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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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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aging

industry has grown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for galvanizing
anti-aging

industry

in

Methods :

Kore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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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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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problem and activating strategies of the anti-aging industry through a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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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aging industry has the potential to

diseases due

to aging and through

activ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by win-win growth of the industry related to aging. Therefore, understanding the
anti-aging industry as well as political support is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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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전략과 국가 주도의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등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으며, 기존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
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1].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세기의 세계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

21

며[2],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상 인구가

년에

2000

세

65

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

7%

입하였다. 최근 고령화, 외모 중시, 소득 증가로 항
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기에 삶의 질 개
선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및 의료기술

의 투자 부족 등 산업 육성을 위

R&D

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노화산업의 육성전
략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국내 항노화산
업을 개념화하고 항노화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
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연구목적

혁신이 더해지면서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3]. 항노화산업은 고령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 메가트렌드와 인간 본연의 욕구인 노화방지 및

항노화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 항노화산업의

예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요 증대

현황을 파악하며, 문제점을 진단한다. 둘째, 국내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군이며, 의료서비스,

항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뷰티서비스 및 관광산업

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Ⅱ. 연구방법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용
이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4]. 세계 항노
화 시장규모는

년 기준 약

2013

억불 에 달하

2,745

며[5],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일부 산업 부문이
년 모든 분야에서 평균 약

2015

의 부진한 성

6.5%

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노화산업은
년까지 연평균 약

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었

2015

9%

다[6]. 한편 삼성경제연구소[3]는
항노화 시장을

년에 시장규모가

2020

년 기준 국내

2011

조원으로 집계한 바 있으며,

11.9

조원(CAGR

28.3

에 이

10.1%)

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현 정부에서 친고령ㆍ항노화산업
대 등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일)까지 출판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

21

다. 구체적으로 톰슨 로이터(Thomson
의

과학정보

확

대 국정과제에 포함(2013.2)하는 등 관

140

사

Reuters)

온라인데이터베이스(Web

of

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학술논

Knowledge)

문 검색엔진(DBpia), 한국학술정보(KISS)에 등록된
논문/연구보고서를

R&D

년 상반기(3월

2016

대상으로

[(Anti

Aging

항노화산

Industry) or (Anti Ageing Industry) or (

업)]을 검색어로 하여 연구들을 추출하였다. 총

54

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일

편의 연구들 중 중복된 문헌과 항노화산업의 개념,

부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항

문제점, 특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 다루지 않은

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원문이 이

하지만 현재 국내 항노화산업은 산업에 대한 개

용 가능한 자료들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검색하여

념정의 및 범위설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산업형성

추가한 연구자료 2편을 포함한 총

초기단계로 머물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산업의 발

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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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stematic Review Process

Ⅲ. 연구결과

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9]는 항노화산업을 “노화의 예방, 지

1. 항노화산업의 개념 및 범위
노화(aging)라는 단어는 라틴어

연 및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성질환의 진단,
예방, 억제, 치료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관
에서 비롯

‘aetas’

되었으며, 늙어 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Hayflick[7]

는 노화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식력의 감퇴와
사망률의 증가가 동반되는 진행성의 기능상실로
정의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3]는 노화가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지만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
어 있어 통일된 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항노화를 노화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전문적인 학
술용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여러 해석이

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 융합산업”
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범위를 크게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건강관리, 외모관리 및 의료
등의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부산테크노파크[10]는
항노화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현재까지 정확한 산업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항노화산업을 “노화 및 노인
성 질환을 예방, 치료 및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
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연관된 바이
오기술 등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첨단바이오기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는 다음의 세 가지 모형

Astrid Stuckelberger[8]

을 통해 항노화의 개념을 도식화하였다. 즉, 노화
로 인해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전형적인 모델
에 비해 항노화 모델(C)에서는 영양, 운동, 의료

(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함으로써 신체

이 접목된 새로운 신기술산업의 분야”라고 정의하
였다. 경남발전연구원[11]은 항노화산업을

노화

“

및 노인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써, 의약품, 식품, 화장
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및 첨단바이오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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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정의하였다. 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6][14], 다음과

한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같이 산업의 범위를 분류하고 있다<Table

세 전후반

30

1>.

국

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외 연구기관에서도 항노화산업의 범위를 크게 제

다는 점에서

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모, 건강, 피트

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65

고령친화산업과 항노화산업을 구분하고 있다.

니스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산업의 범위를 설

국외 연구기관들의 경우 항노화산업을 항노화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 생산, 개발과

<Figure 2> Ageing Process according to 3 Prevention Models

<Table 1> Global Market Research Organization's Classification of Anti-aging Industry

Classification
High Alert Capital Partners[6]

- Skin care
- Cosmetic procedures
- Cosmeceuticals - Hair restoration

BCC Research[12]

- Anti-aging products and service
ㆍAppearance ㆍDisease ㆍFitness

Freedonia Group[13]

- Health maintenance
ㆍBone & joint care ㆍOther
- Appearance
ㆍAging skin care ㆍOther

Global Industry
Analysts[14]

- Anti-aging products for health maintenance
ㆍPharmaceuticals ㆍSupplements
- Anti-aging products for appearance enhancement
ㆍSkin care ㆍHair care ㆍ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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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산업의 범위
를 질병치료에서 진단 및 예방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등 기존 산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 및 신산업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바이오,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 및 뷰티서비스 등 다양한 비
즈니스 영역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항노
화산업을

노화에 대한 적극적 사전대응을 통해

“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및
제품 등을 개발․제공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정
의하였다. 구체적인 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Table

2>.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Anti-aging Industry

Classification
- Anti-aging foods
ㆍAntioxidant health functional foods
- Anti-aging cosmetics
Anti-aging ㆍCosmetics for anti-wrinkle
products - Anti-aging medical devices
ㆍ Medical devices for improving Skin condition
- Anti-aging drug
ㆍDrugs for preventing dementia
- Anti-aging nutrition management services
ㆍBalanced diet for health
- Anti-aging fitness services
Anti-aging ㆍExcercise program
services - Anti-aging health services
ㆍBotox, Placenta
- Anti-aging spa services
ㆍAroma therapy

항노화 제품은 항노화 기전을

보이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약품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의 경우 노화 예방 및 관
리와 관련된 영양, 피트니스, 스파 및 헬스서비스
등을 항노화산업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3]에서는 항노화 산업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크게 인구사회적, 경제정책적,
기술산업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항노화산업의

<Figure 3>.

특성을

성을 상기 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Figure 3> Factor of Anti-ag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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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항노화산업의 현황

개발 및 대사성 질환 치료․진단 등 항노화 관련
연구개발에 총

∼

억 원(‘09년

250

년)을 투자하고

’18

국내 항노화 시장은 현재 산업형성 초기단계로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항노화 효능 평가 및 플

그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삼성

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제품화 지원

경제연구소[3]은, 국내 항노화 시장규모는

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조

(

기준 약

조원에 달하며,

11.9

2011

년까지 약

2020

28.3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장을

주관

:

부산대)에

후 3년간 총

년에

‘13

억을 투입하였고, 향

40

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20

를차

한편 항노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지한 부산광

지하고 있고 그 뒤로 피부과 및 의약품 등의 의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경

분야가 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가

18%,

75%

스파 등 서비스분야가 약

를

7%

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으며, 부산시와, 수원시는

차지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15]에 따르면, 항노화를 포함한

산업부 사업의 일환으로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구

전반적인 국내 노화 연구 관련 정부지원 규모는

축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항노화 및 한방클

과 같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화 관련

러스터 조성 등 산업 육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

<Table

3>

치료(Therapy)가

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21.4%

다[4].

있으며, 그 뒤로 사회서비스(16.3%), 질병 메카니즘

민간 영역에서는 화장품, 미용 등 피부 관련 분

노화 기전(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

야의 기업을 중심으로 주름개선과 관련된 제품․

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관련 지원(8.3%)은

기기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성 등 대기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업에서도 웰에이징연구센터 등 전담 조직 신설

(11.7%),

을 통해 노화 관련 연구에 진출을 시도하고

(‘13)

<Table 3> Government Support for Aging Research

있다.

in Korea(2010)
(million won)

Number of project (%) Investment (%)
Mechanism
53 (20.3)
4,666 (11.7)
Disease mechanism
39 (14.9)
4,762 (11.9)
Prevention
17 (6.5)
2,935 (7.3)
Diagnosis
17 (6.5)
1,975 (4.9)
Therapy
52 (19.9)
8,571 (21.4)
Epidemiology
1 (0.4)
45 (0.1)
Infrastructure
12 (4.6)
2,575 (6.4)
Social service
42 (16.1)
6,528 (16.3)
Industry
6 (2.3)
3,311 (8.3)
Etc.
22 (8.4)
4,650 (11.6)
Total
261 (100.0)
40,018 (100.0)

3. 항노화산업의 특성
먼저 개념적 측면에서 국내ㆍ외 연구기관과 시
장조사기관의 항노화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살펴보면, 항노화산업은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정립
된 개념이 아니며, 산업형성 초기단계를 반영하듯
각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각 주
체별로 설정하고 있는 산업의 범위 또한 상이한
특성이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항노화산업은 고
령화 및 외모지향 메가트렌드와 인간 본연의 욕구

주요 부처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인 노화방지 및 예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에서 노화극복․웰빙을 위한 융합의료기술개발 사

향후 수요 증대 및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업단(주관: 경북대)을 통해 남성형 탈모 치료기술

있다[4].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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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소득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3].

그 정의와 개념 및 범위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간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년 고령사회

에 접근방식이 상이한 실정이다. 하지만 항노화산

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업은 수요적 측면에서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고 다

(14%),

2026

예상되며,
매년

2019

년 이후

1990

세 이상 가구의 소득은

55

양한 산업분야들과 연계가 가능해 신규 가치 창출

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용이하다. 따라서 항노화산업의 기술적 특성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

고려하여 향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10%

민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질병의 발병 이전에
사전 관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4. 국내 항노화산업의 문제점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노화 및
건강관리 등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노화산업의 정의를 개념

의지가 강하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항노화산업

화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항노화산업 관련 선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있다[4].

국내 항노화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산업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령친화산업

같다.

등 기존 산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부가

첫째,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가치 창출의 극대화 및 신산업 적용을 용이하게

전략이 부재하고

하고자 바이오,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

노화 관련 연구가 부처별,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료 및 뷰티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국립노화연

융․복합된 특성이 있다[4]. 또한 의료서비스, 의약

구소(NIA)는 정부로부터 노화연구에 대한 국가적

품, 의료기기, 화장품, 뷰티서비스 및 관광산업 등

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타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사회적 가

Research’

치와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특

을 수립하고 노화 관련 기초연구에서부터 정책개

징이 있다[4].

발까지 전주기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기술에 바탕을 둔 항노화

R&D

측면에서 노화 예방 등 항

‘Action

Plan

for

Aging

라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연구개발 계획

다[16].

산업의 특성상 개별 지역이나 부처 수준에서의 지

둘째, 다양한 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장기적

원은 기술개발 및 상업화에 필요한 임계규모에 도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연구기능과 서비스

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17].

기관 및 관련기업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미흡

마지막으로 항노화산업은 의약품, 식품ㆍ한방,
화장품,

ICT,

맞춤형 진단ㆍ예측 기기 및 시스템과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다. 일본의
경우

년 아이치현(愛知県) 오부시(大府市)의 아

2004

새로운 형태의 건강관리ㆍ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이치 건강의 숲과 인근 백만 평의 공간에 국립노

다학제간 첨단 융합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따

인병원(National

라서 연구개발-생산-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

오부병원,

지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른 전후방 산업 간 융복

(NILS),

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다[4].

의료개발센터 및 모노와스레(건망증)센터, 건강과

항노화산업은 현재 성장초기 단계를 반영하듯

Hospital

for

Geriatric

건강과학종합연구소,

Medicine),

국립장수연구소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NCGG), (치매)선진

학관, 건강개발관, 현립개호학교(県立介護學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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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적화한 항노화 연구단지를 조성하였다. 일본

국내ㆍ외 문헌고찰 현 시점에서 국내 항노화산

오부시 항노화 연구단지는 일본 항노화기술, 항노

업의 문제점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컨트럴 타워 및

화제품 개발의 중심지로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비즈니스모델의 부재, 부족한 인프라와 미흡한 산

있으며, 건강과학관, 건강개발관 등 다양한 시설을

업지원체계,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미약한 제

견학하고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간이코스를 체험하

도적 지원 등이 진단되었다.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고 숙박까지 즐길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항노화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성장

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16]. 국내 연구

동력 중 하나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시

[4]

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개인 맞

장의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

춤형 서비스 제품 제공,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 및

우위에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영양서비스 융합 등이 한국형 항노화 비즈니스 모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의 수립과

델 개발 시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항노화

따라서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사업을 통

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경쟁

한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항노화 산

력이 있는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업 계획 및 지원에서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전략

단기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하여 항노화 의약품

품목에 대한 선별과 지원이 요구된다[17][18]. 이에

및 서비스를 포함한 중장기 모델도 개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항노화산업을 국가적 신성장동력으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로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셋째, 관련 기초통계 개발 및 정보제공, 전문인

였다.

력 양성,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지원 등 산업

첫째, 미국의

‘Action Plan for Aging Research’

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이

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에 반해 미국

에서는 고품질의 연구를 진행할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수 있도록 하고자 연구 환경, 연구자원 개발 및 보

복지부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항노화산업 육성발

급 등 노화연구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주요 연구

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목표로 하고 있다[16].

비전과 방향 제시함으로써, 부처, 지자체간 중복을

NIA

마지막으로 항노화산업은 산업형성 초기 단계에

줄이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머물고 있어 산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항노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유망분야 도출

이해도가 낮으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원활한

등 체계적인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제도권 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구 및 임상

다.

년 두 차례에 걸쳐 유재중 의원이

연구부터 정책개발까지 전주기적인 연구 프레임워

노화 관련 연구원 설립 근거와 설립목적을 명문화

크를 설계하고 전반적인 연구를 관장하는 구심점

한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관(가칭

년과

‘08

’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

국립노화연구원)을

한 바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설립하는 것도 지속적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려

상태에 있다.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학계, 산업계 및

Ⅳ. 고찰

지자체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립의 타당성 및 추후 법률 제정 등의
작업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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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항노화산업은 의약품, 식품ㆍ한방, 화장품,

다양한 인력양성 방안이 요구된다.

맞춤형 진단ㆍ예측 기기 및 시스템과 새로운

마지막으로 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관련 우수기

형태의 건강관리ㆍ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다학제

업 인증 등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해 줄 수

간 첨단 융합산업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뷰티·

있는 (가칭)항노화산업육성진법 제정 등 법제화 추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항노화와 연계성

진과 함께 항노화산업의 발전가능성과 경제적 파

이 높은 분야와 결합시킨 융합서비스 모델 등 구

급 등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작업

체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초기산업의

도 요구된다.

ICT,

육성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19].

Ⅴ. 결론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학ㆍ병원ㆍ기업 등
항노화 산업의 가치사슬 주체 간 네트워킹과 전략
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병원, 기업체 등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 및 예방

이 유기적으로 집적화된 항노화 클러스터를 조성

과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항노화 클러스터는 국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큰 부가가치 창출이

내외 기관 간 인력과 기술교류, 실질적 연구협력

예상되는 국내 항노화산업의 현황 파악, 특성 도

등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등의 제품 상용화, 국내ㆍ

출,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항노화산업

일자리 창출하는 등 산업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

을 개념화하고 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방

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항노

인 항노화 클러스터 육성 방안과 병원, 기업 유치

화산업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본

방안수립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신규

연구에서 고찰한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

조성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

반적인 항노화산업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지 못한

의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한계가 있다. 향후 항노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

다. 또한 세계 최초 항노화 특화 클러스터 브랜드

록 학계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며, 이를 계

창출 등 항노화 기업 인큐베이팅 등 산업을 선도

기로 항노화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등의 파

해 나갈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급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실증연구가

넷째, 산업 육성을 전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록 항노화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주기적인 실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소득수준의 향상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산업 동향을 제공할 수 있는 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노화산업은

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노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항노화산업은 노화에 대한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 정립 및 항노화산업

조기개입 및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등 통계 및 항노화산업 정

한편 고령화에 대한 수요를 토대로 하는 산업군의

보 제공 홈페이지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항노화 관련 전문연

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사회적인

구인력 양성 또한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산업의 지속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항노화산업 특성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

원 지정 및 운영 및 산업 종사자의 교육 지원 등

및 거버넌스의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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