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노화 및 고령화 산업동향
1. 고령화 동향 및 전망
1-1. 국내 고령화 동향
1) 고령자 인구동향
(1) 인구 추이
(2) 성별 고령인구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 고령자 가구
(5) 지역별 고령인구 순위
(6) 고령자 이혼 및 재혼현황
2) 고령자 경제동향
(1) 고령자 고용률
(2) 고령자 근속기간
(3)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4) 일자리 선택기준
3) 고령자 보건동향
(1) 사망원인
(2) 암 종류별 사망률
(3)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
(4) 기대여명과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5) 건강보험 상 진료비
4) 고령자 복지동향
(1) 생활비 마련방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공적연금 수급자
(4) 연금 수령
(5)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7) 노인 복지시설
1-2. 주요 국가별 고령화 추이
1) 중국 고령화 추이
(1) 중국 고령화 개요
(2) 고령화 관련 보건제품
(3) 중국 고령화사회 관련 산업
2) 일본 고령화 추이
(1) 일본 고령화 개요
(2) 고령화 관련 제품
2. 항노화 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2-1. 노화 및 노화현상
1) 노화의 개요
(1) 노화의 정의
(2) 노화의 원인
(3) 노화현상에 대한 인식
2) 고령화 따른 피부노화 현상
(1) 피부의 기능과 구조
(2) 피부노화의 원인
3) 고령화 관련 질환동향
(1) 치매
(2) 뇌졸중
(3) 노인성난청
(4) 노인 고혈압
(5) 노인 당뇨
(6) 피부노화
(7) 노인 보행장애
(8) 노인 부종
(9) 노인 불면증
(10) 노인 삼킴장애
(11) 노인 섬망
(12) 노인 어지럼증
(13) 노인 요실금
(14) 노인 우울증
(15) 노인 호흡장애
2-2. 국내외 항노화산업 동향
1) 항노화 산업 개황
(1) 항노화 정의
(2) 항노화 산업 정의
2) 항노화 산업 시장동향
3) 주요 국가별 항노화산업 동향
(1) 미국
(2) 중국
(3) 영국
(4) 일본
Ⅱ. 항노화 산업 부문별 시장동향 및 전망
1. 안면미용 및 보툴리눔톡신/필러분야 항노화 동향 및 전망
1-1. 안면미용(Facial Aesthetics) 시장동향
1) 안면미용 산업동향
(1) 안면미용 산업의 범위

(2) 안면미용 산업동향
2) 국내 안면미용(보툴리눔 톡신 및 필러) 산업동향
3) 글로벌 안면미용(보툴리눔 톡신 및 필러) 시장현황
(1) 글로벌 안면미용 시장동향
(2) 미국 안면미용 시장동향
① 개요
② 성별
③ 연령별
④ 비용별
(3) 중국 미용성형 시장동향
1-2. 성형용 필러(filler) 시장동향
1) 성형용 필러(filler) 개요
(1) 성형용 필러 정의
(2) 성형용 필러 분류
① 성분에 따른 필러의 분류
② 유지기간에 따른 필러의 분류
(3) 성형용 필러 사용목적
(4) 성형용 필러 사용부위
2) 성형용 필러(filler) 원재료
(1) 흡수성(분해성) 원재료
① 히알루론산
② 콜라겐
③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④ 폴리락틱산 및 폴리카프로락톤
⑤ 항산화 필러
⑥ 자가혈 필러
(2) 비흡수성(비분해성) 원재료
① PMMA
② 가교 폴리아미드 유도체
③ 고어텍스
④ 실리콘
3) 성형용 필러 시장동향
(1) 개요
(2) 국내 필러 시장동향
① 필러 업체별 동향
② 국내 성형용 필러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글로벌 필러 시장동향
1-3. 보툴리눔 톡신 시장동향
1)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개요
(1) 보툴리눔 톡신 유래
(2) 보툴리눔 톡신 사용분야
(3) 보툴리눔 톡신 미용분야 사용

(4) 보툴리눔 톡신 원재료 현황
(5) 보툴리눔 톡신 등 쁘티성형 부작용 현황
2)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동향
(1)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현황
(2)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업체현황
3)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동향
(1)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현황
(2)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업체현황
1-4. 미용/영양주사 시장현황 및 미용성형 동향
1) 항노화/영양 주사
(1) 항노화/영양 주사 사용현황
① 영양주사 사용현황
② 영양주사 정책동향
(2) 항노화/영양 주사 제품별 동향
① 자하거가수분해물 및 자하거추출물(태반주사)
②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③ 아스코르빈산(칵테일주사)
④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⑤ PDRN(연어주사)
⑥ 치옥트산(신데렐라주사)
⑦ 글루타티온(백옥주사)
⑧ 글리시리진복합제(감초주사)
⑨ 히알루론산주사(물광주사)
2) 안면부문 미용성형
(1) 글로벌 성형트렌드
(2) 안면부문 비수술성형
① 보툴리눔 톡신
② 필러
③ 화학박피술
④ 레이저박피술
(3) 안면부문 수술성형
① 쌍꺼풀수술
② 위 눈꺼풀 주름제거술
③ 눈매교정술
④ 안검하수 교정술
⑤ 눈썹올림술
⑥ 눈 아래 지방제거술
⑦ 눈 아래 안륜근 융비술
⑧ 눈트임 수술
⑨ 콧등 융비술
⑩ 콧등 성형술
⑪ 들창코 교정술

⑫ 코 축소술
⑬ 이마올림술
⑭ 얼굴올림술
⑮ 광대뼈수술
ⓐ 악교정수술
ⓑ 아래턱뼈 윤곽수술
ⓒ 턱끝뼈수술
ⓓ 실 이용 주름개선술
ⓔ 지방이식 / 지방주입
2. 화장품분야 항노화 동향 및 전망
2-1. 화장품 산업 개요
1) 화장품 산업개요
(1) 화장품산업의 특성
(2) 산업의 성장성
(3) 화장품의 개념
2) 화장품의 분류방법
(1) 화장품의 유형별 종류
(2) 사용부위별 분류
(3) 형상별 분류
(4) 사용목적별 분류
(5) 화장품의 부문별 분류
(6) 화장품 주요 원료동향
2-2. 화장품 시장동향
1) 2015 년 화장품 생산동향
(1) 화장품 생산실적
(2) 업체별 화장품 생산실적
(3) 국내 화장품 100 대 업체 현황(2015)
(4) 화장품 GMP 적합업소(2016.12.30)
2) 2016 년 화장품 수급동향 및 2017 년 전망
3) 화장품 유형별 생산현황
(1) 기초 화장용 제품류
(2) 색조 화장용(구 메이크업) 제품류
(3) 두발용 제품류
(4) 인체 세정용 제품류
(5) 눈 화장용 제품류
(6) 면도용 제품류
(7) 손발톱용(구 매니큐어용) 제품류
(8) 영/유아용(구 어린이용) 제품류
(9) 방향용 제품류
(10) 두발 염색용(구 염모용) 제품류

(11) 목욕용 제품류
(12) 체취 방지용 제품류
4) 화장품 수출입동향
(1) 화장품 수출입실적
(2) 품목별 수출입실적
(3) 유형별 수출입실적
2-3. 안티에이징과 기능성화장품
1) 항노화(안티에이징) 화장품 동향
(1) 항노화 화장품산업의 범위
(2) 항노화 화장품 동향
2) 코스메슈티컬 시장동향
3) 기능성 화장품 동향
(1) 기능성 화장품 개요 및 종류
(2)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현황
① 2016 년(상)
② 2015 년
③ 2014 년
④ 2013 년
(3)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동향
① 2015 년
② 2014 년
③ 2013 년
④ 2012 년
3. 건강기능식품분야 항노화 동향 및 전망
3-1. 건강기능식품 개요
1) 건강기능식품 개요 및 정의
(1) 기능성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개요
(2) 2016 년 인정현황 개요
(3) 기능성 원료별 현황
(4) 고시형 기능성 원료 현황
3-2.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1) 건강기능식품 수급현황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현황
(2) 건강기능식품 생산개요
(3)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4)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동향
(5) 개별인정형 제품 생산동향

(6) 건강기능식품 업체별 생산동향
(7)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동향
(8) 건강기능식품산업 기타통계
2) 고령화와 건강기능식품
3)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별 현황
(1) Dr.PNT
(2) GNC/천지인
(3) K-뉴트라
(4) NUTRA DUOLAC
(5) 걸 크러시
(6) 그린체
(7) 네이처메이드
(8) 네이처셋
(9) 뉴트리라이트
(10) 닥터뉴트리/이너비/팻다운
(11) 대상웰라이프
(12) 디에떼
(13) 디에이치씨(DHC)
(14) 라이프에버
(15) 롯데헬스원 (롯데)
(16) 룩/쿠퍼스/브이푸드
(17) 리튠
(18) 모비타
(19) 바이탈뷰티
(20) 베네비타
(21) 세노비스
(22) 스페쉬
(23) 어바웃미
(24) 엔조라이프
(25) 웰빙라이프
(26) 이체(ECHE)
(27) 정관장
(28) 젝스코
(29) 지큐랩
(30) 트루스
(31) 트루헬스
(32) 파마넥스
(33) 한삼인
(34) 허벌라이프
(35) 헬시그루
3-3. 항노화 관련 주요 분야 건강기능식품 동향
1) 체지방 감소 분야

(1) 비만의 정의
(2) 국내 비만인구 실태현황
(3) 체지방감소 기능성원료 수급동향
(4) 체지방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 현황
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장동향
② 체지방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품 시장동향
③ 업체별 주요 제품동향
2) 혈당조절 분야
(1) 혈당 개요
(2) 당뇨병 현황
(3) 당뇨환자용 식품 수급동향
(4) 당뇨병 관련 건강기능식품 현황
3) 혈중 콜레스테롤 분야
(1) 이상지질혈증 개요
(2) 이상지질혈증 현황
(3) 이상지질혈증 관련 건강기능식품 현황
4) 혈압 조절 분야
(1) 혈압 개요
(2) 고혈압 현황
(3) 고혈압 관련 건강기능식품 현황
5) 관절/뼈 건강 분야
(1) 관절 및 뼈 개요
(2) 관절염/골다공증 현황
(3) 관절 관련 건강기능식품 현황
6) 치아 건강 분야
(1) 치주질환 동향
(2)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현황
7) 눈 건강 분야
(1) 개요
(2) 눈 관련 건강기능식품 현황
8) 기타 분야
(1) 장건강 분야
(2) 위건강 분야
(3) 면역증강 분야
(4) 항산화 분야
(5) 피부 건강 분야
(6) 혈행개선 분야
(7) 기억력 개선 분야
(8) 간 건강 분야
(9) 긴장완화 분야
(10) 전립선 건강 분야
(11) 칼슘흡수도움 분야

(12) 운동수행능력/지구력 향상 분야
(13) 피로개선 분야
(14) 갱년기 건강
(15) 수면의질 개선
(16) 어린이키 성장에 도움
(17)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18)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
(19) 정자 운동성 개선에 도움
4. 의약품분야 항노화 동향 및 전망
4-1.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고혈압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고혈압 치료제 개요
(2) 고혈압 치료제 시장현황
① 단일제
② 복합제
2)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고지혈증 치료제 개요
(2)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현황
3) 당뇨병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당뇨병 치료제 개요
(2) 당뇨병 치료제 시장현황
4) 비만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비만치료제 개요
(2) 비만 치료제 시장현황
4-2. 골다공증 및 관절염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개요
① 뼈의 정의 및 구조
② 골다공증 개요
(2)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동향
①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개요
② 국내 업체별 골다공증 치료제동향
2) 관절염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관절염 개요
(2) 관절염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① 관절염치료제 개요
② 국내 관절염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③ 글로벌 관절염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4-3. 치매 및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치매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치매 치료제 개요
① 치매 개요
② 치매환자 동향
(2) 치매 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2)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동향 및 전망
(1) 파킨슨병 개요
(2)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동향
5. 의료기기분야 항노화 동향 및 전망
5-1. 의료기기 산업 개요
1) 의료기기산업 정의 및 특징
(1) 의료기기산업의 정의
(2) 의료기기산업의 특징
2) 의료기기의 분류
(1) 일반분류
(2) 산업 및 시장 관련 분류체계
5-2. 국내 의료기기 산업동향
1) 의료기기 수급동향 및 전망
(1) 2015 년 수급동향
(2) 2016 년 의료기기 동향 및 2017 년 전망
2) 의료기기 생산동향
(1) 생산액 규모별 생산현황
(2)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생산현황
(3) 의료기기 상위 30 개 품목 현황
(4) 의료기기 상위 30 개사 생산액
(5) 의료기기 유형군별 생산실적
3)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출입 개요
(2) 국가별 수출입
(3) 업체별 품목별 수출입
(4) 등급별 수출입
5-3. 항노화 관련 의료기기 동향
1) 인공관절 시장동향
(1) 인공관절 개요
① 인공관절의 정의
② 인공관절의 구성
(2) 국내 인공관절 시장현황
① 인공관절 국내 시장규모
② 국내 인공관절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세계 인공관절 시장현황
① 인공무릎관절

② 인공엉덩이관절
③ 인공어깨관절
(4) 중국 인공관절 시장현황
① 중국 인공관절 시장개황
② 중국 인공관절 시장 수출입 동향
2) 혈당측정기 시장동향
(1) 혈당측정기 개요
(2) 혈당측정기 시장현황
① 혈당측정기 국내 시장규모
② 국내 혈당측정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동향
(1) 치과용 임플란트 개요
① 치과용 임플란트 정의
② 치과용 임플란트 분류
(2)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현황
①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규모
②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입 현황
4) 치과용 뼈/골이식재 시장동향
(1) 치과용 뼈/골이식재 개요
(2) 뼈 이식재료 동향
(3) 치과용 골이식재 시장동향
5) 레이저 치료기기
(1) 레이저 치료기기 개요
(2) 레이저 치료기기 시장현황
Ⅲ. 항노화 산업 주요 제품별 참여업체 사업동향
1. 성형용 필러(Filler) 업체별 사업동향
1-1. 주요 업체 필러 사업동향
1) 갈더마코리아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2) LG 화학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3) 한국엘러간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4) 휴메딕스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5) 메디톡스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6) 휴젤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7) 멀츠코리아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1-2. 제약업체 필러 사업동향
1) JW 중외제약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2) 국제약품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3) 대우제약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4) 대한뉴팜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5) 대화제약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6) 동국제약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7) 동아 ST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8) 디엔컴퍼니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9) 에스트라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10) 우리들제약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11) 일동제약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12) 종근당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13) 한독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1-3. 바이오/의료기기 업체 필러 사업동향
1) 차메디텍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2) 케어젠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3) 파마리서치프로덕트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4) 하이로닉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5) 한국비엔씨
(1) 업체개요
(2) 필러 제품 동향
2. 보툴리눔 톡신 업체별 사업동향
2-1. 메디톡스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2. 휴젤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3. 대웅제약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4. 한국엘러간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5. 멀츠코리아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6. 갈더마코리아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3) 입센코리아
2-7. 휴온스글로벌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8. 프로톡스
1) 업체개요
2) 보툴리눔 톡신 제품 동향
2-9. 기타
1) Lanzhou Institute
2) Solstice Neuroscience
3. 코스메슈티컬 업체별 사업동향
3-1. 주요 화장품업체 코스메슈티컬 사업동향
1) 닥터자르트
2) 씨앤피코스메틱스
3) 이지함화장품
4) 넥스트 BT
5) 고운세상코스메틱
6) 리젠
7) 미가코스메틱
8) 셀트리온스킨큐어
9) 메디웨이코리아
10) 아미코스메틱
11) 씨에이팜
12) 씨엠에스랩
13) 에이치피앤씨
14) 아우딘퓨쳐스
15) 엘앤피코스메틱
16) 파코메리
3-2. 제약업체 코스메슈티컬 사업동향
1) GSK(GlaxoSmithKline)
2) JW 중외제약
3) 갈더마코리아
4) 국제 P&B
5) 나노팜
6) 대웅제약
7) 동구바이오제약
8) 동국제약
9) 동성제약

10) 동화약품
11) 보령제약
12) 삼성제약
13) 신풍제약
14) 에스트라
15) 유한양행
16) 일동제약
17) 종근당
18) 한국오츠카제약
19) 한미약품
20) 한올바이오파마
21) 함소아제약
22) 현대약품
23) 환인제약
24) 휴온스
25) 휴젤파마
3-3. 바이오업체 코스메슈티컬 사업동향
1) 강스템바이오텍
2) 나이벡
3) 네이처셀
4) 라파스
5) 메디포스트
6) 서울프로폴리스
7) 세원셀론텍
8) 씨트리
9) 아리바이오
10) 아미코젠
11) 엘앤씨바이오
12) 원진바이오에이치씨
13) 캐럿티카
14) 케어젠
15) 테고사이언스
16) 티에스바이오
17) 파마리서치프로덕트
18) 파미셀
3-4. 의료기관 코스메슈티컬 사업동향
1) MVP 성형외과
2) 고운결한의원
3) 그랜드성형외과
4) 닥터노트
5) 더삼점영
6) 루트로닉

7) 마인성형외과
8) 바노바기
9) 바이준성형외과
10) 신데렐라성형외과
11) 아이디성형외과
12) 오라클피부과
13) 오앤영성형외과
14) 우보한의원
15) 울트라브이
16) 원텍(원메디코)
17) 웰킨
18) 제이준성형외과
19) 하이로닉
Ⅳ. 부록 / 관련자료 및 통계
1. 의료관련 통계
1-1. 진료비 통계
1)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2) 건강보험 심사실적
3)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
4) 진료유형별 및 내역항별 요양급여비용
5) 다빈도 상병 심사실적
6) 악성신생물 심사실적
7)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8) 연령별 심사실적
9) 노인(65 세 이상) 심사실적
10) 의료급여 심사실적
1-2. 주요 수술통계
1) 주요수술 건수 추이
2) 주요수술 건수 추이
3) 주요수술 진료비용 추이
4) 수술 건당 진료비 추이
5) 연령대별 상위 5 개 수술현황
6) 요양기관종별 수술건수 점유율
1-3. 건강보험 주요통계
2. 의료기기 및 의약/보건 통계
2-1. 의료기기 통계
2-2. 의약품 등 보건산업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