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엠
(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특성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은 34%의 황을 함유하는
Dimethyl sulfoxide(DMSO)의 산화대사 산물로 자연적 유기형태의 생체 이용 가능한
황으로, 식품 중의 우유(3.3ppm), 커피(1.6ppm), 토마토(0.86 ppm), 옥수수(0.11ppm),
알팔파(0.07ppm) 등에 함유되어 있다[1]. 이처럼 엠에스엠은 자연계에 널리 있으며,
사람의 체내에도 존재하면서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등의 황 화합물의 생합성에 이용
되고 있다[2].
• 엠에스엠은 DMSO(Dimethyl sulfoxide)를 산화한 후 증류, 정제, 여과, 농축한 후
결정화하여 제조하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엠에스엠이 980 mg/g 이상 함유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성 평가

• 다수의 인체적용시험에서 엠에스엠을 섭취 시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3-5].
• 다만, 설치류의 반복투여독성 시험에서 엠에스엠을 고농도(6 g/kg body weight)로 섭취

시켰을 때 경증의 요원주*가 확인되었으며, 체중과 간 및 비장 무게, 중성지질과 칼슘
농도는 유의적 감소하고 신장 무게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6], 국내에서 고혈압 환자가
엠에스엠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 요원주(urinary cast): 주로 단백질이 신장의 세뇨관 안에서 응고하여 생긴 것으로,
신장염 등 각종 신장질환에서 나타남

기능성 평가

• 인체적용시험에서 골관절염이 있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 엠에스엠을 섭취했을 때,

WOMAC, VAS, SF-36, Lequesne’s Index의 관절 통증 점수 지표에서 통증 완화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어여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7-9].
* WOMAC(Western Ona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index),
VAS(Visual Analogue Scale),
SF-36(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섭취량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섭취량
엠에스엠의 기능성인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의 기능성은 인체적용
시험에서 확인된 섭취량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엠에스엠로서 1.5∼2.0g으로 설정
하였다.
• 섭취 시 주의사항
엠에스엠은 섭취 120시간 이내에 약 90% 정도가 소변을 통하여 배설되고[10], 반복
투여독성시험에서 신장 무게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결과가 확인 되었으므로[6]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엠에스엠 섭취 후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특성에 따라 경증의 위장관 관련
증상, 두통, 알레르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11-1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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