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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일 케어 다이어트의 정의 및 분류
(2) 특별용도식품 정의
(3)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4) 주요 업체현황
(5) 제품별 현황

① 연하식
② 저작곤란자식
③ 농후유동식
④ 영양보충식품
2) 미국
(1) 의료용식품(Medical Food) 정의
(2) 시장규모 추이
(3) 주요 업체 및 제품현황
3) 유럽
(1) 특정의료용도식품 정의
(2) 시장규모 추이
(3) 주요 업체 및 제품현황
4.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4-1.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현황
1)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개요
2)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시장규모
4-2.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생산동향
(1) 화장품 생산실적
(2) 유형별 생산실적
(3) 업체별 생산실적
2) 화장품 수출입동향
(1) 화장품 수출개요
(2) 화장품 수출입 현황
(3) 화장품 수출 현황
3) 기능성 화장품 산업동향
(1) 기능성 화장품 개요
(2) 기능성 화장품 시장동향
5. 고령친화 용품산업
5-1. 고령친화용품 및 우수제품 현황
1) 고령친화용품 개요
2) 복지용구 이용
3) 고령친화우수제품 개요
4)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현황
5) 고령친화우수제품 공급실적
6) 해외 고령자용용품 동향

(1) 일본 고령자용 미끄럼방지 매트 시장동향
(2) 일본 고령자용 IT제품
5-2. 고령친화용품 제품현황(31종)
1) 간이변기
2) 건식 반신욕기
3) 고령자용 의류
4)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5) 고령자용 기저귀
6) 고령자용 에이프런
7) 고령자용 신발
8) 높낮이 조절 세면기
9) 단차해소기
10) 머리세발기
11) 목욕리프트
12) 목욕의자
13) 미끄럼 방지용품
14) 배회감지기
15) 보행보조차
16) 보행차
17) 수동휠체어
18) 안전손잡이
19) 온수매트
20) 요실금 팬티
21) 욕창예방 매트리스
22) 욕창예방방석
23) 이동변기
24) 이동욕조
25) 자동배변처리기
26) 자세변환용구
27) 저주파 자극기
28) 지팡이

Ⅲ. 고령화 관련 산업별 통계
1. 의료기기 관련 통계

1-1. 국내 의료기기 산업동향
1) 의료기기 수급동향
2) 의료기기 생산동향
(1) 생산액 규모별 생산현황
(2)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생산현황
(3) 의료기기 상위 30개 품목 현황
(4) 의료기기 상위 30개사 생산액
(5) 의료기기 품목군별 생산실적
3)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출입 개요
(2) 국가별 수출입
(3) 업체별 품목별 수출입
(4) 등급별 수출입
1-2. 의료기기 통계동향
1) 의료기기 산업통계
2) 의료기기 생산통계
(1) 생산실적 개황
(2) 품목별 생산 실적
3) 의료기기 수출입 통계
(1) 수출입실적 개황
(2) 품목별 수출입 실적
(3) 지역별 수출입 실적
1-3. 의료기기 특허 및 허가동향
1) 의료기기 특허동향
(1) 의료기기 특허 개요
(2)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
(3) 의료기기 특허등록 동향
2) 의료기기 허가(신고)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의료기기 등급별 허가 인증 신고현황
(3) 대분류별 허가 인증 신고현황
(4) 신개발의료기기 허가현황
(5) 동등공고제품 인증현황
(6) 품목류 인증(신고) 현황
2. 건강 및 의료관련 통계
2-1. 진료비 및 수술실적 통계
1)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2) 건강보험 심사실적
3)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
4) 요양급여비용
5) 다빈도 질병 심사실적
6) 악성신생물 심사실적
7)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8) 연령별 심사실적
9) 노인(65세 이상) 심사실적
10) 의료급여 심사실적
11) 주요 수술통계
(1) 주요 수술 건수 추이
(2) 주요 수술 진료비용 추이
(3) 수술 건당 입원일수 추이
(4) 연령대별 수술현황
(5)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수술현황
(6)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수술현황
(7) 요양기관종별 다빈도 수술 건수(상위 5위)
(8) 연도별 수술환자 통계현황
2-2.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1) 보건의료인력 현황
(1) 의사
(2) 약사
(3) 의료인력
2) 보건의료시설 현황
2-3. 건강통계
1)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
(4) 정신건강
(5) 삶의 질
2) 만성질환
(1) 비만
(2) 이상지질혈증
(3) 폐쇄성폐질환
(4) 안질환
(5) B형간염
(6) 만성콩팥병

3.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3-1. 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
3-2. 노인복지시설 통계
1) 노인복지시설 총괄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4. 고령친화제품 업체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