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절 제품 제안서
60대이상 일천만명돌파…인간의 뼈는 200여개의 뼈가 연결

되어 있습니다. 가령과 함께 콘도로이친황산은 감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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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건강기능식품 판매군별 현황



관절환자수 & 년령별 및 일본국 현황
한겨레 신문

청소.빨래등 집안일 영향….남성
환자는 20%

여성 노인 절반이 골관절염(퇴행
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
과가 나왔다. 골다공증을 갖고 있
는 여성 노인도 열에 여섯꼴이었
다

여성 노인에게 골관절염이 많은
것은 젊었을 때 청소,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과 농사일을 많이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으
며, 골다공증은 폐경 뒤 여성 호로
몬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골성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관절 연골 구성 성분 : 콘도로이친황산, II형콜라겐, 히야론산



가령과함께 콘도로이친황산이 감소가 됩니다



건강정보로 심의 받아서 활용



관절통의 원인은 ? : 연골성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관절 연골의 구성성분 역활
콘드로이틴의 역활
관절통을 개선하는 효과 연골은 뼈와 뼈의 연결부에 해당하는 관절 부분에 부드러운 뼈에 코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콘드로이틴이 감소하면 연골끼리 직접 맞닿게 되어버려, 연골이 점차
닳아갑니다. 연골이 침식되면서 뼈끼리 직접 부딪 치고 그 결과, 관절통 및 골관절염 등을 초래합니다. 그런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콘드로이틴입니다. 콘드로이틴은 닳은 연골에 수분을 끌어 당겨 보수성 탄력을 주고, 
상처받은 연골을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통, 골관절염, 요통, 신경통, 어깨 결림, 
류머티즘 등의 개선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1] [2] [3] [4] [6] [7] [8]…논문6건의 근거에 의하여

제 II형 콜라겐 펩타이드
콜라겐은 피부 연골 혈관 등 신체 결합조직에서 발견됩니다. 콜라겐은 19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지만, 제2형
콜라겐은 무릎, 팔금치, 손목, 손가락 등 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관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I형콜라겐펩타이드는 피부 미용기능에 체내에 가장많이 존재하는 콜라겐)
제II형 콜라겐은 관절에서 발견되는 형태인데 약 20%가 콘드로이틴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II형 콜라겐은
연골 파괴를 막는 물질이 있습니다. 관절염증을 예방하며, 새로운 연골이 생성시키며 관절을 보호하며
완충역할을 하는 관절유액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HA)은 관절액, 연골, 피부 등에 많이 존재합니다. 히알루론산은 물과
결합하여 푹신한 겔 상태가 되어 관절의 윤활작용과 충격완화작용까지 합니다. 즉 관절의 움직임과 무게에
잘 견뎌 내도록 연골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연골과 활액 내의
HA성분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뮤코다당. 단백 : 콘도로이친 황산 임상문헌
대조군 표시 :    세모 표시
의약품 섭취군 :  원형검정 표시
CS 3캅셀(1,200mg)섭취군 :  사각형표시



SCP(NBC) 원료 규격



콘도로이친황산은 관절제품으로: 전 세계 의약품으로 등재 및
의약품은 화학적합성품 소재, SCP는 자연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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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코다당. 단백제품
1. 원재료 : 상어연골추출물 분말 100%(펩타이드로써 수용성 원료임)

(콘도로이친황산25%, II형콜라겐펩타이드30%) : 원산지무표시대상제품

2. 원료제조 : 상어의 연골을 열수 및 효소분해하여 추출한 소재로써
II형콜라겐 및 콘도로이친황산 및 무코다당.단백이 주원료임.

3. 제형 : 정제(코팅) 및 과립, 젤리,드링크 등. : 1개월분 포장 판매안

4. 일일 섭취량 : 무코다당. 단백으로서 1.2-1.5g(원료로써1.3g)
(Key Point : 콘도로이친황산 300mg/day섭취)

5. 기능성내용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저분자펩타이드 : 평균분자량 890. 일본식품분석센타
7. 미국.내추럴스탠다드 등급 : 변형성 관절증 A등급.
8. 가령과함께(나이가먹어감에따라) 인체에서 콘도로이친황산이 감소하는 논문

(원료특허4건) : 광고심의 받아서 활용안등
1.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 특허
2. 콘도로이친황산 단백복합체 제법특허
3. 성인병예방 (PCP특허)
4. 고뇨산 특허

**3개월에서 ----6개월을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