-1.26, -0.19)

0.16 (-0.66, 0.99)

-0.17 (-0.44, 0.11)

-0.06 (-0.33, 0.20)

-0.08 (-0.35, 0.19)

-0.20 (-0.44, 0.05)

-0.11 (-0.52, 0.31)

-0.02 (-0.18, 0.13)

-1.58 (-2.17, -1.00)

-0.19 (-0.32, -0.07)

0.19 (-0.25, 0.64)

-0.08 (-0.44, 0.28)

-0.23 (-0.51, 0.05)

-0.15 (-0.38, 0.08)

0.00 (-0.33, 0.34)

-0.21 (-0.48, 0.07)

-0.20 (-0.53, 0.13)

SMD (95% CI)

100.00

8.07

4.11

2.13

7.99

8.22

8.09

8.53

5.59

10.39

3.64

39.57

5.13

6.39

46.85

%

13.58

6.84

7.95

6.93

Weight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17 0 2.17

그림 35 위약과 비교된 Rotta vs.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subgroup 분석

③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Rott pharm 글루코사민연구 2편,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연구 2편이었다.

subgroup분석 결과, Rott pharm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MD 0.26(95% CI 

0.14, 0.37)으로 위약에 비해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I2  = 0%로 연구들 

간의 효과크기는 동질하였다.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치료효과 크기 MD 

0.05(95% CI -0.04, 0.14)로 위약과 비교하여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I2 = 10.9%로 동질적이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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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73.1%, p = 0.011)

Subtotal  (I-squared = 0.0%, p = 0.443)

Reginster 2001

Sawitzke 2008

Subtotal  (I-squared = 10.9%, p = 0.289)

Rotta pharm

Rozendaal 2008

non-Rotta pharm

ID

Pavelka 2002

Study

0.17 (0.02, 0.31)

0.26 (0.14, 0.37)

0.33 (0.11, 0.55)

0.15 (-0.06, 0.37)

0.05 (-0.04, 0.14)

0.03 (-0.05, 0.11)

ES (95% CI)

0.23 (0.09, 0.37)

100.00

47.28

20.02

20.02

52.72

32.70

W eight

27.27

%

0.17 (0.02, 0.31)

0.26 (0.14, 0.37)

0.33 (0.11, 0.55)

0.15 (-0.06, 0.37)

0.05 (-0.04, 0.14)

0.03 (-0.05, 0.11)

ES (95% CI)

0.23 (0.09, 0.37)

100.00

47.28

20.02

20.02

52.72

32.70

W eight

27.27

%

favours placebo  favours glucosamine 

0-.546 0 .546

그림 36 위약과 비교된 Rotta vs.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subgroup 분석

Comparison 3: 치료기간 1년 이상/ 미만 

①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글루코사민연구는 14편, 1년 이상인 글루코사민연구 3편이었

다.

Subgroup분석 결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49(95% CI -0.78, -0.21)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6.4%로 이질성이 높았다.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5(95% CI -0.21, 0.11)로 위약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연구들

간 치료효과크기는 동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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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4.0%, p = 0.000)

Zenk 2002

Rozendaal 2008

Houpt 1999

Hughes 2002

Subtotal  (I-squared = 0.0%, p = 0.649)

Cibere 2004

Pujalte 1980

Reginster 2001

Frestedt 2008

Drovanti 1980

Lee DY 2001

Clegg 2006

Herrero-Beaumont 2007

McAlindon 2004

Treatment duration >= 1 year

Usha 2004

Pavelka 2002

ID

Giordano 2009

Subtotal  (I-squared = 86.4%, p = 0.000)

Rindone 2000

Treatment duration< 1 year

Study

-0.38 (-0.60, -0.16)

0.07 (-0.75, 0.89)

0.05 (-0.22, 0.31)

-0.13 (-0.49, 0.24)

0.03 (-0.41, 0.48)

-0.05 (-0.21, 0.11)

0.00 (-0.33, 0.34)

-1.89 (-2.97, -0.82)

-0.08 (-0.35, 0.19)

-1.03 (-1.74, -0.32)

-1.41 (-1.90, -0.92)

-0.41 (-0.89, 0.08)

-0.01 (-0.17, 0.14)

-0.30 (-0.57, -0.03)

0.05 (-0.22, 0.33)

-0.69 (-1.23, -0.16)

-0.13 (-0.40, 0.15)

SMD (95% CI)

-2.38 (-3.05, -1.71)

-0.49 (-0.78, -0.21)

-0.08 (-0.48, 0.32)

100.00

3.72

7.06

6.48

5.95

21.09

6.64

2.72

7.03

4.31

5.64

5.67

7.56

7.02

7.00

5.38

6.99

Weight

4.55

78.91

6.26

%

-0.38 (-0.60, -0.16)

0.07 (-0.75, 0.89)

0.05 (-0.22, 0.31)

-0.13 (-0.49, 0.24)

0.03 (-0.41, 0.48)

-0.05 (-0.21, 0.11)

0.00 (-0.33, 0.34)

-1.89 (-2.97, -0.82)

-0.08 (-0.35, 0.19)

-1.03 (-1.74, -0.32)

-1.41 (-1.90, -0.92)

-0.41 (-0.89, 0.08)

-0.01 (-0.17, 0.14)

-0.30 (-0.57, -0.03)

0.05 (-0.22, 0.33)

-0.69 (-1.23, -0.16)

-0.13 (-0.40, 0.15)

SMD (95% CI)

-2.38 (-3.05, -1.71)

-0.49 (-0.78, -0.21)

-0.08 (-0.48, 0.32)

100.00

3.72

7.06

6.48

5.95

21.09

6.64

2.72

7.03

4.31

5.64

5.67

7.56

7.02

7.00

5.38

6.99

Weight

4.55

78.91

6.26

%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3.05 0 3.05

그림 37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 구분에 따른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대한 subgrou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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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에 따른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대한 치료효과크기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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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글루코사민연구는 11편, 1년 이상인 글루코사민연구 4편이었

다.

subgroup분석 결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2(95% CI -0.41, -0.04)로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I2  

 = 71.5%로 이질성을 보였다.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1(95% CI -0.26, 0.03)로 위약과 비교하여 기능 향상에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동질성을 보였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61.0%, p = 0.001)

Kawasaki 2008

McAlindon 2004

Treatment duration = 1 year

Zenk 2002

Rozendaal 2008

Subtotal  (I-squared = 0.0%, p = 0.893)

Pavelka 2002

Usha 2004

Cibere 2004

Noack 1994

Giordano 2009

ID

Subtotal  (I-squared = 71.5%, p = 0.000)

Houpt 1999

Hughes 2002

Reginster 2001

Herrero-Beaumont 2007

Study

Clegg 2006

Treatment duration < 1 year

Reichelt  1994

-0.18 (-0.31, -0.05)

-0.11 (-0.52, 0.31)

-0.17 (-0.44, 0.11)

0.16 (-0.66, 0.99)

-0.06 (-0.33, 0.20)

-0.11 (-0.26, 0.03)

-0.21 (-0.48, 0.07)

-0.73 (-1.26, -0.19)

0.00 (-0.33, 0.34)

-0.20 (-0.44, 0.05)

-1.58 (-2.17, -1.00)

SMD (95% CI)

-0.22 (-0.41, -0.04)

-0.08 (-0.44, 0.28)

0.19 (-0.25, 0.64)

-0.08 (-0.35, 0.19)

-0.28 (-0.55, -0.01)

-0.02 (-0.18, 0.13)

-0.20 (-0.53, 0.13)

100.00

5.59

7.99

2.13

8.22

29.84

7.95

4.11

6.84

8.53

3.63

Weight

70.16

6.39

5.13

8.09

8.07

%

10.39

6.93

-0.18 (-0.31, -0.05)

-0.11 (-0.52, 0.31)

-0.17 (-0.44, 0.11)

0.16 (-0.66, 0.99)

-0.06 (-0.33, 0.20)

-0.11 (-0.26, 0.03)

-0.21 (-0.48, 0.07)

-0.73 (-1.26, -0.19)

0.00 (-0.33, 0.34)

-0.20 (-0.44, 0.05)

-1.58 (-2.17, -1.00)

SMD (95% CI)

-0.22 (-0.41, -0.04)

-0.08 (-0.44, 0.28)

0.19 (-0.25, 0.64)

-0.08 (-0.35, 0.19)

-0.28 (-0.55, -0.01)

-0.02 (-0.18, 0.13)

-0.20 (-0.53, 0.13)

100.00

5.59

7.99

2.13

8.22

29.84

7.95

4.11

6.84

8.53

3.63

Weight

70.16

6.39

5.13

8.09

8.07

%

10.39

6.93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17 0 2.17

그림 39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 구분에 따른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대한 subgrou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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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에 따른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치료효과크기의 분포

③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4편의 연구 모두는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치료기간이 24

개월인 연구 2편(Reginster et al., 2001; Pavelka et al., 2002), 36개월인 연

구 2편(Rozendaal et al., 2008; Sawitzke et al., 2008)이었다. 

한편 치료기간으로 구분된 subgroup 분석결과는 앞에서 제시하였던 그림 57의 위약

과 비교된 Rotta vs.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subgroup 분석과 동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forest plot의 제시는 생략하였다.

Comparison 4: outcome 측정방법

연구들에서 글루코사민의 의료결과에 대한 통증과 기능에 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의 이

질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측정방법별로 subgroup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①-1 WOMAC pain sub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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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C pain subscale로 측정된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22(95% CI -0.44, -0.01)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으나 I2 = 80%로 

여전히 이질성을 보였다.

그림 41 WOMAC pain subscale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①-2 VAS pain scale

VAS pain scale의 측정단위는 모두 0-100mm로 MD로 통합 추정치를 제시하였

다.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1.35(95% CI -3.69, 1.00)

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63%로 이질성을 보였다.

그림 42 VAS pain scale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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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②-1 WOMAC function subscale 

WOMAC function subscale로 측정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15(95% CI -0.30, 0.00)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63%로 여

전히 이질성을 보였다.

그림 43 WOMAC function subscale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②-2 Lequesne index

Lequesne index로 측정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1.03(95% CI -1.47, -0.59)로 위약과 비교하여 효과적이었으며, I2  = 0%로 동

질적이었다. 

그림 44 Lequesne index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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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5.5.1.2.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관한 자료추출은 앞서 글루코사민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가

지 방법에 의해 측정된 결과값을 통합하였으므로 SMD를 사용하여 통합 효과 추정치를 제

시하였다. 10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58(95% CI -0.86, -0.29)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MD를 Cohen' d로 해석한다면 moderate effect size

에 해당되었다.

Study Effect size [95% Conf. Interval] %Weight

Kerzberg 1987 -1.010 -1.931 -0.089  5.43

Rovetta 1991 -2.140 -2.787 -1.493  7.64

Bourgeois 1998 -0.870 -1.242 -0.498  10.39

Ubelhart 1998 -1.170 -1.738 -0.602  8.40

Bucsi 1998 -0.940 -1.371 -0.509  9.79

Mazieres 2001 -0.230 -0.583 0.123  10.58

Michel 2005 -0.140 -0.375 0.095  11.64

Clegg 2006 0.010 -0.147 0.167  12.17

Mazieres 2007 -0.300 -0.516 -0.084  11.79

kahan 2009 -0.020 -0.177 0.137  12.17

D+L pooled ES -0.576 -0.860 -0.292  100.00
Heterogeneity chi-squared =  85.31 (d.f. = 9) p = 0.000
I-squared (variation in ES attributable to heterogeneity) =  89.5%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squared =  0.1663

표 60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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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Overall  (I-squared = 89.5%, p = 0.000)

Study

Clegg 2006

Michel 2005

Mazieres 2007

Bucsi 1998

Bourgeois 1998

kahan 2009

ID

Rovetta 1991

Ubelhart 1998

Kerzberg 1987

Mazieres 2001

-0.58 (-0.86, -0.29)

0.01 (-0.15, 0.17)

-0.14 (-0.38, 0.10)

-0.30 (-0.52, -0.08)

-0.94 (-1.37, -0.51)

-0.87 (-1.24, -0.50)

-0.02 (-0.18, 0.14)

ES (95% CI)

-2.14 (-2.79, -1.49)

-1.17 (-1.74, -0.60)

-1.01 (-1.93, -0.09)

-0.23 (-0.58, 0.12)

100.00

%

12.17

11.64

11.79

9.79

10.39

12.17

Weight

7.64

8.40

5.43

10.58

-0.58 (-0.86, -0.29)

0.01 (-0.15, 0.17)

-0.14 (-0.38, 0.10)

-0.30 (-0.52, -0.08)

-0.94 (-1.37, -0.51)

-0.87 (-1.24, -0.50)

-0.02 (-0.18, 0.14)

ES (95% CI)

-2.14 (-2.79, -1.49)

-1.17 (-1.74, -0.60)

-1.01 (-1.93, -0.09)

-0.23 (-0.58, 0.12)

100.00

%

12.17

11.64

11.79

9.79

10.39

12.17

Weight

7.64

8.40

5.43

10.58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2.79 0 2.79

그림 45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에 대한 forest plot

하지만,  각 논문의 효과크기의 이질성 평가에서 I2 = 89.5%로 이질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추후 이질성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subgroup analysis나 meta-regression

을 수행하였다.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p- value 0.001, α= 

-5.4로 small study effect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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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regression line

 95% CI for intercept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slope 0.41 0.13 0.015 0.10 0.72
bias -5.4 1.01 0.001 -7.77 -3.08

Test of H0: no small-study effects          P = 0.001

그림 46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 의 통증 효과에 대한 Eggers' funnel plot

5.5.1.2.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5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43(95% CI -0.81, -0.04)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SMD를 Cohen' d로 해석한다면 moderate effect size에 해당

되었다.

그러나,  각 논문의 효과크기의 이질성 평가에서 I2 = 81.2%로 이질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추후 이질성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subgroup analysis나 meta-regression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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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Effect Size [95% Conf. Interval] % Weight

Bucsi 1998 -0.459 -0.891 -0.026 19.70

Bourgeois 1998 -0.835 -1.282 -0.388 19.36

Ubelhart 1998 -0.929 -1.540 -0.318 15.81

Clegg 2006 0.010 -0.146 0.166 25.07

Messier 2007 -0.150 -0.566 0.267 20.06

D+L pooled ES -0.426 -0.813 -0.040 100.00
Heterogeneity chi-squared =  21.22 (d.f. = 4) p = 0.000
I-squared (variation in ES attributable to heterogeneity) =  81.2%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squared =  0.1488

표 61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Overall  (I-squared = 81.2%, p = 0.000)

Messier 2007

Clegg 2006

ID

Ubelhart 1998

Bucsi 1998

Bourgeois 1998

Study

-0.43 (-0.81, -0.04)

-0.15 (-0.57, 0.27)

0.01 (-0.15, 0.17)

ES (95% CI)

-0.93 (-1.54, -0.32)

-0.46 (-0.89, -0.03)

-0.84 (-1.28, -0.39)

100.00

20.06

25.07

Weight

15.81

19.70

19.36

%

-0.43 (-0.81, -0.04)

-0.15 (-0.57, 0.27)

0.01 (-0.15, 0.17)

ES (95% CI)

-0.93 (-1.54, -0.32)

-0.46 (-0.89, -0.03)

-0.84 (-1.28, -0.39)

100.00

20.06

25.07

Weight

15.81

19.70

19.36

%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1.54 0 1.54

그림 47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에 대한 for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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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에 대한 funnel plot

5.5.1.2.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4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최소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추정치 

MD 0.19(95% CI 0.14, 0.24)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관절강이 덜 소실되어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 추정치(forest plot)

이질성 평가에서 I2 = 0%로 연구들간의 효과크기는 동질하였고, 따라서 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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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관절강 간격에 대한 funnel plot 

Outcome
No. of 
studies

No. of 
participants

Statistical method Effect size

Pain 10 2,260
Std. Mean Difference 
(IV, Random, 95% CI)

-0.58 
[-0.86, -0.29]

Function 5 935
Std. Mean Difference 
(IV, Random, 95% CI)

-0.43 
[-0.81, -0.04]

Minimum 
JSW

4 1,109
Mean Difference (IV, 

Fixed, 95% CI)
0.19

[0.14, 0.24]

표 62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기능,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 추정치 요약

5.5.1.2.4 Subgroup 분석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기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통합된 연구들간의 치료

효과 크기에 이질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2가지 subgroup별(치료기간과 의료결과 측정방법)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Comparison 1: 치료기간 1년 이상/ 미만 

①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콘드로이틴 연구는 7편, 1년 이상인 콘드로이틴 연구 4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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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group분석 결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48(95% CI -0.81, -0.15)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5.2%로 이질성이 높았다.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78(95% CI -1.42, -0.14)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94.1%로 연구들간 치료효과크기는 이질성이 높았다.

NO TE : W eights are fro m random  effects analysis

.

.

O verall  ( I-squared = 89.5% , p  =  0.000)

Ro vetta 19 91

M ichel 20 05

B ucsi 1998

B ourgeois  1998

S ubtotal  (I -square d =  85.2%, p = 0.000)

Ub elh art 1998

Clegg  2006

Treatm en t durat io n>=  1yea r

ID

S ubtotal  (I -square d =  94.1%, p = 0.000)

Treatm en t durat io n <  1ye ar

M azieres  2001

M azieres  2007

K erzberg 1987

k ahan 20 09

S tudy

-0.58 (-0.86, -0.29)

-2.14 (-2.79, -1.49)

-0.14 (-0.38, 0.10)

-0.94 (-1.37, -0.51)

-0.87 (-1.24, -0.50)

-0.48 (-0.81, -0.15)

-1.17 (-1.74, -0.60)

0 .01 (-0.1 5, 0.17)

E S (95%  CI)

-0.78 (-1.42, -0.14)

-0.23 (-0.58, 0.12)

-0.30 (-0.52, -0.08)

-1.01 (-1.93, -0.09)

-0.02 (-0.18, 0.14)

100.00

7.64

11.6 4

9.79

10.3 9

60.1 5

8.40

12.1 7

W eig ht

39.8 5

10.5 8

11.7 9

5.43

12.1 7

%

-0.58 (-0.86, -0.29)

-2.14 (-2.79, -1.49)

-0.14 (-0.38, 0.10)

-0.94 (-1.37, -0.51)

-0.87 (-1.24, -0.50)

-0.48 (-0.81, -0.15)

-1.17 (-1.74, -0.60)

0 .01 (-0.1 5, 0.17)

E S (95%  CI)

-0.78 (-1.42, -0.14)

-0.23 (-0.58, 0.12)

-0.30 (-0.52, -0.08)

-1.01 (-1.93, -0.09)

-0.02 (-0.18, 0.14)

100.00

7.64

11.6 4

9.79

10.3 9

60.1 5

8.40

12.1 7

W eig ht

39.8 5

10.5 8

11.7 9

5.43

12.1 7

%

favours  ch ondroit in  fav ours placeb o 

0-2.79 0 2 .79

그림 51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 구분에 따른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에 대한 subgrou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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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에 따른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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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콘드로이틴 연구는 4편, 1년 이상인 콘드로이틴  연구 1편이었다.

Subgroup분석 결과,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33(95% CI -0.71, 0.06)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지만 여전히 I2 = 79.8%

로 이질성을 보였다.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연구 1편의 효과크기 MD -0.93(95% CI 

-1.54, -0.32)로 위약과 비교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그림 53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 구분에 따른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에 대한 subgrou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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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위약과 비교된  치료기간 구분에 따른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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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2: outcome 측정방법

①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①-1 WOMCA pain subscale 

WOMAC pain subscale로 측정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04(95% CI -0.17, 0.09)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8%로 

동질적이었다.

그림 55 WOMAC pain subscale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①-2 VAS pain scale

VAS pain scale로 측정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0.77(95% CI -1.16, -0.37)로 위약에 비해 통증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90%로 

각 연구결과들의 효과크기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그림 56 VAS pain scale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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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②-1 WOMAC function subscale 

WOMAC function subscale로 측정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동질적

이었다.

그림 57 WOMAC function subscale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②-2 Lequesne index

Lequesne index로 측정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1.82(95% CI -2.74, -0.89)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으나, I2 = 65%로 이질성

이 있었다.

그림 58 Lequesne index로 측정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5.5.1.3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위약

5.5.1.3.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2편의 연구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통증에 관한 연구로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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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C pain subscale로 측정단위가 scale이 Clegg 등(2006) 연구는 0-500, 

Messier 등(2007)의 연구는 0-20으로 달라 SMD로 통합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통합

된 SMD 0.01 (95% CI -0.33, 0.35)로 복합제는 위약과 통증 감소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 2편의 연구의 통합추정치는 I2 = 61%로 이질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통증 효과 추정치

5.5.1.3.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위약과 비교된 복합제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추정치 SMD -0.14 (95% CI -0.28, 

0.01)로 복합제는 위약과 기능향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편의 연구 

결과는 I2 = 0%로 이질성이 없었다.

그림 60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기능과 관련된 효과 추정치

5.5.1.3.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GAIT study의 1편의 연구에서만 최소한의 소실된 관절강 간격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

하고 있었다. 효과크기는 0.03(-0.21, 0.26)으로 위약과 비교하여 관절강 소실에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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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관절강 간격 효과 추정치

5.5.1.4 글루코사민 versus NSAIDS

5.5.1.4.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관한 5편의 연구 역시 WOMAC pain 

subscale, VAS pain, articular pain score로 측정된 결과값으로 SMD로 통합 추

정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SMD -0.23 (95% CI -0.73, 0.28) 통증 감소에 차이

가 없었지만, 연구들간의 효과크기는 I2 = 86%로 상당한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62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추정치

5.5.1.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NSAID와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향상에 대한 연구는 Muller-Fabbender 등

(1994)의 연구로 Lequensne index로 측정된 결과이었다. 두 그룹간의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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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과 관련된 효과 추정치

5.5.1.5 콘드로이틴 versus NSAIDS

5.5.1.5.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NSAID와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감소에 대한 연구는 Morreale 등(1996)의 연구로 

VAS pain scale로 측정된 결과이었다. 두 그룹간의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차이는 없었다.

그림 64 NSAIDS와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효과 추정치

5.5.1.5.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NSAID와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향상에 대한 연구는 Morreale 등(1996)의 연

구로 치료시작 후 30일에 측정된 Lequensne index 값이었다. NSAIDS가 콘드로이

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능이 호전되었다.

그림 65 NSAIDS와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효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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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NSAIDS

5.5.1.6.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NSAID와 비교된 복합제의 통증 감소에 대한 연구는 Clegg 등(2006)의 연구 1편으

로 WOMCA pain subscale로 측정된 결과로 두 그룹간의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차이

는 없었다.

그림 66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통증에 대한 효과 추정치

5.5.1.6.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NSAID와 비교된 복합제의 기능향상에 대한 연구는 Clegg 등(2006)의 연구 1편으

로 WOMCA function subscale로 측정된 결과는 두 그룹간에 기능향상에 대한 차이

가 없었다.

그림 67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기능에 대한 효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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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부작용

5.5.2.1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5.5.2.1.1 연구기간동안에 부작용을 보고한 환자의 수 

부작용은 이분형 변수이므로 risk ratio로 통합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13편의 연구 

2,46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을 보고할 상대 위험도 RR 1.00 (95% CI 

0.92, 1.08)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68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부작용 보고 환자 수

5.5.2.1.2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 수

전체 17편의 연구 2,63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조기에 연구

에서 탈락할 상대 위험도 RR 0.82 (95% CI 0.59, 1.14)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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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환자 수

5.5.2.2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5.5.2.2.1 연구기간동안에 부작용을 보고한 환자의 수 

전체 6편의 연구 89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을 보고할 상대 위험도 RR 

1.06 (95% CI 0.88, 1.29)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70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부작용 보고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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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2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 수

전체 5편의 연구 1,99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할 

상대 위험도 RR 0.82 (95% CI 0.59, 1.14)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71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환자 수

5.5.2.3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위약

5.5.2.3.1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 수

전체 1편의 연구 63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할 상대 위험도 

RR 1.08 (95% CI 0.48, 2.40)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72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환자 수

5.5.2.4 글루코사민 versus NSAIDS

5.5.2.4.1 연구기간동안에 부작용을 보고한 환자의 수 

전체 4편의 연구 1,19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을 보고할 상대 위험도 RR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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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0.10, 1.25)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73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부작용 보고 환자 수

5.5.2.4.2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 수

전체 4편의 연구 634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할 상대 위험도 

RR 0.63 (95% CI 0.30, 1.30)으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74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환자 수

5.5.2.5 콘드로이틴 versus NSAIDS

5.5.2.5.1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 수

2편의 연구 782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할 상대 위험도 RR 

2.29 (95% CI 1.10, 4.74)로 NSAIDS가 부작용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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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NSAIDS와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환자 수

5.5.2.6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NSAIDS

5.5.2.6.1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한 환자 수

1편의 연구 635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할 상대 위험도 RR 

1.72 (95% CI 0.69, 4.31로 두 그룹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림 76 NSAIDS와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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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감도 분석

Subgroup 분석에서 충분히 이질성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study quality(배정

은폐의 적절성, 맹검의 적절성, ITT 분석여부)와 연구비 출처에 초점을 두어 층화 메타분

석(stratified meta-analysis)을 수행하여 그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5.6.1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Comparison 1: 배정은폐에 대한 편향 위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10편, 그렇지 않은 연구 7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5(95% 

CI -0.14, 0.0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

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1.08(95% CI -1.68, 

-0.47)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7.3%로 이질적이었다.

N O T E :  W e ig h ts  a re  f ro m  ra n d o m  e ff ec ts  a n a l ys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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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배정은폐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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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12편, 그렇지 않은 연구 5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8(95% 

CI -0.17, 0.00)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

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51(95% CI -0.93, 

-0.09)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2.4%로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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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배정은폐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평가에 포함되었던 4편의 연구 모두가 배정은폐를 적절하게 수행된 논문으로 민감도 분

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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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2: 맹검법에 대한 편향 위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11편, 그렇지 않은 연구 6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33(95% CI -0.59, 

-0.07)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3.6%로 여전히 이질성이 높았다. 또한 맹검

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51(95% CI -0.97, -0.05)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6.8%로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4.0%, p = 0.000)

Study

Pavelka 2002

Rozendaal 2008

Pujalte 1980

Subtotal  (I-squared = 83.6%, p = 0.000)

Zenk 2002

Rindone 2000

Frestedt 2008

ID

Cibere 2004

adequate

Herrero-Beaumont 2007

Hughes 2002

Drovanti 1980

Houpt 1999

Lee DY 2001

McAlindon 2004

Reginster 2001

Usha 2004

Giordano 2009

Subtotal  (I-squared = 86.8%, p = 0.000)

inadequate

Clegg 2006

-0.38 (-0.60, -0.16)

-0.13 (-0.40, 0.15)

0.05 (-0.22, 0.31)

-1.89 (-2.97, -0.82)

-0.33 (-0.59, -0.07)

0.07 (-0.75, 0.89)

-0.08 (-0.48, 0.32)

-1.03 (-1.74, -0.32)

SMD (95% CI)

0.00 (-0.33, 0.34)

-0.30 (-0.57, -0.03)

0.03 (-0.41, 0.48)

-1.41 (-1.90, -0.92)

-0.13 (-0.49, 0.24)

-0.41 (-0.89, 0.08)

0.05 (-0.22, 0.33)

-0.08 (-0.35, 0.19)

-0.69 (-1.23, -0.16)

-2.38 (-3.05, -1.71)

-0.51 (-0.97, -0.05)

-0.01 (-0.17, 0.14)

100.00

%

6.99

7.06

2.72

65.68

3.72

6.26

4.31

Weight

6.64

7.02

5.95

5.64

6.48

5.67

7.00

7.03

5.38

4.55

34.32

7.56

-0.38 (-0.60, -0.16)

-0.13 (-0.40, 0.15)

0.05 (-0.22, 0.31)

-1.89 (-2.97, -0.82)

-0.33 (-0.59, -0.07)

0.07 (-0.75, 0.89)

-0.08 (-0.48, 0.32)

-1.03 (-1.74, -0.32)

SMD (95% CI)

0.00 (-0.33, 0.34)

-0.30 (-0.57, -0.03)

0.03 (-0.41, 0.48)

-1.41 (-1.90, -0.92)

-0.13 (-0.49, 0.24)

-0.41 (-0.89, 0.08)

0.05 (-0.22, 0.33)

-0.08 (-0.35, 0.19)

-0.69 (-1.23, -0.16)

-2.38 (-3.05, -1.71)

-0.51 (-0.97, -0.05)

-0.01 (-0.17, 0.14)

100.00

%

6.99

7.06

2.72

65.68

3.72

6.26

4.31

Weight

6.64

7.02

5.95

5.64

6.48

5.67

7.00

7.03

5.38

4.55

34.32

7.56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3.05 0 3.05

그림 79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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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10편, 그렇지 않은 연구 5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2(95% CI 

-0.43, -0.01)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으나, I2 = 74.6%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15(95% CI -0.28, -0.02)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I2 = 0%로 동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61.0%, p = 0.001)

Kawasaki 2008

Pavelka 2002

Zenk 2002

Subtotal  (I-squared = 0.0%, p = 0.973)

Rozendaal 2008

Usha 2004

Giordano 2009

inadequate blinding

Clegg 2006

Cibere 2004

Houpt 1999

Subtotal  (I-squared = 74.6%, p = 0.000)

adequate blinding

Reginster 2001

McAlindon 2004

Hughes 2002

Herrero-Beaumont 2007

Study

Noack 1994

Reichelt  1994

ID

-0.18 (-0.31, -0.05)

-0.11 (-0.52, 0.31)

-0.21 (-0.48, 0.07)

0.16 (-0.66, 0.99)

-0.15 (-0.28, -0.02)

-0.06 (-0.33, 0.20)

-0.73 (-1.26, -0.19)

-1.58 (-2.17, -1.00)

-0.02 (-0.18, 0.13)

0.00 (-0.33, 0.34)

-0.08 (-0.44, 0.28)

-0.22 (-0.43, -0.01)

-0.08 (-0.35, 0.19)

-0.17 (-0.44, 0.11)

0.19 (-0.25, 0.64)

-0.28 (-0.55, -0.01)

-0.20 (-0.44, 0.05)

-0.20 (-0.53, 0.13)

SMD (95% CI)

100.00

5.59

7.95

2.13

37.14

8.22

4.11

3.63

10.39

6.84

6.39

62.86

8.09

7.99

5.13

8.07

%

8.53

6.93

Weight

-0.18 (-0.31, -0.05)

-0.11 (-0.52, 0.31)

-0.21 (-0.48, 0.07)

0.16 (-0.66, 0.99)

-0.15 (-0.28, -0.02)

-0.06 (-0.33, 0.20)

-0.73 (-1.26, -0.19)

-1.58 (-2.17, -1.00)

-0.02 (-0.18, 0.13)

0.00 (-0.33, 0.34)

-0.08 (-0.44, 0.28)

-0.22 (-0.43, -0.01)

-0.08 (-0.35, 0.19)

-0.17 (-0.44, 0.11)

0.19 (-0.25, 0.64)

-0.28 (-0.55, -0.01)

-0.20 (-0.44, 0.05)

-0.20 (-0.53, 0.13)

SMD (95% CI)

100.00

5.59

7.95

2.13

37.14

8.22

4.11

3.63

10.39

6.84

6.39

62.86

8.09

7.99

5.13

8.07

%

8.53

6.93

Weight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17 0 2.17

그림 80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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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3편, 그렇지 않은 연구 1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MD 0.17(95% CI 

-0.02, 0.27)로 위약과 효과의 차이가 없었지만, I2 = 73.1%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

에 반해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 1편의 MD 0.33(95% CI 0.11, 0.55)

로 위약과 비하여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73.1%, p = 0.011)

Study

Subtotal  ( I-squared = 69.8%, p = 0.036)

Subtotal  ( I-squared = .%, p = .)

Reginster 2001

Sawitzke 2008

adequate blinding

Pavelka 2002

inadequate blinding

Rozendaal 2008

ID

0.17 (0.02, 0.31)

0.13 (-0.02, 0.27)

0.33 (0.11, 0.55)

0.33 (0.11, 0.55)

0.15 (-0.06, 0.37)

0.23 (0.09, 0.37)

0.03 (-0.05, 0.11)

ES (95% CI)

100.00

%

79.98

20.02

20.02

20.02

27.27

32.70

Weight

0.17 (0.02, 0.31)

0.13 (-0.02, 0.27)

0.33 (0.11, 0.55)

0.33 (0.11, 0.55)

0.15 (-0.06, 0.37)

0.23 (0.09, 0.37)

0.03 (-0.05, 0.11)

ES (95% CI)

100.00

%

79.98

20.02

20.02

20.02

27.27

32.70

Weight

favours placebo  favours glucosamine 

0-.546 0 .546

그림 81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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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3: ITT analysis vs. PP analysis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11편, PP분석이 수행된 연구 6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4(95% CI 

-0.47, -0.02)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2.7%로 여전히 이질성이 높았

다. 또한 PP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SMD -0.69(95% CI -1.21, -0.17)로 위약과 비

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0.7%로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PP분석의 통

합된 효과추정치는 -0.69로 IIT분석의 통합 추정치 -0.24에 비해 효과크기가 3배정도 

글루코사민의 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있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4.0%, p = 0.000)

Clegg 2006

Pujalte 1980

Pavelka 2002

Study

Giordano 2009

ID

unclear ITT or PP analysis

Lee DY 2001

Houpt 1999

McAlindon 2004

Rindone 2000

Usha 2004

Cibere 2004

Herrero-Beaumont 2007

ITT analysis

Hughes 2002

Subtotal  (I-squared = 82.7%, p = 0.000)

Subtotal  (I-squared = 80.7%, p = 0.000)

Zenk 2002

Frestedt 2008

Drovanti 1980

Rozendaal 2008

Reginster 2001

-0.38 (-0.60, -0.16)

-0.01 (-0.17, 0.14)

-1.89 (-2.97, -0.82)

-0.13 (-0.40, 0.15)

-2.38 (-3.05, -1.71)

SMD (95% CI)

-0.41 (-0.89, 0.08)

-0.13 (-0.49, 0.24)

0.05 (-0.22, 0.33)

-0.08 (-0.48, 0.32)

-0.69 (-1.23, -0.16)

0.00 (-0.33, 0.34)

-0.30 (-0.57, -0.03)

0.03 (-0.41, 0.48)

-0.24 (-0.47, -0.02)

-0.69 (-1.21, -0.17)

0.07 (-0.75, 0.89)

-1.03 (-1.74, -0.32)

-1.41 (-1.90, -0.92)

0.05 (-0.22, 0.31)

-0.08 (-0.35, 0.19)

100.00

7.56

2.72

6.99

%

4.55

Weight

5.67

6.48

7.00

6.26

5.38

6.64

7.02

5.95

70.39

29.61

3.72

4.31

5.64

7.06

7.03

-0.38 (-0.60, -0.16)

-0.01 (-0.17, 0.14)

-1.89 (-2.97, -0.82)

-0.13 (-0.40, 0.15)

-2.38 (-3.05, -1.71)

SMD (95% CI)

-0.41 (-0.89, 0.08)

-0.13 (-0.49, 0.24)

0.05 (-0.22, 0.33)

-0.08 (-0.48, 0.32)

-0.69 (-1.23, -0.16)

0.00 (-0.33, 0.34)

-0.30 (-0.57, -0.03)

0.03 (-0.41, 0.48)

-0.24 (-0.47, -0.02)

-0.69 (-1.21, -0.17)

0.07 (-0.75, 0.89)

-1.03 (-1.74, -0.32)

-1.41 (-1.90, -0.92)

0.05 (-0.22, 0.31)

-0.08 (-0.35, 0.19)

100.00

7.56

2.72

6.99

%

4.55

Weight

5.67

6.48

7.00

6.26

5.38

6.64

7.02

5.95

70.39

29.61

3.72

4.31

5.64

7.06

7.03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3.05 0 3.05

그림 82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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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11편, PP분석이 수행된 연구 4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7(95% CI 

-0.32, -0.02)로 위약에 비해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67.2%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PP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SMD -0.23(95% CI -0.25, 0.06)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고, I2 = 38.3%로 이질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61.0%, p = 0.001)

Rozendaal 2008

Hughes 2002

ID

ITT analysis

Herrero-Beaumont 2007

Houpt 1999

Subtotal  (I-squared = 67.2%, p = 0.001)

Subtotal  (I-squared = 38.3%, p = 0.182)

Pavelka 2002

Reichelt  1994

Reginster 2001

Cibere 2004

Usha 2004

Noack 1994

Clegg 2006

inadequate ITT or PP anlaysis

Zenk 2002

Kawasaki 2008

McAlindon 2004

Giordano 2009

Study

-0.18 (-0.31, -0.05)

-0.06 (-0.33, 0.20)

0.19 (-0.25, 0.64)

SMD (95% CI)

-0.28 (-0.55, -0.01)

-0.08 (-0.44, 0.28)

-0.17 (-0.32, -0.02)

-0.23 (-0.52, 0.06)

-0.21 (-0.48, 0.07)

-0.20 (-0.53, 0.13)

-0.08 (-0.35, 0.19)

0.00 (-0.33, 0.34)

-0.73 (-1.26, -0.19)

-0.20 (-0.44, 0.05)

-0.02 (-0.18, 0.13)

0.16 (-0.66, 0.99)

-0.11 (-0.52, 0.31)

-0.17 (-0.44, 0.11)

-1.58 (-2.17, -1.00)

100.00

8.22

5.13

Weight

8.07

6.39

80.44

19.56

7.95

6.93

8.09

6.84

4.11

8.53

10.39

2.13

5.59

7.99

3.63

%

-0.18 (-0.31, -0.05)

-0.06 (-0.33, 0.20)

0.19 (-0.25, 0.64)

SMD (95% CI)

-0.28 (-0.55, -0.01)

-0.08 (-0.44, 0.28)

-0.17 (-0.32, -0.02)

-0.23 (-0.52, 0.06)

-0.21 (-0.48, 0.07)

-0.20 (-0.53, 0.13)

-0.08 (-0.35, 0.19)

0.00 (-0.33, 0.34)

-0.73 (-1.26, -0.19)

-0.20 (-0.44, 0.05)

-0.02 (-0.18, 0.13)

0.16 (-0.66, 0.99)

-0.11 (-0.52, 0.31)

-0.17 (-0.44, 0.11)

-1.58 (-2.17, -1.00)

100.00

8.22

5.13

Weight

8.07

6.39

80.44

19.56

7.95

6.93

8.09

6.84

4.11

8.53

10.39

2.13

5.59

7.99

3.63

%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17 0 2.17

그림 83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연구결과

- 147 -

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ITT 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2편, 그렇지 않은 연구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MD 0.12(95% CI -0.08, 

0.32)로 위약과 효과의 차이가 없었지만, I2 = 83.9%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PP 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MD 0.24(95% CI 0.07, 0.41)로 위약과 비하여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적이었고, I2 = 22.8%로 이질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73.1%, p = 0.011)

ID

ITT analysis

Subtotal  (I-squared = 83.9%, p = 0.013)

Sawitzke 2008

Pavelka 2002

unclear or pp analysis

Subtotal  (I-squared = 22.8%, p = 0.255)

Study

Reginster 2001

Rozendaal 2008

0.17 (0.02, 0.31)

ES (95% CI)

0.12 (-0.08, 0.32)

0.15 (-0.06, 0.37)

0.23 (0.09, 0.37)

0.24 (0.07, 0.41)

0.33 (0.11, 0.55)

0.03 (-0.05, 0.11)

100.00

Weight

59.97

20.02

27.27

40.03

%

20.02

32.70

0.17 (0.02, 0.31)

ES (95% CI)

0.12 (-0.08, 0.32)

0.15 (-0.06, 0.37)

0.23 (0.09, 0.37)

0.24 (0.07, 0.41)

0.33 (0.11, 0.55)

0.03 (-0.05, 0.11)

100.00

Weight

59.97

20.02

27.27

40.03

%

20.02

32.70

favours placebo  favours glucosamine 

0-.546 0 .546

그림 84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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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4: 연구비의 출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10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

행된 연구 5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46(95% CI -0.75, -0.16)으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78.8%로 

이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0(95% CI 

-0.11, 0.11)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84.0%, p = 0.000)

Drovanti 1980

Zenk 2002

Usha 2004

Houpt 1999

Study

unclear source

Lee DY 2001

Giordano 2009

Hughes 2002

Rindone 2000

Subtotal  (I-squared = 78.7%, p = 0.000)

ID

Pujalte 1980

McAlindon 2004

Rozendaal 2008

Subtotal  (I-squared = 95.5%, p = 0.000)

Herrero-Beaumont 2007

Reginster 2001

Pavelka 2002

Clegg 2006

non-profit funding

Frestedt 2008

industrial funding

Cibere 2004

Subtotal  (I-squared = 0.0%, p = 0.978)

-0.38 (-0.60, -0.16)

-1.41 (-1.90, -0.92)

0.07 (-0.75, 0.89)

-0.69 (-1.23, -0.16)

-0.13 (-0.49, 0.24)

-0.41 (-0.89, 0.08)

-2.38 (-3.05, -1.71)

0.03 (-0.41, 0.48)

-0.08 (-0.48, 0.32)

-0.46 (-0.75, -0.16)

SMD (95% CI)

-1.89 (-2.97, -0.82)

0.05 (-0.22, 0.33)

0.05 (-0.22, 0.31)

-1.38 (-3.31, 0.56)

-0.30 (-0.57, -0.03)

-0.08 (-0.35, 0.19)

-0.13 (-0.40, 0.15)

-0.01 (-0.17, 0.14)

-1.03 (-1.74, -0.32)

0.00 (-0.33, 0.34)

0.00 (-0.11, 0.11)

100.00

5.64

3.72

5.38

6.48

%

5.67

4.55

5.95

6.26

55.24

Weight

2.72

7.00

7.06

10.23

7.02

7.03

6.99

7.56

4.31

6.64

34.53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3.31 0 3.31

그림 85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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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9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4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7(95% CI -0.29, -0.06)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7.9%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또한,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5(95% CI 

-0.17, 0.06)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61.0%, p = 0.001)

Subtotal  (I-squared = 93.9%, p = 0.000)

Zenk 2002

McAlindon 2004

Clegg 2006

Subtotal  (I-squared = 0.0%, p = 0.822)

Giordano 2009

Noack 1994

non-profit funding

Pavelka 2002

industrial funding

Rozendaal 2008

ID

Subtotal  (I-squared = 7.9%, p = 0.370)

Reichelt  1994

Usha 2004

Hughes 2002

Cibere 2004

unclear

Houpt 1999

Kawasaki 2008

Herrero-Beaumont 2007

Reginster 2001

Study

-0.18 (-0.31, -0.05)

-0.83 (-2.28, 0.62)

0.16 (-0.66, 0.99)

-0.17 (-0.44, 0.11)

-0.02 (-0.18, 0.13)

-0.05 (-0.17, 0.06)

-1.58 (-2.17, -1.00)

-0.20 (-0.44, 0.05)

-0.21 (-0.48, 0.07)

-0.06 (-0.33, 0.20)

SMD (95% CI)

-0.17 (-0.29, -0.06)

-0.20 (-0.53, 0.13)

-0.73 (-1.26, -0.19)

0.19 (-0.25, 0.64)

0.00 (-0.33, 0.34)

-0.08 (-0.44, 0.28)

-0.11 (-0.52, 0.31)

-0.28 (-0.55, -0.01)

-0.08 (-0.35, 0.19)

100.00

9.22

2.13

7.99

10.39

33.44

3.63

8.53

7.95

8.22

Weight

57.34

6.93

4.11

5.13

6.84

6.39

5.59

8.07

8.09

%

-0.18 (-0.31, -0.05)

-0.83 (-2.28, 0.62)

0.16 (-0.66, 0.99)

-0.17 (-0.44, 0.11)

-0.02 (-0.18, 0.13)

-0.05 (-0.17, 0.06)

-1.58 (-2.17, -1.00)

-0.20 (-0.44, 0.05)

-0.21 (-0.48, 0.07)

-0.06 (-0.33, 0.20)

SMD (95% CI)

-0.17 (-0.29, -0.06)

-0.20 (-0.53, 0.13)

-0.73 (-1.26, -0.19)

0.19 (-0.25, 0.64)

0.00 (-0.33, 0.34)

-0.08 (-0.44, 0.28)

-0.11 (-0.52, 0.31)

-0.28 (-0.55, -0.01)

-0.08 (-0.35, 0.19)

100.00

9.22

2.13

7.99

10.39

33.44

3.63

8.53

7.95

8.22

Weight

57.34

6.93

4.11

5.13

6.84

6.39

5.59

8.07

8.09

%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28 0 2.28

그림 86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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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절강 소실 예방의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2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글

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6(95% CI 0.14, 0.37)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

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또한,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의 SMD 0.05(95% CI -0.04, 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10.9%로 이질성이 없어졌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73.1%, p = 0.011)

Reginster 2001

Study

Sawitzke 2008

ID

non-profit funding

Subtotal  (I-squared = 10.9%, p = 0.289)

industrial funding

Pavelka 2002

Subtotal  (I-squared = 0.0%, p = 0.443)

Rozendaal 2008

0.17 (0.02, 0.31)

0.33 (0.11, 0.55)

0.15 (-0.06, 0.37)

ES (95% CI)

0.05 (-0.04, 0.14)

0.23 (0.09, 0.37)

0.26 (0.14, 0.37)

0.03 (-0.05, 0.11)

100.00

20.02

%

20.02

Weight

52.72

27.27

47.28

32.70

0.17 (0.02, 0.31)

0.33 (0.11, 0.55)

0.15 (-0.06, 0.37)

ES (95% CI)

0.05 (-0.04, 0.14)

0.23 (0.09, 0.37)

0.26 (0.14, 0.37)

0.03 (-0.05, 0.11)

100.00

20.02

%

20.02

Weight

52.72

27.27

47.28

32.70

favours placebo  favours glucosamine 

0-.546 0 .546

그림 87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관절강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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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황산염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Comparison 1: 배정은폐에 대한 편향 위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7편, 그렇지 않은 연구 6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08(95% CI -0.20, 0.0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1.21(95% CI 

-1.91, -0.50)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8.5%로 이질적

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6.6%, p = 0.000)

Pavelka 2002

Subtotal  (I-squared = 0.0%, p = 0.662)

Rozendaal 2008

ID

Zenk 2002

Cibere 2004

Hughes 2002

Frestedt 2008

Pujalte 1980

Reginster 2001

Usha 2004

adquate allocation concealment

Herrero-Beaumont 2007

Drovanti 1980

Subtotal  (I-squared = 88.5%, p = 0.000)

Giordano 2009

Rindone 2000

in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Study

-0.51 (-0.82, -0.21)

-0.13 (-0.40, 0.15)

-0.08 (-0.20, 0.04)

0.05 (-0.22, 0.31)

SMD (95% CI)

0.07 (-0.75, 0.89)

0.00 (-0.33, 0.34)

0.03 (-0.41, 0.47)

-1.03 (-1.74, -0.32)

-1.89 (-2.97, -0.82)

-0.08 (-0.35, 0.19)

-0.69 (-1.23, -0.16)

-0.30 (-0.57, -0.03)

-1.41 (-1.90, -0.92)

-1.21 (-1.91, -0.50)

-2.38 (-3.05, -1.71)

-0.08 (-0.48, 0.32)

100.00

9.01

58.74

9.07

Weight

5.73

8.71

8.12

6.41

4.46

9.04

7.54

9.04

7.79

41.26

6.68

8.37

%

-0.51 (-0.82, -0.21)

-0.13 (-0.40, 0.15)

-0.08 (-0.20, 0.04)

0.05 (-0.22, 0.31)

SMD (95% CI)

0.07 (-0.75, 0.89)

0.00 (-0.33, 0.34)

0.03 (-0.41, 0.47)

-1.03 (-1.74, -0.32)

-1.89 (-2.97, -0.82)

-0.08 (-0.35, 0.19)

-0.69 (-1.23, -0.16)

-0.30 (-0.57, -0.03)

-1.41 (-1.90, -0.92)

-1.21 (-1.91, -0.50)

-2.38 (-3.05, -1.71)

-0.08 (-0.48, 0.32)

100.00

9.01

58.74

9.07

Weight

5.73

8.71

8.12

6.41

4.46

9.04

7.54

9.04

7.79

41.26

6.68

8.37

%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3.05 0 3.05

그림 88 배정은폐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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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7편, 그렇지 않은 연구 4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0(95% CI -0.22, 0.02)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62(95% CI 

-1.14, -0.10)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5.9%로 이질적

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69.3%, p = 0.000)

Subtotal  (I-squared = 0.0%, p = 0.584)

Usha 2004

Study

Cibere 2004

Rozendaal 2008

Reginster 2001

Pavelka 2002

adquate allocation concealment

Zenk 2002

Hughes 2002

Subtotal  (I-squared = 85.9%, p = 0.000)

ID

Noack 1994

Herrero-Beaumont 2007

Reichelt  1994

in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Giordano 2009

-0.23 (-0.42, -0.05)

-0.10 (-0.22, 0.02)

-0.73 (-1.26, -0.19)

0.00 (-0.33, 0.34)

-0.06 (-0.33, 0.20)

-0.08 (-0.35, 0.19)

-0.21 (-0.48, 0.07)

0.16 (-0.66, 0.99)

0.19 (-0.25, 0.64)

-0.62 (-1.14, -0.10)

SMD (95% CI)

-0.20 (-0.44, 0.05)

-0.28 (-0.55, -0.01)

-0.20 (-0.53, 0.13)

-1.58 (-2.17, -1.00)

100.00

65.85

6.69

%

9.85

11.18

11.06

10.93

3.83

7.97

34.15

Weight

11.46

11.04

9.94

6.06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2.17 0 2.17

그림 89 배정은폐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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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2: 맹검법에 대한 편향 위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9편, 그렇지 않은 연구 4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43(95% CI -0.79, -0.07)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5.9%로 여

전히 이질성이 높았다. 또한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76(95% 

CI -1.50, -0.02)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90.5%로 여

전히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6.6%, p = 0.000)

Rindone 2000

Cibere 2004

ID

Drovanti 1980

Subtotal  (I-squared = 90.5%, p = 0.000)

Reginster 2001

Subtotal  (I-squared = 85.9%, p = 0.000)

adequate blinding

inadequate blinding

Zenk 2002

Pavelka 2002

Frestedt 2008

Hughes 2002

Giordano 2009

Rozendaal 2008

Usha 2004

Pujalte 1980

Herrero-Beaumont 2007

Study

-0.51 (-0.82, -0.21)

-0.08 (-0.48, 0.32)

0.00 (-0.33, 0.34)

SMD (95% CI)

-1.41 (-1.90, -0.92)

-0.76 (-1.50, -0.02)

-0.08 (-0.35, 0.19)

-0.43 (-0.79, -0.07)

0.07 (-0.75, 0.89)

-0.13 (-0.40, 0.15)

-1.03 (-1.74, -0.32)

0.03 (-0.41, 0.47)

-2.38 (-3.05, -1.71)

0.05 (-0.22, 0.31)

-0.69 (-1.23, -0.16)

-1.89 (-2.97, -0.82)

-0.30 (-0.57, -0.03)

100.00

8.37

8.71

Weight

7.79

29.67

9.04

70.33

5.73

9.01

6.41

8.12

6.68

9.07

7.54

4.46

9.04

%

-0.51 (-0.82, -0.21)

-0.08 (-0.48, 0.32)

0.00 (-0.33, 0.34)

SMD (95% CI)

-1.41 (-1.90, -0.92)

-0.76 (-1.50, -0.02)

-0.08 (-0.35, 0.19)

-0.43 (-0.79, -0.07)

0.07 (-0.75, 0.89)

-0.13 (-0.40, 0.15)

-1.03 (-1.74, -0.32)

0.03 (-0.41, 0.47)

-2.38 (-3.05, -1.71)

0.05 (-0.22, 0.31)

-0.69 (-1.23, -0.16)

-1.89 (-2.97, -0.82)

-0.30 (-0.57, -0.03)

100.00

8.37

8.71

Weight

7.79

29.67

9.04

70.33

5.73

9.01

6.41

8.12

6.68

9.07

7.54

4.46

9.04

%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3.05 0 3.05

그림 90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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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8편, 그렇지 않은 연구 3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9(95% CI -0.58, 0.00)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나, I2 = 78.0%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16(95% CI 

-0.32, 0.00)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69.3%, p = 0.000)

Subtotal  (I-squared = 0.0%, p = 0.584)

Usha 2004

Study

Cibere 2004

Rozendaal 2008

Reginster 2001

Pavelka 2002

adquate allocation concealment

Zenk 2002

Hughes 2002

Subtotal  (I-squared = 85.9%, p = 0.000)

ID

Noack 1994

Herrero-Beaumont 2007

Reichelt  1994

in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Giordano 2009

-0.23 (-0.42, -0.05)

-0.10 (-0.22, 0.02)

-0.73 (-1.26, -0.19)

0.00 (-0.33, 0.34)

-0.06 (-0.33, 0.20)

-0.08 (-0.35, 0.19)

-0.21 (-0.48, 0.07)

0.16 (-0.66, 0.99)

0.19 (-0.25, 0.64)

-0.62 (-1.14, -0.10)

SMD (95% CI)

-0.20 (-0.44, 0.05)

-0.28 (-0.55, -0.01)

-0.20 (-0.53, 0.13)

-1.58 (-2.17, -1.00)

100.00

65.85

6.69

%

9.85

11.18

11.06

10.93

3.83

7.97

34.15

Weight

11.46

11.04

9.94

6.06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2.17 0 2.17

그림 91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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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3: ITT analysis vs. PP analysis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9편, PP분석이 수행된 연구 4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34(95% CI 

-0.65, -0.04)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5.2%로 여전히 이질성이 높았

다. 또한 PP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SMD -0.96(95% CI -1.67, -0.24)로 위약과 비

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77.1%로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6.6%, p = 0.000)

Hughes 2002

Drovanti 1980

Frestedt 2008

Subtotal  (I-squared = 77.1%, p = 0.004)

Rozendaal 2008

Reginster 2001

Zenk 2002

ITT analysis

unclear ITT analysis or pp analysis

Cibere 2004

Rindone 2000

Subtotal  (I-squared = 85.2%, p = 0.000)

Usha 2004

Giordano 2009

ID

Pavelka 2002

Pujalte 1980

Study

Herrero-Beaumont 2007

-0.51 (-0.82, -0.21)

0.03 (-0.41, 0.47)

-1.41 (-1.90, -0.92)

-1.03 (-1.74, -0.32)

-0.96 (-1.67, -0.24)

0.05 (-0.22, 0.31)

-0.08 (-0.35, 0.19)

0.07 (-0.75, 0.89)

0.00 (-0.33, 0.34)

-0.08 (-0.48, 0.32)

-0.34 (-0.65, -0.04)

-0.69 (-1.23, -0.16)

-2.38 (-3.05, -1.71)

SMD (95% CI)

-0.13 (-0.40, 0.15)

-1.89 (-2.97, -0.82)

-0.30 (-0.57, -0.03)

100.00

8.12

7.79

6.41

25.53

9.07

9.04

5.73

8.71

8.37

74.47

7.54

6.68

Weight

9.01

4.46

%

9.04

-0.51 (-0.82, -0.21)

0.03 (-0.41, 0.47)

-1.41 (-1.90, -0.92)

-1.03 (-1.74, -0.32)

-0.96 (-1.67, -0.24)

0.05 (-0.22, 0.31)

-0.08 (-0.35, 0.19)

0.07 (-0.75, 0.89)

0.00 (-0.33, 0.34)

-0.08 (-0.48, 0.32)

-0.34 (-0.65, -0.04)

-0.69 (-1.23, -0.16)

-2.38 (-3.05, -1.71)

SMD (95% CI)

-0.13 (-0.40, 0.15)

-1.89 (-2.97, -0.82)

-0.30 (-0.57, -0.03)

100.00

8.12

7.79

6.41

25.53

9.07

9.04

5.73

8.71

8.37

74.47

7.54

6.68

Weight

9.01

4.46

%

9.04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3.05 0 3.05

그림 92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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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8편, PP분석이 수행된 연구 3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22(95% CI 

-0.44, 0.00)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나, I2 = 74.9%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PP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SMD -0.30(95% CI -0.73, 0.13)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

으나, I2 = 50.4%로 이질성이 있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69.3%, p = 0.000)

Subtotal  (I-squared = 74.9%, p = 0.000)

Pavelka 2002

Hughes 2002

unclear ITT analysis or pp analysis

Study

Cibere 2004

Subtotal  (I-squared = 50.4%, p = 0.133)

Reichelt  1994

Giordano 2009

Herrero-Beaumont 2007

Usha 2004

ID

Rozendaal 2008

Reginster 2001

Noack 1994

ITT analysis

Zenk 2002

-0.23 (-0.42, -0.05)

-0.22 (-0.44, 0.00)

-0.21 (-0.48, 0.07)

0.19 (-0.25, 0.64)

0.00 (-0.33, 0.34)

-0.30 (-0.73, 0.13)

-0.20 (-0.53, 0.13)

-1.58 (-2.17, -1.00)

-0.28 (-0.55, -0.01)

-0.73 (-1.26, -0.19)

SMD (95% CI)

-0.06 (-0.33, 0.20)

-0.08 (-0.35, 0.19)

-0.20 (-0.44, 0.05)

0.16 (-0.66, 0.99)

100.00

79.54

10.93

7.97

%

9.85

20.46

9.94

6.06

11.04

6.69

Weight

11.18

11.06

11.46

3.83

-0.23 (-0.42, -0.05)

-0.22 (-0.44, 0.00)

-0.21 (-0.48, 0.07)

0.19 (-0.25, 0.64)

0.00 (-0.33, 0.34)

-0.30 (-0.73, 0.13)

-0.20 (-0.53, 0.13)

-1.58 (-2.17, -1.00)

-0.28 (-0.55, -0.01)

-0.73 (-1.26, -0.19)

SMD (95% CI)

-0.06 (-0.33, 0.20)

-0.08 (-0.35, 0.19)

-0.20 (-0.44, 0.05)

0.16 (-0.66, 0.99)

100.00

79.54

10.93

7.97

%

9.85

20.46

9.94

6.06

11.04

6.69

Weight

11.18

11.06

11.46

3.83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2.17 0 2.17

그림 93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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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4: 연구비의 출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9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3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1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51(95% CI -0.84, -0.18)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0.7%로 이

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1(95% CI 

-0.18, 0.19)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86.6%, p = 0.000)

Study

Giordano 2009

Rindone 2000

Pujalte 1980

ID

unclear

industrial funding

Pavelka 2002

Reginster 2001

Cibere 2004

non-profit funding

Rozendaal 2008

Hughes 2002

Frestedt 2008

Herrero-Beaumont 2007

Subtotal  (I-squared = .%, p = .)

Subtotal  (I-squared = 80.7%, p = 0.000)

Usha 2004

Subtotal  (I-squared = 0.0%, p = 0.872)

Drovanti 1980

Zenk 2002

100.00

%

6.68

8.37

4.46

Weight

9.01

9.04

8.71

9.07

8.12

6.41

9.04

6.68

67.16

7.54

26.16

7.79

5.73

-0.51 (-0.82, -0.21)

-2.38 (-3.05, -1.71)

-0.08 (-0.48, 0.32)

-1.89 (-2.97, -0.82)

SMD (95% CI)

-0.13 (-0.40, 0.15)

-0.08 (-0.35, 0.19)

0.00 (-0.33, 0.34)

0.05 (-0.22, 0.31)

0.03 (-0.41, 0.47)

-1.03 (-1.74, -0.32)

-0.30 (-0.57, -0.03)

-2.38 (-3.05, -1.71)

-0.51 (-0.84, -0.18)

-0.69 (-1.23, -0.16)

0.01 (-0.18, 0.19)

-1.41 (-1.90, -0.92)

0.07 (-0.75, 0.89)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3.05 0 3.05

그림 94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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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8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2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1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글루코사민의 통합 추정치 SMD 

-0.18(95% CI -0.30, -0.07)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16.7%로 이질성

이 해소되었다. 또한,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4(95% 

CI -0.24, 0.1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Heterogeneity between groups: p = 0.000

Overall  (I-squared = 69.3%, p = 0.000)

Reginster 2001

Subtotal  (I-squared = 0.0%, p = 0.761)

Subtotal  (I-squared = .%, p = .)

Zenk 2002

unclear

Cibere 2004

Usha 2004

Herrero-Beaumont 2007

Pavelka 2002

Reichelt  1994

ID

Noack 1994

non-profit funding

Hughes 2002

Rozendaal 2008

Study

Giordano 2009

industrial funding

Subtotal  (I-squared = 16.7%, p = 0.298)

-0.19 (-0.29, -0.09)

-0.08 (-0.35, 0.19)

-0.04 (-0.24, 0.17)

-1.58 (-2.17, -1.00)

0.16 (-0.66, 0.99)

0.00 (-0.33, 0.34)

-0.73 (-1.26, -0.19)

-0.28 (-0.55, -0.01)

-0.21 (-0.48, 0.07)

-0.20 (-0.53, 0.13)

SMD (95% CI)

-0.20 (-0.44, 0.05)

0.19 (-0.25, 0.64)

-0.06 (-0.33, 0.20)

-1.58 (-2.17, -1.00)

-0.18 (-0.30, -0.07)

100.00

13.47

22.80

2.88

1.43

8.70

3.45

13.34

12.77

8.98

Weight

15.94

4.94

14.11

%

2.88

74.32

glucosamine sulfate  placebo 

0-2.17 0 2.17

그림 95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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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Comparison 1: 배정은폐에 대한 편향 위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3편, 그렇지 않은 연구 7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03(95% CI 

-0.13, 0.0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90(95% CI -1.32, -0.47)

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5.9%로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9.5%, p = 0.000)

Michel 2005

Study

Kerzberg 1987

Mazieres 2001

Subtotal  (I-squared = 0.0%, p = 0.575)

Bucsi 1998

Rovetta 1991

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Mazieres 2007

Ubelhart 1998

ID

Bourgeois 1998

in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Clegg 2006

Subtotal  (I-squared = 85.9%, p = 0.000)

kahan 2009

-0.58 (-0.86, -0.29)

-0.14 (-0.38, 0.10)

-1.01 (-1.93, -0.09)

-0.23 (-0.58, 0.12)

-0.03 (-0.13, 0.07)

-0.94 (-1.37, -0.51)

-2.14 (-2.79, -1.49)

-0.30 (-0.52, -0.08)

-1.17 (-1.74, -0.60)

ES (95% CI)

-0.87 (-1.24, -0.50)

0.01 (-0.15, 0.17)

-0.90 (-1.32, -0.47)

-0.02 (-0.18, 0.14)

100.00

11.64

%

5.43

10.58

35.99

9.79

7.64

11.79

8.40

Weight

10.39

12.17

64.01

12.17

-0.58 (-0.86, -0.29)

-0.14 (-0.38, 0.10)

-1.01 (-1.93, -0.09)

-0.23 (-0.58, 0.12)

-0.03 (-0.13, 0.07)

-0.94 (-1.37, -0.51)

-2.14 (-2.79, -1.49)

-0.30 (-0.52, -0.08)

-1.17 (-1.74, -0.60)

ES (95% CI)

-0.87 (-1.24, -0.50)

0.01 (-0.15, 0.17)

-0.90 (-1.32, -0.47)

-0.02 (-0.18, 0.14)

100.00

11.64

%

5.43

10.58

35.99

9.79

7.64

11.79

8.40

Weight

10.39

12.17

64.01

12.17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2.79 0 2.79

그림 96 배정은폐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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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2편, 그렇지 않은 연구 3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달리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70(95% CI -0.99, -0.42)

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I2 = 4.2%로 이질성이 해결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1.2%, p = 0.000)

Bucsi 1998

Ubelhart 1998

Subtotal  (I-squared = 0.0%, p = 0.482)

Subtotal  (I-squared = 4.2%, p = 0.352)

Messier 2007

in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Clegg 2006

Bourgeois 1998

ID

adequate allocation concealment

Study

-0.43 (-0.81, -0.04)

-0.46 (-0.89, -0.03)

-0.93 (-1.54, -0.32)

-0.01 (-0.16, 0.14)

-0.70 (-0.99, -0.42)

-0.15 (-0.57, 0.27)

0.01 (-0.15, 0.17)

-0.84 (-1.28, -0.39)

ES (95% CI)

100.00

19.70

15.81

45.13

54.87

20.06

25.07

19.36

Weight

%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1.54 0 1.54

그림 97 배정은폐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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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2: 맹검법에 대한 편향 위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6편, 그렇지 않은 연구 3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21(95% CI 

-0.40, -0.01)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9.5%로 여전히 이질성이 높았

다. 또한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1.21(95% CI -1.76, 

-0.67)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74.9%로 여전히 이질적이

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9.5%, p = 0.000)

ID

Mazieres 2001

adequate blinding

Study

Mazieres 2007

Ubelhart 1998

Subtotal  (I-squared = 75.4%, p = 0.001)

Michel 2005

Subtotal  (I-squared = 74.9%, p = 0.008)

Clegg 2006

kahan 2009

Bucsi 1998

Rovetta 1991

Kerzberg 1987

inadequate blinding

Bourgeois 1998

-0.58 (-0.86, -0.29)

ES (95% CI)

-0.23 (-0.58, 0.12)

-0.30 (-0.52, -0.08)

-1.17 (-1.74, -0.60)

-0.21 (-0.40, -0.01)

-0.14 (-0.38, 0.10)

-1.21 (-1.76, -0.67)

0.01 (-0.15, 0.17)

-0.02 (-0.18, 0.14)

-0.94 (-1.37, -0.51)

-2.14 (-2.79, -1.49)

-1.01 (-1.93, -0.09)

-0.87 (-1.24, -0.50)

100.00

Weight

10.58

%

11.79

8.40

66.75

11.64

33.25

12.17

12.17

9.79

7.64

5.43

10.39

-0.58 (-0.86, -0.29)

ES (95% CI)

-0.23 (-0.58, 0.12)

-0.30 (-0.52, -0.08)

-1.17 (-1.74, -0.60)

-0.21 (-0.40, -0.01)

-0.14 (-0.38, 0.10)

-1.21 (-1.76, -0.67)

0.01 (-0.15, 0.17)

-0.02 (-0.18, 0.14)

-0.94 (-1.37, -0.51)

-2.14 (-2.79, -1.49)

-1.01 (-1.93, -0.09)

-0.87 (-1.24, -0.50)

100.00

Weight

10.58

%

11.79

8.40

66.75

11.64

33.25

12.17

12.17

9.79

7.64

5.43

10.39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2.79 0 2.79

그림 98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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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는 3편, 그렇지 않은 연구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

과,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27(95% CI 

-0.73, 0.18)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지만, I2 = 77.1%로 이질성이 있었다. 이에 달리 

맹검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64(95% CI -1.01, -0.27)로 위약

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I2 = 28.9%로 이질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1.2%, p = 0.000)

Clegg 2006

Ubelhart 1998

Bucsi 1998

adequate blinding

Subtotal  (I-squared = 77.1%, p = 0.013)

inadequate blinding

Bourgeois 1998

ID

Messier 2007

Subtotal  (I-squared = 28.9%, p = 0.236)

Study

-0.43 (-0.81, -0.04)

0.01 (-0.15, 0.17)

-0.93 (-1.54, -0.32)

-0.46 (-0.89, -0.03)

-0.27 (-0.73, 0.18)

-0.84 (-1.28, -0.39)

ES (95% CI)

-0.15 (-0.57, 0.27)

-0.64 (-1.01, -0.27)

100.00

25.07

15.81

19.70

60.94

19.36

Weight

20.06

39.06

%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1.54 0 1.54

그림 99 맹검법의 적절성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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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3: ITT analysis vs. PP analysis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7편, PP분석이 수행된 연구 3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31(95% CI -0.53, 

-0.08)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3.3%로 여전히 이질성이 높았다. 또한 

PP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SMD -1.47(95% CI -2.17, -0.76)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67.4%로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9.5%, p = 0.000)

Michel 2005

Rovetta 1991

Subtotal  (I-squared = 83.3%, p = 0.000)

Mazieres 2001

Mazieres 2007

Bourgeois 1998

Clegg 2006

Bucsi 1998

Subtotal  (I-squared = 67.4%, p = 0.046)

Kerzberg 1987

unclear ITT or PP analysis

kahan 2009

ID

ITT analysis

Ubelhart 1998

Study

-0.58 (-0.86, -0.29)

-0.14 (-0.38, 0.10)

-2.14 (-2.79, -1.49)

-0.31 (-0.53, -0.08)

-0.23 (-0.58, 0.12)

-0.30 (-0.52, -0.08)

-0.87 (-1.24, -0.50)

0.01 (-0.15, 0.17)

-0.94 (-1.37, -0.51)

-1.47 (-2.17, -0.76)

-1.01 (-1.93, -0.09)

-0.02 (-0.18, 0.14)

ES (95% CI)

-1.17 (-1.74, -0.60)

100.00

11.64

7.64

78.53

10.58

11.79

10.39

12.17

9.79

21.47

5.43

12.17

Weight

8.40

%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2.79 0 2.79

그림 100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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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는 4편, PP분석이 수행된 연구 1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33(95% CI -0.71, 

0.06)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지만, I2 = 79.8%로 이질성이 있었다. 한편 PP분석이 수

행된 연구 1편의 효과크기 MD -0.93(95% CI -1.54, -0.32)로 위약에 비해 기능향

상에 효과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Overall  (I-squared = 81.2%, p = 0.000)

Clegg 2006

Messier 2007

Subtotal  (I-squared = .%, p = .)

ID

Bucsi 1998

ITT analysis

unclear ITT or PP analysis

Subtotal  (I-squared = 79.8%, p = 0.002)

Ubelhart 1998

Bourgeois 1998

Study

-0.43 (-0.81, -0.04)

0.01 (-0.15, 0.17)

-0.15 (-0.57, 0.27)

-0.93 (-1.54, -0.32)

ES (95% CI)

-0.46 (-0.89, -0.03)

-0.33 (-0.71, 0.06)

-0.93 (-1.54, -0.32)

-0.84 (-1.28, -0.39)

100.00

25.07

20.06

15.81

Weight

19.70

84.19

15.81

19.36

%

favours glucosamine  favours placebo 

0-1.54 0 1.54

그림 101 ITT vs. PP 분석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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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4: 연구비의 출처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5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1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4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47(95% CI -0.81, -0.12)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85.8%로 이

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1편의 치료효과크기는 

0.01(95% CI -0.15, 0.1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비 출처가 불분명

한 연구의 통합 추정치 SMD -1.00(95% CI -1.81, -0.19)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

이었지만, I2 = 92.2%로 이질적이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89.5%, p = 0.000)

Rovetta 1991

non-profit funding

Bourgeois 1998

Subtotal  (I-squared = .%, p = .)

Mazieres 2001

industrial funding

kahan 2009

Bucsi 1998

Subtotal  (I-squared = 92.2%, p = 0.000)

Subtotal  (I-squared = 85.8%, p = 0.000)

Mazieres 2007

Kerzberg 1987

Ubelhart 1998

Michel 2005

ID

Clegg 2006

unclear

Study

-0.58 (-0.86, -0.29)

-2.14 (-2.79, -1.49)

-0.87 (-1.24, -0.50)

0.01 (-0.15, 0.17)

-0.23 (-0.58, 0.12)

-0.02 (-0.18, 0.14)

-0.94 (-1.37, -0.51)

-1.00 (-1.81, -0.19)

-0.47 (-0.81, -0.12)

-0.30 (-0.52, -0.08)

-1.01 (-1.93, -0.09)

-1.17 (-1.74, -0.60)

-0.14 (-0.38, 0.10)

ES (95% CI)

0.01 (-0.15, 0.17)

100.00

7.64

10.39

12.17

10.58

12.17

9.79

35.09

52.73

11.79

5.43

8.40

11.64

Weight

12.17

%

-0.58 (-0.86, -0.29)

-2.14 (-2.79, -1.49)

-0.87 (-1.24, -0.50)

0.01 (-0.15, 0.17)

-0.23 (-0.58, 0.12)

-0.02 (-0.18, 0.14)

-0.94 (-1.37, -0.51)

-1.00 (-1.81, -0.19)

-0.47 (-0.81, -0.12)

-0.30 (-0.52, -0.08)

-1.01 (-1.93, -0.09)

-1.17 (-1.74, -0.60)

-0.14 (-0.38, 0.10)

ES (95% CI)

0.01 (-0.15, 0.17)

100.00

7.64

10.39

12.17

10.58

12.17

9.79

35.09

52.73

11.79

5.43

8.40

11.64

Weight

12.17

%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2.79 0 2.79

그림 102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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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2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2편, 논문에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통합 추정치 SMD 

-0.64(95% CI -1.09, -0.19)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34.1%로 이질성

이 크지 않았다. 이와 달리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

이 해소되었다. 

NOTE: Weights are from random effects analysis

.

.

.

Overall  (I-squared = 81.2%, p = 0.000)

Clegg 2006

Study

Ubelhart 1998

Bourgeois 1998

non-profit funding

Bucsi 1998

Messier 2007

ID

unclear

Subtotal  (I-squared = 34.1%, p = 0.218)

Subtotal  (I-squared = 0.0%, p = 0.482)

industrial funding

Subtotal  (I-squared = .%, p = .)

-0.43 (-0.81, -0.04)

0.01 (-0.15, 0.17)

-0.93 (-1.54, -0.32)

-0.84 (-1.28, -0.39)

-0.46 (-0.89, -0.03)

-0.15 (-0.57, 0.27)

ES (95% CI)

-0.64 (-1.09, -0.19)

-0.01 (-0.16, 0.14)

-0.84 (-1.28, -0.39)

100.00

25.07

%

15.81

19.36

19.70

20.06

Weight

35.51

45.13

19.36

favours chondroitin  favours placebo 

0-1.54 0 1.54

그림 103 연구비 출처에 따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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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메타 회귀 분석

메타회귀분석은 연구들간에 걸쳐있는 이질성이 하나 또는 다수의 요인들로 설명가능한지

를 회귀분석을 사용해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다. 변동(variation)의 원인을 random 

effect가 아닌 공변량(covariates)들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변동량은 random이 

아니라 예측가능하다64). 따라서 subgroup 분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이질성인 

residual heterogeneity를 고려하기 위하여 논문의 수가 10편 이상인 의료결과에 한

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65).

차례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과 기능에 대한 효과 추정치와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에 대해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subgroup 

분석(또는 층화 메타분석)에서 사용한 공변량에 대하여 방법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단변

량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5.7.1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의 이질성을 조사하기 

위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결과, 배정은폐의 적절성과 연구비의 출처는 치료효과 크기와 선

형적인 관련성(linear regression)이 있었다. 즉, 배정은폐가 적절한 연구들에서는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경향을 보였고, non-profit funding source도 역시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64) Alexander J Sutton, Keith R. Abrams, David R Jones, Trevor A. Sheldon, Fujian Song. 
Methods for Meta-Analysis in Medical Research. John Wiley & Sons, LTD. 2002.

65) Julian PT Higgins and Sally Green.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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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I

Treatment duration 
(>= 1 year  vs. < 1 year)

0.47 0.43 0.29 -0.45 1.38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95 0.24 0.001 0.43 1.47 

Preparation
(Rotta pharm vs. non Rotta  pharm)

0.00 0.29 0.99 -0.62 0.62 

Component
(Sulfate  vs. hydrochloride) 

-0.06 0.35 0.88 -0.81 0.70 

Blinding
(Adequate vs. inadequate) 

0.16 0.37 0.66 -0.62 0.95 

ITT analysis vs. PP analysis 0.39 0.36 0.30 -0.38 1.16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vs. unclear 
funding )

-0.60 0.23 0.02 -1.08 -0.11

표 63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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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배정은폐 적절성의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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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연구비 출처의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공변량으로 선정된 배정은폐와 연구비 출처에 대한 다변량 메타

회귀분석 결과, 배정은폐의 경우 p value = 0.01로 이질성의 원인으로 선정되었다. 그

러나 연구비 출처의 p value는 유의하지 못하게 되어 두 공변량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I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76 0.25 0.01 0.23 1.29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vs. 
unclear funding)

-0.32 0.19 0.11 -0.73 0.08 

Costant -0.63 0.28 0.04 -1.22 -0.03
REML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2= 0.11
% residual variation due to heterogeneity I-squared_residual = 66.55%
Proportion of between-study variance explained Adj R-squared = 72.10%

표 64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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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의 적절성과 연구비의 출처는 치료효과 크기와 선형적인 관련성(linear 

regression)이 있었다. 즉, 배정은폐가 적절한 연구들에서는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는 경향

을 보였고, non-profit funding source도 역시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I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32 0.16 0.07 -0.03 0.67 

Preparation
(Rotta vs. non-Rotta  pharm)

0.03 0.13 0.85 -0.26 0.31 

Component
(Sulfate  vs. hydrochloride) 

-0.09 0.17 0.60 -0.47 0.28 

Treatment duration 
(>= 1 year  vs. < 1 year)

0.11 0.20 0.61 -0.33 0.54 

Blinding
(Adequate vs. inadequate) 

-0.06 0.19 0.76 -0.48 0.36 

ITT analysis vs. PP analysis 0.06 0.23 0.81 -0.43 0.55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vs. 
unclear funding)

-0.18 0.09 0.08 -0.39 0.02 

표 65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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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배정은폐 적절성의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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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연구비 출처의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회귀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공변량으로 선정된 배정은폐와 연구비 출처에 대한 다변량 메타

회귀분석 결과, 두 공변량 모두 이질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선정되지는 않아 배정은폐와 연

구비 출처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I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22 0.20 0.29 -0.21 0.66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vs. 
unclear funding)

-0.12 0.15 0.43 -0.42 0.20 

Constant -0.24 0.24 0.33 -0.76 0.28 

REML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2 = 0.02 
% residual variation due to heterogeneity I-squared_residual = 54.30%
Proportion of between-study variance explained Adj R-squared=  38.12%

표 66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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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황산염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대한 통합된 효과 추정치의 이질성을 조사하

기 위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결과, 배정은폐의 적절성과 연구비의 출처와 관련성이 있었다(p 

value< 0.2 기준). 즉, 배정은폐가 적절한 연구들에서는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는 경향을 보

였고, non-profit funding source도 역시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1.089 0.306 0.004 0.415 1.762

Study duration
(Treatment duration<1 year vs. 
≥ 1 year)

0.662 0.486 0.200 -0.407 1.732

Blinding
(Adequate vs. inadequate)

0.309 0.494 0.543 -0.777 1.397

ITT vs. PP analysis 0.566 0.484 0.267 -0.500 1.633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funding)

-0.502 0.353 0.185 -1.290 0.284

표 67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 연구비 출처가 불분명한 연구 1편(Giodarno et al., 2009)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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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배정은폐여부의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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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연구비 출처의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공변량으로 선정된 배정은폐와 연구비 출처에 대한 다변량 메타

회귀분석 결과, 배정은폐 여부가 이질성의 원인으로 선정되었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741 0.203 0.005 0.282 1.200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0.407 0.197 0.069 -0.853 0.038

Constant -0.536 0.218 0.036 -1.031 -0.042

REML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2        =   0.040
% residual variation due to heterogeneity          I-squared_res  =  49.88%
Proportion of between-study variance explained   Adj R-squared =  82.36%

표 68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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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의 적절성과 연구비의 출처는 치료효과 크기와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즉, 

배정은폐가 적절한 연구들에서는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는 경향을 보였고, non-profit 

funding source도 역시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490 0.234 0.065 -0.038 1.020

Study duration
(Treatment duration<1 year vs. 
≥ 1 year)

0.191 0.302 0.542 -0.492 0.875

Blinding
(Adequate vs. inadequate)

-0.131 0.308 0.680 -0.830 0.566

ITT vs. PP analysis 0.057 0.341 0.871 -0.716 0.830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funding)

-0.488 0.205 0.041 -0.954 -0.023

표 69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 연구비 출처가 불분명한 연구 1편(Giodarno et al., 2009)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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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배정은폐여부의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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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연구비 출처의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기능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공변량으로 선정된 배정은폐와 연구비 출처에 대한 다변량 메타

회귀분석 결과, 두 공변량 모두 이질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선정 않아 두 공변량간의 상관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onf. Interval]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124 0.124 0.349 -0.168 0.417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0.098 0.133 0.481 -0.413 0.215

Constant -0.162 0.165 0.358 -0.552 0.227

REML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2        =   0
% residual variation due to heterogeneity              I-squared_res  =  5.80%
Proportion of between-study variance explained       Adj R-squared =  0%

표 70 위약과 비교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통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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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1.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배정은폐의 적절성, 맹검법의 적절성, ITT 분석여부는 치료효과 크기와 관련성이 있었

다. 즉, 배정은폐와 맹검법이 적절한 연구들과 ITT분석이 수행된 연구에서는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는 경향을 보였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I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84 0.35 0.04 0.03 1.64 

Treatment duration 
(>= 1 year  vs. < 1 year)

-0.27 0.44 0.56 -1.29 0.76 

Blinding
(Adequate vs. inadequate) 

0.94 0.31 0.02 0.23 1.66 

ITT analysis vs. PP analysis 1.03 0.28 0.01 0.37 1.68 

Funding source
(Industrial vs. non-profit vs. 
unclear funding)

-0.02 0.33 0.96 -0.77 0.74 

표 71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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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배정은폐 적절성의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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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맹검법 적절성의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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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ITT분석 여부의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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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공변량으로 선정된 배정은폐, 맹검법, ITT 분석여부에 대한 다

변량 메타회귀분석 결과, 공변량 모두 이질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선정 않아 두 공변량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ovariates Coef. Std. Err. P>t 95% CI

Allocation concealment
(Adequate  vs. inadequate)

0.53 0.46 0.29 -0.59 1.65 

Blinding
(Adequate vs. inadequate)

0.64 0.42 0.18 -0.39 1.68 

ITT analysis vs. PP analysis 0.07 0.27 0.80 -0.59 0.73 

Constant -1.30 0.44 0.03 -2.36 -0.23 

REML estimate of between-study variance tau2 = 0.16 
% residual variation due to heterogeneity I-squared_res = 72.32%
Proportion of between-study variance explained Adj R-squared = 56.81%

표 72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효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변량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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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GRADE 결과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통증, 기능, 

관절강 간격에 대한 추정된 효과크기의 신뢰성을 언급하는 근거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GRADE66)는 한명의 연구자(HJ Seo)에 의해 수행된 후 다른 연구자(SY Kim)가 검토

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료결과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67)에 대하여 통증

의 경우 8점, 기능의 경우 7점, 관절강 간격의 경우 7점, 부작용의 경우 4점을 부여하였

다.

GRADE에서는 Summary of Findings table과 GRADE evidence profile을 

작성할 수 있으며, GRADE evidence profile을 수행하는 과정의 판단기준은 GRADE 

profiler help를 클릭하여 "Overveiw of the GRADE Approach"의 매뉴얼을 참

고로 하였다. 각 의료결과에 대한 GRADE를 수행했던 판단근거는 footnote로 제시하였

다.

66) Guyatt GH, Oxman AD, Vist GE, Kunz R, Falck-Ytter Y, Alonso-Coello P, Schünemann HJ; 
GRADE Working Group. GRADE: an emerging consensus on rating quality of evidence and 
strength of recommendations. BMJ. 2008;336:924-6. 

67) Guyatt GH, Oxman AD, Kunz R, Vist GE, Falck-Ytter Y, Schünemann HJ; GRADE Working 
Group. What is "quality of evidence" and why is it important to clinicians? BMJ. 
2008;336: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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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Summary of Findings table

5.8.1.1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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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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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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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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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위약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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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위약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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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GRADE evidence profile

5.8.2.1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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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글루코사민 versus. 위약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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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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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콘드로이틴 versus. 위약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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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위약 -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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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versus 위약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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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골관절염 환자들이 급여약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접근가능한 글

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복용현황)를 조사하고, 기존에 출판된 SR

을 이용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임상적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6.1.1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국내 사용현황 조사

일반인 성인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민 대표성을 가진 전화면접 설문조사

를 수행한 결과, 현재 글루코사민을 복용 중인 경우가 12.18%이었고, 과거에 복용한 경

험이 있는 경우를 합하면 전체의 29.93%로 약 30%를 차지하였다. 

이는 Herman 등(2004)의 연구의 일차의료클리닉에서 18~84세의 612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을 현재 복용중인 경우가 34.1%인 연구와 

우리나라 65세  노인 1,032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조사연구의 현재 

섭취 중인 건강기능식품 종류 중 글루코사민함유제품 21.1%보다는 본 연구의 현재 복용

률은 12.18%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조사 결과는 65

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의 만 40세 이상보다 복

용률이 높게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복용자의 경우 남성 7.99%에 비해 여성에서 15.97%로 복용빈도가 높아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복용현황과 유사한 결과이었고, 의사 진단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의 

유병률은 23.01%로 기존의 허남욱 등(2008)의 연구에서 45~64세의 본인 인지 유병

률 20.1%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글루코사민의 현재 복용자 991명(전체 8,135명)을 대상으로 한 복용 이유에 대한 질

문에서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72.75%로 가장 높은 이유이었고, ’일반

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17.05%로 그 다음 순위로 예방적 차원에서 복용 중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 복용기간은 58.83%에서 복용기간이 1년 이하로 조사되어 글루코사

민의 현재 복용률 50대(36.5%), 60대(26.03%), 40대(25.73%), 70대 이상

(11.70%)이었고, 과반수 이상에서 글루코사민의 복용기간이 1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50대에서 글루코사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복용 중인 대상자 991명 중에서 실제로 현재 관절통을 느끼고 있는 대상자는 

567명으로 43%에 해당하는 424명에서는 증상이 없는데도 예방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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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어 앞서 언급한 예방차원에서 복용 중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주로 아픈 관절

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에서, 무릎(88.36%), 손가락(22.75%), 발목(12.87%), 손목

(11.99%), 팔꿈치(8.82%), 발가락(6.00%) 순으로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여 골관절

염의 실제 유병률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현재 복용중인 글루코사민성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성분명을 모르는 경우가 70%에 

이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30%의 환자 중 염산염 글루코사민이 16.55%로 황

산염 글루코사민14.33%에 비해 약간 더 많았다. 

글루코사민의 적정 복용은 일일 1500mg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복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용횟수, 1회 복용 tablet 수, 1알당 용량(mg)에 모두 응답

한 총 209명 중에서 1,500mg 적정용량을 섭취하는 사람은 14.6%(30/206)으로 매

우 적어 순응도(adherence)가 낮은 편에 속하였다. 구입처는 해외에서 구입이 

24.12%로 가장 많았고, 국내 인터넷 및 홈쇼핑에서 구입이 21.29%,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13.93%로 조사되었다.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연간 지출 비용을 통한 국가 비용 추계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글루코사민구입을 위한 총지출 비용은 연간 약 2,800억 원으로 전국민 4천 7백만 명

을 전체로 한 일인당 지출 비용은 연간 약 6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식약청 통계자료에

서 2007년 글루코사민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 111억 원과 2008년 글루코사민제품 

총생산액 270억 원을 합한 381억 원의 약 8배에 해당되는 수치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이 

설문대상자에게 개방형 질문이 아닌 폐쇄형 질문으로 물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지 못하였

으며, 회상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7년 미국의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의 natural nutritional products 및 botanicals에 따르면, 응

답자가 사용한 nonvitamin, nonmineral, natural products 중 글루코사민은 

19.9%의 복용률을 보였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외한 건강 보조 식품 총 소비량 340억 

달러 중 약 20%가 글루코사민이라고 가정한다면, 2008년 미국 글루코사민시장의 규모

는 전체 68억 달러였다. 이를 미국 인구를 3억68)으로 추산할 경우 미국인의 글루코사민

의 일인당 지출비용은 약 23달러로 우리나라 일인당 지출비용 6천원의 약 4배에 해당되

었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2개 대학병원에서 수행된 글루코사민의 복용현황 조

사는 류마티스 내과 외래를 특정일에 방문한 환자를 전수 조사하였을지라도 선택편향의 위험이 

높아 근골격계 질환자 전체의 복용현황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대표성이 부족한 제한점이 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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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체계적 문헌고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해 주요 의료결과로 통증, 기능, 

관절강 간격의 변화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연구를 살펴보면, 1) 17편을 통합한 통증에 대한 효과

추정치 SMD -0.38(95% CI -0.60, -0.16)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15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18(95% CI -0.31, -0.05)로 글루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4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

민의 최소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추정치 MD 0.17(95% CI 0.02, 00.31)로 글루

코사민이 위약에 비해 관절강이 덜 소실되어 관절강 소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들 3개의 의료결과에서의 통합된 효과 추정치는 이질성 검증에서 상당한 이

질성을 보였고, 통증과 기능의 경우 Eggers' funnel plot에서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들 이질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subgroup 분석을 수행하였다. 

subgroup으로 글루코사민을 성분명(황산염과 염산염)으로 구분한 결과, 황산염 글루코

사민에 관한 연구 13편의 통합 추정치 SMD -0.51(95% CI -0.82, -0.21)로 위약

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6.6%로 이질성이 높았다. 

염산염 글루코사민에 관한 연구 2편의 통합 추정치 SMD -0.03(95% CI -0.18, 

0.11)로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효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I2 = 0%로 동질적

이었다. 

의료결과 측정방법에 따라 subgroup 분석한 결과, WOMAC pain subscale로 측

정된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22(95% CI -0.44, 

-0.01)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으나 I2 = 80%로 여전히 이질성을 보였고, VAS 

pain scale로 측정된 글루코사민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1.35(95% 

CI -3.69, 1.00)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36%로 이질성이 줄어들었다. 

WOMAC function subscale로 측정된 기능 향상에 대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15(95% CI -0.30, 0.00)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63%로 여전히 이질성을 보였고, Lequesne index로 측정된 글루코사민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1.03(95% CI -1.47, -0.59)로 위약과 비교하여 효과

적이었으며, I2 = 0%로 동질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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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 연구를 살펴보면, 10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58(95% CI -0.86, -0.29)로 콘드로

이틴 이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효과추정치 SMD -0.43(95% CI -0.81, -0.04)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기능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편의 논문을 통합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최소 관절강 간격에 대한 효과추정치 MD 0.20(95% CI 

0.13, 0.27)로 콘드로이틴 이 위약에 비해 관절강이 덜 소실되어 관절강 소실 예방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증 및 기능에 관한 효과추정치는 이질성 검증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고, 통증과 기능의 경우 Eggers' funnel plot에서 출판편향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들 이질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subgroup 분석을 수행하였다. 

WOMAC pain subscale로 측정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04(95% CI -0.17, 0.09)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8%로 동질적이

었다. VAS pain scale로 측정된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0.77(95% CI -1.16, -0.37)로 위약에 비해 통증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90%로 

각 연구결과들의 효과크기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WOMAC function subscale로 측

정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동질적이었다. Lequesne index로 측

정된 콘드로이틴의 기능에 대한 통합 효과 추정치 MD -1.82(95% CI -2.74, 

-0.89)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으나, I2 = 65%로 이질성이 있었다. 글루코사민과 콘

드로이틴 둘 다 subgroup 분석에서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대한 효과 추정치는 위약과 

비교하여 효과적이었지만 이질성을 보였고, 효과의 차이가 없으면서 동질적인 결론이 대부

분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으로 연구수행의 방법론적 질(배정은폐의 적절성)과 연구비 

출처에 따른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그 이질성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먼저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1) 배정은폐가 적

절히 수행된 연구(10편)의 글루코사민의 통증효과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5(95% CI -0.14, 0.0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 7편의 SMD -1.08(95% 

CI -1.68, -0.47)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7.3%로 이

질적이었다. 또한,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 12편의 글루코사민의 기능 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8(95% CI -0.17, 0.00)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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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달리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 5편의 

SMD -0.51(95% CI -0.93, -0.09)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2.4%로 이질적이었다. 

2) 연구비 출처에 따라 층화 메타분석한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

구 10편의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46(95% CI -0.75, 

-0.16)으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I2 = 78.8%로 이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5편의 SMD 0.00(95% CI -0.11, 

0.11)로 위약과 통증 효과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또한,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9편의 글루코사민의 기능향상에 대한 통

합 추정치 SMD -0.17(95% CI -0.29, -0.06)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7.9%로 이질성이 해소되었고,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4편의 SMD 

-0.05(95% CI -0.17, 0.06)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

이 해소되었다. 

앞의 글루코사민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

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1)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 3편의 콘드로

이틴의 통증 감소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3(95% CI -0.13, 0.0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반해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

행되지 않은 연구 7편의 SMD -0.90(95% CI -1.32, -0.47)로 위약과 비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5.9%로 이질적이었다. 배정은폐가 적절히 수행된 연구의 

콘드로이틴의 기능 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01(95% CI -0.16, 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고,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달리 배정은폐가 적

절히 수행되지 않은 연구의 SMD -0.70(95% CI -0.99, -0.42)로 위약과 비하여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I2 = 4.2%로 이질성이 해결되었다. 2) 연구비 출처에 따라 

층화 메타분석한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5편의 콘드로이틴의 통

합 추정치 SMD -0.47(95% CI -0.81, -0.12)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

었지만, I2 = 85.8%로 이질성을 보였다.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1

편의 치료효과크기는 0.01(95% CI -0.15, 0.17)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다.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2편,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

된 연구 2편에 대한 층화 메타분석 결과,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2편

의 콘드로이틴의 기능향상에 대한 통합 추정치 SMD -0.64(95% CI -1.09, -0.19)

로 위약에 비해 효과적이었고 I2 = 34.1%로 이질성이 크지 않았다. 이와 달리 

non-profit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 2편의 SMD -0.01(95% CI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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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로 위약과 효과 차이가 없었으며, I2 = 0%로 이질성이 해소되었다. 

정리하면, 모두 일관되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은 non-profit funding인 경우와 

배정은폐가 적절하게 수행되어 질 높은 연구인 경우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질성 또한 해소되었다. 

6.2 근거의 질(Quality of evidence)

본 연구에서 최종 평가에 포함되었던 37편의 RCT에 대한 risk of bias를 이용하여 

질평가를 수행한 결과, 무작위방법, 배정은폐, 맹검, 의료결과 자료의 완결성 부분에서의 

편향의 위험이 낮았던 연구는 전체의 50%미만으로 평가에 포함된 RCT의 질은 높지 않

았으며, 이에 추가로 연구의 56.8%가 'industrial funding'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연

구비 출처로 인한 편향의 위험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

로이틴의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에 대한 통합된 메타분석 결과는 이질성

을 갖고 있었고, 10편 이상의 논문들이 통합된 글루코사민의 경우 통증 감소와 기능 향

상, 콘드로이틴의 경우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추정치에 대한 출판편향에 관한 검정에서도 

출판편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Cochrane GRADE 

Working Group의 GRADE 접근법을 이용하여 메타분석 결과로 통합된 효과 추정치의 

신뢰성을 언급하는 근거의 질을 제시하였다. GRADE system은 근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RCT를 토대로 한 근거를 high quality evidence로 시작

하여 근거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moderate, low, very 

low의 4가지 근거의 질로 구분된다. 근거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5가지 요인은 연구의 

제한점(study limitations), 결과들의 비일관성(Inconsistency of results), 근거의 

비직접성(Indirectness of evidence), 비정밀성(Imprecision), 출판편향

(Reporting bias)이 포함된다. 추가로 근거의 질을 증가시키는 3가지 요인은 큰 효과 

크기(Large magnitude of effect), 제시된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설명가능한 혼란요

인(Plausible confounding, which would reduce a demonstrated effect), 

용량- 반응 관계(Dose-response gradient)이다. GRADE system은 각 의료결과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1~9점까지의 분포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

료결과인 경우 9점, 환자에게 중요성이 낮아 의사결정시 중요하지 않은 의료결과인 경우 

1점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 감소 9점, 기능향상 7점, 관절강 소실 예방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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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4점을 부여하였다. 위약을 중심으로 한 중재법에 대한 GRADE 평가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연구의 제한점은 Risk of bias(특히, 배정은폐, 맹검법, 의료결과의 완결성)와 같은 연

구가 편향에 치우침없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결과들의 비일관성은 연구들간의 치료효

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 or variability)을 보이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연구자가 이유가 되는 설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면 근거의 질은 낮추지 않을 

수는 있다. 근거의 비직접성은 약제 연구의 경우 중재법과 비교군이 현실에서 접근가능한 

약제들로 연구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고, 직접 비교된 연구가 없다면 근거의 질은 낮춰질 

수 있으며, 연구에 포함된 연구참여자, 중재법, 중재법의 비교군, 관심 의료결과 등에서 차

이가 있다면 비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비정밀성의 경우 범주형 

의료결과와 연속형 의료결과에 따라 다르며, 범주형 의료결과의 경우 전체 연구 표본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통합된 효과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 1) 효과가 없다는 1 을 포함

하고 2) 상당한 편익이나 상당한 위해(relative risk reduction이나 relative risk 

increase가 25% 이상일 때; 0.75, 1.25)를 포함하고 있다면, 근거의 질은 낮춰질 

수 있다. 연속형 의료결과의 경우 전체 연구 표본 수가 400명 미만이거나 95% 신뢰구

간이 효과가 없다는 0을 포함하고 신뢰 경계값 상한이나 하한이 0.5의 효과크기를 지난다

면 근거의 질은 낮춰질 수 있다. 출판 편향의 경우 출판편향에 대한 검정이나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각각의 중재법에 대한 의료결과에 대한 GRADE 접근법을 수행한 결과, 위약

과 비교된 글루코사민의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Very 

low,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Very low, 관절강 소실 예방 효

과가 있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Low를 부여하였다. 또한 위약과 비교하여 부작용

에 차이가 없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Low와 Very low라는 근거의 질을 받았

다.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의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Very low,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Very low, 관절강 소실 예

방 효과가 있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Low를 부여하였다. 부작용에 차이가 없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Moderate라는 근거의 질을 받았다.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경우, 통증 감소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통합된 효

과 추정치에 대해 Low, 기능 향상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Low, 

관절강 소실을 예방에 차이가 없다는 통합된 효과 추정치에 대해 Very low를 부여하였다. 부

작용에 차이가 없다는 통합 추정치에 대해서는 Low라는 근거의 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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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찰과정에서의 잠재적인 편향 

본 연구는 기존에 출판된 SR을 이용한 의료기술평가방법론을 도입한 것으로 먼저 기존

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검색한 후에 관련 SR에 대한 AMSTAR를 이용한 질 평가 

후 moderate quality 이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연구를 최상의 접근능한 근거

(best available evidence)로 선택하였다. 3편의 SR(Towheed et al., 2005; 

Vald et al., 2007; Reichenbach et al., 2007)에 포함된 RCT 전체를 기본으로 

본 연구에 포함시켰고, 해당 SR의 검색기간 이후에 출판된 RCT(글루코사민2007년 이

후, 콘드로이틴 2005년 이후)를 추가로 검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출판

된 글루코사민관련 RCT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DB 중 (글루코사민의 경우 Vald 등

(2007)의 연구에서 평가되었던 RCT가 모두 Towheed 등(2005)의 연구에 포함되었

으므로 Towheed 등의 연구의 검색 DB를 중심으로 본다면) Medline, Medline in 

process and other non-indexed citations, CENTRAL, CDSR, DARE, 

EMBASE를 검색 DB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지만, AMED는 본 연구원에서 2009년 구득 

DB가 아니었던 제한으로 검색DB에서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콘드로이틴의 경우 Reichenbach 등(2007)의 연구에서 Medline, 

CENTRAL, EMBASE, CINAHL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원에서 CINAHL 역시 구득 

DB가 아니었기 때문에 콘드로이틴 관련 문헌 검색에서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NCCHTA에서 출판된 의료기술평가보고서(검색기간: 

~2008년)에 포함된 RCT를 추가로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RCT를 조사

한 결과, 선택기준을 충족시키는 2004년에 출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로 기

존 SR의 연구 질문이 아니었던 Rai 등의 연구 1개만을 추가시켜 본 연구의 검색전략이 

편향의 위험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번역을 의뢰하는 비용적·시간적 제약으로 기존 3편의 SR의 RCT 

중에서 그리고 추가로 검색한 RCT중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논문만을 평가에 포함시

켰다. 따라서 글루코사민과 관련된 SR에서 평가되었던 RCT 중 언어 제한으로 배제된 논

문은 없었으며, 글루코사민과 관련된 SR(Reichenbach et al., 2007)에서 러시아어 

1편 (Nasonova et al., 2001), 불어 1편(Conrozier, 1998), 독일어 5편

(Conrozier et al., 1992; L'Hirondel, 1992; Uebelhart  et al., 1999; 

Malaise et al., 1999; Pavelka et al., 1999)이라는 총 7편의 RCT가 배제되었

다. Reichenbach 등(2007)의 연구에서는 주요 의료결과를  콘드로이틴의 통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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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로 22편의 RCT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SMD 

-0.75(95% CI -0.99, -0.50), I2 = 92%로 본 연구에서 10편의 메타분석결과인  

SMD -0.58(95% -0.86, -0.29), 

I² = 89%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연구로만 제한한 부분은 언어로 인한 출판편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효과 

크기의 추정치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69). 

기존 SR과 다른 점은 본 연구에서 초록만 출판된 연구이거나 gray literature의 경우

는 Cochrane risk of bias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연구수행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진의 판단 하에 배제시켰다. 한편, 기존 SR에서 포함되었던 초

록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 전문으로 저널지에 실려 본 연구의 평가에 포함되었고, 기존 SR

에서 평가되었던 초록 6편이 배제되었다. 이중 글루코사민관련 초록은 1편(Rovati et 

al., 1997)이었고, 나머지 5편은 콘드로이틴 관련 초록이었다.

6.4 기존 SR이나 HTA와의 연구결과 비교 

최근 5년 이내에 HTA 관련 기관에서 출판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임상적 효과성

에 대한 결론은 다양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글루코사민연구의 최상의 접근가능한 근거로 

채택된 2005년 Cochrane Review(Towheed et al., 2005)의 결론은 이탈리아의 

Rotta사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증상이 있는 골관절염에서 위약에 비해 통증(I2 = 

92%)과 WOMAC으로 측정된 기능(I2 = 0%) 향상에서 우월하다고 결론내렸다. 

본 연구에서 Rotta pharm, non-Rotta pharm, 논문에서 치료약제의 제조사를 언

급하지 않은 경우 "unclear"로 구분하여 층화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증감소 효과의 

경우,  Rotta pharm 글루코사민연구 5편의 통합 추정치는 SMD -0.60(95% CI 

-1.06, -0.13)으로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여전히 I2 = 87.6%로 이

질성이 높았으며, non-Rotta pharm 글루코사민연구 12편의 통합 추정치는 SMD 

-0.30(95% CI -0.56, -0.05)로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I2 = 

82.3%로 역시 이질성이 높아 기존의 Towheed 등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었고, 기능 

향상의 경우는 기존의 Towheed 등의 연구에서 포함된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Rotta 

69)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CADTH). English-Language 
Restriction When Conducting Systematic Review-Based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 
of Published Studi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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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글루코사민의  SMD -0.19(95% CI -0.31, -0.07), I2 = 0%)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메타분석된 연구 결과 다음에 GRADE 접근법을 수행함으로

써 연구의 질, 연구결과의 정밀성, 일관성, 출판편향을 고려하여 메타분석된 결과의 신뢰성

을 평가한 결론이다. 

2007년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AHRQ)의 무릎 골관절

염의 치료를 위한 Viscosupplementation, 황산염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 관절경검사

(Arthroscopy) 3개의 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Samson et al., 2007), 

염산염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은 대규모 잘 설계된 국가기관에서 연구비가 지원된 다기관 

임상시험연구의 결과(Clegg et al., 2006: GAIT study)인 위약에 비해 염산염 글루

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은 효과적이지 않음을 받아들였으며, 추가적으로 검토한 황산염 글루

코사민은 염산염 글루코사민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결론을 내리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본 연구 결론과 일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2009년 11월)에 출판된 NCCHTA의 의료기술평가보고서(Black et al., 

2009)에서는 기존에 출판된 5편의 체계적 문헌고찰, 1편의 임상진료지침, 추가로 검색한 

8편의 2008년까지 검색한 RCT를 토대로 한 결과,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임상진료

지침간의 통증과 기능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결론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관절강 소

실 예방에는 좀 더 일관적인 결론을 내렸으나 효과 크기가 작아 임상적인 의미(clinical 

significance)가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NCCHTA 보고서 원문에는 기존의 SR와 

임상진료지침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검색한 RCT와 기존의 SR에서 평가되

었던 RCT 중 치료기간이 12월 초과의 장기간 효과를 본 연구만을 선택하여 메타분석한 

결과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황산염 

글루코사민에 대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였고,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경우 모든 의료결과에 효과가 없다고 하였으며, 콘드로이틴의 

경우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반면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는 이질적인 결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경우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는 이질적인 결과로 결론내리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황산 

글루코사민에 한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재의 치료법에 황산염 글루코사민을 

추가하는 것의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 per QALY gain for adding 

glucosamine sulfate to current care)는  £21,335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약간의 임상적 효과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UK에서의 임상연구자료

가 없고,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확률적 민감도분석 결과 점증적 비용효과비가 정확하지 않

았고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UK 보건의료 셋팅에서 연구결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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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고서 결과 본 연구결과

2005 Cochrane review
▪적절한 배정은폐가 이루어진 연구와 non-Rotta 제품

을 통합한 효과추정치는 통증과 WOMAC으로 측정
한 기능에서 효과가 없었음

▪Rotta 제품을 통합한 효과추정치에서는 위약에 비해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효과적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Rotta 제품에서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효과적이었지만, 통합된 효과
추정치는 이질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효과
성을 결론내리기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결
론을 내렸음

2007 AHRQ
▪NIH 연구비를 지원받은 대규모 다기관 연구(GAIT 

study)에서, 염산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위약
과 비교하여 효과성에 차이가 없었음

▪기존에 출판된 메타분석 6편과 추가로 출판된 RCT 5
편을 분석한 결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염산염 글루
코사민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결론
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

2009 NCCHTA
▪기존에 출판된 5편의 체계적 문헌고찰, 1편의 임상진

료지침, 추가로 검색한 8편의 2008년까지 검색한 
RCT를토대로 한 결과,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임상진료지침간의 통증 및 
기능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결론이 일치되지 않았으
며, 비교적 관절강 소실 예방에는 좀 더 일관적인 결
론을 내렸으나 효과 크기가 작아 임상적인 의미가 불
확실하였음

▪기존의 SR와 임상진료지침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
므로, 추가로 검색한 RCT와 기존의 SR에서 평가되
었던 RCT 중 치료기간이 12월 초과의 장기간 효과

▪NCCHTA의 논문 선택기준이 12개월 초과
인 RCT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들에서의 치
료효과를 측정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연구를 선택할 것을 
임상자문을 통해 결정

▪GRADE 접근법을 통하여 메타분석으로 통
합된 효과 추정치에 관한 신뢰성을 평가함

 표 73 기존 HTA 보고서와 본 연구결과 비교

반화시키는 것에 주의해야한다고 하였다. 

NCCHTA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점은 선택기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인 것

으로 판단된다. NCCHTA의 선택기준이 12개월 초과인 RCT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통증의 효과를 고려할 때 1년 치료 후 임상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들에서의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연구를 선택할 것을 내부 연구진에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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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고서 결과 본 연구결과

를 본 연구만을 선택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에 대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
▪염산염 글루코사민의 경우 모든 의료결과에 효과가 

없음
▪콘드로이틴의 경우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반면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는 이질적인 결과로 결
론을 내리지 않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의 경우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는 이
질적인 결과로 결론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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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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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표성을 가진 일반인 성인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설문조사에

서, 현재 글루코사민을 복용 중인 경우가 12.18%이었고, 과거에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

우를 합하면 전체의 29.93%로 약 30%를 차지하였다(신뢰수준 99%, 표본오차 

±2%). 

글루코사민 현재 복용자의 연간 지출 비용을 통한 국가 비용 추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글루코사민구입을 위한 총지출 비용은 연간 약 2,800억 원으로 국가적 비용부담이 큰 것

으로 추정되었다.

식약청에 등록된 국내 및 수입 글루코사민 건강기능식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87

개 제품 중 298개 제품(77.0%)이 염산염 글루코사민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산의 

경우 239개 제품 중 227개 제품이 염산염 성분이었다. 골관절염에서 글루코사민은 체계

적 문헌고찰을 통해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글루코사민 중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골관

절염에서 위약과 비교하여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황산염 글루코사민은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연구시작시점에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참여자가 어떤 치료그룹에 할당되었는지 모르게 이루어진 배정은폐가 

적절했던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은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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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글루코사민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연구에 있어서 글루코사민은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일관되게 효과가 없었다. 골관절염환자에서 콘드로이틴은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는 위약과 비교하여 통증 감소, 기능 

향상 및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었고, 근거의 질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가능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적절한 사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제공

이 필요하다. 

의료결과
통합된 치료효과 추정치

(95% 신뢰구간)
GRADE 근거의 질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

통증 감소
SMD -0.37

(-0.59, -0.16)
Very low

기능 향상
SMD -0.18

(-0.31, -0.05)
Low

관절강 소실 예방
MD 0.17

(0.02, 0.31)
Low

(위약과 비교된) 콘드로이틴 

통증 감소
SMD -0.58

(-0.86, -0.29)
Very low

기능 향상
SMD -0.43

(-0.81, 0.04)
Very low

관절강 소실 예방
MD 0.20 

(0.13, 0.27)
Low

(위약과 비교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제

통증 감소
SMD 0.01

(-0.33, 0.35)
Low

기능 향상
SMD -0.14

(-0.28, 0.01)
Low

관절강 소실 예방
MD 0.03

(-0.21, 0.26)
Low

표 74 임상적 효과성 고찰로부터의 근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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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double-blind
single center
parallel group

Participants
80 inpatients with OA
n= 80(intervention= 40, control= 40)
female:male= 62:18
mean age: 60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S sulfate 250* 2 mg tid for 30 days
Control: placebo(lactose)

Outcomes
articular pain
joint tenderness and swelling
the restriction of active and passive movements

Notes
Country: Italy
funding: not stated (including coauthor belonging to Rotta research 
Laboratorium)
Outcome measurement: 0~4 in order of increasing severity
withdrawal rate: no statement

부록 2. RCT 질 평가 결과

Drovanti 1980 

Risk of bias table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no description about drop out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funding source not reported but 
including coauthor belonging to 
Rotta research Laboratorium

Pujalt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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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ingle center

Participants
OA
n= 24(intervention=12, control=12)
female: male = 17+ a: 3+a
mean age= 61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S sulfate 250* 2 mg tid for 6-8 weeks
Control: placebo 

Outcomes articular pain
joint tenderness
restrictive movement
side-reactions

Notes Country: Philipplines
funding: not stated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withdrawal rate: 16.6%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No PP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parallel group
single-center

Participants 40 out-patients with unilateral OA of the knee without major 

Risk of bias table 

Vaz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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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s were accepted
n= 40(intervention= 20, control= 20)
female:male= 28+ a: 10+b (a, b = intervention group drop out 2 
persons)
mean age: about 58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ucosamine sulfate 250*2 mg t.i.d(total 1.5g) for 
8 weeks
Control: ibuprofen 200*2mg t.i.d(total 1.2g) for 8 weeks

Outcomes articular pain(0~3 rating scale)
adverse event

Notes Country: Portugal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rate: 5%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pp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randomized,
cross-over
double-blind
single-center

Participants
knee joint OA(clinical and radiological diagnosis of severe bilateral 
arthrosis)
n=17(first; intervention= 8, control= 9)
6weeks - wash out(4weeks)- 6weeks(cross over design)
female:male= 11:6
mean age: 49.9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I.M injections of 150 biological unit(BU) of chondroitin 
sulphates diluted in 5 ml of sterile water administered 3 times a 

Risk of bias table 

Kerzberg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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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period and 2 times weekly during 
the second half(total 2,250 UB)
Control: placebo was given in the same way
Duration: 6weeks- 4weeks(wash out)- 6weeks

Outcomes Steinbrocker categories for mobility
VAS for pain
global appreciation of the clinical evolution by pts, and physician

Notes Country: Argentina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rate: not stated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unavailable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randomized
parallel groups
double-blind controlled study

Participants patients b/w 60 and 65 suffering from tibiofibular arthritis of the 
knee
n=40 (Intervention: 20, Control: 20)
Female:male=22:18
age= about 56

Interventions Intervention: one intramuscular injection of 
galactosaminoglycuronoglycan sulfate (Matrix vials)
Control: not stated
25 injections were done, and the cycle was repeated after 6 
monthes (a total of 50 injections). 

Risk of bias table 

Rovetta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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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Spontaneous pain
pain on loading, on passive movement and on pressure
changes in NSAIDS posology
any possible side effects record

Notes Country: not stated (The author is from Italy.)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rate: 10%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No the number of observations was not 
shown in outcome figures and pp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80%>= completion rate, but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all patients were receiving therapy with 
NSAIDS, percentage reduction in NSAIDS 
consump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tw two groups.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multicentr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double-blind, 
parallel-group study

Participants
252 with knee OA outpatient ( Leqesne's criteria >=4 points), 
radiological stage btw 1 and 3 , Sx for at least 6 months
n= 252(intervention= 126, control= 126)
female:male= 100:152
mean age: 55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S sulfate 500mg tid for 4 weeks
Control: placebo 

Outcomes Lequesne index pain
Adverse event

Notes Country: Germany (9 clinic)

Risk of bias table 

Noac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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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not stated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Responders to treatment: reduction of at least 3 points in the 
Lequesne index + positive overall judgement by the investigator
withdrawal rate :4.4%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computer software in blocks of four"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PP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Methods
multicentr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double-blind, 
parallel-group study

Participants
over 18 years of age
155 with knee OA outpatient ( Leqesne's criteria >=4 points), 
radiological stage btw 1 and 3 , Sx for at least 6 months
n= 155(intervention= 79, control= 76)
female:male= 101: 54
mean age: 56~57yea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intramuscular GLS sulfate 400mg twice a week 
Control: placebo(saline solution)
Duration: 6 weeks

Outcomes Lequesne index pain
Adverse event

Notes Country: Germany (10 clinic)
funding: not stated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Responders to treatment: reduction of at least 3 points in the 
Lequesne index + positive overall judgement by the investigator
withdrawal rate: 8.4%

Risk of bias table 

Reichel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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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parallel group
multi- center

Participants 199 with painful, active OA of the knee(Lequesne's clinical and 
radiological criteria) inpatient
over 18 yrs old, with Sx for at least 3 months and a Lequensne's 
index of at least 7 points
n= 199(intervention= 100, control= 99)
female:male= 95: 104
mean age: 54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ucosamine sulfate 500mg t.i.d(total 1.5g) for 4 
weeks
Control: ibuprofen 400mg t.i.d(total 1.2g) for 4 weeks

Outcomes pain (Lequesne's index)
adverse event

Notes Country: German (2 clinic)
funding: not stated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Treatment success rate: a reduction in the Lequesne's index by at 
least 2 points if the enrolment value >12 points, or by at least 1 
point if the enrolment value=<12 points + overall efficacy 
judgement by the investigator rated at least 'good'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droup out rate was similar 
and reason for drop out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Risk of bias table 

Muller-Fabbend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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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 rate: 5.0%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computer-generated randomization in 
blocks of 10 patients"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reason for drop out was 
described.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coresponding 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Methods randomized 
multicenter 
double-blind double dummy study

Participants n= 146 patients with knee OA
female:male = 86: 60
mean age= 55.9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n=74)
1month= 50mg placebo tablet tid+ 400mg Chondroitin sulfate sachet 
tid
2~3month= only Chondrotin sachets tid
4~6month= 400mg placebo sachets tid
Contorl(n=72)
1month= 50mg Diclofenac sodium(DS) tablet tid + 400mg placebo 
sachet tid
2~3month= only placebo sachets tid
4~6month= 400mg placebo sachets tid
Duration: 6 months

Outcomes Lequesne index, spontaneous pain(using Huskisson visual analog 
scale)
pain on load(using a 4 point ordinal scale)
AE

Notes two center
Country: Italy

Risk of bias table 

Morreal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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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13.7%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DS tablets and placebo tablet were 
identical appearance.(only patient)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No PP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Intake of paracetamol was not 
significant in 1 month.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multicenter
randomized
parallel groups
double-blind controlled study

Participants Outpatients older than 45 years with mono or bilateral knee OA
n=127 (Intervnetion: (CS 1200mg qd: 40, CS 1200mg tid: 43), , 
control:44)
femal:male=97:31 (existence of inconsistency with total number in 
original paper)
mean age: about 63

Interventions For 3 months
CS 1200mg qd: one CS 1200mg sachet of oral gel and one placebo 
capsule in the morning, one placebo capsule at noon and one 
placebo in the evening
CS 1200mg tid: one placebo sachet of oral gel and one CS 400mg 
capsule in the morning, one CS at noon, and one CS in the 
evening
control: one placebo sachet of oral gel and one placebo capsule 
in the morning, one at noon, and one in the evening

Outcomes Algo-functional Lequensne's Index
Spontaneous pain on a VAS scale
Consumption of authorized NSAIDs
Overall judgement of both physician and patient

Risk of bias table 

Bourgeoi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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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Country: France
Funding: not stated, but supplement sponsored by IBSA 
(Switzerland), Laboratories GENEVRIER (France)
Withdrawal rate: not stated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ted

Blinding? Unclear To preserve the double blind condition 
of the study, chondroitin sulfate CS 
4&6 oral gel at 1200mg (CS 1200) and 
placebo oral gel were
available in sachets of identical 
appearance, as well as chondroitin 
sulfate CS 4&6 capsules of 400 mg (CS 
3×400) and placebo capsules.(only 
patient)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unsure of existence of missing value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protocol is unavailable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The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groups shows that the reduction of the 
daily consumption of authorized 
NSAIDs was greater in the subjects 
treated with CS 1200 and CS 3x400 
than in the subjects who received PBO 
(CS 1200 vs PBO
P <0.06, CS 3 x 400 vs PBO: P <0.08).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parallel group
multi- center

Participants 178 with OA knee
n= 199(intervention= 88, control= 90)

Risk of bias table 

Qui 1998 



부록

- 235 -

female:male= 140: 38
mean age: 57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ucosamine sulfate (250* 2)mg (total 1.5g) + 1 
Ibuprofen placebo tablet t.i.d for 4 weeks
Control: ibuprofen 400mg (total 1.2g) + 2 capsule GLS placebo 
capsules t.i.d for 4 weeks

Outcomes knee pain at rest
knee swelling
improvement and therpeutic utility rating(improvement was rated by 
the investigator as "worsened", "unchangede", "improved", "Definitely 
improved; utility- judgement by investigator of the balance btw 
benefits and disadvantages- "unclear", "none" "moderate" "Good")
adverse event and adverse drug reactions

Notes
Country: China(2 center)
funding: not stated (co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withdrawal rate: 5.6%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No Not stated in published article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No pp analysis(efficacy)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coauthor- Italy Rotta research 
Laboratorium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clinical trial

Participants patients aged 35-78 with mono or bilateral clinically symptomatic 
knee OA
n=46 (Intervention: 23, control: 23)
female:male=24:22
age about 58.5

Interventions Intervention: two sachets, each containing 400mg of sodium 
Chondroitin 4- and 6- sulfate (Chodrosulf, IBSA) per day, dissolved 
in half a glass of water
control: sorbitol, citric acid, saccharin sodium, orange flavour, 

Risk of bias table 

Ubelhar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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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acarotene
for a total duration of 1 year

Outcomes
Spontaneous joint pain as VAS
overall mobility capacity as VAS
actual joint space measurement X-rays

Notes Country:SwitzerlandFunding:IBSA, Lugano, Switzerland
Withdrawal rate: 8.7%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Yes the radiographs were measured blindly by one 
observer (MP) without knowledge of 
radiographic grade, with an image analysis 
computer (Mediscan, Hologic) using aprogram 
derived from a hip measurement program 
previously developed by T. Conrozier.
chondroitin sulfate (CS) per day or with a 
placebo (PBO) administred in identical sachet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n number was not described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No The patients had free access to paracetamol 
as a rescue medication whose intake
was not limit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IBSA, 
Lugano, Switzerland.
Supplement sponsored by IBSA 
(Switzerland)/Laboratoires
GENEVRIER (France).DU is the recipient of a 
SCORE A Grant No. 32-35582-92 from
the Swiss National Found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Risk of bias table 

Bucs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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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study involving two centers

Participants patients with knee OA
n=85 (Intervention: 39, control: 46)
female:male=51:34
age=about 60

Interventions Intervention: CS 800mg/day
control: placebo
for 6 months

Outcomes Spontaenous joint pain
Paracetamol consumption
Lacomotor capacity
Lequesne's index
Global efficacy and tolerability judgement by patients and by 
physicians

Notes Country: Hungary
Funding: unclear, supplement was sponsored by IBSA (Switzerland), 
Laboratories GENEVRIER (France)
Withdrawal rate: 5.9%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and drop out rate< 20%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protocol was not confirm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PARACETAMOL CONSUMPTION: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different tim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P= ns).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supplement was sponsored by IBSA 
(Switzerland), Laboratories GENEVRIER 
(France)

Methods randomzied controlled trial
triple blinded
single center

Risk of bias table 

Houp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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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group
Participants

at least "moderate" pain due to primary knee OA for at least 6 months
40-85 years able to walk without assistive devicess other than a 
cane]
n= 124(Intervention= 64, Control= 60)
Mean age= approximately 64 yrs
Female: male= 73: 51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S hydrochloride 500g 3 times vs.
Control: placebo(50% maltodextrin and 50% krafen)
+ Acetaminophen 500 mg capsule(common)
duration: 8weeks

Outcomes WOMAC pain(5 Likert scale)
stiffness
function
Adverse event

Notes Country: Canada
Funding: Wampole Canada Inc.
withdrawal rate: 2.9%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prior 2*6 computer generated randomization was done 
by the head of pharmacy research"

Allocation 
concealment?

Yes "were identified by the dispensing pharmacist by lot 
number only or the dispensing was carried out by the 
hospital outpatient pharmacy by study enrollment number 
using coded bottles""

Blinding? Yes "the placebo and glucosamine capsules were similar in 
appearance and taste, All study subjects, pharmacists, 
and study personnel involved remained blinded to 
treatment allocation until the end of the randomized 
study"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n number was not described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or btw the 
groups with respect to acetaminophen use btw week 0 
and week 8(average per week about 13 pills).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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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Wampole Canada Inc

Methods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single-center(Veteran hospital)

Participants
OA knee and radiolographic findings consistent with the diseases.
n= 98(intervention: 49 control: 49)
mean age= 63.5
Female: male= 5: 93

Interventions
Intervention: 500mg glucosamine tid daily(1500 mg) - component??
Control: placebo daily
Duration:2months

Outcomes Pain intensity both at rest and while walking as assessed by a 
VAS
AE

Notes Country: USA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rate: 6.1%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using a computer generated list of 
random numbers"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Unclear in baseline characteristics, number taking 
analgesics were not significantly, but 
further mention was not describ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Yes Funding: none

Rindone 2000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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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parallel group
double-blind
multi-center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study

Participants outpatients over 50 years old with femorotibial OA
n=130 patients (intervention:63, control:67)
female: male=97:33
mean age: about 67

Interventions Intervention: 2 oral Chondroitin Sulfate 500mg gelcaps per day for 
90 days
Control: placebo

Outcomes

Degree of functional handicap assessed by Lequesne's AFI 
Selff-assessed pain with physical activity
Self-assessed pain at rest
Self-assessed effect of OA on daily activity
Overall assessment of patient state by the investigator
Self-assessed overall patient state change since the previous visit
Consumption of permitted NSAID and analgesics based on the 
patient's diary records
Adverse events record by patients
Vital signs
Routine laboratoy tests

Notes Country: France(36centers)
Funding: the Institut de Recherche Pierre Fabre
Outcome: The AFI uses a questionnaire to evaluate 3 aspects of 
the disease scored 0 to 24, otherwise VAS scale
Withdrawal rate: 12.3%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Yes "An 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 
verified from the outset that the study 
was correctly conducted and that the 

Mazieres 2001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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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double blind, 
randomized controlled study

Participants knee OA
female: male= 87+a: 9+a
mean age = approximately 61 yrs

Interventions
n= 150(GLS 60, placebo 60, NASID 30)
Intervention: Glucosamine 550mg tid (n= 43+a) during 12 weeks
placebo: rice powder 20mg amd lactose 250mg capsule tid(n= 
27+a) during 12 weeks
NSAID group: etodolac(lodine) 200mg tid during 6weeks(n=26+a)

Outcomes Lysholm knee score, pain score, passive range of knee motion, 
kellgren-Lqwrence radiographic

Notes Country: Korea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35.3%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No no description

Blinding? No not described in detail and treatment 
duration is not same.

Incomplete outcome data No PP analysis, the reason for drop out was 

review at the end of the trial was 
performed under strictly blind 
condition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drop out rate<20%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protocol confirmation was not done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Consumption of NSAID and analgesics 
showed no sig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s, though consumption was 
consistently less in the CS group at 
endpoint.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Funding: the Institut de Recherche Pierre 
Fabre

Lee D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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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ed? not stated.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single-center

Participants outpatients with knee OA(over 50 years and primary knee OA of 
the medial femorotibial compartment, diagnosed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criteria of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n= 212 (intervention: 106 control: 106)
mean age= 66.3
Female: male= 162: 50

Interventions Intervention: 1500 mg sulphate oral glucosamine 
Control: placebo once daily
Duration: 3 yrs

Outcomes Mean joint-space width of the medial compartment of the 
tibiofemoral joint was assessed by digital image analysis.
minimum joint-space width—ie, at the narrowest point—was 
measured by visual inspection with a magnifying lens.
Symptoms were scored by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WOMAC) OA index.
AE

Notes Country: Belgium
Funding: The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the 
Rotta Research Group, Monza, Italy.
withdrawal rate: 34.4 %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The randomisation list was generated by 
computer in blocks of four, and patients received 
their randomisation number in chronological 
order."

Allocation concealment? Yes "The prinicpal investigator was provided with 

Reginst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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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envelopes, each containing patient 
codes, thus concealing treatment assignment."

Blinding? Unclear only evaluator was blinding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Most patients took at least one dose of a rescue 
drug(paracetamol in 500 mg tablet, diclofenac in 
50 mg tablets, piroxicam in 20 mg
capsules, or proglumetacin in 150 mg tablets) 
with a similar proportion receiving the pure 
analgesic or a NSAID (about 40% and 60%, 
respectively, in both groups)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the Rotta 
Research Group, Monza, Italy.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single-center

Participants outpatients age>= 19 yrs with physician-diagnosed OA with daily 
joint pain, stiffness, immobility
n=42 (milk protein concentrate= 14, Glucosamine sulfate =14, 
Placebo=14)
mean age= 59yrs
female: male=34 : 8

Interventions milk protein concentrate: 2000mg bid
Glucosamine sulfate: 500mg tid
placebo(rice powder) 4 capsules tid
Duration: 6 weeks

Outcomes pain, stiffness, activities, total WOMAC scores 
AE

Notes Country: USA
Funding: sponsored by Stolle Milk Biologics, Inc. Cincinnati, Ohio, 
amd Humanetics Corporation, Chanhassen, Minnesota
withdrawal rate: 16.7%

Item Judgement Description

Zen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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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Yes "Study-capsule
packets were precoded by the manufacturer 
according to a randomization
table and labeled for morning, noon, and 
evening dosing to maintain the proper
sequence of dosing in each treatment arm."

Blinding? Yes "All ingredients were manufactured in 
indistinguishable capsules and Investigators were 
blinded to the randomization code."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No PP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The use of rescue medications was monitored 
throughout the study for all 3
treatment arms.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within the groups
regarding the use of rescue medications.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sponsored by Stolle Milk Biologics, Inc. 
Cincinnati, Ohio, amd Humanetics Corporation, 
Chanhassen, Minnesota

Methods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single-center

Participants 45 to 70 years
Outpatients with knee OA (using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criteria)
n= 202(intervention= 101 Control= 101)
mean age= 62.35
Female: male= 157:45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 crystalline glucosamine sulfate, 1500 mg once a 
day
Control: placebo packets
Duration: 3 yrs

Outcomes Changes in radiographic minimum joint space width were measured 
in the medial compartment of the tibiofemoral joint, and symptoms 
were assessed using the algo-functional indexes of Lequesne and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Pavelk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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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Notes Country: Czech

Funding: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Rotta Research/ Rottapharm 
Group.
withdrawal rate: 40%
The primary outcome measure was represented by joint space 
width changes in the narrowest medial
compartment of the tibiofemoral joint.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that was computer generated in blocks
of 4 by individuals who had no contact with 
the persons who assigned patients to study 
groups,"

Allocation concealment? Yes "Patients received randomization numbers 
sequentially from a secret randomization list"

Blinding? Yes
"Treatment assignment was thus concealed, 
and masking was successfully achieved
during the study since no sealed envelope 
was opened voluntarily or accidentally or was 
tampered with during the study."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ITT analysis, but withdrawal rate: 40%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Acetaminophen in 500-mg tablets was 
provided for rescue
analgesia as needed, and its use was 
recorded in a patient
daily diary. No other pharmacologic 
treatments for OA
or other formulations containing analgesics 
were allowed.
Among physical therapies, only hydrotherapy, 
exercise, nd ultrasound, alone or in 
combination, were allowed if he patient was 
following a stable regime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or clin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 
groups in the consumption f acetaminophen 
for rescue analgesia, which was minor and 
variable in most patients.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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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proportion of patients, 27% taking 
placebo and 22% taking glucosamine sulfate, 
used any of the physical
treatments allowed throughout the study 
(hydrotherapy, exercise, and ultrasoun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out any 
difference between groups.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Rotta 
Research/ Rottapharm Group.

Methods pragmatic,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over 40 yrs
OA of knee were recruted from a rheumatology out-patient clinic
(wide range of pain severity and all grades of radiological severity 
of OA of the knee)
n= 78 (Intervention= 39, Control=39)
mean age = 62.28yrs
female: male= 54: 26

Interventions Intervention: Glucosamine sulphate 1500mg(500mg capsules tid)
Control: Dummy placebo capsules containing calcium carbonate 
tide
Duration: 6 months

Outcomes The primary outcome measure was patients' global assessment of 
pain in the affected knee.(VAS)
WOMAC questionnaire ->> functional activity 
McGill pain questionnaire
AE

Notes Country: UK
Funding: Health Perception UK for providing all the trial medication 
and packaging, for shipping the medication to the pharmacy, and 
for generating and managing the randomization list. the research 
nurses for this trial were funded by an educational grant form 
Health Perception UK. Health Perception UK did not have access to 
the raw data from the trial and were not involved in any of the 
data analysis. Health Perception UK is a manufacturer of GLS 
sulphate.
withdrawal rate: 6.3%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Yes "The randomization codes remained sealed until 

Hugh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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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after the blinded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Thus, allocation concealment was maintained 
and study investigators and patients were 
blinded throughout the study."

Allocation concealment? Yes
"The randomization codes remained sealed until 
after the blinded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Thus, allocation concealment was 
maintained and study investigators and patients 
were blinded throughout the study."

Blinding? Yes "The randomization codes
remained sealed until after the blinded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Thus, allocation 
concealment was maintained and study 
investigators and patients were blinded 
throughout the study."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rescue analgesia btw the glucosamine and 
placebo.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Health Perception UK is a manufacturer of 
glucosamine sulfate.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e, placebo- controlled trial
single center

Participants age over 50 years, primary knee OA, outpatients, disease 
stage(based on Kellegren and Lawrence radiographic system) <4, 
Lequesne index>=4
n= 100(intervention= 50, control= 50)
mean age = 54 yrs
female: male = not stated

Interventions Intervention: glucosamine sulfate + chondroitin sulfated(Kondro)
Control: placebo
Duration: 1 year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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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JSW(mm)
Lequesne index

Notes Country: India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not stated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n number was not described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No Patients continued their normal routine including 
physical exercise as tolerated. During the protocol, 
patients and placebo group were advised to take 
paracetamol for pain.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not reported at end of study.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randomized
double blind
parallel
placebo-controlled study

Participants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OA
n=118 (30, 30, 30, 28, respectively in each group)
age= about 51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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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Group 1: Glucosamine 500mg + MSM placebo tid
Group 2: Glucosamine placebo + MSM 500mg capsule tid
Group 3: G 500mg +MSM 500mg tid
Group 4: Placebo G +placebo MSM tid
for 12 weeks 

Outcomes

Pain intensity assessed by VAS marked by the patient
pain and swelling indices (4-point scale)
Joint mobility as 4 point scale
Patients' and physicians' global assessment
Lequensne index
Walk time
Algo functional index
Number of rescue medicine consumption
Adverse event record
physical examination
biomedical laboratoy test

Notes Country: India
Funding: grand, research material and medication were provided by 
Healers Limited, Chennai, India.
Withdrawal rate: 7.6%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not stated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did not state the sequence of random number

Blinding? Yes All the capsules were identical to maintain 
double-blindness and were supplied by Healers 
Limited, Chennai, India.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The number of subjects is not shown at outcome 
presentation. Reasons of withdrawal is unclear.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protocol confirmation was not done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Unclear Paracetamol was allowed as rescue medicine as 
and when needed.
In the placebo group, the mean consumption of 
paracetamol tablets increased from
increased at the end of 12 weeks of treatment, 
while the use of rescue medicine decreased after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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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eeks of GLS therapy.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No Funding: grand, research material and medication 
were provided by Healers Limited, Chennai, India.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parallel-group
multi-center

Participants with knee OA who had experienced at least moderate improvement 
in
knee pain after starting glucosamine.
1) OA of the knee(s) according to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iagnostic criteria, 2) Kellgren-Lawrence grade 2 on 
anteroposterior radiograph of the knee, 3) current
daily use of glucosamine for at least 1 month, 4) at least moderate 
improvement in knee pain since starting on glucosamine, measured 
on a 6-point scale of knee pain (worse, unchanged, mildly 
improved, moderately improved, markedly improved, completely 
subsided).
n= 137(intervention=71, control=66)
mean age= 64.5 yrs
female: male= 77:60

Interventions Intervention: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er day
Control: placebo tablets tid
Duration: 6 months

Outcomes The primary outcome was the proportion of disease flares in the 
glucosamine and placebo groups using an intent-to-treat analysis.
Secondary outcomes included time to disease flare; analgesic 
medication use; severity of disease flare; and change in pain, 
stiffness,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glucosamine and 
placebo groups.
AE

Notes Country: Canada(4-center)
Funding: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Mary Pack Research Fund,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and by the Doris Alma Mary 
Anderson Fund for Geriatric Research, London, ON, Canada. 
Withdrawal: 2.2%
Disease flare was defined a priori as either the patient’s 
perception of worsening of symptoms with a
concomitant increase by at least 20 mm in WOMAC pain on 

Cibe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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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or a significant worsening in the physician global 
assessment by at least 1 grade (1–5 scale).
This definition of disease flare was determined by study 
rheumatologists to be a clinically important change in WOMAC.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A central computer-generated randomization
code was produced by a researcher not affiliated
with the study. Block randomization with a randomly
variable block size of 2–6 was used."

Allocation 
concealment?

Yes "The randomization
code was forwarded to the manufacturer of the study 
medication
and was used to label the study medication bottles
consecutively from 1 to 160."

Blinding? Yes "The randomization codes
remained sealed until after the blinded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Thus, allocation concealment was maintained
and study investigators and patients were blinded
throughout the study."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

Yes Rescue analgesic medications including acetaminophen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were 
allowed and recorded by the patient in a daily diary. Other 
concomitant treatments, including chondroitin sulfate and 
intraarticular injections with corticosteroids or hyaluronic 
acid, were not allowed during
the study. Acetaminophen was used in 27% and 21% of 
placebo and glucosamine patients, respectively (P 0.40),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were used in
29% and 30% (P 0.92), and both were used in 20% and 21% 
(P 0.84).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Ye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Mary Pack Research Fund,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and by the Doris Alma 
Mary Anderson Fund for Geriatric Research, London, ON, 
Canada.

Risk of bias table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252 -

Methods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online trial
double-blind
single center
parallel group

Participants >=45 years; a signed consent form and permission to obtain 
medical report, at leat on knee meeting the clinico-radiologic 
American College of Rhematology criteria for Knee OA.
n=205 (Intervention= 101, placebo= 104)
Mean age = not stated
Female: male = 132: 73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GLS sulfate 496mg >>GLS hydrochloride 1.5g
Control: placebo
Duration: 12weeks

Outcomes WOMAC pain(first, fifth, seventh online assessment) (overall score 
0-96)
Stiffness
Physical function score
Adeverse event(website or toll-free telephone line, e-mailing)

Notes Country: USA
funding: Arthritis Founda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Glucosamine sulfate 3 capsule per day >>163rd participant : one 
sachet of powder per day
withdrawal rate: 7.3%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Yes "they supplied the package, identified only by a code 
number on the label, to study personnel participants 
underwent random assignment to treatment or 
control group upon completion of a 2-week run in 
phase" 

Blinding?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droup rate similar, reason to dropped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McAlind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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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knee OA were recruited from an outpatient clinic, from private 
practices
40–85 years
n= 300(internvetion=150, control=150)
female: male= 154:146
mean age= approximately 63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800 mg CS once daily
control: placebo once daily
Duration: 2 years

Outcomes The primary outcome: joint space loss assessed by a 
posteroanterior radiograph of the knee in flexion
secondary outcomes: pain and function(WOMAC_German version 
1~10)

Notes Country:Switzerland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rate: 27%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The randomization was done by computer in blocks of 
4. Each patient received a randomization number."

Allocation 
concealment?

Yes "Individual envelopes containing the patient’s code 
according to the
treatment assignment were stored "

Blinding? Yes "at the end of the study, were given to the statistician 
(FDV), who was blinded to
patients’ treatment assignments. and either an 800-mg 
tablet of chondroitins 4 and 6 sulfate (CS [Condrosulf];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Analgesic use was not signifcant difference(p=0.12).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Yes Arthritis Founda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ich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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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A, Lugano, Switzerland) or
an identical tablet of placebo daily for 2 year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use of 
cointervention?

No For rescue analgesia, patients were allowed to take
acetaminophen in 500-mg tablets at a maximum 
dosage of 3
gm/day. For secondary rescue, NSAIDs were allowed 
up to a
maximum period of 5 consecutive days if the primary 
rescue
analgesia with acetaminophen was insufficient. Physical 
therapy
was limited to application of warmth and strengthening
exercises when deemed necessary by the patient. No 
other
interventions were allowed, including steroid injections.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not reported at end of 
study.

Free of potential 
bias rele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multicenter,
double-blind,
placebo- and celecoxib-controlled

Participants 40 years and above,
knee OA who have clinical and radiographic OA symptomatic for at 
least six months.
n= 1,583 (317 glucosamine hydrochloride, 318 chondroitin sulfate, 
317 glucosamine hydrochloride +chondroitin sulfate, 318 celecoxib, 
313 placebo)
mean age= 59 years
female: male= 915: 668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1. 500 mg of glucosamine hydrochloride three times daily
2. 400 mg of sodium chondroitin sulfate three times daily

Cleg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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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 mg of glucosamine plus 400 mg of chondroitin sulfate three 
times daily,
positive control= 200 mg of celecoxib(Celebrex, Pfizer) daily,
negative control= placebo
Duration: 24weeks

Outcomes primary outcome: WOMAC pain
secondary outcome: scores for the stiffness and function subscale 
of WOMAC
Adeverse event

Notes Country: USA(16 clinic center)
Funding: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outcome measure= 20% decrease in knee pain from baseline to 
week 24 for WOMAC
withdrawal rate: 20.5%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Eligible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with the
use of a double-dummy scheme to one of five orally 
administered treatments and Permuted-block
randomization was used with random block sizes,
stratified according to the 16 clinical centers"

Allocation 
concealment?

Yes "The randomization code list was developed by the 
Veterans Affairs Cooperative Studies Program Data 
Coordinating Center in Hines, Illinois."

Blinding? Yes "During data collection, neither the clinical centers 
nor the coordinating center at the University of Utah 
had access to the randomization codes or statistical 
summaries of follow-up data."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Yes ClinicalTrials.gov number, NCT00032890.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Patients were allowed to take up to 4000 mg of 
acetaminophen
(Tylenol, McNeil) daily, except during the 24 hours 
before a clinical evaluation for joint pain. Other 
analgesics, including narcotics and NSAIDs, were not 
permitted.
The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end of study 
in Glucosamine hydrochloride, Chondroitin sulfate,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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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Chon versus placebo.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Y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Methods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clinical trial
single-center

Participants 89 older adults (age 50> years) with knee OA with radiographic 
evidence of mild to moderate knee OA (Kellgrene Lawrence grade 
II-III) who met the American College of Theumatology (ACR) 
classification criteria
n=89 (Intervention= 45, placebo= 44)
Mean age = about 72 yrs
Female: male = 63:26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1500/1200 mg of glucosamine hydrochloride + 
chondroitin sulfate 
Control: placebo
Duration: 6 month

Outcomes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A Index (WOMAC) 
function
WOMAC pain, 6-min walk, balance, and knee strength
Adeverse event

Notes Country: USA
funding: grant from Rexall Sundown, Inc.
withdrawal rate:15.7%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Yes "All study compound bottles received were 
numbered with a corresponding sealed list 
including lot numbers and bottle contents (active 
or placebo)."

Blinding? Yes "All staff and participants were blinded to the 
supplement assignment."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withdrwal reason

Free of selective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Messi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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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Unclear number of participants who used rescue 
medication(acetaminophen) decreased by 28% 
(GLS+Chon) and 21%(placebo). p value was not 
reported.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No funding: grant from Rexall Sundown, Inc.

Methods prospective, randomized, placebo- and reference-controlled,
double-blind, double-blind, parallel-group design
multi-center

Participants outpatients who were seen in rheumatology clinics at the 
participating centers were selected if they had been diagnosed as 
having primary symptomatic knee OA (in 1 or both knees)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radiographic criteria of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isease stage was determined based on the Kellgren/Lawrence 
radiographic system(either grade II or grade III as a condition of 
enrollment).
45 Years to 75 Years
n= 318
mean age= 63.9 yrs
female: male = 278:40

Interventions
oral crystalline glucosamine sulfate 1,500 mg once daily (n=106),
acetaminophen 3 gm/day (n=108),
placebo (n=104)
Duration: 6 month

Outcomes The primary efficacy outcome measure was the change in the 
Lequesne index after 6 months.
Secondary parameters included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A
Index (WOMAC) and response according to the OA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criteria(OARSI Responder Criteria)
AE

Notes Contry: 13 rheumatology referral centers in Spain and Portugal
Funding: Supported by Rottapharm.
The primary comparison in this study was between glucosamine 
sulfate and placebo.
GUIDE trial(Europe)-Glucosamine Unum In Die Efficacy (GUIDE) Trial

Herrero-Beaumon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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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Trials.gov identifier: NCT00110474.
withdrawal: 28.3%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A block randomization list was generated by 
computer
and was maintained by individuals who had no 
contact with investigators who assigned patients 
to their randomized treatments,
performed any patient assessment, or conducted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block size was also 
kept secret to maintain blinding; each block 
consisted of only 3 patients, to avoid imbalances 
in treatment allocation at each clinical site."

Allocation concealment? Yes "Patients were sequentially assigned their 
randomization number at each site, and the 
individual code was kept in single-sealed, opaque 
envelopes to be opened only in case of a 
medical emergency"

Blinding? Yes "Double-blinding conditions were successfully 
achieved for all patient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Yes ClinicalTrials.gov identifier: NCT00110474.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the rescue medication consisted of the 
conventional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ibuprofen, in 400-mg tablets. To 
avoid confounding in the efficacy assessments, 
the use of the rescue medication in case of 
persistent pain was carefully standardi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equential instructions.
Only 9% of the completers in the placebo group 
did not use rescue
medication at all, compared with 21% in the 
acetaminophen
and 22% in the glucosamine sulfate group (P 
=0.045 and P= 0.027, respectively, versus 
placebo).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No Supported by Rottapharm.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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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multi-center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outpatients with symptomatic knee OA as measured on a visual 
analgue scale.
aged 50–80 years
n= 307(Intervention=153, control=154)
mean age= 66 yrs
female: male=214:93
(symptomatic knee OA that had lasted for 6 months, with pain 
during daily
activity >40 mm on a 0–100 mm visual analogue scale (VAS),
a Lequesne’s Index Score of between 6 and 12 and to fall into
stages 2/3 of the Kellgren and Lawrence (K/L) classification on
an anterior–posterior view in an extended standing position
taken within the previous 6 month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chondroitin sulphate (chondroitin sulphate) 1 
g/day(500mg bid)
control: placebo bid
duration: 24-week treatment period followed by an 8-week 
post-treatment follow-up

Outcomes
Primary outcome: Pain and function on daily activities(VAS, 
Lequesne’s Index)
Secondary outcome: the rate of responders according to the 
outcome measures in rheumatoid arthritis clinical trials of the OA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MERACT-OARSI) criteria
quality of life
patient’s/physician’s global assessments
carryover effect after treatment.
adverse events

Notes Country: France and Switzerland(99 rheumatologists trained for 
clinical trials)
Funding: This trial was funded by the Pierre Fabre Company.
withdrawal rate: 9%

Mazieres 2007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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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The patients were assigned to one of the two 
groups according to a pre-established 
computer-generated global randomisation list 
(treatment number), with balanced blocks
of four treatments."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Yes "The two drugs were not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and A validation committee was set up to 
verify that the trial was properly conducted and that 
the review at completion was performed under strict 
blind condition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and LOCF method of missing data or 
premature discontinuation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The duration of paracetamol use was similar in pts 
taking chondroitin sulfate and placebo.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No This trial was funded by the Pierre Fabre Company.

Methods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clinical trial with four parallel treatment groups
single-center

Participants

Subjects (n = 70) with moderate to severe OA of the knee
Glucosamine sulfate n=19
Aquamin n= 20
G+A n=15
Placebo n= 16
mean age= 59.2yrs
female: male= 37:33

Interventions Glucosamine sulfate tid (1500 mg/d)
Aquamin tid (2400 mg/d)
Combined treatment composed of Glucosamine sulfate (1500 mg/d) 
plus Aquamin(2400 mg/d) tid
Placebo tid

Frested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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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12 weeks

Outcomes Primary outcome measures were WOMAC scores and 6 Minute
Walking Distances (6 MWD). Laboratory based blood tests were 
used as safety measures.
Adverse effects were assessed by a questionnaire and vital 
signs/laboratory measurements respectively.

Notes Country: USA
funding: Marigot Ltd. provided funding for this clinical trial and the 
article processing charges to publish this work.
withdrawal rate: 28.6%
ClinicalTrials.gov number: NCT00452101.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randomized in blocks of 4 using sequential treatment 
assignment prepared by the independent cnsulting 
statisticia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Yes "The clinical investigator, statistician, clinic
staff and subjects remained blinded throughout the 
trial to avoid bia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LOCF, reason for attrition

Free of selective 
reporting?

No protocol: active and passive range of motion 
measurements(goniometer measurements)->> not 
reported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groups in the amount of rescue medication
(acetaminophen, 325 mg) consumed over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No Marigot Ltd. provided funding for this clinical trial

Methods A 24-month,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GAIT)

Participants at least 40 years of age, had knee pain for at least 6 months 

Risk of bias table 

Sawitzk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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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ing on the majority of days in the month preceding their 
enrollment in GAIT, with knee OA who satisfied radiographic criteria 
(Kellgren/ Lawrence [K/L] grade 2 or grade 3 changes and JSW of 
at least 2 mm at baseline)
n= 662(GLS HCl=134, Chon sulfate=123, GLS HCl+Chon sulfate=128, 
Celecoxib=143, Placebo=134)
->> *assessable pts 357 persons (knee n= 581). (GLS HCl=77, Chon 
sulfate=71, GLS HCl+Chon sulfate=59, Celecoxib=80, Placebo=70)
*female: male= 227: 130
*mean age= 56.9 yrs
Duration: 24 months

Interventions Patients who had been randomized to 1 of the 5 groups in the 
GAIT continued to receive glucosamine HCl 500 mg 3 times daily, 
CS 400 mg 3 times daily, the combination of glucosamine and CS, 
celecoxib 200 mg daily, or placebo 

Outcomes primary outcome: The primary outcome measure was the mean 
change in JSW from baseline(prespecified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in mean JSW loss, defined as a mean 
reduction in JSW loss of at least 0.2 mm) as measured on films 
obtained using the standardized, nonfluoroscopic MTP radiographic 
protocol of Buckland-Wright et al
The secondary outcome: the occurrence of disease progression, 
defined as a JSW loss exceeding 0.48 mm over the 2-year follow 
up
AE

Notes Country: USA (9sites)
Funding: Supported by the NIH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and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ontract N01-AR-2236).
withdrawal rate: 32.4%(Pts withdrawal= 171, technical losses= 44)
GAIT study 2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similar to GAIT study 1

Allocation concealment? Yes similar to GAIT study 1

Blinding? Yes similar to GAIT study 1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modified ITT analysis->> PP analysis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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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of selective reporting? Yes similar to GAIT study 1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similar to GAIT study 1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Yes similar to GAIT study 1

Methods randomized, open label placebo- controlled trial
single center

Participants
mild to moderate knee OA who were concurrently performing 
therapeutic exercise.
142 postmenopausal female patients with untreated OA of the knee
mean age = 69.4 yrs
female: 142(all)

Interventions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day (n= 49)
risedronate 2.5mg/day (n=51)
no supplemnet (n=42)
Duration: 18 months

Outcomes JOA(Japan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0-100)
VAS pain (0-100mm)
WOMAC(Japanese version LK version 3.1)
JSW(mm)

Notes Contry: Japan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33.1%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No radiographic reader who was blinded to the tx 
assignment of the patient.
open-label trial after an explanation of the 
expected effect was provided to the subjects, and 
no explanation was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ITT analysis by carrying the last observation 
forward, Withdrawal: 33.1%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Kawasaki 2008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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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222 patients with hip OA that met one of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criteria
n= 222(intervention 111, Control 111)
female: male=154: 68
mean age= 63.4 yrs

Interventions Intervention: orally 1500 mg of GS once daily (in total 2000 mg of 
D-glucosamine sulphate
2 Potassium Chloride)
Control: a placebo daily
duration: 2 years

Outcomes Primary outcome measures were Western Ontario MacMaster 
Universities (WOMAC) pain and function scores over 24 months, 
and joint space narrowing (JSN) after 24 months
AE

Notes

Country:Netherlands(primary care)
withdrawal rate: 6.7%
Funding:  By the Erasmus Medical center-Breedtestrategie program.
** Effect of glucosamine sulfate on hip OA: a randomized trial
Ann Intern Med. 2008 Feb 19;148(4):268-77. ->> one study two 
reports
(therefore, Rozendaal 2008 was ommitted in quality assessment)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We used a computer-generated, blinded 
randomization list provided by an independent 
researcher to randomly assign patients to 
glucosamine sulfate or placebo. This list, which was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An analgesic(sodium loxoprofe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end of study.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Rozendaal 2009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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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ized per block of 6 numbers, stratified patients 
by radiologic findings (Kellgren and Lawrence score 2 
vs. 2) and by local versus generalized OA; patients 
received a number in chronological order"

Allocation 
concealment?

Yes "Assignment of patients to the right stratum of the
random assignment list was done by the main 
researcher, who was blinded to therapy."

Blinding? Yes "To evaluate blinding, patients had to indicate in the 
last questionnaire to which treatment they thought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Yes study protocol: ISRCTN54513166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we did not find a difference between glucosamine 
sulfate and placebo in the use of pain medication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Yes Erasmus Medical Centre (The Netherlands)

Methods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outpatients with symptomatic Knee OA
patients had to be symptomatic for ≥3 months before enrollment 
and have a radiologic grade
between I and III, as measured with the Kellgren-Lawrence method
n= 60(Intervention=30, control=30)
mean age= 57.6 yrs
female: male= 42: 18

Interventions GS 1500 mg QD as sachets of powder for 12 weeks
placebo QD for 12 weeks
Duration: 12 weeks

Outcomes The primary efficacy criteria were pain at rest and during 
movement, assessed on a visual analog scale (VAS) of 0 to 100 
mm.
The secondary criteria included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WOMAC) index

Giordan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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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otal pain score (W-TPS), total stiffness score (W-TSS), and 
total physical function score (W-TPFS).
AE

Notes Country: Italy
Funding: not stated
Withdrawal: 6.6%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randomized 1:1 to 2 groups using a 
computer-generated table of random numbers"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Yes "Double-blinding conditions were successfully 
achieved for all patients."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ITT analysis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ambiguous p value, unpublished protocol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 and analgesic consumption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from baseline at any time 
point in the placebo group.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Unclear funding source not reported.

Methods international,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outpatient status, age between 45 years and 80 years, and primary 
knee OA of the medial tibiofemoral compartment diagnosed 
according to the clinical and radiographic criteria of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n= 622 (Intervention= 309 patients, Control= 313)
(200 patients in France, 193 in Belgium, 129 in Switzerland, 65 in 
the US, and 35 in Austria)
mean age= approximately 62 years
female: male= 425: 197

Interventions Intervention: 800 mg CS daily
Control: placebo daily
Duration: 2 years

Risk of bias table 

Kah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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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primary outcome: the loss in minimum JSW(joint space width) over 
2 years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radiographic
progression >0.25 mm
Pain(100-mm VAS, WOMAC)
tolerability
Adeverse event

Notes Country: France, Belgium, Switzerland, Austria, the US
Funding: IBSA, Lugano, Switzerland, and Gene´vrier Laboratories, 
Sophia-Antipolis, France.
Primary outcome: The primary outcome criterion for joint structural 
changes, defined a priori by expert consensus, was modification in 
the minimum JSW of the medial compartment of the target 
tibiofemoral joint.
withdrawal: 31.9%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The randomization list was generated by computer in
blocks of 4, and patients received their randomization 
number in chronological order."

Allocation 
concealment?

Yes "The principal investigator (AK) was
provided with individual envelopes, each containing 
patient codes, thus concealing treatment assignment."

Blinding? Yes
"CS and placebo were packed in anonymous sachets of 
identical appearance, containing oral gel with the same 
aspect, odor, and flavor; both CS and placebo sachets 
contained sodium benzoate and potassium sorbate."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Yes The result of ITT analysis and PP analysis is consistent. 
and All radiographs from all centers were blinded with 
regard to the patient’s name, treatment assignment, and 
time sequence; the principal investigator (AK) was 
provided with the radiography list at the time of 
randomization."

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In the ITT analysis, cumulative consumption of 
acetaminophen during 2 years was limited,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between two groups.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No IBSA, Lugano, Switzerland, and Gene´vrier Laboratories, 
Sophia-Antipolis, France.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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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Participants Sixteen patients with patella degeneration
n=16(Intervention=10, Control=6)
mean age= not stated
female: male= not stated

Interventions Intervention: GLS sulfate 1,500 mg (Xicil, Rottapharm, Valencia, 
Spain) orally once a day
Control: oral 650 mg of acetaminophen (Dolostop, Química 
Farmaceútica Bayer, Barcelona, Spain) once a day
Duration: 6 months

Outcomes the pain visual analog scale (VAS) (range, 1–10, best to worse)
the widely used functional outcome American Knee Society (AKS) 
score (range 1–100, worst to best).
The AKS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Knee Score, which 
considers pain, stability and range of motion, with
deductions for flexion contractures, extension lag and 
malalignment; and the Function Score, which utilizes
walking distance and stair climbing, with deduction for the use of 
a walking aid

Notes Country: Spain
Funding: Grant support Part of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Rottapharm S.L.

Item Judgement Description

Adequate sequence 
generation?

Yes "using a randomized generated list
(four patients of the control group dropped 
out of the study
after the first MR examination)."

Allocation concealment? Unclear insufficient information
Blinding? Yes "Neither the patients nor those responsible 

for image
acquisition and analysis (LMB, RSR and 
AAB) knew to
which group an individual patient belonged 
to."

Incomplete outcome data 
addressed?

Unclear n number was not stated in table

Marti-Bonmati 2009 

Risk of bia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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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of selective reporting? Unclear study protocol was not searched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use of cointervention?

Yes
NSAIDs not administered.

Free of potential bias relavant 
industrial funding?

No Grant support Part of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Rottapharm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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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Drovanti 
1980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articular
pain(0-4)

3.08, 
SEM 0.12

3.20, 
SEM 0.11

0.95, 
SD 0.82

1.88, 
SD 0.44 1 <0.001

restriction of
active
movements
(0-4)

3.00, 
SEM 0.13

2.98, 
SEM 0.12

0.88, 
SD 0.12

1.78, 
SD 0.11 <0.001

restriction of
passive 
movements(0-4)

2.83, 
SEM 0.15

2.84, 
SEM 0.15

0.73,  
SD 0.11

1.58, 
SD 0.12 <0.001

Adverse  effects scattered and trivial complaints were occasionally reported under both  treatments, but no causal relationship 
to the substances given could be  detected.)

Pujalte 
1980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articular  
pain(1-4)

2.30, 
SE 0.15

2.60,  
SE 0.31

1.25, 
SE  0.08

2.36, 
SE 0.25

not 
stated <0.01

study 
duration: 6-8 

weeks
restrictive 
movement(1-4)

1.70, 
SE 0.30

2.00, 
SE 0.37

1.06, 
SE 0.03

1.58, 
SE 0.28

not 
stated NS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0 1 　 　 　

Vaz 1982 Glucosamine  
Sulfate
1,500mg

Ibuprofen  
1,200mg

Articular  
pain(0-3)

2.2, 
SD  0.4

2.3, 
SD  0.6

0.8, 
SD  0.5

1.2, 
SD  0.6 0.013 0.166 2 <0.05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2 5 2　 NS

부록 3.  RCT에 대한 자료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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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Kerzberg 
1987

Chondroitin 
sulphates 450 
biological 
unit(3weeks)+ 
150BU
(3weeks)

placebo
VASfor
pain(0-100) 74 77 41 59 1.5 NA

first period
only, 

estimated by 
figure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9 6

Bourgeois 
1998

Chondroitin  
sulfate 
1,200mg(QD)

Lequensne's 
Index(0-24) 11, SD 3 10, SD 3 6, SD 3 9, SD 4 　 　 3 <0.0001

VAS  
pain(0-100) 58, SD 13 56, SD 13 29, SD16 45, SD 19 <0.0001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6 12 9

Chondroitin 
sulfate 
1,200mg (tid)

Lequensne's 
Index(0-24) 10, SD 3 10, SD 3 6, SD 3 9, SD 4 <0.0001

VAS 
spontaneous 
pain(0-100)

54, SD 12 56, SD 13 28, SD 19 45, SD19 <0.0005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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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Ubelhart
1998

Chonoitin 
sulfate 800mg

placebo VAS 
pain(0-10cm)

5.76 
SD 1.61

6.44 
SD 1.10

2.13, 
SD 2.15

4.79, 
SD 2.52 12 < 0.001

between 
times 

p < 0.05

VAS function 
overall (0-10cm)

5.08 
SD 1.55

5.71 
SD 1.62

8.6, 
SD 1.4

6.8, 
SD 2.3 NS

between
 times 

p < 0.001
JSN: Medial
 femorotibial
 joint minimum
 width (cm)

0.34
 SD 0.10

0.40 
SD 0.10

0.35, 
SD 0.10

0.36,
SD 0.13 NS

JSN: Medial
 femorotibia
l joint  mean
 width (cm)

0.44 
SD 0.11

0.51 
SD 0.10

0.44, 
SD 0.10

0.46, 
SD 0.14 <0.05

Adverse effects Comparison of clinical side-effect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t any time of the study period. 12 NS

Rovetta 
1991

Chondroitin 
sulfate 
(Matrix)

placebo VAS
 spontaneous
pain(0-100mm)

86.5 81.1 48.6 81.1 　 　 12 <0.01 estimatedinfi
gure 

painful
symptoms after 
passive 
movement [0-3 
(0: worse, 1:
 stationary, 2:
 improved, 3:
 substantially
  improved)]

2.4 2.1 2.11, 
SD 069

0.81, 
SD 0.54 <0.01



부록

- 273 -

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3 2 12

Muller-Fab
bender
1994

Glucosamine
 Sulfate
 1,500mg

Ibuprofen
 1,200mg

Lequensne's 
Index
(modified) 
(0-34 (assessed 
pain for both 
knees rather  
than  one  
knee))

15.9, 
SD  0.5

15.8, 
SD 0.5

9.6, 
SD 0.6

9.6, 
SD 0.6 　 1 NS

Adverse
effects(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1 7 1 <0.001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6 35 1 <0.001

Noack 
1994

Glucosamine 
sulphate 
1,500mg

placebo Lequesne  index 
pain (0-24)

10.6,
SE 0.4

10.6,
SE 0.4

7.4
,SE 0.5

8.4,
SE 0.4 1 <0.05

Adverse  
effects(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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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8 13 1 NS

Reichelt 
1994

GLS sulfate 
400mg twice 
a week

placebo Lequesne index 
pain (0-24) 10.1 10.2 6.8 8.3 (-156.3) (-62.5) 1.5 <0.05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5 8 1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8 13 1 NS

Morreale 
1996

Chondroitin
 sulfate
 1,200mg

diclofenac
 sodium 150mg
 during 1 
month

Lequensne's  
Index (0-24)

7.8  
SD 3.5

7.9, 
SD  3.7

4.9, 
SD  2.5

2.9, 
SD  2.8 (-37.52%) (-62.60%

) 1 <0.01

VAS
spontaneous 
pain(0-100mm)

56.4 
SD 16.6

56.7, 
SD 18.7

30.9, 
SD 14.0

30.0, 
SD 15.0 (-45.2%) (-47.1%) NS

Pain on load
(Likert scale (0-3))

2.5 
SD 0.5

2.5, 
SD 0.59

1.4, 
SD 0.6

1.0, 
SD 0.7 (-43.75%) (-59.21%) <0.01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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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Bucsi
1998

Chondroitin  
sulfate 800mg

placebo VAS  
pain(0-100)

56, 
SD 17

56, 
SD 20

32, 
SD  23

55, 
SD 26 6 <0.01

Lequensne's  
Index: LEFT(0-24)

12.0, 
SD 3.7

11.5, 
SD 4.1

7.6, 
SD 4.2

11.1, 
SD 4.6 <0.01

Lequensne's  
Index: 
RIGHT(0-24)

12.8, 
SD 3.6

11.8, 
SD 3.9

8.1, 
SD 4.7

10.3, 
SD 4.8 <0.01

side effects Both treatments  were very well tolerated. NS
Qui 
1998

Gglucosamine 
sulfate 1,500 
mg

ibuprofen 
1200mg

composite  knee 
pain score(0-9) 8.42 8.46 3.6 4.18 1 NS described 

by figure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7 14　 0.0 2

Adverse effects 
(Adverse  events 
related to drugs)

5 14 NS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0 　9 0.0017

Drop out
rate related to  
drugs

0 9 0.0017

Houpt
1999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

placebo WOMAC
 pain(0-20)

8.84, 
SD  2.95

8.40, 
SD 3.59

7.14, 
SD  4.01

7.65, 
SD 4.13 2 0.23

WOMAC 
function (0-68)

33.43, 
SD 9.76

30.13, 
SD 10.8

25.98, 
SD 14.7

27.17, 
SD 14.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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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WOMAC
 total (0-96)

46.36, 
SD 13.1

42.42, 
SD 14.9

36.57, 
SD 19.5

38.57, 
SD 19.3 0.1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12%
(n=7)

12%
(n=7) 2

Rindone
2000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VAS pain
intensity at
rest (0-100mm)

3.9 
SD 2.4

3.6 
SD 2.8

3.2, 
SD  2.5

3.4, 
SD 2.5

0.73,
SD 2.7

0.59
SD 2.9 2 0.81

VAS pain 
intensity while  
walking(0-100mm)

6.4 
SD 2.5

6.4 
SD 2.5

4.9, 
SD 2.8

4.9, 
SD 2.2

1.4,
SD3.0

1.5
SD 2.5 0.9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2 4 2

LeeDY
2001

Glucosamine 
1,650mg

placeb
o

etodola
c pain score(NA)

9.3, 
SD  
5.4

10.6, SD 
3.5(placebo)

/8.7, SD 
5.8(NSAID)

15.1,  
SD 6.5

12.6, 
SD 5.6 3 Signficant NSAID: 

6wks FU

Lysholm  Knee 
Score System 
pain(NA)

9.3, 
SD  5.5

8.7, 
SD  5.8

12.6,  
SD 5.2

16.2, 
SD  5 1.5 <0.06

Mazieres
2001

Chonroitin  
sulfate 
1,000mg

placebo Lequesne’s 
Index(0-24)

8.8 , 
SD  1.5

8.9 , 
SD 1.7 　 　 (-2.4),  

SD 3.1
(-1.6) 

SD 3.1 3 0.12 　

VAS pain
during activity
(0-100mm)

54.4 , 
SD 14.4

53.0 , 
SD 13.6

(-26.0), 
SD 23.3

(-19.7) 
SD 22.8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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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VAS pain at‘ 
rest(0-100mm)’

29.9 , 
SD 18.9

27.7 , 
SD 19.7

(-14.9), 
SD 21.8

(-8.0) 
SD 21.2 0.08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75 76 6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13 8 6

Tolerance
 wa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Reginster
2001

Glucosamines
ulphate  1,500 
mg 

placebo
minimum JSW 
(mm)

3.82, 
SD  1.32

3.95, 
SD 1.24

(-0.07),  
95%CI 
(-0.22, 
0.07)

(-0.40), 
95%CI
(-0.56, 
-0.24)

0.33,  
95%CI 
(0.12, 
0.54)

referent 36 0.003 　

Mean JSW (mm) 5.23,
 SD 1.36

5.39, 
SD 1.29

(-0.06), 
95%CI 
(-0.22, 
0.09)

(-0.31), 
95%CI
(-0.48, 
-0.13)

0.24, 
95%CI 
(0.01, 
0.48)

referent 0.043

WOMAC
total(0-2400mm)

1030.2, 
SD 473.8

939.7, 
SD 484.8

(-11.7%)
95%CI
(-20.3,
-3.2)

/909.7

9.8%,
95%CI

(-6.2,25.8)
/847.6

21.6%,
95%CI

(3.5,39.6)
/62.1

referent 0.02

recalculated 
by total 
WOMAC 
percent 

change after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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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WOMAC
pain(not stated)

194.1, 
SD 101.9

172.2, 
SD 104.5 (-36) (-7.8) estimated in 

figure 
WOMAC
function
(not stated)

740.1, 
SD 364.2

670.8, 
SD 367.8 (-156.3) (-62.5) estimated in 

figure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94%
(n=100)

93%
(n=99) 36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20%
(n=21)

17%
(n=18) 36 0.72

Hughes
2002

Glucosamine  
sulphate 1,500 
mg

placebo
VAS  global 
pain(0-100) 54.7 52.3 42.8 38.1

0.15,  
95%CI 
(-8.78, 
9.07)

referent 6 NS estimated in 
figure 

WOMAC pain 
(0-20)

described 
by figure

WOMAC 
function(068)

described 
by figure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24 26 6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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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Pavelka
2002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mean JSW(mm) 3.89, 

SD  1.48
3.63, 

SD 1.57

0.04,  
95%CI 
(-0.06, 
0.14)

(-0.19), 
95%CI
(-0.29, 
-0.09)

0.23,  
95%CI 
(0.09, 
0.37)

referent 36 0.001

Lequesne index 
pain(0-24)

8.95, 
SD 2.30

8.94, 
SD 2.27

(-1.7), 
95%CI 
(-2.2, 
-1.2)

(-0.82), 
95%CI
(-1.1, 
-0.51)

0.91, 
95%CI 
(0.34, 
1.5)

referent 0.002

WOMAC 
total(0-120)

30.70, 
SD 14.40

30.48, 
SD 14.43

(-8.0), 
95%CI 
(-9.8, 
-6.3)

(-4.9), 
95%CI
(-6.5, 
-3.2)

3.1, 
95%CI 
(0.77, 
5.5)

referent 0.01

WOMAC 
pain(0-25)

6.61, 
SD 3.45

6.33, 
SD 3.13

(-2.0), 
95%CI 
(-2.4, 
1.5)

(-1.3), 
95%CI
(-1.7, 
0.88)

0.7, 
95%CI 
(0.06, 
1.3)

referent 0.03

WOMAC 
function(0-85)

21.84, 

SD 10.67
22.00, SD 

11.03

(-5.8), 
95%CI 
(-7.1, 
-4.4)

(-3.7), 
95%CI
(-4.9, 
-2.5)

2.1, 
95%CI 
(0.28, 
3.9)

referent 0.02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66%
(n=67)

64%
(n=65) 36 　 NS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8 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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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Zenk 
2002

Glucosamines
ulfate1,500mg 

placebo WOMAC  
total(transformed 
scale= 100 - 
actual raw 
score *100/ 
possible raw 
score)

75.8, 
SD  10.5

74.8,
SD

13.7 
14.4, 

SD  23.3
1.5, 

SD 12.5 1.5 0.05
outcome = 

reverse 
direction

WOMAC pain
(transformed 
scale= 100 - 
actual raw 
score 
*100/possible 
raw score)

58.5, 
SD 8.8

76.0, 
SD 16.5

16.2,
SD 25.8

0.5, 
SD 15.0 NS

WOMAC 
function
(transformed 
scale= 100 - 
actual raw 
score *100/ 
possible raw 
score)

59.8, 
SD 12.4

74.7, 
SD 14.4

13.2,

SD 23.5
2.3, 

SD 12.0 NS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0 0 1.5

Cibere 
2004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WOMAC total
(0-2400mm)

median  
444, range 
(10-1671)

median 
414, range 
(26-1796)

(-81),  
SD 388

(-85), 
SD 453 6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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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WOMAC
pain (0-500mm)

median 86, 
range 
(4-301)

median 86, 
range 
(2-279)

(-25), 
SD 98

(-28), 
SD 104 0.88

WOMAC
function
(0-1700mm)

median 
294, range 

(2-1240)

median268, 
range

 (0-1,376)
(-58), 

SD 270
(-63), 

SD 318 0.92

Adverse effects no serious adverse events were reported during the study 　　
McAlindon
2004

GLSsulfate496
mg-->GLShydr
ochloride1.5g 

placebo
WOMAC  
function(0-68)

30.2, 
SD 11.2

31.6, 
SD 12.8

5.2, 
SD 9.5

4.6, 
SD 9.6

(1.2), 
95%CI 
(-2.1, 
4.5)

0.49

WOMAC  pain 
(0-20)

8.8, 
SD 3.4

9.1, 
SD 3.4

2.0, 
SD  3.4

2.5, 
SD 3.8

(-0.5),  
95%CI 
(-1.7 , 

0.7)
3 0.41

WOMAC  total 
(0-96)

43.2, 
SD 15.1

44.8, 
SD 16.9

7.8, 
SD 13.1

7.8, 
SD 13.5

(0.6), 
95%CI 
(-4.0, 
5.2)

0.81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18 14 3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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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Rai
2004

glucosamine 
sulfate + 
chondroitin 
sulfated(Kondro)

JSW(mm) 3.66 3.65 3.62 3.52 24 <= 0.01
Lequensne's 
Index (0-24) 4.6 4.9 3.7 11.48 24 <= 0.01

Usha 2004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VAS pain 
(0-100mm)

58, 
SD 11 　 39, 

SD 11 　 　 　 　

Pain and 
swelling
 indices 
(physician
 assessed)(0-3)

1.74, 
SD 0.47

1.57, 
SD 0.5

0.65, 
SD 0.71

1.16, 
SD 0.76 3 <0.001

Lequensne's 
Index (0-24)

13, 
SD 0

8.85, 
SD 3.2

Adverse effects None of the patients discontinued therapy due to any adverse drug reaction.
Michel 
2005

Chondroitin 
Sulfate 800 
mg 

placebo
mean
 JSW (mm)

3.04, 
SD  0.14

3.00, 
SD 0.15

0.00,  
SD 0.53 
(95%CI: 
-0.08, 
0.09)

(-0.14), 
SD 0.61
(95%CI: 
-0.24,  
-0.04)

0.12,  
SD 0.52
(95%CI: 

0.00, 
0.24)

referent 24 0.05 　

WOMAC  total 
(1-10)

2.3, 
SD 1.6

2.6, 
SD 1.7

(-3.9%) 
(estimate:

2.2)

2.1% 
(estimat
e: 2.7)

0.14, 
SD 0.57
(95%CI: 

0.01,  
0.27)

referent 0.04

WOMAC pain 
(1-10)

2.5, 
SD 1.6

2.7, 
SD 1.8

(-11.0%) 
(estimat

e:2.2)

(-6.2%) 
(estimat

e:2.5)
NS change from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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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WOMAC
 function(1-10)

2.1, 
SD 1.6

2.5, 
SD 1.8

(-0.3%) 
(estimat

e:2.1)

5.9% 
(estimat

e:2.6)
NS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85 101 24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9 9 24 　

Clegg
2006
(GAIT 
stuyd 1)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placebo
/Celecoxib 
200mg

WOMAC  
pain(0-500)

233.3,
 SD 74.8

237.1, 
SD  

74.2

234.9, 
SD  

74.3
149.3,  

SD 115.9
151.0, 

SD 113.1
(-82.9),  

SD 
115.4

(-86.1), 
SD 

114.2
6 0.73

WOMAC 
function(0-1700)

760.8, 
SD 328.2

765.8,
SD 

312.2

788.2, 
SD 

309.0
531.8, 

SD 388.6
540.3, 

SD 374.1
(-222.3), 

SD 
388.3

(-227.4), 
SD 

362.7
0.87

Normalized 
WOMAC 
score(0-300)

144.5, 
SD 49.5

145.8, 
SD 

48.4

147.0, 
SD 

47.6
96.4, 

SD 69.1
97.2, 

SD 66.1
(-47.1), 
SD 66.9

(-48.8), 
SD 65.1 0.75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9 11 7 　6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WOMAC pain
(0-500)

235.3, 
SD  71.5

237.1, 
SD  

74.2

234.9, 
SD  

74.3
151.7,  

SD 113.1
151.0, SD 

113.1
(-83.9),  

SD 
106.3

(-86.1), 
SD 

114.2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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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WOMAC function
 (0-1700)

778.9, SD 
304.3

765.8, 
SD 

312.2

788.2, 
SD 

309.0
544.1, SD 

394.1
540.3, SD 

374.1
(-235.6), 

SD 
346.6

(-227.4), 
SD 

362.7
0.78

Normalized 
WOMAC score 
(0-300)

146.0, SD 
46.5

145.8, 
SD 

48.4

147.0, 
SD 

47.6
100.0, SD 

68.3
97.2, SD 

66.1
(-46.2), 
SD 62.2

(-48.8), 
SD 65.1 0.61

WOMAC pain 
(0-500)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20 6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WOMAC
function(0-1700)

239.1, SD  
72.1

237.
1, 

SD  
74.2

234.9, 
SD  

74.3
137.9,  

SD 102.3
151.0, SD 

113.1
(-100.5), 

SD 
112.7

(-86.1), 
SD 

114.2
0.12

Normalized 
WOMAC
score(0-300)

768.2, SD 
298.2

765.
8, 

SD 
312.

2

788.2, 
SD 

309.0
490.8, SD 

348.9
540.3, SD 

374.1
(-276.5), 

SD 
358.0

(-227.4), 
SD 

362.7
0.1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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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Herrero-Be
aumont
2007
(GUIDE 
study)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
o

aceta
minoph
en  3 
gm/da
y Lequesne  index 

pain(0-24)
11.0, SD  

3.1
10.8, 
SD  
2.6

11.1, 
SD  
2.7

　 　
(-3.1),  
95%CI 
(-3.8, 
-2.3)

(-1.
9), 
95
%C

I 
(-2.
6, 

-1.
2)

(-2.
7),  

95%
CI 

(-3.
3, 

-2.1
)

(-1.2
),  

95%
CI 

(-2.3
, 

-0.8)

refer
ent

(-0.8
),  

95%
CI 

(-1.9
, 

0.3)

6
0.032(GLS), 
0.18(NSAID

)

WOMAC 
total(0-96)

38.3, SD 
15.2

37.9, 
SD 

14.3

40.0, 
SD 

14.8

(-12.9), 
95%CI 
(-15.6, 
-10.1)

(-8.
2), 
95
%C

I 
(-1
1.3, 
-5.
1)

(-12
.3), 

95%
CI 

(-14
.9, 

-9.7
)

(-4.7
), 

95%
CI 

(-9.1
, 

-0.2)

refer
ent

(-4.1
), 

95%
CI 

(-8.5
, 

0.4)

0.039(GLS), 
0.08(NSAID

)

WOMAC 
pain(0-20) 7.8, SD 3.0

7.9, 
SD 
3.0

8.0, 
SD 
2.9

(-2.7), 
95%CI 
(-3.3, 
-2.1)

(-1.
8), 
95
%C
I(-2
.6, 
-1.
1)

(-2.
4), 

95%
CI(-
3.0, 
-1.8

)

(-0.9
), 

95%
CI 

(-1.9
, 

0.2)

refer
ent

(-0.5
), 

95%
CI 

(-1.6
, 

0.5)

0.12(GLS), 
0.41(NSAID

)

WOMAC 
function(0-68)

27.8, SD 
11.4

27.2, 
SD 

29.4, 
SD 

(-9.2), 
95%CI 

(-5.
5), 

(-8.
7), 

(-3.7
), 

refer
ent

(-3.2
), 

0.022(GLS), 
0.049(N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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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10.9 11.0 (-11.2, 
-7.2)

95
%C
I(-7
.7, 
-3.
3)

95%
CI(-
10.6

, 
-6.8

)

95%
CI 

(-6.9
, 

-0.5)

95%
CI 

(-6.5
, 

-0.0
08)

D)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95 89 96 6

Adverse 
effects(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4 129 6

Mazieres
2007

Chondroitin  
sulphate 
1,000mg

placebo VAS pain  on 
activity(0-100mm
)

61 
SD 13

61 
SD 
13

36, SD  
24

41, 
SD 
23

　 　 6 0.029 　

Lequensne's 
Index (0-24)

9.5 
SD 2.1

9.4 
SD 1.8

7.2, SD 
3.7

7.7, 
SD 3.3 0.109

VAS
 spontaneous 
pain at
 rest(0-100mm)

(-18.8), 
SD23.8

(-16.6) 
SD24.2 0.366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4 3 　 　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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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28 21 0.01 3 　

Adverse
 event

 rat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Messier
2007

1,500mg
glucosamine
hydrochloride
+1,200mg
chondroitin
sulfate 

placebo WOMAC
function(0-68))

25.9, 
SE 13.6

21.1, SE 
12.4

19.4, SE  
1.2

20.6, SE 
1.2 12 NS

WOMAC
 pain(0-20) 7.1, SE 4.0 5.9, SE 4.1 6.0, SE 

0.5
5.18, SE 

0.5 12 NS

Frestedt
2008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WOMAC
 pain(0-100)

60.6, SD  
14.8

50.0, SD 
22.9

72.9,  SD 
17.6

52.9, SD 
21.4

(-12.3),  
SD 16.3

(-2.9), 
SD 19.9 3 0.009(4gro

up)

total n
 was

 included 
Aquamin(n=  

20) and
 G+A

 (n=15).
WOMAC
 total(0-100:  
(0= most
 severe, 100=
 very well))

59.4 SD  
13.2

48.8 SD 
21.8

70.2 SD  
17.6

54.8 SD 
22.7

(-10.9) 
SD15.6

(-6.1) 
SD17.6 NS

outcome = 
reverse 

direction

Adverse  
effects(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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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Adverse effects 18 23 3

all AE  
completely 
resolved or 
returned to 
baseline.)

Rozendaal
2008
(Rozendaal 
2009 
subgroup 
analysis)

Glucosamine  
sulfate 
1,500mg

placebo WOMAC 
 function 
overall(likert 
scale (0-4))

　 　 　 　 (-1.69),  
SE 1.3

(0.38) 
SE 1.3

(-2.07), 
95%CI 
(-5.53, 
1.39)

referen
t 24

WOMAC pain 
overall(likert  
scale (0-4))

(-1.90),S
E1.6 

(-0.30) 
SE 1.6

(-1.60), 
95%CI 
(-5.60, 
2.40)

referen
t

WOMAC
 function  
(0-100mm(normal
ized score))

35.9, SD 
23.0

32.4, SD 
23.2

(-0.84), 
SD 19.1

(1.92) 
SD 19.7

(-2.76), 
95%CI 
(-8.35, 
2.84)

referen
t

WOMAC
pain(0-100mm(no
rmalized  
score))

36.0, SD 
24.1

34.1, SD 
21.7

(-1.47), 
SD 20.7

(0.88) 
SD 26.4

(-2.34), 
95%CI 
(-9.16, 
4.48)

referen
t

VAS
 pain(0-100mm)

(-3.92), 
SD 27.5

(-5.09) 
SD 28.7

(-1.17), 
95%CI 
(-9.24, 
6.90)

referen
t

minimum 
JSN(mm)

2.13, SD 
1.00

2.33, SD 
0.90

(-0.094), 
SD 0.32

(-0.057) 
SD 0.32

(-0.038)
, 95%CI 
(-0.130, 
0.055)

referen
t



부록

- 289 -

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4 6 24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57 59
(-2),  

95%CI 
(-15, 
12)

referen
t 24

Sawitzke
2008
(GAIT 
study 2)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placeb
o

Celeco
xib  
200mg minimum  

JSW(mm)
4.04, SD  

1.01
4.07, 
SD  

0.93

4.01, 
SD  

1.01
0.194 0.166

 
(-0.153)
, 95%CI 
( 0.379, 
0.074)

referen
t 24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minimum  
JSW(mm)

3.86,SD  
0.90

4.07, 
SD  

0.93

4.01, 
SD  

1.01
Glucosamine  
hydrocloride 
1,500mg + 
Chondroitin 
sulfate 
1,200mg

placebo

minimum  
JSW(mm)

4.04, SD  
0.96

4.07, 
SD  

0.93

4.01, 
SD 

1.01

0.028,  
95%CI 

(-0.214, 
0.271)

referen
t

Kawasaki
2008

glucosamine  
hydrochloride 
1,500mg

placebo

VAS(0-10cm) 5.0,  SD2.0 4.9, SD 1.8

(-1.6),  
SD 2.0, 
95%CI 
(-5.0, 
2.2)

(-1.7), 
SD 2.5, 
95%CI 
(-5.5,  
2.5)

1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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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WOMAC 
total(0-96)

31.5, SD 
15.6

28.7, SD 
16.0

(-14.9), 
SD 15.9, 

95%CI  
(-45.5, 

6)

(-11.5), 
SD 13.2, 

95%CI 
(-38.8, 

7.5)

18 N.S

WOMAC 
pain(0-20) 7.2, SD 3.9 6.5, SD 3.4

(-3.6), 
SD 4.4, 
95%CI 
(-14.1,  

3)

(-2.9), 
SD 2.7, 
95%CI 
(-9.5, 
0.5)

18 N.S

WOMAC 
function(0-68)

20.8, SD 
11.1

19.6, SD 
11.5

(-9.8), 
SD 11.0, 

95%CI 
(-32.2,  

5.2)

(-7.5), 
SD 9.8, 
95%CI 
(-27.2, 

7)

18 N.S

JSW(mm) 2.6, SD 1.2 3.1, SD 1.0

0.0, SD 
1.0, 

95%CI 
(-2.2, 
1.7)

(-0.3), 
SD 1.0, 
95%CI 
(-1.8, 
1.6)

18

JOA(0-100) 74.2, SD 
13.3

69.6 SD 
14.4

(13.7), 
SD 15, 
95%CI 
(-18.2,  

43)

(16.3), 
SD 13.9, 

95%CI 
(-4.8, 
39.8)

Adverse 
 effects(the
 cause of early
withdrawal(n))

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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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Giordano
2009

Glucosamine 
sulfate 1,500 
mg

placebo
VAS(resting  
pain)(0-100mm)

42.0, SD  
24.2

40.89, 
SD 

23.6
25.4,  SD 

19.9
41.0, 
SD 

20.5
3 <0.05

VAS(moving 
pain)(0-100mm)

70.10, SD 
17.3

71.96, 
SD 

18.4
59.38, SD 

19.3
70.2, 
SD 

20.4
<0.05

WOMAC total 
pain(0-96)

51.2, SD 
8.3

50.03, 
SD 
6.4

30.56, SD 
11.5

53.3, 
SD 
7.1

<0.01

WOMAC 
function(0-68)

52.16, SD 
12.3

53.94, 
SD 

14.1
32.82, SD 

13.2
55.1, 
SD 

14.9
<0.01

Adverse
 effects(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11 12 3 NS

Kahan
2009

ChondroitinSul
fate800mg 

placebo minimum  
JSW(joint space 
width)(mm)

3.73,
 SEM 0.08

3.81, 
SEM 0.07 　 　

(-0.07) 
SEM
 0.03

(-0.31), 
SEM
 0.04

24 <0.01 　

VAS global 
pain(0-100)

57.2, 
SEM 0.9

57.3, 
SEM 1.0

36.6, 
SEM 1.7

42.2, 
SEM
1.8

<0.02

WOMAC(describ
ed b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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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unit)

Baseline
(mean, SD) End of study Change from 

baseline
Difference 
between 
groups

Timing of 
outcome 
measure
(month)

p-value
(between 
groups)

Note

I C I C I C I C
Adverse  effects 
(the cause of 
early withdrawal 
(n))

16 17 24

Adverse effects 
(AE reported  at 
least once per 
patient

1 5 24 NS

Marti-Bon
mati
2009 

Glucosamine  
sulfate 1,500 
mg

acetaminophen VAS for  
pain(1-10)

7.3, 
SD  1.1

6.8, 
SD  0.4

3.6, 
SD  1.3

7.0, 
SD  0.0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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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결과

Koreamed
glucosamine [TI] OR glucosamine [AB] 29
chondroitin [TI] OR chondroitin [AB] 32
소계 61

국회도서관

글루코사민_TI 19
콘드로이틴_TI 2
콘드로이친_TI 5
소계 26

Kmbase
glucosamine and osteoarthritis_초록 10
chondroitin and osteoarthritis_초록 12
소계 22

NDSL

글루코사민_저널로 제한 2
콘드로이친_저널로 제한 3
콘드로이틴_저널로 제한 6
소계 11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글루코사민_제목으로 제한 17
콘드로이친_제목으로 제한 4
콘드로이틴_제목으로 제한 23
소계 44

의약정보연구소

글루코사민_2005년 이후부터 검색가능 1
콘드로이친_2005년 이후부터 검색가능 1
콘드로이틴_2005년 이후부터 검색가능 1
소계 3

한국학술지인용색
인

글루코사민_의약학 분야 2
glucosamine_의약학 분야 4
콘드로이친_의약학 분야 0
콘드로이틴_의약학 분야 1
chondroitin_의약학 분야 9
소계 16

전체 169

부록 4. 문헌 검색 전략

4.1 국내 문헌 검색

4.2 국외 SR 검색

4.2.1 Cochran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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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Osteoarthritis"[Mesh] 31,296
2  degenerative arthritis[tw] 854
3  Osteoarthritis*[tw] 38,330
4  or/1-3 38,804
5  "Glucosamine"[Mesh] 11,266
6  "Chondroitin"[Mesh] 8,035
7  acetylglucosamine[tw] 9,671
8  n-acetylglucosamine[tw] 6,701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MeSH Osteoarthritis EXPLODE12 351
2 degenerative NEAR arthritis 6
3 Osteoarthritis 453
4 or/1-3 533
5 MeSH Glucosamine EXPLODE1 11
6 glucosamine 16
7 MeSH Chondroitin EXPLODE1 13
8 Chondroitin 15
9 or/5-8 29
10 4 and 9 20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MeSH descriptor Osteoarthritis explode all trees 2,383
2 (degenerative arthritis):ti,ab,kw 32
3 (Osteoarthritis):ti,ab,kw 3,598
4 or/1-3 3,610
5 MeSH descriptor Glucosamine explode all trees 141
6 (acetylglucosamine):ti,ab,kw 16
7 (n-acetylglucosamine):ti,ab,kw 10
8 (glucosamine):ti,ab,kw 182
9 (Chondroitin):ti,ab,kw 220
10 MeSH descriptor Chondroitin explode all trees 190
11 or/5-10 407
12 4 and 11 128

13
12 limit to Cochrane reviews or other reviews or technology 
assessment

14

4.2.2 CRD database

4.2.3 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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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Osteoarthritis'/exp OR 'Osteoarthritis' 57,719
2 (degenerative NEAR/2 arthritis):ab 999
3 (degenerative NEAR/2 arthritis):ti 233
4 or/1-3 58,222
5 'glucosamine'/exp OR glucosamine 15,879
6 'chondroitin'/exp OR chondroitin 14,772
7 'acetylglucosamine'/exp 4,478
8 'n acetylglucosamine'/exp OR 'n acetylglucosamine' 9,509
9 'glucosamine sulfate'/exp OR 'glucosamine sulfate' 646
10 or/5-9 36,287
11 cochrane:ab 14,311
12 cancerlit:ab 521
13 embase:ab 11,302
14 psychlit:ab OR psyclit:ab 848
15 psychinfo:ab OR psycinfo:ab 2,818
16 cinahl:ab OR cinhal:ab 4,286
17 'science citation index':ab 1,205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9  glucosamine[tw] 15,406
10  Chondroitin[tw] 13,487
11  or/5-10 35,864
12  4 and 11 898
13 meta-analysis [pt] OR meta-analysis[tw] OR  metanalysis [tw] 36,922

14
Cochrane[tw] OR Medline[tw] OR CINAHL[tw]   OR (National[tw] 
AND Library[tw])

40,115

15
(hand*[tw] OR * [tw] OR ing [tw]) AND (hand [tw] OR manual [tw] 
OR electronic [tw] OR bibliographi* [tw] OR database* OR #14)

51,441

16
(review[pt] OR guideline[pt] OR consensus[ti] OR guideline*[ti] OR 
literature[ti] OR overview[ti] OR review[ti]) AND (#14 OR #15)

34,281

17

(synthesis[ti] OR overview[ti] OR review[ti] OR survey[ti]) AND 
(systematic[ti] OR critical[ti] OR methodologic[ti] OR quantitative[ti] 
OR qualitative[ti] OR literature[ti] OR evidence[ti] OR 
evidence-based[ti])

79,861

18 13 OR 16 OR 17 132,207

19
(case*[ti] OR report[ti] OR editorial[pt] OR comment[pt] OR letter 
[pt])

1,658,868

20 18 not 19 89,138
21 12 AND 20 47

4.2.4 Em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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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exp  Osteoarthritis/ 31,623
2 (degenerative adj2 arthritis).tw. 969
3 Osteoarthriti$.tw. 21,659
4 or/1-3 38,064
5 exp Glucosamine/ 11,324
6 exp Chondroitin/ 8,088
7 acetylglucosamine.tw,rn. 8,138
8 n-acetylglucosamine.tw. 6,044
9 Glucosamine.rn,tw. 14,929
10 Chondroitin.rn,tw. 11,334
11 n-acetyl-d-glucosamine.tw. 1,305
12 or/5-11 33,388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8 bids:ab 328
19 'meta analysis'/exp OR 'meta analysis' 54,969
20 analysis meta'/exp OR 'analysis meta' 44,413
21 'metaanalysis'/exp OR 'metaanalysis' 44,895
22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38,397
23 'review systematic'/exp OR 'review systematic' 27,855
24 or/11-23 84,784
25 'reference lists':ab 5,092
26 bibliograph*:ab 10,185
27 'hand search':ab 501
28 'manual search':ab 777
29 'relevant journals':ab 460
30 or/25-29 16,247
31 'data extraction':ab 7,274
32 'selection criteria':ab 13,521
33 or/31-32 19,746
34 review:it 1,541,236
35 33 AND 34 12,783
36 letter:it 662,866
37 editorial:it 324,590
38 'animal'/exp OR 'animal' 4,157,128
39 'human'/exp OR 'human' 14,468,469
40 38 NOT (38 AND 39) 1,530,325
41 36 or 37 or 40 2,504,232
42 24 or 30 or 33 96,203
43 42 NOT 41 91,363
44 4 AND 10 1,792
45 44 and 43 116

4.2.5 ovidme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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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3 4 and 12 887
14 limit 13 to humans 704
15 exp Meta-Analysis as Topic/ 9,551
16 exp "Review"/ 1,481,751
17 "Review Literature as Topic"/ 2,841
18 meta analy$.tw. 25,609
19 exp Meta-Analysis/ 22,328
20 metaanaly$.tw. 883
21 meta analysis.pt. 22,328
22 (systematic adj (review$1 or overview$1)).tw. 18,916
23 or/15-22 1,508,434
24 cochrane.ab. 12,185
25 cancerlit.ab. 449
26 embase.ab. 9,736
27 (psychlit or psyclit).ab. 793
28 (psychinfo or psycinfo).ab. 2,832
29 (cinahl or cinhal).ab. 3,853
30 science citation index.ab. 1,041
31 bids.ab. 277
32 or/24-31 18,634
33 reference lists.ab. 4,554
34 bibliograph$.ab. 7,879
35 hand-search$.ab. 2,176
36 manual search$.ab. 1,209
37 relevant journals.ab. 391
38 or/33-37 14,576
39 data extraction.ab. 5,425
40 selection criteria.ab. 11,824
41 39 or 40 16,345
42 review.pt. 1,479,616
43 41and 42 10,972
44 letter.pt. 663,430
45 editorial.pt. 244,146
46 comment.pt. 393,273
47 animal/ 4,465,031
48 human/ 10,941,031
49 47 not (47 and 48) 3,337,599
50 or/44-46,49 4,2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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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51 23 or 32 or 38 or 43 or 48 1,513,256
52 51 not 49 1,371,145
53 4 and 12 887
54 limit 53 to humans 704
55 54 and 52 214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exp Osteoarthritis/ 32,106
2 (degenerative adj2 arthritis).tw. 978
3 Osteoarthritis$.tw. 22,134
4 or/1-3 38,676
5 exp Glucosamine/ 11,436
7 acetylglucosamine.tw,rn. 8,267
8 n-acetylglucosamine.tw. 6,138
9 n-acetyl-d-glucosamine.tw. 1,320
10 Glucosamine.rn,tw. 15,065
11 or/5-10 21,433
12 4 and 11 547
13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 284,697
14 controlled clinical trial.pt. 81,124
15 randomized.ab. 192,533
16 placebo.ab. 116,946
17 drug therapy.fs. 1,364,314
18 randomly.ab. 139,366
19 trial.ab. 199,767
20 groups.ab. 949,500
21 or/12-20 2,501,046

22 (animals not (human and animals)).sh. 4,532,530
23 21 not 22 1,977,064

24 12 and 23 323

25 limit 24 to yr="2007 -Current" 79

4.3 국외 RCT 추가 검색

4.3.1 Ovidmedline

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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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Osteoarthritis'/exp OR 'OA' 58,633
2 (degenerative NEAR/2 arthritis):ab 994
3 (degenerative NEAR/2 arthritis):ti 231
4 or/1-3 59,141
5 'glucosamine'/exp OR 'glucosamine' 15,993
6 'acetylglucosamine'/exp OR 'acetylglucosamine' 9,679
7 'n acetylglucosamine'/exp OR 'n acetylglucosamine' 9,615
8 'glucosamine sulfate'/exp OR 'glucosamine sulfate' 657
9 or/5-8 23,472

10
'randomized controlled trial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57,599

11 'controlled clinical trials'/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s' 350,004
12 randomized:abti 232,502
13 placebo:abti 137,465
14 'drug therapy':de 295,561
15 randomly:abti 160,893
16 trial:abti 279,895
17 groups:abti 1,112,679
18 or/10-17 1,920,881
19 'animal'/exp OR animal 4,189,485
20 'human'/exp OR human 14,615,618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exp Osteoarthritis/ 32,106
2 (degenerative adj2 arthritis).tw. 978
3 Osteoarthritis$.tw. 22,134
4 or/1-3 38,676
5 exp Chondroitin/ 8,164
6 Chondroitin.rn,tw. 11,459
7 5 or 6 13,431
8 RCT search filter 적용 1,977,064
9 7 and 8 958
10 limit 9 to yr="2005 -Current" 271

콘드로이틴 

4.3.2 Embase

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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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21 19 NOT (19 AND 20) 1,538,370
23 18 NOT 21 1,834,191
25 4 AND 9 1,273
26 23 AND 25 322
27 26 AND [2007-2010]/py 102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Osteoarthritis'/exp OR 'Osteoarthritis' 58,633
2 (degenerative NEAR/2 arthritis):ab 994
3 (degenerative NEAR/2 arthritis):ti 231
4 or/1-3 59,141
5 'chondroitin'/exp OR 'chondroitin' 14,895
6 4 AND 5 1,239

7
'randomized controlled trial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57,599

8 'controlled clinical trials'/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s' 350,004
9 randomized:abti 232,502
10 placebo:abti 137,465
11 'drug therapy':de 295,561
12 randomly:abti 160,893
13 trial:abti 279,895
14 groups:abti 1,112,679
15 or/7-14 1,920,881
16 'animal'/exp OR animal 4,189,485
17 'human'/exp OR human 14,615,618
18 16 NOT (16 AND 17) 1,538,370
19 15 NOT 18 1,834,191
20 6 AND 19 287
21 20 AND [2005-2010]/py 138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Osteoarthritis"[Mesh] 31,639
2  degenerative arthritis[tw] 862
3  Osteoarthritis*[tw] 38,795

콘드로이틴

4.3.3 Pubmed

글루코사민



부록

- 301 -

4  ((#1) OR (#2) OR (#3)) 39,275
5  "Glucosamine"[Mesh] 11,310
6  acetylglucosamine[tw] 9,736
7  n-acetylglucosamine[tw] 6,744
8  glucosamine[tw] 15,471
9  ((#5) OR (#6)) OR (#7) OR (#8)) 23,143
10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 275,292
11  controlled clinical trial[pt] 79,438
12  randomized[tiab] 208,715
13  placebo[tiab] 121,014
14  drug therapy[sh] 1,327,170
15  randomly[tiab] 145,304
16  trial[tiab] 245,359
17  groups[tiab] 995,883
18  or/(#10) - (#17) 2,540,062
19  (animals not(humans and animals))[mh] 29,209
20  (#18) not (#19) 2,536,915
21  (#4) AND (#9) 564
22  (#21) AND (#20) 400
23  (#22) Limits: Publication Date from 2007 105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Osteoarthritis"[Mesh] 31,639
2 degenerative arthritis[tw] 862
3 Osteoarthritis*[tw] 38,795
4 OR/(#1) - (#3) 39,275
5 "Chondroitin"[Mesh] 8,070
6 Chondroitin[tw] 13,570
7 (#5) OR (#6) 14,086
8 (#4) AND (#7) 591
9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 275,292
10 controlled clinical trial[pt] 79,438
11 randomized[tiab] 208,715
12 placebo[tiab] 121,014
13 drug therapy[sh] 1,327,170
14 randomly[tiab] 145,304
15 trial[tiab] 245,359

콘드로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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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6 groups[tiab] 995,883
17 or/(#9) - (#16) 2,540,062
18 (animals not(humans and animals))[mh] 29,209
19 (#17) not (#18) 2,536,915
20 (#8) AND(#19) 299
21 (#20) Limits: Publication Date from 2005 142

연번 검색어 검색결과
#1 MeSH descriptor OA explode all trees 2,480
#2 (degenerative arthritis):ti,ab,kw 33
#3 (Osteoarthritis):ti,ab,kw 3,690
#4 (#1 OR #2 OR #3) 3,702
#5 MeSH descriptor Glucosamine explode all trees 147
#6 (acetylglucosamine):ti,ab,kw 16
#7 (n-acetylglucosamine):ti,ab,kw 10
#8 (glucosamine):ti,ab,kw 184
#9 (#5 OR #6 OR #7 OR#8) 195
#10 (#4 AND #9) 88
#11 (#10), from 2007 to 2009 22
#12 MeSH descriptor Chondroitin explode all trees 193
#13 (Chondroitin):ti,ab,kw 223
#14 (#12 OR #13) 246
#15 (#4 AND #14) 67
#16 (#15), from 2005 to 2009 21

CCTR

글루코사민or 콘드로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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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 질평가 도구

AMSTAR(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 measure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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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에’ 연구설계가 제시되었는가?
- 연구문제와 선택기준은 고찰의 수행 전에 확립되어야 함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2. 연구선택과 자료추출을 두 연구자가 수행했는가? 
- 적어도 두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료추출을 수행하고, 불일치에 
대한 합의 과정이 기술되어야 함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3. 수행된 문헌 검색은 통합적인가?
- 적어도 두 개이상의 전자 자료원이 검색되어야 함. 보고서는 사용된 
DB와 검색연도를 포함해야 함(예. Central, EMBASE, MEDLINE). key 
words와 MESH 용어는 기술되어야 하고 실행가능한 검색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모든 검색은 specific registers, 최근 자료, 고찰,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 전문가. 그리고 발견된 
연구들에서의 참고문헌을 검토함으로써 보충되어야 함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4. 선택기준으로서 출판의 상태(예. 회색문헌)가 사용되었는가?
- 저자들은 출판유형에 상관없이 보고서를 검색했음을 기술해야 한다. 
저자들은 출판상태, 언어 등에 근거하여 체계적문헌고찰로부터 그들이 
어떤 보고서를 제외했는지를 기술해야 함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5. (포함된 그리고 배제된) 연구들의 목록이 제시되었는가?
- 포함 및 배제된 연구들의 목록이 제공되어야 함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6.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들은 제시되었는가?
- 표와 같은 종합된 형식에서, 원래 논문들에서의 자료는 대상환자, 
중재법, 의료결과로 제시되어야 함. 분석된 모든 연구들에서 특성들의 
범위, 예를 들어 연령, 인종, 성별, 관련된 사회경제적 자료, 질병상태, 
기간, 중증도, 동반상병들은 제시되어야 함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7.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평가되고 기술되었는가?
- ‘사전에’ 평가방법은 제공되어야 함(예.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만약 
저자들이 선택기준으로써 오로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시험이나 배정은폐를 포함시키기 위해 선택했는지); 다른 연구유형에 
대해서 다른 항목들이 관련될 것임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8. 포함된 연구들의 과학적인 질은 결론을 도달하는데 적절히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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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는가?
- 방법론적인 엄격함과 과학적인 질의 결과들은 분석과 고찰의 
결론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명백하게 권고사항을 형성하는데 
기술되어야 함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9. 연구들의 결과들을 병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은 적절한가?
- 통합된 결과에서,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들이 통합가능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검정이 수행되어야 함(예. 동질성에 대한 
Chi-squared test, I2 ). 만약 이질성이 있다면, randon-effect 
model이 사용되고 또는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임상적 적절성이 
고려되어야 함(예. 통합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가?)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10. 출판편향의 가능성은 평가되었는가?
- 출판편향의 평가는 그래프(예. funnel plot, 다른 가능한 검정)나 
통계적 검정(예. Egger regression test)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11. 이해관계 상충은 기술되었는가?
- 지원(support)의 잠재적인 공급원은 체계적 문헌 고찰과 포함된 
연구들 모두에서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함(acknowledged)

□ Yes
□ No
□ Can't answer
□ Not applicable

“Can't answer" : 항목은 관련있지만 저자에 의해 기술되지 않은 경우
“not applicable" : 항목이 관련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저자에 의해 메타분석이 시도되지 않았거나 메타분

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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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전화면접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를 통하여 건강보조식품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함유 

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본 설문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연구 기관인 

한국 보건의료연구원과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그리고 서울 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가 협력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조사 결과의 분석에 매우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조사원) 객관식 문항인 경우 보기를 모두 제시한 후에 답변을 받는다.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는 여러 개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한가지만 표시한다.  여러 

가지를 답변하는 분께는 가장 주된 요인 한가지를 고르도록 권유한다.

Part A. 기본정보 및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의 섭취력 여부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세

3. 현재 주거지는 어디 이십니까? 
□① 서울특별시22
□② 5대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③ 경기도

□④ 경상도 

□⑤ 전라도 

□⑥ 제주도

□⑦ 충청도

□⑧ 기타 (_________)
4. 현재 귀하는 글루코사민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① 최근 일주일동안 섭취한 적이 있다. (바로 문6으로 (설문지 I))
□② 섭취한 적이 있으나 중단했다. (문4-1번으로) 
□③ 섭취한 적이 없다. (문5번으로)
□④ 모르겠다. (문5번으로)  

4-1.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다가 중단하셨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증세가 호전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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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종료 대상자에게 인사말: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서는 

2010년 초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www.neca.re.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격이 비싸서 

□③ 부작용을 경험해서 

□④ 효과가 없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5. 현재 귀하는 콘드로이틴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① 최근 일주일동안 섭취한 적이 있다. (바로 문30으로 (설문지 II))
□② 섭취한 적이 있으나 중단했다. (문5-1번 이후 설문종료)
□③ 섭취한 적이 없다. (설문 종료)
□④ 모르겠다. (설문 종료)  

5-1. 콘드로이틴을 섭취하다가 중단하셨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증세가 호전되어서

□② 가격이 비싸서 

□③ 부작용을 경험해서 

□④ 효과가 없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답변해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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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I. 글루코사민을 복용한다고 대답한 분들을 위한 설문

Part B. 골관절염의 증상과 치료

6. 귀하는 의사로부터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7번으로) 

6-1. 귀하의 골관절염을 진단한 과를 골라 주십시오.
□① 가정의학과

□② 내과

□③ 류마티스 내과

□④ 정형외과

□⑤ 재활의학과

□⑥ 통증의학과

□⑦ 기타 (          ) 

6-2. 지난 1년간 귀하는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선택 시 ->6-2-1번으로)
□② 침, 뜸, 부황, 핫팩, 광선 치료         (문7로)
□③ 식이요법, 종합비타민, 글루코사민이외의 건강 보조 식품 (문7로)
□④ 지압, 교정요법, 마사지 (문7로)
□⑤ 요가, 정신수련, 명상 (문7로)
□⑥ 기타 (                                ) (문7로)

6-2-1. 지난 1년간 골관절염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떤 약물 처방 혹은 

치료를 받았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소염진통제

□② 스테로이드제 약물

□③ 물리 치료

□④ 주사 치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7. 현재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관절염의 증세 (통증)를 느끼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문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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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귀하가 통증을 느끼는 관절은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무릎 □② 손가락

□③ 손목 □④ 팔꿈치 

□⑤ 어깨 □⑥ 발목

□⑦ 발가락 □⑧ 허리

□⑨ 목 □⑩ 기타 (_____________)

Part C. 글루코사민의 이용 양상 

9. 글루코사민을 지속적으로 얼마동안 섭취하고 계신가요? 
약 (         )년 (         )개월

10. 현재 귀하가 섭취하고 있는 글루코사민의 상품명 (Brand name)을 아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문11번으로)

10-1. 상품명을 아신다면 다음의 보기 중 귀하가 섭취하는 글루코사민의 상품명은 무엇입니

까? 
□① 종근당 조인트 골드 글루코사민 □② 대상 글루코사민

□③ 일양 글루코사민 □④ 글루셀 글루코사민

□⑤ 한미 글루코사민 □⑥ 뉴트라 라이프 조인트 에이드

□⑦ 굿헬스 조인트 존 □⑧ 컬크랜드 글루코사민

□⑨ GNC 트리플렉스 □⑩ 기타 (_____________)

11. 귀하가 섭취하는 글루코사민에 콘드로이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합인지의 여부 

확인) 
□① 예 (문 12->문12-1->13)
□② 아니오 (문 12->문13)
□③ 모른다 (문 12->문13)

12. 귀하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 한 알당 글루코사민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① 글루코사민______mg/tablet 
□② 모른다

12-1. 귀하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 한 알당 콘드로이친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① 콘드로이틴 ______mg/tablet
□②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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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의 글루코사민의 성분명은 무엇입니까? 
□① glucosamine sulfate (황산 글루코사민)
□② glucosamine hydrochloride (염산 글루코사민)
□③ 모른다

14. 글루코사민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십니까? 
□① 매일 두번

□② 매일 한번

□③ 일주일에 4-6번

□④ 일주일에 2-4번

□⑤ 일주일에 한번이내

□⑥ 기타 (__________)

15. 한 번에 몇 알의 글루코사민을 섭취하십니까?
□① 1알

□② 2알

□③ 3알

□④ 4알

□⑤ 기타 (_____________)

16. 글루코사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주로 누가 지불하십니까? 
[면접원: 응답이 비슷한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으로 질문해주세요.]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척

□⑤ 친구 □⑥ 기타 (__________) 

17. 귀하가 복용중인 글루코사민제품은 주로 어떤 경로로 구입된 제품입니까? 
[면접원: 응답이 비슷한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경로”로 질문해주세요.]
□① 의사 처방 하에 약국에서 구입

□② 국내 인터넷, 홈쇼핑

□③ 방문판매원

□④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⑤ 해외에서 구입 (약국, 비타민 가게, 인터넷 등 모두 포함)
□⑥ 모른다.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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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가 일 년간 섭취하는 글루코사민의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경

우에도 대략적인 비용을 총 비용에 포함 시켜 주십시오.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③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④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⑤ 30만원 이상

□⑥ 모른다.

19. 귀하가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②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③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④ 다른 치료법들 (이를테면 약물치료)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처음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①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② 친구

□③ 의사

□④ 방송

□⑤ 약국

□⑥ 기타 (______________)

21. 글루코사민섭취와 관련하여 의사와 상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art D. 글루코사민사용 후 만족도 

22.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음 □② 중증도의 효과가 있음

□③ 약간 효과가 있음 □④ 효과가 없음

□⑤ 잘 모르겠음

22-1. 효과가 있다면 주로 어떤 증상이 좋아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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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질환 √ 표 해주십시오

①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혈관 질환) 
② 울혈성 심부전증
③ 고혈압
④ 중풍, 뇌출혈 (뇌혈관질환)
⑤ 치매
⑥ 편측마비
⑦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질환) 
⑧ 위궤양
⑨ B형/C형 간염보균자, 지방간 (경증 간질환) 
⑩ 간경화 (중증 간질환) 
⑪ 만성신부전, 신염 (신장질환) 
⑫ 당뇨병 
⑬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기도폐쇄성 질환)
⑭ 임파선암, 백혈병
⑮ 암_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 (             )
⑯ 알레르기 질환 (비염, 아토피, 천식)
⑰ 호흡기 감염 (결핵, 독감, 폐렴)
⑱ 기타 (_________________)

□① 통증 □② 뻣뻣함

□③ 부종 □④ 기타 (                         )

23.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는 동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음

□② 위장장애(소화불량, 위쓰림, 위헐음 등)
□③ 식욕부진

□④ 두통, 빈혈증세 (현기증 등)
□⑤ 신장기능 장애 (잦은 소변보기 등)
□⑥ 피부질환 (습진, 두드러기, 반점 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24.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글루코사민을 섭취할 것입니까?
□①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② 섭취할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Part E. 기타 정보

25. 현재 귀하의 동반 질환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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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서는 2010년 초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www.neca.re.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 현재 의사의 처방을 받아 매일 복용하시는 약물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① 혈당강하제 (당뇨) □② 혈압강하제 (고혈압)
□③ 심장질환약물 □④ 지질강하제 (고지혈증)
□⑤ 천식 치료제 □⑥ 위장약

□⑦ 간장약 □⑧ 수면제

□⑨ 항우울제 □⑩ 골다공증 

□⑩ 빈혈약 □⑪ 기타 (________)

27. 귀하의 주거지가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수도권 □② 지방 대도시

□③ 중소 도시 □④ 농어촌

□⑤ 기타 (_______________)

28.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이나 그 이상

□⑦ 기타 (_________)

29. 귀하의 가정 월평균소득은? 
□① 백만원 미만

□② 백만원 이상 이백만원 미만

□③ 이백만원 이상 삼백만원 미만

□④ 삼백만원 이상 사백만원 미만

□⑤ 사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⑥ 오백만원 이상 육백만원 미만

□⑦ 육백만원 이상 칠백만원 미만

□⑧ 칠백만원 이상

설문지 II. 글루코사민을 복용하지 않고 콘드로이틴만 복용하는 분께 질문합니다.

Part F. 골관절염의 증상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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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귀하는 의사로부터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31번으로) 

30-1. 귀하의 골관절염을 진단한 과를 골라 주십시오.
□① 가정의학과

□② 내과

□③ 류마티스 내과

□④ 정형외과

□⑤ 재활의학과

□⑥ 통증의학과

□⑦ 기타 (          ) 

30-2. 지난 1년간 귀하는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

오.
□① 병원 또는 의원 방문 

□② 침, 뜸, 부황, 핫팩, 광선 치료 

□③ 식이요법, 종합비타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외의 건강 보조 식품  

□④ 지압, 교정요법, 마사지

□⑤ 요가, 정신수련, 명상 

□⑥ 기타 (                                ) 

30-2-1. 지난 1년간 골관절염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떤 약물 처방 혹

은 치료를 받았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소염진통제  □② 스테로이드제 약물

□③ 물리 치료 □④ 주사 치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31. 현재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관절염의 증세 (통증)를 느끼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문33으로)

32. 현재 귀하가 통증을 느끼는 관절은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무릎 □② 손가락

□③ 손목 □④ 팔꿈치 

□⑤ 어깨 □⑥ 발목

□⑦ 발가락 □⑧ 허리

□⑨ 목 □⑩ 기타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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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G. 콘드로이틴 이용 양상

33. 콘드로이틴을 지속적으로 얼마동안 섭취하고 계신가요? 
약 (         )년 (         )개월

34. 현재 귀하가 섭취하는 콘드로이틴의 상품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
35. 콘드로이틴 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십니까? 
□① 매일 두 번 □② 매일 한번

□③ 일주일에 4-6번 □④ 일주일에 2-4번

□⑤ 일주일에 한번이내 □⑥ 기타 (__________)

36. 한 번에 몇 알의 콘드로이틴 을 섭취하십니까?
□① 1알 □② 2알 □③ 3알

□④ 4알 □⑤ 기타 (_____________)

37. 콘드로이틴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십니까? 
[면접원: 응답이 비슷한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으로 질문해주세요.]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척

□⑤ 친구 □⑥ 기타 (__________) 

38. 귀하가 복용중인 콘드로이틴 제품은 주로 어떤 경로로 구입된 제품입니까? 
[면접원: 응답이 비슷한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경로”로 질문해주세요.]
□① 의사 처방 하에 약국에서 구입

□② 국내 인터넷, 홈쇼핑

□③ 방문판매원

□④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⑤ 해외에서 구입 (약국, 비타민 가게, 인터넷등 모두 포함)
□⑥ 모른다.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9. 귀하가 일 년간 섭취하는 콘드로이틴의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경

우에도 대략적인 비용을 총 비용에 포함 시켜 주십시오.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③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④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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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0만원 이상

□⑥ 모른다.

40. 귀하가 콘드로이틴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②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③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④ 다른 치료법들 (이를테면 약물치료)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1. 콘드로이틴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처음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①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② 친구

□③ 의사

□④ 방송

□⑤ 약국

□⑥ 기타 (______________)

42. 콘드로이틴 섭취와 관련하여 의사와 상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art H. 콘드로이틴 사용 후 만족도 

43. 콘드로이틴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음 □② 중증도의 효과가 있음

□③ 약간 효과가 있음 □④ 효과가 없음

□⑤ 잘 모르겠음

43-1. 효과가 있다면 주로 어떤 증상이 좋아졌습니까? 
□① 통증 □② 뻣뻣함

□③ 부종 □④ 기타 (                         )

44. 콘드로이틴을 섭취하는 동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음

□② 위장장애(소화불량, 위쓰림, 위헐음 등)
□③ 식욕부진

□④ 두통, 빈혈증세 (현기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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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질환 √ 표 해주십시오

① 심혈관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② 울혈성 심부전증
③ 고혈압
④ 뇌혈관질환 (중풍, 뇌출혈)
⑤ 치매
⑥ 편측마비
⑦ 류마티스 질환(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⑧ 위궤양
⑨ 경증 간질환 (B형/C형 간염보균자, 지방간) 동그라미 치도록
⑩ 중증 간질환 (간경화)
⑪ 신장질환 (만성신부전, 신염)  
⑫ 당뇨병 
⑬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기도폐쇄성 질환)
⑭ 임파선암, 백혈병
⑮ 암_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 (             )
⑯ 알레르기 질환 (비염, 아토피, 천식)
⑰ 호흡기 감염 (결핵, 독감, 폐렴)
⑱ 기타 (_________________)

□⑤ 신장기능 장애 (잦은 소변보기 등)
□⑥ 피부질환 (습진, 두드러기, 반점 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45.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콘드로이틴을 섭취할 것입니까?
□①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② 섭취할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Part I. 기타 정보

46. 현재 귀하의 동반 질환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47. 현재 의사의 처방을 받아 매일 복용하시는 약물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① 혈당강하제 (당뇨) □② 혈압강하제 (고혈압)
□③ 심장질환약물 □④ 지질강하제 (고지혈증)
□⑤ 천식 치료제 □⑥ 위장약

□⑦ 간장약 □⑧ 수면제

□⑨ 항우울제 □⑩ 골다공증 

□⑩ 빈혈약 □⑪ 기타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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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서는 2010년 초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www.neca.re.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8. 귀하의 주거지가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수도권

□② 지방 대도시

□③ 중소 도시

□④ 농어촌

□⑤ 기타 (_______________)

49.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이나 그 이상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

50. 귀하의 가정 월평균소득은? 
□① 백만원 미만

□② 백만원 이상 이백만원 미만

□③ 이백만원 이상 삼백만원 미만

□④ 삼백만원 이상 사백만원 미만

□⑤ 사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미만

□⑥ 오백만원 이상 육백만원 미만

□⑦ 육백만원 이상 칠백만원 미만

□⑧ 칠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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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_____________  ( 서 명 ) 날짜 2009년 11월 __일

법적대리인
□있음    □없음

날짜 2009년 11월 __일
_____________  ( 서 명 )

연구자 ______________ ( 서 명 ) 날짜 2009년 11월 __일

부록 7. 병원설문조사 대상 증례기록서

환자 동의서

저희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서

울대학교 류마티스 내과와 공동으로 건강보조식품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사용현황 및 이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일부 연구에서 골관절염 (퇴

행성 관절염) 치료의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

이 골관절염을 제외한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그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

다. 반면,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 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및 국민들이 이 제품

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국내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한 환자분들에 있

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사용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적 부담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조사원이 모든 설문을 완료하기까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본 병원에서 총 

200명이 같은 문항에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구

자가 본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귀하의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일부 검색 할 수

도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귀하의 이름을 밝히실 필요가 없으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

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

다. 본 조사의 참여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은 전혀 없으며, 일단 동의하신 후에라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중

지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답변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국내사용 현황 조사연구에 핵심적이고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조사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상자 안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 주십시오.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서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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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건강보조식품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일부 연구에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 제품

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여 어떻게 복용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연

구원과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가 공동으로 두 병원에 내

원하는 환자에 있어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사용현황을 알아보는 조사 입니다.
설문이 시작되면 저희 조사원이 귀하에 관한 간단한 정보와 더불어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의 복용 여부 및 구입경로, 효과 등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조사원

의 안내에 따라서 차분히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문을 완성하시기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11. 3.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병원장 배상철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울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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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증례기록서 (Case Report Form)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연구

- 외래 의무기록자료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울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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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진단 정보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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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반 질환

☞ 의무기록조사 기간 동안의 한번이라도 앓은 적이 있는 적이 있는 환자의 동반상병을 전체 

차트에서 조사해주세요.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⑫

⑬ 
⑭ 
⑮ 

□
□

⑯ 
⑰ 
⑱ 
⑱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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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약물 정보 (1회 투여량 투여횟수 빈칸이면 No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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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자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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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품명 제조사 성분명 용량
1 보령글루코사민 (주)한국씨앤스팜 연락처 

등재되지않음
2 동아글루코사민정골드 (주)에스엘에스 염산염 404mg
3 바로나씽씽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 파워워킹글루코사민1500 비타민하우스에프앤비(주) 생산한바없음  
5 일진글루코사민플러스 일진제약주식회사
6 글루코사민골드플러스 (주)뉴팜 OEG황산염 700mg
7 글루코사민골드 (주)뉴팜 OEM
8 포르테글루코사민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9 글루코사민맥스2000 한국바이오팜(주) 황산염 500mg
10 프리미엄글루코사민 (주)뉴팜 OEM
11 영진글루코사민프리미엄 (주)한국씨엔에스팜 염산염 500mg
12 글루코사민분말 (주)바이오랜드 원료 

염산염생산
13 홍주글루코사민플러스 영농조합법인홍주농업양잠조합 연락처를 

찿을수없음
14 글루코사민플러스 오메가3 알앤피코리아(주) 염산염  1000mg

15 일양글루코사민포르테 일양약품(주) 염산염 1500mg
16 글루코사민골드 (주)남양 F&B 염산염 550mg
17 웨이더 글루코사민플러스 

1500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18 유한M글루코사민골드 풍림무약주식회사
19 액상글루코사민골드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20 오스콘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황산염 1500mg
21 유한m글루코사민앤오메가 (주)뉴트리바이오텍 염산염 1000mg
22 굿썸바이오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23 가보글루코사민 (주)가보팜스 없는회사
24 글루코사민M플러스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25 조인트알파N-아세틸글루코

사민
아미코젠(주)

26 글루코사민골드 비타민하우스에프앤비
(주)

생산한바없음

27 일양 
복합글루코사민프리미엄

일양약품(주) 염산염 1000mg

28 N-아세틸글루코사민 (주)바이오랜드 원료 
염산염생산

29 글루코사민엔에스 비타민하우스에프앤비(주) 생산한바없음
30 중외베지글루코사민브이지캅

셀
(유)한풍제약 염산염 500mg

31 보령 글루코사민 알앤피코리아(주) 염산염  1000mg
32 구룡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부록 8. 글루코사민 성분명 및 용량 조사 결과

8.1 국내 제품(640개)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328 -

연번 제품명 제조사 성분명 용량
33 N-아세틸글루코사민골드 아미코젠(주)
34 베지터블 글루코사민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생산한바없음 1000mg
35  관절연골에 도움을주는 

글루코사민1200
(주)바이탈랩 염산염 500mg

36 유한m글루코사민에프 (주)뉴트리바이오텍 직접통화안됨
37 글루코사민프리미어큐 종근당건강(주) 황산염 800mg
38 글루코사민 (주)세모 생산안함
39 뉴 글루코사민골드 비타민하우스에프앤비(주) 생산한바없음
40 관절N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 염산염 650mg
41 조인케어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1500mg
42 글루콘600-글루코사민플러

스
영풍제약(주) 생산중단

43 유한m글루코사민파워 (주)뉴트리바이오텍 직접통화안됨
44 참다운플러스글루코사민 극동에치팜(주) OEM
45 오메가3+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46 중외글루코사민맥스  (주)뉴트리바이오텍 직접통화안됨
47 삼립글루코사민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염산염 750mg
48 프라임글루코사민골드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800mg
49 조인트리케어 

N-아세틸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50 글루코사민프리미엄 종근당건강(주) 황산염 1500mg
51 글루코사민1500 (주)한국씨엔에스팜
52 액티라이프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3 유한m글루코사민탑 (주)뉴트리바이오텍 직접통화안됨
54 유한m글루코사민포르테 (주)뉴트리바이오텍 염산염 1200mg
55 웰러스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56 대웅글루코사민장용정 알앤피코리아(주) 제2공장 모름
57 액상글루코사민골드 일진제약주식회사  
58 탑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800mg
59 글루코사민골드정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60 조인트맥스파워글루코사민 비타민하우스에프앤비(주) 황산염 1050mg
61 유한m 복합 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750mg
62 글루코사민플러스 3000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1500mg
63 명문 글루코사민골드 (주)네추럴에프앤피 염산염 500mg
64 조인러브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65 녹십자글루코사민골드 아미코젠(주)
66 프리미엄 글루코사민153 동서바이오팜 염산염 600mg
67 썬민글루코사민파워 풍림무약주식회사 염산염 320mg
68 제이씨메가플러스 

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69 영진글루코사민에스 (주)한국씨엔에스팜 500mg
70 관절앤 나노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71 굿썸글루코사민S  풍림무약주식회사
72 관절플러스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73 종근당 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74 신신본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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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웅 글루코사민1000 (주)한국씨엔에스팜 염산염 1000mg
76 글루코사민1500골드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1500mg
77 삼진글루코사민골드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78 삼진글루코사민파워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79 보령 조인포르테골드 

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450mg

80 글루코사민엠씨지플러스(MC
G)

(주)렉스진바이오텍 염산염 500mg

81 메가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 수 없음

82 영진프리미엄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83 일동 

N-아세틸글루코사민플러스
아미코젠(주)

84 프라임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800mg
85 글루코사민정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86 제주글루코사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염산염 1회35알당80mg

87 게란티 에스조인글루코사민 게란티제약(주) 없는회사 400mg

88 라이프케어콘틴글루코사민 (주)비오팜 염산염 160mg
89 대상프리미엄복합글루코사민

파워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90 유한m프리미엄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91 마시는 메가 

N-아세틸글루코사민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92 대웅글루코사민에프정 (주)비오팜 염산염  OEM
93 파인골드 글루코사민 (주)남양 F&B 생산한바없음
94 글루코사민2000 (주)서흥캅셀 염산염 600mg
95 신라미인 글루코사민100 신라바이오텍 없는회사
96 다이몬드글루코사민 (주)경인제약 없는회사
97 에이제이엠 릴리프 골드 

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1000mg

98 동아 글루코사민정 골드 (주)에스엘에스 염산염 700mg
99 메가글루코사민에프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100 베지글루코사민브이캅셀 (유)한풍제약 염산염 500mg
101 웰빙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1000mg
102 보령골드조인트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500mg
103 유한m글루코사민F (주)한국씨엔에스팜
104 간세츠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105 뉴트랩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황산염 500mg
106 43케어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107 글루코사민골드 (유)한풍제약 생산한적없음
108 유한m 글루코사민포르테 (주)한국씨엔에스팜
109 오스코민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110 글루코사민조인플렉스 골드 알앤피코리아(주) 염산염 5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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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글루코사민골드 (주)한국메디 염산염

112 글루코사민큐 (주)한국메디 염산염

113 마시는 
N-아세틸글루코사민골드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생산한적없음

114 마시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생산한적없음

115 글루코사민골드 상일제약 염산염 500mg
116 프라임글루코사민 엘라이프주식회사 생산중단됨
117 글루코사민조인에스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118 N-아세틸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119 엔자임글루코사민프라임 아미코젠(주)
120 영진 맛있고 먹기좋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알파
아미코젠(주)

121 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122 글루코사민1000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1000mg
123 강관정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124 로하스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125 대원글루코사민골드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126 보템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아미코젠(주) 340mg

127 글루코사민Q 디에이치팜(주) 생산중단
128 글루코사민 (주)뉴트리바이오텍 직접통화안됨
129 맘앤몸 올리글루코사민 (주)뉴트리바이오텍 염산염 550mg
130 액상글루코사민3000 일진제약주식회사 염산염 15mg
131 라파플러스글루코사민 비타민하우스에프앤비(주) 생산한바없음
132 유한 엠 글루코사민골드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133 글루코사민프리미엄 태웅식품주식회사 염산염 1000mg
134 다나안글루코사민 (주)경인제약 없는회사
135 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136 글루코사민플러스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137 안국 속편한 
N-아세틸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138 맥 츄어블 
N-아세틸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139 보령 나노글루코사민100 (주)한국메디 염산염 300mg
140 조인헬스글루코사민 (주)뉴트리바이오텍 염산염 500mg
141 글루코사민1500 (주)뉴트리바이오텍 염산염 500mg
142 보령오스콘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143 웰빙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000mg
144 조인트케어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500mg
145 글루코사민125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부록

- 331 -

연번 제품명 제조사 성분명 용량
146 글루코사민골드125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47 매스티지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148 웰러스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800mg
149 유비쿼터글루코사민 (주)바이오유비쿼터 생산중단
150 글루코사민리뉴 뉴웰스(주) 없는회사
151 한미글루코사민100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50mg
152 스피드효소분해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153 글루코사민에이스 (주)팜크로스 OEM이라서 

답변할 수 
없음

 

154 글루코사민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염산염 500mg
155 앨트헬스효소분해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156 골든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 염산염 650mg
157 유한파워글루코사민 (주)비오팜 염산염 OEM
158 조인트케어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159 글루코사민조인트골드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160 대상웰라이프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161 실큐글루코사민 (주)뉴트라알앤비티 염산염 400mg
162 광동글루코사민파워 광동제약주식회사 염산염 550mg
163 일양글루코사민 (유)한풍제약 염산염 800mg
164 이지스텝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아미코젠(주)

165 조은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66 글루코사민플러스 (주)유유헬스케어 염산염 400mg
167 구스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염산염 500mg
168 헬스케어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69 글루코사민에이치큐(HQ)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170 동방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171 헬씨웰조이(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172 디스 글루코사민(This 

Glucosamine)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173 조인헬스글루코사민 (주)동구제약 염산염 100mg
174 맥 효소분해 글루코사민골드 아미코젠(주)

175 보령효소분해글루코사민골드 아미코젠(주)
176 조인트글루코사민 (주)허브큐어 염산염 2000MG
177 진락글루코사민F 구안산업(주)금산공장 염산염 400mg
178 조인글루코사민플러스 (주)뉴트리바이오텍 직접통화안됨
179 글루코사민캅셀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500mg
180 글루코사민100 한일그린팜(주) 연락처 

등록안됨
500mg

181 글루코사민 디에이치팜(주) 생산중단
182 SKNP글루코사민리퀴드 

플러스
에스케이내추럴팜(주) 염산염 10ml

183 리스토칼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184 그린웨이브 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염산염 4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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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글루코사민골드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186 오스민3080글루코사민X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87 오스민3080글루코사민S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88 오스민3080글루코사민E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189 골드 글루코사민 상일제약 염산염  
190 완스탑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191 글루코사민플러스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192 웰톤골드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193 글루코사민파워골드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생산한바없음
194 관절건강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195 조인트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196 삼성로하스글루코사민골드 (주)한국씨엔에스팜
197 더보템 글루코사민 (주)팜크로스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198 이모션글루코사민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199 영진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아미코젠(주)

200 유한 글루코사민탑 (주)비오팜 염산염
201 에스엘 본업 글루코사민 (주)세모 염산염 300mg
202 세이놀약센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203 콘드라글루코사민F 대화제약(주)향남공장 염산염 500mg
204 삼진글루코사민골드100 일진제약주식회사 560mg
205 헬시모빌리티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황산염 500mg
206 포스트라이프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207 유한메디카 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208 글루코사민케어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209 글루코사민조인쿨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550mg
210 대상웰라이프팜글루코사민플

러스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211 대연글루코사민 에스케이내추럴팜(주) OEM이라모름
212 일양글루코사민골드1000  일양약품(주) 염산염 550mg
213 일진리폼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분말 530mg
214 뉴프로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215 글루코사민이지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생산한바없음
216 광동글루코사민100 (주)팜크로스 염산염 550mg
217 글루코사민골드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218 SH프로글루코사민  ㈜ 에스에이치팜 생산한바없음
219 글루코사민골드환 (유)한풍제약 생산한바없음
220 노블라이프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221 헬시아글루코사민골드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222 파워글루코사민 (주)비오팜 염산염 OEM
223 글루코사민골드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24 글루코사민골드 (주)팜크로스 OEM이라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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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수 없음

225 굿썸바이오글루코사민TF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226 중외KD-28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227 관절·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1200
(주)바이탈랩 염산염 500mg

228 궁죠이글루코사민함유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29 오스콜골드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염산염 1200mg
230 글루코사민 스포맥스 염산염 540mg
231 무브프리 글루코사민 스포맥스 염산염 540mg
232 리폼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233 마라토닉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234 웰러스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염산염 800mg
235 뉴코사민포르테(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236 글루코사민3080 한일그린팜(주) 염산염 400mg
237 글루코사민플러스 알앤피코리아(주) 제2공장 염산염 500mg
238 아주웰조인트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239 글루코사민정 (주)한국씨엔에스팜
240 실버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241 글루코사민100 (주)유유헬스케어 염산염 550mg
242 오스민3080글루코사민에프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600mg
243 글루코사민조인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244 일동 N-

아세틸글루코사민(NAG)
아미코젠(주)

245 N-아세틸글루코사민분말 아미코젠(주)
246 보령파워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247 리뉴라이프 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248 씨스팜포르테글루코사민 (주)씨스팜 게껍질분말 700mg
249 휴로가인 글루코사민 (주)비오팜 염산염 500mg
250 글루코사민엑티브 (유)동아 후디스 없는회사
251 글루코사민골드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생산한바없음
252 NRC글루코사민골드업 종근당건강(주) 생산중단
253 조인트 글루코사민골드 안국건강주식회사 생산중단
254 글루코사민플러스100 안국건강주식회사 황산염 550mg
255 관절과연골에도움을주는조앤

글루코사민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256 헬시조인트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257  글루코사민황산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258 새로나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259 글루코사민100 한국푸디팜 주식회사 생산한바없음
260 글루코사민쿨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261 골드365글루코사민 (주)한미내추럴
262 엔조인트(글루코사민) (주)태평양제약 염산염 600mg
263 88글루코사민365 에스케이내추럴팜(주) OEM이라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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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글루코사민4080플러스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265 상아글루코사민100 한일그린팜(주) 염산염 500mg
266 키토라이프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267 웰그린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268 유유글루코사민100 (주)유유헬스케어 염산염 550mg
269 동아글루코사민7캅셀 (주)서흥캅셀 염산염 0.4g
270 글루코사민알파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271 앤알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272 기골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273 원데이원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274 조인트2080글루코사민골드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275 글루코사민캡슐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76 글루코사민정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77 글루코사민100 (주)동일 없는회사
278 굿썸글루코사민S (주)렉스진바이오텍 염산염 500mg
279 조인스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280 천금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281 조인죠이(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82 지앤아이글루코사민1700 일진제약주식회사
283 조인프리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염산염 350mg
284 솔빛G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285 일동후디스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염산염 500mg
286 썬스톤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87 오스텍파워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88 영진글루코사민포르테 (주)한국씨엔에스팜 염산염 550mg
289 글루코웰플러스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90 골드3080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91 휴럼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292 오스민3080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93 동아글루코사민캡슐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94 오스민3080골드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295 영진글루코사민플러스 (주)한국씨엔에스팜 염산염 550mg
296 영진글루코사민오케이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297 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298 글루코사민함유제품아스탈 (주)한국씨엔에스팜
299 아미노이드유니온조인트글루

코사민
(주)아미노이드중앙연구소  생산중단

300 조인트러스(글루코사민) (주)뉴트라알앤비티 생산한바없음
301 오스민3080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302 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303 이플러스글루코사민골드 풍림무약주식회사
304 조인헬스(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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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프리존(글루코사민) (주)태평양제약 생산안함
306 웰빙라이프 엔자임 

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307 앨트헬스글루코사민골드 아미코젠(주)
308 조인트글루코사민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309 글루코사민골드7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310 글루코사민조인트 풍림무약주식회사
311 비디엑스-1(글루코사민) 광동제약주식회사 생산안함
312 연건지우(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313 화진글루코사민골드 (주)화진엔앤에이치  500mg
314 일진애즈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50mg
315 매일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염산염 350mg
316 폴리비오칼(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317 샤키(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318 클로본글루코사민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319 아스케어(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320 리셀텍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321 글루코사민이지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322 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323 파워글루코사민100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324 동아글루코사민정 (주)에스엘에스 염산염 500mg
325 일진뉴글루코사민골드 일진제약주식회사
326 조인트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염산염 500mg
327 일양글루코사민100 일양약품(주) 염산염 550mg
328 스펠라 글루코사민

조인트라파
(주)네추럴에프앤피 염산염  

329 카인스(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330 조인케어글루코사민 한일그린팜(주) 염산염 400mg
331 글루코사민포르테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332 코아글루코사민플러스 (주)코아뉴트리션 없는회사
333 한백글루코사민플러스 (주)고려인삼한백식품 염산염 620mg
334 영진글루코사민감마 (주)한국씨엔에스팜 황산염
335 헬씨글루코사민 삼풍비엔에프(주)안성공장 생산안함
336 아티큐(글루코사민함유제품) 아주약품(주)올레아사업부 생산한 바 

없음
337 조인케어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338 글루코사민에프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339 골드맥글루코사민 (유)동아 후디스 없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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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글루코사민골드 (주)제이팜제약
341 웰빙글루코사민골드 (주)한미내추럴  
342 한미글루코사민100 한미약품주식회사 염산염 550mg
343 삼진프로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염산염 400mg
344 글루코사민분말 (주)에스앤디 염산염원료임
345 글루코사민에이스 (주)나라엔텍 없는회사
346 삼성바이오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염산염 400mg
347 글루코사민파워100 일진제약주식회사
348 그린월드글루코사민 한일그린팜(주)
349 수협글루코사민100 (주)두루원 생산안함
350 보령액티브원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351 엘메가글루코사민3750 아미코젠(주)
352 녹십자조인트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550mg
353 글루코사민큐 (주)한미내추럴
354 그린라이프글루코사민 (주)하나에프디
355 엔이비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356 니켄글루코사민플러스 (주)한국씨엔에스팜
357 헬스라이프글루코사민100 일진제약주식회사
358 대웅글루코사민플러스 (주)비오팜 염산염 OEM
359 상아뉴글루코사민100플러스 (주)비오팜 염산염 OEM

360 제일글루코사민정골드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361 글루코사민100 (주)나라엔텍 없는회사
362 글루코사민플러스 (주)한미내추럴 염산염 300mg
363 조인쿨글루코사민 (주)코아뉴트리션 없는회사
364 헬스업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365 파워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공개불가
366 썬민글루코사민골드 풍림무약주식회사
367 글루코사민1500플러스알파 (주)비오팜 염산염
368 글루코사민100 (주)제이팜제약 2008.11.04일

에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369 한독글루코사민조인트라파 (주)동구제약 시판하지않음
370 효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550mg
371 대장금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372 오케이조인트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황산염(33.3%), 

염산염(16.7%)
500mg

373 보령액티브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답변하지않음
374 뉴글루코사민100 일진제약주식회사
375 글루코사민파워골드1000 일진제약주식회사
376 글루코사민환 엘라이프주식회사 생산중단됨
377 로하즈글루코사민 알앤피코리아(주) 모름
378 글루코사민벨 종근당건강(주) 공개불가
379 글루코사민에이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380 헬씨글루코사민100 일진제약주식회사
381 글루코사민F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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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바이오맥스 글루코사민 (주)비오팜 염산염
383 플러스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384 케어B조인글루코사민 (주)제이팜제약 부도남
385 광동글루코사민365 광동제약주식회사 생산안함
386 셀렉트엔자임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387 일양글루코사민골드업 일양약품(주) 생산한바없음  
388 일양1000글루코사민 일양약품(주) 염산염 400mg
389 인오션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염산염 850mg
390 안심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직접통화안됨
391 하나글루코사민 (주)하나에프디
392 조인트글루코사민 (주)하나에프디
393 코아글루코사민 (주)코아뉴트리션 없는회사
394 라이프월드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염산염 350mg
395 글루코사민라이프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396 메가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1200mg
397 삼진조인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염산염 400mg
398 글루코사민프럼 (주)로제트 염산염 500mg
399 제일글루코사민정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400 노다공글루코사민 (주)KD바이오텍 없는회사
401 바롬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402 조인트윈글루코사민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염산염 400mg
403 에스케이엔피뉴글루코사민-

에스
에스케이내추럴팜(주) 황산염 500mg

404 글루코사민M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05 나라글루코사민 (주)나라엔텍 없는회사
406 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407 조인트글루코사민 (주)코아뉴트리션 없는회사
408 쉔픽스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409 글루코사민골드1200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10 웰빙글루코사민골드 (주)뉴팜 OEM
411 헬스하우스글루코사민 (주)뉴팜 OEM
412 중외글루코사민 알앤피코리아(주) 염산염 500mg
413 조인플러스글루코사민 (주)동구제약 염산염 100mg
414 솔빛-지글루코사민 (주)하나에프디
415 파워글루코사민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416 글루코사민스텝Q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417 글루코사민골드 (주)양생당 생산중단됨
418 소프트글루콘-100글루코사

민
영풍제약(주) 생산중단

419 뉴신글루코사민 주식회사 보성 생산중단
420 에스케이엔피글루코사민100 에스케이내추럴팜(주) 염산염 500mg
421 글루코사민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422 글루코사민100 롯데제약(주) 염산염 550mg
423 글루안플러스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424 액티브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500mg
425 유한글루코사민골드 아미코젠(주) 5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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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파워글루코사민팜 (주)한국생명공학 염산염 400mg
427 파워죤글루코사민 대화제약(주)향남공장 판매중단됨
428 글루코사민진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429 보령글루코사민100 보령제약(주) 답변하지않음 550mg
430 맥글루코사민골드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400mg
431 그린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432 천호글루코사민플러스 천호식품 염산염  300mg
433 마디마디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직접통화안됨
434 해피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직접통화안됨
435 웰빙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436 보령액티브골드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437 뉴그린글루코사민 (주)한국생명공학 염산염
438 조인트젠글루코사민1500 일진제약주식회사
439 삼진웰빙그린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염산염 400mg
440 동화글루코사민 알앤피코리아(주) 염산염 1000mg
441 대상웰라이프팜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42 보령글루코사민골드100 보령제약(주) 염산염 550mg
443 부모사랑효글루코사민골드 엠에스바이오텍(주) 직접통화안됨
444 헬스원파워글루코사민100 롯데제약(주) 염산염 350mg
445 글루코사민3070 풍림무약주식회사
446 글루코사민골드 (주)한국생명공학 염산염
447 파워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448 동화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49 파워글루코사민 (주)파시코 단종된상품
450 프로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51 대웅글루코사민골드 (주)동구제약 염산염 500mg
452 글루코사민알파 태웅식품주식회사 염산염 500mg
453 글루코사민에프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50mg
454 퓨어글루코사민 (유)한풍제약 염산염 500mg
455 조인트헬스글루코사민 (유)한풍제약 생산한바없음  
456 일진글루코사민골드 일진제약주식회사 550mg
457 삼진웰빙그린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400mg
458 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459 에버굿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염산염 550mg
460 파워글루코사민 (주)한국메디 염산염
461 건인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462 글루코사민골드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463 글루코사민에프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464 관절및연골건강에도움을주는

글루코사민100
주식회사 쎌 바이오텍

465 글루코사민골드 주식회사 다움 염산염 2.5g
466 예스글루코사민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67 글루코사민시노플렉스 삼성제약공업(주) 생산중단
468 글루코사민100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 직접통화안됨
469 글루코사민 (주)비오팜 염산염 OEM
470 글루코사민100 한국바이오팜(주) 염산염 650mg
471 글루코사민함유조인트 일진제약주식회사
472 글루코사민100 풍림무약주식회사
473 글루코사민올 한일그린팜(주) 연락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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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됨

474 동아글루코사민캡슐5(파이브)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475 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476 글루코사민진골드 (주)한국파비스알엔디 염산염 520mg
477 조인헬스글루코사민 (주)나라엔텍 없는회사
478 웰빙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479 관절및연골건강에도움을주는

글루코사민100
주식회사한미양행 염산염 500mg

480 효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500mg
481 데일리글루코사민 (주)한국생명공학 염산염

482 글루코사민플러스 한미약품주식회사 염산염 550mg
483 글루코사민 상일제약 염산염
484 글루코사민100 태웅식품주식회사 염산염 400mg
485 삼성글루코사민-F 삼성제약공업(주) 생산중단
486 글루코사민100 (주)비오팜 염산염
487 포르테글루코사민 (주)씨스팜 생산안함
488 죠인트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700mg
489 글루코사민조인트포뮬러 (주) 생명공학 없는회사
490 조인트글루코사민100 (주)한국씨엔에스팜
491 인성글루코사민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550mg
492 쿨조인글루코사민플러스 (주)팜크로스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493 파워스톤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494 글루코사민플러스 한일그린팜(주) 연락처

등록 안됨
495 이롬글루코사민플러스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496 글루코사민100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497 씨스팜글루코사민 (주)씨스팜 생산안함
498 글루코사민플러스원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499 조인트플러스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500 글루코사민분말-비에이 (주)바이오랜드 원료 

염산염생산
501 글루코사민정 아미코젠(주)
502 광동글루코사민21 광동제약주식회사 생산안함
503 동아글루코사민캡슐5파이브 일진제약주식회사
504 삼성글루코사민100 삼성제약공업(주) 염산염 550mg
505 삼진오스본골드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06 삼진파워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염산염 20ml
507 종근당건강글루코사민100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550mg
508 글루코사민골드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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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동성조인글루코사민 동성제약(주) 생산중단
510 글루코사민디카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511 조인트웰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512 유니젠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13 조인트젠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514 글루코사민파워 알앤피코리아(주) 모름
515 글루코사민파워골드 일진제약주식회사
516 채움글루코사민  ㈜채움앤비티 분말 600mg
517 웰빙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518 글루코사민좋을시고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공

개못함

519 영진글루코사민골드 (주)한국씨엔에스팜 500mg
520 글루코사민205 일진제약주식회사
521 글루코웰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22 글루코사민제이 (주)한국씨엔에스팜
523 웰빙글루코사민에프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524 글루콘600글루코사민 영풍제약(주) 염산염 500mg
525 롯데파워글루코사민 롯데제약(주) 생산중단
526 엔씨피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527 오스민30알파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528 앨트헬스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750mg
529 케이.유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530 오스콜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염산염 1200mg
531 광동글루코사민알파 광동제약주식회사 생산안함
532 플렉사민글루코사민 (주)한국파마 생산중단 655mg
533 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534 조인트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500mg
535 글루코사민베타골드 풍림무약주식회사
536 영진글루코사민파워 (주)한국씨엔에스팜 300mg
537 조인-B글루코사민 (주)제이팜제약 부도남
538 글루코사민B (주)제이팜제약 부도남
539 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540 동양겐코글루코사민 (주)아미노이드중앙연구소 생산중단
541 글루코사민 (주)양생당 생산중단됨
542 엔자임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543 태영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544 액티브글루코사민골드 (주)서흥캅셀 OEM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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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할수없음

545 엠디티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546 글루코사민콘사골드 종근당건강(주) 생산안함
547 웰빙죠이글루코사민 삼성제약공업(주) 생산중단
548 그린헬스웰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549 보령조인골드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500mg
550 허바플렉스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820mg
551 라파플러스글루코사민알파 일진제약주식회사  
552 조인트케어글루코사민 주식회사 쎌 바이오텍
553 조인트렌330글루코사민 대화제약(주)향남공장 판매중단됨
554 글루코민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555 조인글루코사민 (주)네추럴에프앤피 OEM
556 글루코사민1000 (주)서흥캅셀 OEM이라서

답변할수없음
557 비테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558 오스본골드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559 동구글루코사민 (주)동구제약 시판하지않음
560 헬스죠인트글루코사민 대화제약(주)향남공장 판매중단됨
561 글루코사민조인케어 아미코젠(주)
562 부모사랑효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직접통화안됨
563 글루코사놀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64 글루코사민파워 (주)한미내추럴 연락처 

등재되지않음

565 글루코사민에스 (주)한국신약 연락처 
등재되지않음

566 그린웰글루코사민 아미코젠(주)
567 그린웰글루코사민분말 아미코젠(주)
568 보령글루코사민골드 보령제약(주) 염산염 500mg
569 아주웰조인트글루코사민 아주약품(주)올레아사업부 염산염 500mg
570 뉴조인트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71 글루코사민골드 (주)한미내추럴
572 글루코사민 (주)세모 생산안함
573 조인포르테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450mg
574 플라이206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575 조인스텍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576 글루코사민조인러브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400mg

577 조인트-에이(A)글루코사민 조아제약(주) 분말 491mg
578 테라1000글루코사민 일양약품(주) 생산중단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

- 342 -

연번 제품명 제조사 성분명 용량
579 퓨전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80 글루코사민플러스 종근당건강(주)
581 조이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1000mg
582 글루코사민알파 종근당건강(주
583 2080글루코사민골드 일진제약주식회사
584 글루코사민550 일진제약주식회사
585 삼진헬시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586 조인트플러스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생산중단됨
587 코액스글루코사민 인성제약(주) 직접통화안됨 500mg
588 글루코사민포르테 (주)제이팜제약 제이팜제약이 

부도남
589 한미글루코사민 한미약품주식회사 생산중단
590 조인-F글루코사민 조아제약(주) 직접통화안됨
591 글루코사민함유조인트액티브 일진제약주식회사

592 글루코사민이지 주식회사 쎌 바이오텍
593 조인트헬스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594 보령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650mg
595 보령조인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500mg
596 하나글루코사민플러스 (주)하나에프디 염산염
597 글루코사민플러스 (주)렉스진바이오텍 염산염 500mg
598 제이에이글루코사민 동서바이오팜 영업상비밀 

공개못함
500mg

599 보령아스퀸골드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450mg
600 조인트큐글루코사민 (주)한국파마 생산중단
601 글루코사민업 종근당건강(주)
602 죠인트서포트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500mg
603 글루코사민골드 종근당건강(주) 염산염 650mg
604 헬씨글루코사민 (주)한국생명공학 염산염
605 파워그린글루코사민 (주)한국생명공학 염산염
606 글루코사민프린스 풍림무약주식회사
607 글루코사민 주식회사 엠에스씨 생산한바없음  
608 광동글루코사민 광동제약주식회사 염산염 550mg
609 헬스원글루코사민 롯데제약(주) 염산염 400mg
610 경남글루코사민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611 한삼인편한세상글루코사민캅

셀
(주)NH한삼인 생산한바가없음

612 세라맥스글루코사민 (주)동구제약 시판하지않음
613 글루코사민1500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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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글루코사민조인플러스 주식회사 한일양행 분말 500mg
615 뉴팜글루코사민 (주)뉴팜 염산염 400mg
616 맥파워 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617 글루코사민 (주)한미내추럴 연락처 

등재되지않음
618 글루코사민 (주)자광 염산염 250mg
619 글루코사민조인플렉스 알앤피코리아(주) 염산염 1000mg
620 글루코사민 태웅식품주식회사 염산염 400mg
621 죠이2060골드글루코사민함

유
(주)렉스진바이오텍 생산안함  

622 보령아스웰파워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300mg
623 보령조인파워글루코사민 보령제약(주) 염산염 300mg
624 엔플라젠1000글루코사민 (주)싸이제닉 생산안함
625 라파플러스글루코사민 엠에스바이오텍(주) 염산염 500mg
626 리포글루코사민 풍림무약주식회사
627 글루코사민토마스파 (주)로제트 염산염 2g
628 글루코사민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염산염 400mg
629 글루코사민 (주)서흥캅셀 OEM이라서 

답변할수없음
630 한풍글루코사민파워 (유)한풍제약 염산염 500mg
631 콘트로글루코사민 (유)한풍제약  
632 헬스글루코사민 (주)한국씨엔에스팜
633 글루코민에프글루코사민 알앤피코리아(주) 모름
634 카트리지포뮬러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주)서흥캅셀 OEM이라서답

변할수없음
 

635 글루코사민스타시G 일진제약주식회사
636 네추럴웨이글루코사민조인포

스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염산염 400mg

637 조인웰 글루코사민 (주)싸이제닉 염산염 320mg
638 인성카라본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600mg
639 광동글루코사민케어 광동제약주식회사 염산염 550mg
640 일진글루코사민 일진제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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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리제이팜(주) 오스빌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염산염 1000mg

2 쓰리제이팜(주) 글루코사민오스웰 염산염 1000mg
3 에스피팜텍 글루코사민파워플렉스 수입중단
4 큐브트레이딩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 염산염
5 (주)코스트코코리아 글루코사민 여러종류판매하여

답변불가
6 주식회사 엔이오푸드월드 리젠알파글루코사민 연락처번호없음
7 (주)지에프인그리디언트 글루코사민염산염 연락처번호없음
8 (주)미건의료기 미건글루코사민 염산염 550mg
9 (주)좋은비타민 글루코사민& 샤크카틸리지 황산염 971mg
10 헬씨웨이코리아 생그린홍합글루코사민 염산염 250mg
11 (주)서흥캅셀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2 (주)메디스턴 글루코사민조인트 포르테 연락처를 받지않음
13 (주)서흥캅셀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4 (주)네이처스토리 글루코사민골드 트리플 황산염 600mg
15 (주)디에이치씨코리아아이엔씨 글루코사민 염산염 555mg

16 웰빙건강클럽 조인트 글루코사민 황산염 1675mg
17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주) 리플레넥스글루코사민 염산염

18 (주)알비케이뉴트라슈티컬코리
아

트루블루 글루코사민함유 제품 
500mg 300 캅셀

직접통화안됨

19 스위스허벌코리아(주) 글루코사민플러스 샥카트리지 황산염 600mg

20 (주)다인내츄럴 글루코사민분말
(D-GLUCOSAMINE HCL)

글루코사민분말

21 한국솔가(주) 솔가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
22 (주)효성 무역PG 우메켄 글루코사민F 염산염 250mg
23 포춘팜코리아 조인트플렉스글루코사민1500 황산염 1750mg
24 (주)파마택코리아 플렉사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염산염 750mg
25 (주)비타민트리 조인트 서포트 글루코사민 황산염 1500mg
26 스위스허벌코리아(주)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800mg
27 엔비티코리아 오스테오 플러스 글루코사민 수입중단
28 굿헬스코리아 굿헬스 글루코사민1500 직접통화안됨
29 화인코리아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30 키세이도코리아(주) 글루코사민상어연골 염산염 1500mg
31 TNC KOREA

(티엔씨코리아)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500mg

32 (주)앤앤비월드 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33 (주)콜라지코리아 마더네스트 글루코사민120정 황산염 1500mg
34 (주)헬씨웨이 복합 글루코사민로얄 황산염 750mg
35 (주)세원통상 글루코사민황산염분말 황산염
36 한국암웨이(주) 글루코사민 염산염 500mg
37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헬시모빌리티 글루코사민 수입중단

8.2 수입제품 (2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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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동화약품(주)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39 (주)드림리더 메가 글루코사민& 상어연골 황산염 500mg
40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프로코사 II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41 포춘팜코리아 플러스글루코사민1500 황산염 750mg
42 승명통상 글루코사민그린 없는회사
43 엔에이치티케이(주) 글루코사민2200 염산염 780mg
44 (주)바이오뉴트라슈트칼 에센17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45 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46 이앤에스(주) 글루코사민분말(D-GLUCOSAM

INE HCL)
글루코사민분말

47 (주)신세계이마트부문 글루코사민 답변 하지않음 
48 (주)드림리더 글루코플렉스 글루코사민 황산염 550mg
49 한돌씨앤씨 호주글루코사민프러스 직접통화안됨
51 (주)스카이블루인터내셔날 헬스케어-글루코사민
52 엔에이치비.코리아 네이처스 포레스트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55 포춘팜코리아 플러스글루코사민1500 황산염 500mg
54 (주)미래바이오텍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55 (주)세원통상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56 화일약품(주)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57 세정바이오팜 이엑스디엠 글루코사민 황산염 750mg
58 시카고헬스코리아 파워 글루코사민 염산염 1300mg
59 굿헬스코리아 굿헬스 그린 글루코사민 황산염 600mg
60 오케이랩상사 솔루플렉스 - F 글루코사민액 직접통화안됨
61 조흥상사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62 (주)서흥캅셀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분말
63 헬스하우스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64 뉴트로피아 글루코사민오스테오 타회사로합병
65 주식회사 진용내츄럴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66 에스에취컴퍼니(주) 글루코사민콤플렉스 황산염 250mg
67 양천무역 파마렉스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68 올그린라이프 글루셀 글루코사민 염산염 500mg
69 엔에스지 글루코사민골드 염산염 100mg
70 창건무역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분말
71 씨.에스에프(주)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72 (주)다인내추럴 다이나믹 글루코사민 염산염 770mg
73 에이아이코리아 글루코사민황산염 황산염
74 엘씨닷컴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75 (주)네이처스훼밀리코리아 네이처스 훼밀리 

글루코사민120정
황산염 1500

76 유니시티코리아(주) 오스테오 에센셜 글루코사민 염산염 1600mg
77 (주)유니더스 코사미놀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황산염 713mg

78 (주)대림물산 글루코사민분말(D-GLUCOSAM
INE HCL)

글루코사민분말

79 유에스에이메디칼 글루코사민다이나믹 라이프 염산염 1672mg
80 (주)세원통상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 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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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단쇼핑 상아 글루코사민100 없는회사
82 리더스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83 (주)네이처스토리 글루코사민골드 샥카트리지 염산염
84 바이오라이프(주) 브이원(글루코사민함유제품) 황산염 560mg
85 KC내츄럴 리프젠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없는회사
86 (주)바이오뉴트라슈트칼 글루코사민플러스 샥카트리지 염산염 1670mg
87 케이엔씨 트레이드 글루코사민그린 황산염 600mg
88 임뮤노씽크 IT-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89 주식회사 진용내츄럴 글루코사민황산염 황산염
90 청우씨엔에프(CNF)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91 (주)닥터스초이스 아스케어 글루코사민 염산염 1600mg
92 에스에취컴퍼니(주)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250mg
93 (주)콜라지코리아 마더네스트 글루코사민캅셀 황산염 500mg
94 선강인터내셔날 글루셀 글루코사민 염산염 500mg
95 해피플러스코리아 글루코사민3 없는회사
96 (주)동원에프앤비 글루코사민황산 500 황산염 500mg
97 (주)진성에프엔비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98 유에스에이메디칼 글루코사민다이나믹 조인트 황산염 1672mg
99 헬스하우스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00 굿헬스코리아 굿헬스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101 화일약품(주)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02 (주)신화바이오 글루코사민분말(D-GLUCOSAM

INE HCL)
글루코사민분말

103 (주)리코넥스 바이탈트리 글루코사민콤플렉스 염산염 1000mg

104 웰빙건강클럽 프리미엄 글루코사민 염산염 1500mg
105 풀무원건강생활(주) 내추럴글루코사민G 취급중단
106 (주)다머스트 퓨어헬스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107 에이치엔비캐나다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971mg
108 (주)엘카라 조인트 에이드 글루코사민 황산염 1020mg
109 (주)엘카라 녹색입홍합 글루코사민 황산염 617mg
110 (주)동원에프앤비 메가 글루코사민1000 황산염 1000mg
111 (주)동원에프앤비 글루코사민750 골드 염산염 750mg
112 (주)에이엔씨 콘드로 콤프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직접통화안됨

113 주식회사 진용내츄럴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14 (주)더써머스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15 비타팝스(주) 글루코사민황산 1000 황산염 1000mg
116 (주)바이오랜드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17 (주)비토피아 뉴트리나 그린립드머슬 

글루코사민
황산염 617mg

118 (주)신화바이오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분말
119 아이비티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20 (주)뉴트리바이오텍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21 웰빙건강클럽 파워 글루코사민 황산염 600mg
122 헬스모아코리아(주) 액티브 골드 글루코사민 염산염 250mg
123 메딕스코리아 글루코민 글루코사민 황산염 1650mg
124 (주)마더스팜 글루코사민조인트케어 염산염 5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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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바이오글랜코리아 글루코사민1500 염산염 1500mg
126 비타민하우스(주) 액티브 글루코사민골드 황산염 1500mg
127 비타민하우스(주) 초이스 글루코사민썰페이트 황산염 1500mg
128 (주)파마택코리아 코사렉스-에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염산염 1.21g

129 유니시티코리아(주) 오스빌(글루코사민함유제품) 당사와관계없음
130 굿모닝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라고타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없음

131 에이스트레이딩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32 오가닉피아(주) 상어연골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133 (주)파마택코리아 오스아딘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연락처등재없음
134 한국칼캠약품(주) 칼캠글루코사민 알려주지않음
135 (주)나라바이오메드 글루코사민 황산염 500mg
136 (주)덕수무역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37 보람제약주식회사 아스로칼-디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황산염 500mg

138 (주)진성에프엔비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39 안국건강주식회사 글루코플렉스 글루코사민 단종
140 오케이랩상사 조인 글루코사민액 연락처등재안됨
141 엔에스지 파워 글루코사민 황산염 1675mg
142 (주)대림물산 글루코사민분말

 (D-GLUCOSAMINE HCL)
글루코사민분말

143 비타민하우스(주) 에센셜 글루코사민골드 황산염 1500mg
144 포춘팜코리아 조인트플랙스글루코사민1500 황산염 1500mg
145 대창무역상사 글루코사민770 콤플렉스 섬유관련회사
146 (주)대림물산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47 (주)한국메디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48 한국아큐라 아큐라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분말
149 (주)신화바이오 디-글루코사민황산염 황산염
150 에이스트레이딩 글루코사민염산염 분말 염산염
151 (주)마더스팜 한불 트리플엑스 글루코사민 염산염액체 비공개
152 (주)씨엔씨커뮤니케이션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1430mg
153 오케이랩상사 막스프렉스 글루코사민액 연락처등재안됨
154 (주)동호팜 글루코사민함유.루마톤 황산염 1200mg
155 (주)메로사팜 글루코사민함유.루마트림 연락처등재안됨
156 (주)대덕약업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57 (주)메로사팜 글루코사민함유.루마돌 연락처등재안됨
158 (주)닥터스초이스 글루코사민16+ 연락처등재안됨
159 (주)대덕약업 글루코사민황산염 황산염
160 에이치엔비캐나다 상어연골 글루코사민 황산염 500mg
161 (주)한국메디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62 (주)동원에프앤비 암엔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500mg
163 (주)유도라인터내셔날코리아 에스본 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안됨
164 (주) 스프링헬스코리아 지엘엠 골드 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165 헬스포 제놀글루코사민 모름 300mg
166 에이비에프글로벌 GLUCOSAMINE 

SULFATE2KCL
황산염

167 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그린 그로운 글루코사민염산염 연락처등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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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Uni - Rex 오에이프러스-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안됨
169 스카이메딕 그린머셀 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안됨
170 (주)네츄럴메이드 아이언맨 조인트 

글루코사민어드밴스드
연락처등재안됨

171 주영엔에스(주) GLUCOSAMINE 
SULFATE2KCL

황산염

172 (주)선플러스 글루코사민플러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직접통화안됨

173 (주)메디스턴 글루코사민조인트 포뮬러 직접통화안됨
174 ATG컴퍼니 썬에버 글루코사민골드 없는회사
175 마더스초이스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176 엔비티코리아 바이탈조인트글루코사민 없는회사
177 오케이랩상사 조인트 글루코사민액 없는회사
178 웰빙건강클럽 글루코사민골드 염산염 1680mg
179 화인코리아 글루코사민염산염 분말 염산염
180 (주)씨피웰코리아 씨피웰 오스테오-엑스엘 

글루코사민
황산염 925mg

181 (주)테일러앤드개빈 조인트 골드 글루코사민 염산염 1500mg
182 (주)콜라지코리아 마더네스트 글루코사민500mg 

60캅셀
황산염 1500mg

183 그래이스 헬스 푸드(Grace 
Health Food)

그레이스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184 이코트레이딩 상어연골 글루코사민프라임 황산염 1000mg
185 (주)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86 (주)신화바이오 디-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187 비타민하우스(주) 초이스 글루코사민포르테 황산염 1.225g
188 오케이랩상사 솔루플랙스 글루코사민액 없는회사
189 양지물산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90 월드짐 조인트 원 글루코사민 염산염 1200mg
191 (주)썬물산 글루코사민 황산염 1675mg
192 코사민코리아(주) 코사민 디에스 글루코사민 황산염 1500mg
193 에스유홀딩스 주식회사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194 (주)신화바이오 글루코사민분말(D-GLUCOSAM

IN HCL)
글루코사민분말

195 (유)포라이프리서치코리아 플렉스4라이프 글루코사민 모름
196 (주)메디스턴 화이토밸런스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197 센텍스알앤디(주) 조인트 

글루코사민상어연골추출물
수입중단

198 (주)지앤에이치플러스코리아 글루코사민설페이트 플러스 황산염 950mg
199 내츄럴초이스 조인트 글루코사민 황산염 1675mg
200 헬스웨이코리아(주)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201 주영엔에스(주) 글루코사민분말(D-GLUCOSAM

INE HCL)
글루코사민분말

202 (주)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203 (주)파마택코리아 씨피에이-메가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염산염 7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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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주)바이오뉴트라슈트칼 아스플러스 글루코사민 염산염 1472mg
205 (주)델리플러스 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206 한국바쓰 주식회사 플렉스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07 (주)아이씨엔프라자 뉴트라바이트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08 (주)로하스피아 에이제이엠 릴리프+ 

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209 영동티엔에프 이-스텝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10 (주)로하스피아 에이제이엠 릴리프 골드 

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211 헬스프라자 샤크 골드 플러스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212 한국엔에프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213 오케이랩상사 솔루프렉스 글루코사민액 없는회사
214 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코요글루코사민SC 없는회사
215 메디코스팜 글루코사민포르테 콤비네이션 연락처연결안됨

216 상형푸드팜㈜ 디-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217 팬아시아마케팅(주)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218 오케이랩상사 조인쿨 글루코사민액 없는회사
219 보맥스(BOMAX) 골드 글루코사민 모름
220 네츄럴그린 글루코사민골드 없는회사
221 네츄럴그린 조인트골드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22 (주)닥터스초이스 초이스 글루코사민 비공개
223 (주)닥터스초이스 글루코사민 비공개
224 내츄럴 코리아(NATURAL 

KOREA)
헬시 그린 글루코사민앤 
상어연골

염산염 1689mg

225 캐나다 네츄럴 케어 조인트 골드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226 (주)다머스트 글루코머슬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황산염 800mg

227 유나이티드더글라스코리아(주) 더글라스 글루코산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28 (주)엔아이피알 비엔에프 상어연골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29 (주)빌리스 인사이드 바이탈조인트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30 (주)덕수무역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분말
231 (주)스카이뉴팜 스카이 헬스 브이포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황산염 1000mg

232 카보산 솔가 글루코사민 황산염 1000mg
233 (주)오륜무역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234 (주)미르커머스 바이탈조인트 글루코사민 황산염 1500mg
235 (주)화진글로벌 글루코사민플러스 염산염 500mg
236 (주)애니팜 실버가드 글루코사민 황산염 945mg
237 (주)탑포인트인터내셔날 뉴헬시 그린 글루코사민 황산염 964mg
238 주식회사가자인터내셔날 그린 머슬 글루코사민 모름 300mg
239 닐로인터내셔날 뉴조인포르테(글루코사민함유제

품)
황산염 1000mg

240 (주)바이오뉴트라슈트칼 뉴트라 2000 글루코사민 수입증단
241 메디코스팜 글루코사민2000플러스상어연골 염산염 10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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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주)비토피아 그린립드머슬 글루코사민 황산염 617mg
243 엑세닉네츄럴(Axenic 

Naturals)
글루코사민플러스 염산염 500mg

244 (주)에녹라이프 메가라이프 글루코사민 없는회사
245 (주)바이오뉴트라슈트칼 글루코사민-에프 염산염 527mg
246 나오무역 상어연골 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안됨
247 (주)바이오뉴트라슈트칼 오스테오 글루코사민 염산염 1600mg
248 뉴트라젬스코리아 키토-글루코사민쪼인트-C 연락처등재안됨
249 에스피팜텍 글루코사민파워조이넥스에프 연락처등재안됨
250 오로니아코리아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971mg
251 (주)조흥 글루코사민황산염 수입중단
252 (주)뉴트라알앤비티 초이스 글루코사민포르테 연락처등재안됨
253 우전약품교역(주) 아스로칼-디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연락처등재안됨

254 유나이티드더글라스코리아(주) 더글라스 조이써포트 
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안됨

255 (주)오현파마코푸레이션 글루코사민플러스 황산염 1000mg
256 ㈜신화바이오 디 글루코사민염산염 염산염
257 (주)동호상사 글루코사민함유.루마톤 모름 1200mg
258 (주)씨에치팜 글루코사민조인트케어 염산염 500mg
259 영풍제약(주) 염산글루코사민 염산염 480mg
260 하이비코리아 해피웰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261 메가바이오 웰-캡스 글루코사민카티리지 실험실용
262 (주)뉴질랜드드림라인 로얄조인트3 글루코사민 연락처등재안됨
263 (주) 메가바이오 글루코사민카티리지 실험실용
264 (주)칼슨코리아 뉴트라 글루코사민 직접통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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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2010년 1월 27일 결과 발표회 녹취 

요약본

# 정리한 연구자 주: 결과 발표 후 토론회 내용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패널토의

1) 김경애 상임활동가 (건강세상 네트워크)

○ 근골격계 환우회와 접촉하여 본 바로는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이 적절한 정보없이 오

용되는 것으로 보임. 적절한 정보와 환자의 필요보다는 선물 등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짐

에도 문제가 있음. 복용자들이 성분명 등을 알지 못하고 과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에서 의료 급여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비용으로 일인당 연간 6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 오늘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글루코사민구매비용이 일인당 연간 6

천원이라면, 이는 매우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하여 의료인의 권고로 복용하는 것은 올바르겠지만 기대감에 의한 구매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환자나 일반인 대상 과장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 글루코사민을 검색하였을 

때, 글루코사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판매자가 답하고 있음. 홈쇼핑 광고를 통해

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노출되므로 과장광고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오늘 연구 결과로 보면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

임.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의 조정이 필요하겠음. 

○ 앞으로 국민 및 환자 단체와 활동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복용의 주의점을 확산해 나가는 활

동을 펼쳐나가겠음

2) 김희천 교수 (정형외과학회, CHA의과학대학교 정형외과)

○ 일반인 및 환자 중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사용 현황 조사의 결과 및 체계적 문헌고

찰의 결과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끼는 점과 동일하며 공감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었음.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이 효과가 있는지가 의심됨

○ 미국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1200만불 (한화 150억원)을 들

여 16개 센터에서 1,583명의 OA(Osteoarthritis)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GAIT 

연구의 결과도 글루코사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음. 다만 하위그룹 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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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to-severe 통증을 가진 환자 354명에서만 위약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 부분도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하위그룹 연구대상

자 수가 충분치 않아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미국 AAOS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에서는 글루코

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무릎 OA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A 등급). 우리나라에서도 대

한 슬관절학회 치료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두 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B등급)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임

○ 환자들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영양제로 생각하고 복용하고 있으므로 의사가 사용

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복용중인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당뇨병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음. 초기 당뇨병이나 내당능 장애 때 당뇨병으로 진단

받지 않았거나 약물적 치료 선택없이 운동했을 때 글루코사민복용하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결과는 있음

○ 결론적으로 글루코사민을 OA 환자 일부에는 쓸 수 있으나 (위장관 장애가 너무 심해 다

른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3) 김병성 교수 (가정의학과학회,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7년 본인인지 관절염 유병률은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약 104명이었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

○ 미국내 OA 및 RA 추정 유병률은 2007년 4,800만명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출처: Hootman & Hilmick. Projections of US 

prevalence of arthritis and associated activity limitations. Arthritis 

Rheum 2006:54:226)

○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환자가 많아지며 따라서 요구가 높아져서 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오늘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은 산업체의 후원을 받지 않는 연구들에 따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의학과의 입장은 근거중심의학을 지침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함. 국민들에게 공정한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함. 임상의로서 환자에게 권고하지 않음

○ 가정의학회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지만, TF팀을 구성하여 골관절염 환자에게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해야 함

○ 일부 연구에 의하면 내당능 장애환자에서 혈당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결

론은 아직 없고, 이것도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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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선근 교수 (재활의학과학회,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 사용현황에 대한 결과는 현재 임상에서 느끼는 점과 유사.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가 해외

에서 보내온 글루코사민에 관하여 묻는 경우가 많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글루코사민의 원래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는 현황 또한 잘 반영하고 있음

○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각 RCT 연구의 질과 연구비 출처에 대한 층화분석을 

통해 확실한 결과를 내렸다고 생각함

○ 글루코사민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권고가 필요함

○ 추후 글루코사민의 위해성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함

자유토론

이상무 위원: 본 연구에서는 복합제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기관에서 수행된 

체계적 고찰 연구들의 복합에 대한 결과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허대석 원장: 현황조사의 연구결과를 보면 OA 진단을 받지 않고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는 경우

가 많음. OA의 일차 예방으로서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음. 글루코사민의 효과 논의에 있어서 OA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효과

가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함.

배상철 교수: 현재 OA 환자에 관한 근거만 존재함

허대석 원장: OA 환자에서 효과가 없는데 사용빈도가 높음. 이 gap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활

동을 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임상연구), 또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

의가 있어야 할 것임.

이은봉 교수: 글루코사민의 OA 일차 예방으로서의 효과는 관련 연구 등 근거가 없어 결론 

내리기 어려움. 현 시점에서 추후 연구는 염산염과 황산염의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NIH의 GAIT 연구도 염산염 글루코사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아직까지 황산염인 경우 공적 임상연구가 행해진 바 없어서 임상연구를 시도할 

가치가 있음. 연구 설계시 4 arms로 Rotta 글루코사민(황산염) 제품, 국내 글루코사

민황산염 제품, 염산염 제품, 위약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제약사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으며 제약사 후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임.

이상무 실장: 보험 급여 부담은 그리 많지 않으나, 현황조사 결과로는 사회적 부담이 약 3천

억으로 추정되었음. 국내에서 판매되는 글루코사민성분은 황산염과 염산염 중 어떤 것

이 더 많은 지 확인 필요함

배상철 교수: 국내 건강식품 등록제품의 약 70%가 염산염 글루코사민으로 밝혀졌으며 급여

약제는 모두 황산염 글루코사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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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원장: OA 환자내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방 및 OTC(Over The Counter) 판

매를 방치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논의가 필요함

김희천 교수: 동감함. 의사 처방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의료선진국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을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

로 가능한지 의문스러움.

허대석 원장: 추가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근거를 모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무 실장: 임상의들은 권고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해됨.

이은봉 교수: 글루코사민은 부작용 측면에서 매우 안전함. 을 하게 된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

들여 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국민들에게 알 권리로서 효능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개인이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좋겠음.

배상철 교수: 더 유연한 접근이 좋겠음. 부작용이 염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며 인위적 또는 제

도적 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함.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 및 정부에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이에 따라 판단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임상의가 추천할 때 근거에 준하여 추천을 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김수영 교수: 분명한 점은 염산염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확산하는 것이 필

요함.

이상무 실장: 연구진에서 본 연구와 다른 기관의 연구결과들 간에 차이점과 일관성을 종합 정

리해주길 바람.

김수영 교수: 연구 포함된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기관 연구와 조금 다르나 질 높은 RCT들의 

결과는 황산염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염산염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는 점이 일관적으로 같았음.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Rotta 글루코사민과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관한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본 연구에 포함되는 RCT

들의 연구기간 등 포함기준이 달라서였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음.

이상무 실장: 참석자 모두 품목이 많은 염산염이 효과가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 그

렇다면 후원을 받은 연구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들 간에 연구간 이질성의 차이와 글루

코사민의 효과의 차이는 잠재적인 비뚤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김수영 교수: 후원받은 연구들에 잠재적 비뚤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함.

이상무 실장: 무작위 연구만 뽑았으니 이중맹검이나 배정은폐 부분에 대한 비뚤림이 많을 수 

있음. 비뚤림이 적은 연구들에서는 글루코사민의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함.

허대석 원장: 선택된 RCT들이 위약과의 비교인지 표준적 치료와 비교인지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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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교수: 선택된 RCT들 중 NSAIDs 비교와 위약 비교 두 가지를 보고서에서는 연구결

과에 제시하였음.

김수영 교수: NSAIDs와 비교한 연구가 8개인데 연구의 수가 적어 결론내리기 불충분하였으

며 연구결과에는 검토가 되어 있음.

허대석 원장: 태반주사의 경우 여성호르몬제와 비교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 글

루코사민의 경우에도 NSAIDs가 있는데 왜 위약과 비교한 연구만 분석을 하는가에 대

한 의문이 생김.

이상무 실장: (요약) 첫째, 현황조사 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1명이상이 글루코

사민 또는 콘드로이틴을 복용하고 있으며 제품 구입에 약 3천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부담임. 둘째, OA 진단 받지 않고 복용하는 경우가 70%에 

이름. 예방적 복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찰이 필요함. 전체적으

로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복용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셋째,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없으며 황산염은 효과가 있는 연구와 없는 

연구가 산재해 있어서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없으나 배정 은폐가 잘된 연구

에서는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잠재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연구(후원

을 받은 연구)를 제외했을 때도 이질성이 사라지고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

음. 이상의 내용은 완전한 결론이 아니며 연구 방법을 더 보완하고 사회적 appraisal

을 거쳐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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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 100208_01, 2010. 2. 8)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에서도 주목하였던 바입니다. 건약이 그 동안 검토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일관성 없는 방식의 연구 모델을 사용하거나, 두 약물의 유효성이 위약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건약은 2009년 7월 이미 ‘적색경보’를 통해 
두 약물의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서 수행한 결과보고서는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
이틴이 위약과 비교하여 골관절염의 통증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에 효과적인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이는 건약이 그 동안 검토해왔던 문헌들의 결과와 일치하였습
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글루코사민구입을 위한 총 지출 비용이 연간 약 
2,800억 원으로 국가적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약효가 입증되지도 않은 
약물에 막대한 보건의료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서 수행
한 연구를 통해 두 약물의 유효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
가합니다.

한국제약협회(제약 106(기획)-151호, 2010. 2. 17)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회신요청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의견제출로 갈음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026, 2010. 2. 8)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 기능성과 안
전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하며, 글루코사민 또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이라는 내용으로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원의 연구보고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대상자가 아닌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 때까지 우리협회는 의
견제출을 보류하고자 하오니 그때까지 이와 관련한 외부 발표는 일체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
립니다.

부록 10. 관련 이해 단체에서 제출한 서면 의견

2010년 1월 27일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위하여 관련 이해 단체로 토론 패널로 요청

하였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토론회 당일 참석

보다는 서면의견으로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추후 제출받은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당 기관

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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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747, 7.1) 

공통사항.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효능․효과와 기능성, 판매제한 여부 등을 근거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

고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기술 필요
 ∎의약품 효능․효과인 '골관절염 등의 치료효과'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차별화하여 기술  
   (, 약제의 표기방법 변경 필요)
 ∎'골관절염 예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위에 속하지 않음

핵심결론 1.
 ∎설문조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글루코사민(건강기능식품)'으로 

명시
 ∎글루코사민생산실적 
    ‧ 건강기능식품('09) : 284억원 
       (국내제조 165억원, 수입119억원)
    ‧ 의약품('09년) : 142억원 (수입실적 없음)

정책제언 1.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정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

능성' 의미 전달 추가

핵심결론 2.
 ∎핵심결론 ②~⑤ 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연골 및 관절 건강에 도움) 보다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골관절염 치료)를 중심으로 검토된 것임을 명시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된 염산염은 없음 추가

부록 11. 연구성과검토위원회를 위한 관련 기관 

서면 의견 

2010년 5월 7일 연구성과검토위원회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결론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검

토를 받을 것을 결정하여, 성과확산팀에서는 2010년 5월 18일~ 7월 16일 동안 9개(대한

류마티스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건강사회

를 위한 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기능식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다. 7개 기관에서의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유관기관의 회신 의견은 2010년 7월 

9일, 16일 연구성과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되어 본 연구의 결론에 반영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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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와 동일하게 수정 : '~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다.'

정책제언 2 : 연구성과 검토위원회 의견(삭제)에 동의

핵심결론 3.
 ∎공통사항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된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 복합제 없음 추가

기타 수정사항
 ∎1.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사용현황관련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통계 관련 내용 수정
 ∎2. 쟁점 관련 : 보도 내용 수정

○ 대한가정의학회 (2010-4452, 6.8)
∎현재 범주1(RCT 대상의 SR)의 연구 Data로 종합하여 볼 때 골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

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산업체의 후원을 받지 않은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
틴 연구의 경우)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차의료 임상가로서 이들 을 환자들
에게 권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인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골관절염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증진 
또는 골관절염 예방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사용 지침
이 새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 분석에 사용된 연구의 대부분이 국내자료가 아니고, 국내의 장기간 RCT를 통한 안
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많은 환자들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로 복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후 이들의 장기복용이 미칠 수 있는 건강위해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한류마티스학회 (대류학제2010-149호, 6.16)
∎핵심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의 타당성 및 적절성의 의견에 대해서는 학회 의견 없습니

다.
∎다만 연구방법과 연구결과해석에 있어서,

1) 첫째 결과에서 글루코사민의 의미 있는 치료효과를 보인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
질적이고, 배정은폐, 제조사,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subgroup analysis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Subgroup analysis에서 이질성이 해소되고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여 전체 대상연구결과의 의미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
다. 연구방법에서 지적한 대로 다중 층화분석이 필요합니다. 

2) 둘째 결과에서 콘드로이틴이 치료효과가 있었으나 근거의 질이 낮았는데요, 근거의 질
이 낮기 때문에 그 치료효과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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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째 결과에서 복합제 경우 연구수가 적어서 (1 - 2 개) 의미 있는 치료효과를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거의 질이 낮고 결과의 이질성이 존재하고 적은 수의 연구 등의 제한점으로 인해 
의미 있는 치료효과 결과를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향후 대규모의 RCT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 대한재활의학회 (대재의 2010-239, 6.17)
 본 학회는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정외 제2010-368, 7.13)
1) 핵심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의 타당성 및 적절성
핵심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기타 의견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작년에 ‘슬관절 골관절염 치료지침’을 개발완료한 내용에 따르면 ‘27
번 권고사항,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경감에 있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효과가 있다
는 일부 보고가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음(권고등급은 B : suggest)라고 정의한 바 있음.

○ 한국제약협회 (제약106-544호, 6.15)
  ∎ NECA의 체계적 고찰 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 역시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의약품은 유럽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Rotta 사의 글루코사민을 사용한 임상시험, 그 
외의 non-Rotta의 글루코사민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건강식품의 임상시험 결과라 할 수 
있음.
NECA 연구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구분 없이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통증 감소에 대한 효
과 17편 중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문헌(Rotta 제품)은 5편(29.4%), 기능 향상에 대한 효
과 15편 중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문헌(Rotta 제품)은 5편(33.3%), 관절강 소실 예방에 
대한 효과 4편 중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문헌(Rotta 제품)은 2편(50.0%)이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구분 없이 진행된 본 
분석 결과가 모든 글루코사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후 이러한 
지적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아울러 글루코사민은 의약품으로서 전문가
의 통제 하에 처방되어 사용되어야 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106, 6.16)
건강기능식품의 평가시스템은 의약품의 허가평가와 다르며, 귀원의 연구보고서와 같이 골관
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부
적절하다 보여지며,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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