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절의神M S M 100골드

“김오곤 한의사원장”이 추천하는 식이유황 관절의신 MSM

510mg*120정



“MSM”의 정의

미생물,식물,고등동물 생체내에 존재하여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천연유기유황의 공급원인
Methyl-Sulfonyl Methane의 약자이며 34%가 유황(식이유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송으로
부터 추출한 천연물질.

Sulfur(황)가 34.06%가 함유되어있고, Oxygen(산소)은 34% 함유, Hydrogen(수소)는
6.42%,Carbon(탄소)가 25,52%가 함유되어있다.

☞ MSM에는 사포닌이 산삼의 60배, 인삼의 3만6천배가 함유되어 있다.

☞ MSM이라 지칭하는 것은 식이유황으로 미국 Stanley Jacob박사와 Robert Herschler박사의
공동 연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당시 의학계의 혁명으로 평가 받았다. 비타민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파이퍼박사는 20세기는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MSM(식이유황)의 시대가
될 거라 언급 한바 있다.

☞ MSM의 기능성 표시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황”은 관절을 구성하는 조직들을 강화

시킨다.)

☞ 황의 1일 섭취 권장량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 황의 1일 섭취 권장량 : 1,500mg 이상 (마늘 1kg에 함유되어 있는 MSM량

은 5mg)

-일반인 기준 황 1일 평균 섭취량 : 50mg 미만(황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MSM과 무기유황의 차이점



MSM의 인체 구성성분



MSM의 인체구성성분-1



MSM 성질



MSM의생성경로



류마티스와MSM의관계



MSM의대표적인기능

1.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 MSM은 관절 연골과 신경계의 재생 또는 부활을 유도해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 관절에 염증이 유도된 동물에서 염증관련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되고, 

무릎골관절염 증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MSM을 12주간 1.5g/일 섭취시킨 결과, 

통증 및 관절기능이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원료별 정보자료 인용)



2. 통증의 완화, 부작용 없는 천연의 진통제

-C섬유(C-sensory  fiber)는 신경섬유 중 하나로, 

통증이나 온도감각을 전달하는 섬유로 관절염, 근육골격의 부상등과

관련된 극심한 통증은 이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MSM은 C섬유신경망을 통해 통증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억제 함으로

써 두뇌의 통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진통효과를

내는 천연의 진통제 이다.

-MSM의 진통 메커니즘

가.MSM 자체가 신경섬유의 통증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천연 진통제로의 작용

나.Prostaglandin같은 염증 조절 물질이 Cytokine을 조절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작용

MSM의대표적인기능



3. 콜라겐 생성으로 인한 피부개선

- MSM은 피부와 두피의 표피의 핵심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고, 

피부와 두피의 진피 핵심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여 주름개선과 피부노화, 각종 피부질환과 모발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인체가 콜라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황이 필요하다)

- MSM은 두피의 세포분열을 촉진하여 콜라겐 단백질을 만드는 작용을 하며, 

혈류를 증가시켜 발모를 촉진시킨다.

MSM의대표적인기능



MSM의대표적인인용

중국의서 : 

“황제내경”에서는 유황은 뼈, 골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며, 

탈모방지제로도 사용.

허준 : “동의보감, 본초강목”에서는유황은냉기를몰아내는따뜻한약으로내장독소와피부독소를풀어

주는명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