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글로벌 홈페이지(www.irsglobal.com)에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 보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망식품(건기식/고령친화/할랄/대체식품/펫푸드) 시장동향 및 주요 업체별 사업현황

Ⅰ. 국내 식품산업 동향
1. 식품산업 수급 및 정책동향
1-1. 식품산업 개요 및 수급동향
1) 식품산업 정의 및 분류
(1) 식품산업 정의
(2) 식품산업 분류
2) 국내 식품 시장 주요 특징
3) 식품산업 생산실적
4)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
5) 식품 수입동향
6)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
1-2. 5 대 유망식품 육성정책
1) 추진배경
2) 식품산업 현황 및 소비트렌드 전망
(1) 식품산업 현황
(2) 식품소비 현황
(3) 식품소비 트렌드 전망
3) 비전 및 목표
4) 5 대 유망식품 시장 육성방안
(1) 맞춤형·특수식품
① 메디푸드(Medi-Food)
② 고령친화식품
③ 대체식품
④ 펫푸드
(2) 기능성식품
① 현황 및 전망
② 발전방안
(3) 간편식품
① 현황 및 전망
② 발전방안
(4) 친환경식품
① 현황 및 전망
② 발전방안
(5) 수출식품
① 현황 및 전망
② 발전방안
5) 인프라 구축

(1) 인력양성
(2) 청년 창업 지원
(3) 민간 투자 지원
(4) 홍보·판로
(5) 안전 및 품질관리
6) 향후 추진일정
Ⅱ.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원료동향
1-1. 건강기능식품 개요 및 정의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1) 기능성의 정의
(2) 기능성의 종류
3)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1)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도
(2)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4) 고시형 기능성 원료
1-2. 건강기능식품 산업현황
1) 건강기능식품 산업규모
(1) 산업 규모
(2) 국내 GDP 대비 산업 규모
(3) 제조업체 규모별 분포
2)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
(1) 제조업체 개요
(2) 지역별 현황
(3)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별 현황
3) 건강기능식품 GMP 업체현황
(1) GMP 업체 생산현황
(2) 매출액 규모별 현황
(3) 건강기능식품 GMP 업체
2.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2-1. 건강기능식품 판매실적
1) 총괄 수급 현황
2) 건강기능식품 판매실적 추이
(1) 전체 건강기능식품
(2) 전체 품목별 판매추이
(3) 개별인정형 품목별 현황(상위 10 개 품목 기준)
3) 건강기능식품 매출현황
(1)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현황
(2) 업체별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3)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업체 수 현황
(4)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제품 수 현황
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별 매출현황
(1) 전체 건강기능식품
(2)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3)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5) 기능성원료 업체별 매출액
6) 영양소 업체별 매출액
2-2. 건강기능식품 수입현황
1) 수입 건강기능식품 상위 5 개 품목(2018~2020)
2)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수입추이
3) 수입 상위 10 개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현황

4) 국별 건강기능식품 수입현황
5) 업체별 건강기능식품 수입추이
2-3. 건강기능식품 주요 업체 사업동향
1) 한국인삼공사
2) 종근당건강
3) HY
4) 콜마비앤에이치
5) 코스맥스바이오
6) 서흥
7) 노바렉스
8) 에스트라
9) 코스맥스엔비티
10) 쎌바이오텍
3.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3-1.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트렌드
1)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2)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트렌드
3-2. 주요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캐나다
5) 호주 및 뉴질랜드
6) 동유럽
7) 러시아
8) 독일
9) 프랑스
Ⅲ. 고령친화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1. 고령친화 식품산업 시장동향
1-1.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 현황
1) 고령친화산업 정의 및 분류
2) 고령자 인구동향
(1) 인구 추이
(2) 지역별 고령인구
(3) 고령자 가구
1-2. 고령친화식품산업 현황
1)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
2) 고령친화식품 정의
3) 노인용 건강관리 식품 정의
4) 국내 고령친화식품 현황
5)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 인증제
(1) 고령친화식품 표준 개정
(2) 개정 주요내용
(3) 기대 효과
1-3. 글로벌 고령친화식품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미국
3) 유럽
4) 일본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산업 시장동향
2-1. 특수용도식품 개요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정의 및 종류
2) 특수의료용 식품 정의
3) 환자용 식품 특징
4) 특수용도식품 통계
5) 주요제품 및 생산업체
2-2.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급동향
1) 생산 및 출하 규모
2) 품목별 생산 및 출하규모
3) 수입동향
4)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해외시장동향
(1) 일본
(2) 미국
2-3. 메디푸드
1) 메디푸드 정의 및 범위
2) 메디푸드 국내외 시장개요
3) 메디푸드 주요 국가별 시장동향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Ⅳ. 할랄식품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1. 할랄산업 현황
1-1. 할랄(Halal) 및 하람(Haram)
1) 할랄 및 하람 개요
2) 할랄의 정의 및 종류
(1) 할랄의 정의
(2) 할랄의 근거
3) 하람의 정의 및 종류
4) 할랄인증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1-2. 주요국 할랄산업 시장현황
1) 할랄산업의 주요 분야
2) 주요국 할랄산업 현황
3)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시장현황
(1) 화장품
(2) 의약품
(3) 할랄제품 유통구조
4)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시장현황
(1) 화장품
(2) 의약품
(3) 할랄제품 유통구조
5) UAE 할랄산업 시장현황
(1) 화장품
(2) 의약품
6) 할랄인증 수출기업 설문조사
(1) 할랄 인증기업 설문조사 결과
(2) 할랄 비인증기업 설문조사 결과
2. 할랄식품 시장현황 및 업체동향
2-1. 할랄식품 개요
1) 할랄식품 정의
2) 무슬림과 할랄식품
3) 할랄식품 트렌드

4) COVID-19 에 따른 할랄식품 시장동향
5) 할랄식품산업 분야별 현황
2-2. 식재료별 할랄현황
1) 식재료 할랄 개요
2) 알코올
3) 동물성 식품
(1) 육류 및 가금류
(2) 해산물
(3) 우유 및 유제품, 계란
(4) 돼지 가공식품
(5) 기타 가공식품
4) 식물성 식품
5) 마슈부흐 식품
2-3. 주요 국가별 할랄식품 시장동향
1) 인도네시아
(1) 가공식품 시장규모
(2) 할랄식품 동향
2) 말레이시아
(1) 가공식품 시장규모
(2) 할랄식품 동향
3) UAE
(1) 가공식품 시장규모
(2) 할랄식품 동향
2-4. 주요 식품업체 할랄 사업현황
1) CJ 제일제당
2) 대상
3) 농심
4) 풀무원
5) 사조대림
6) 신세계푸드
7) 남양유업
Ⅴ. 대체식품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1.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1-1.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현황
1) 대체 단백질 식품 개요
2)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동향
(1) 대체 단백질 식품
(2) 우유 및 유제품
(3) 대체육
3) 대체 단백질 식품 주요 업체현황
1-2. 대체육 시장현황
1) 대체육 개요
(1) 대체육 정의
(2) 대체육 원료별 분류
(3) 대체육 트렌드 및 채식주의 분류
2) 국내 대체육 시장동향
3) 글로벌 대체육 시장동향
(1) 글로벌 대체육 트렌드
(2) 국가별 대체육 시장 규모
(3) 분류별 대체육 시장규모
4) 국내 대체육 주요 업체 및 제품
5) 대체육 기술동향
(1) 배양육

(2) 식물성 고기
1-3. 대체 단백질 식품 글로벌 업체별 사업동향
1) 비욘드미트(Beyond Meat)
2) 임파서블푸드(Impossible Foods)
3) 퀀(Quorn)
4) 잇저스트(Eat Just)
5) 오틀리(Oatly)
6) 네이처스핀드(Nature’s Fynd)
7) 기타
(1) 가데인(Gardein)
(2) 굿캐치푸드(Good Catch Food)
(3) 오션허거푸드
(4) 개덜드푸드
(5) 블루날루(BlueNalu)
(6) 더플랜잇(ThePlantEat)
1-4. 대체 단백질 식품 국내업체별 사업동향
1) 농심
2) CJ 제일제당
3) 롯데푸드
4) 신세계푸드
5) 풀무원
6) 동원 F&B
7) 기타
1-5. 주요국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동향
1) 미국 대체육 시장
(1) 미국 식물기반식품(Plant Based Food) 트렌드
(2) 미국 대체육 시장동향
(3) 미국 대체육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4) 미국 대체육 기업현황
① 주요 업체 현황
② 육류 가공기업 대체육 출시동향
③ 패스트푸드 기업 대체육 동향
2) 영국 대체육 시장
(1) 영국 대체육 시장트렌드
(2) 영국 대체육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3) 중국 대체육 시장
(1) 중국 대체육 시장트렌드
(2) 중국 대체육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3) 중국 대체육 기업현황
4) 캐나다 대체육 시장
(1) 캐나다 대체육 시장동향
(2) 캐나다 대체육 기업현황
(3) 캐나다 정부지원정책
5) 싱가폴 대체육 시장
(1) 싱가폴 대체육 시장동향
(2) 싱가폴 대체육 기업현황
2. 식용곤충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2-1. 국내 곤충 시장동향
1) 곤충 시장동향
2) 곤충업 현황
3) 곤충 판매액
2-2. 식용곤충 시장동향
1) 식용곤충 개요

(1) 식용곤충 종류
(2)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3) 식용곤충 R&D 투자동향
(4) 식용곤충 기술동향
2) 식용곤충 시장동향
3) 식용곤충 주요 업체 사업동향
(1) 세계 식용곤충 주요 업체
(2) 국내 식용곤충 주요 업체
2-3. 2021～2025 년 제 3 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1) 종합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2) 추진경과
2) 2 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1) 제 2 차 곤충?양잠산업 종합계획 성과
(2) 곤충?양잠산업 종합계획 추진결과 미흡한 점
3) 곤충?양잠산업 현황?여건
(1) 현황
(2) 여건
(3) 시사점
4) 제 3 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5) 곤충?양잠산업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1) 부가가치 제고
(2) 산업인프라 구축
(3) 지원기반 강화
6) 5 개년 투융자 계획 및 점검 계획
7)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계획 비교
Ⅵ. 펫푸드 시장동향 및 주요업체 사업현황
1. 펫푸드 개요
1-1. 반려동물 개요
1) 반려동물 정의
2) 반려동물 종류
(1) 반려견
(2) 반려묘
(3) 기타 반려동물
① 기니피그
② 토끼
③ 햄스터
④ 페릿
⑤ 조류
⑥ 어류
⑦ 파충류
3) 반려동물 양육 현황
1-2. 펫푸드 개요
1) 펫푸드 정의
2) 펫푸드 분류 및 필요성
(1) 분류개요
(2) 필요성
3) 펫푸드 유형
4) 펫푸드 관련 법령
5) 펫푸드 관련 인증 및 제도

(1) 사료공장 HACCP 인증
(2)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
6)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공정
7) 사료의 성분 및 유형별 제조기준·규격
8) 펫푸드 특허동향
(1) 연도별 출원동향
(2) 국가별 출원현황
(3) 주요 출원인 현황
2. 국내 펫푸드 시장동향
2-1. 펫푸드 산업동향
1) 펫푸드 생산 동향
2) 펫푸드 주요 제조업체
3) 펫푸드 주요 국내외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2) 해외 정책동향
2-2. 펫푸드 시장동향
1) 국내 펫푸드 시장트렌드
(1) 프리미엄 사료
(2) 식품업계 펫푸드 산업 진출
(3) 글로벌 업체 주도 시장
(4) 온라인 시장 활성화
(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대
2)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
3) 국내 펫푸드별 시장현황 및 전망
4) 국내 펫푸드별 시장 브랜드 점유율
5) 펫푸드 유통현황
2-3. 펫푸드 수출입 현황
1) 개요
2) 펫푸드 수출입 현황
(1) 수출입 개황
(2) 유형별 수출입
(3) 국가별 수출입
① 반려견 사료
② 반려묘 사료
3)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제품
3. 국내외 펫푸드 주요업체 사업동향
3-1. 국내 펫푸드 주요업체 현황
1) 로얄캐닌코리아
2) 우리와
3) 카길애그리퓨리나
4) 대주산업
5) 하림펫푸드
6) 제일펫푸드
7) 우성사료
8) 팜스코
9) 기타
3-2. 글로벌 펫푸드 주요업체 현황
1) 네슬레 퓨리나(Nestle Purina)
2) 마즈(Mars)
3) 츄이(Chewy) - 반려동물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4. 글로벌 펫푸드 시장동향
4-1. 세계 펫푸드 시장동향

1) 세계 펫푸드 시장규모
2) 국가별 펫푸드 시장규모
3) 유형별 펫푸드 시장규모
(1) 반려견 펫푸드
(2) 반려묘 펫푸드
4-2. 주요 국가별 펫푸드 시장동향
1) 미국
(1) 펫푸드 시장규모
(2) 반려견 펫푸드 시장규모
(3) 반려묘 펫푸드 시장규모
(4) 펫푸드 주요업체
(5) 펫푸드 유통현황
2) 브라질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3) 일본
(1) 펫푸드 시장규모
(2) 반려견 펫푸드 시장규모
(3) 반려묘 펫푸드 시장규모
(4) 펫푸드 주요업체
(5) 펫푸드 유통현황
4) 중국
(1) 펫푸드 시장규모
(2) 반려견 펫푸드 시장규모
(3) 반려묘 펫푸드 시장규모
(4) 펫푸드 주요업체
(5) 펫푸드 유통현황
4-3. 아시아 국가별 펫푸드 시장동향
1) 말레이시아
(1) 펫푸드 시장규모
(2) 반려견 펫푸드 시장규모
(3) 반려묘 펫푸드 시장규모
(4) 펫푸드 주요업체
(5) 펫푸드 유통현황
2) 태국
(1) 펫푸드 시장규모
(2) 반려견 펫푸드 시장규모
(3) 반려묘 펫푸드 시장규모
(4) 펫푸드 주요업체
(5) 펫푸드 유통현황
3) 호주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4) 홍콩
(1) 펫푸드 시장트렌드
(2) 펫푸드 시장규모
5) 싱가폴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6) 대만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7) 베트남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 및 유통동향
4-4. 유럽 국가별 펫푸드 시장동향
1) 독일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2) 네덜란드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3) 불가리아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유통현황
4) 헝가리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5) 터키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6) 프랑스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7) 스위스
8) 러시아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4-5. 기타 국가별 펫푸드 시장동향
1) 캐나다
(1) 펫푸드 시장규모
(2) 펫푸드 유통현황
2) 멕시코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4) 펫푸드 유통현황
3) 콜롬비아
(1) 펫푸드 시장규모
(2) 펫푸드 주요업체
4) UAE

(1) 펫푸드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펫푸드 주요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