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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SIC(Stand alone 칩)
3.2) SoC(System on Chip) core
3.3) SoC IP
(4) 시장전망

Ⅳ. 주요 핵심 활용 분야별 엣지 컴퓨팅 동향
1. 5G
1) 5G 산업동향
(1) 개요
1.1) 개념
1.2) 분류
(2) 서비스 전망
2.1) 개요
2.2) 지원 가능 서비스
2.3) 신규 서비스 전망
(3) 국내외 시장동향
3.1) 국내
3.2) 국외
(4) 국내외 추진현황
4.1) 상용화 계획
4.2) 국내 주파수 할당계획
4.3) 주요국 도입 준비현황

4.4) 관련 정책동향
4.5) 시범서비스 추진동향
(5) 기술 동향
5.1) 기술 조건
5.2) 기술 범위
5.3) 기술적 특징 및 동향
5.4) 성능 요구사항 및 기술동향
5.5) 국내외 주요 업체별 기술개발 현황
5.5.1) 국내
5.5.2) 국외
2) 초연결 시대의 5G Innovation
(1) 5G 네트워크와 IoT
1.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5G의 관계
1.2) 5G-IoT 관련 기술적 특징
1.3) 5G 네트워크 특성과 IoT
1.3.1) 개요
1.3.2) 초연결
1.3.3) 초저지연(Short TTI)
1.3.4) 저전력
(2) 5G 기반 자율주행
2.1) 5G 기반 자율주행 및 Samrt City
2.2) 서비스 환경 구축현황
3)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술동향
(1) 개요
1.1) 개념
1.2) MEC 플랫폼 구조
1.3) MEC 서버 및 응용 플랫폼 구성
1.3.1) MEC 서버
1.3.2) MEC 응용 플랫폼 구성
(2) MEC 표준동향
(3) 관련 주요 기술동향
3.1) 비즈니스 기회
3.2) 주요 서비스 시나리오
3.2.1) IoT Gateway
3.2.2) Connected Vehicles
3.2.3) Intellignet Video Acceleration
3.2.4) Video Stream Analysis
3.2.5) Intensive Computation Support
3.2.6) Enterprise Deployment
3.2.7) AR(Augmented Reality)
3.3) 관련 프로젝트 및 기술동향

3.3.1) ISG MEC의 PoC 프로젝트 현황
a) Edge Video Orchestration PoC 프로젝트
b) Radio aware video optimization PoC 프로젝트
c) Service oiAware RAN PoC 프로젝트
3.3.2) 통신 및 IT 산업 분야의 MEC 기술 진보
4) 5G를 위한 MEC 기술동향
(1) 5G와 MEC의 관계
(2) Edge DC 구조 상의 MEC 특징 및 가치
(3) 5G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MEC 기술적 과제
(4) 클라우드 RAN과 MEC 아키텍처 컨셉 비교 및 전망
4.1) 아키텍처 컨셉별 주요 동향
4.1.1) 클라우드 RAN 아키텍처 컨셉
4.1.2) MEC 아키텍처 컨셉
4.1.3) Massive MIMO
4.2) 향후 전망
2. 자율주행자동차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
(1) 개요
1.1) 정의
1.2) 구성기술 구분
1.3) 핵심 기술
1.4) 기술수준 정의
1.5) 기술수준 단계별 주요기능
1.6) 핵심 역량
(2) 시장전망
(3) 주요 기술개발 동향
(4)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
4.1) 국내
4.1.1) 범부처 공동 추진현황
4.1.2) 상용화 목표 및 실행계획
4.2) 국외
4.2.1) 미국
4.2.2) 유럽
4.2.3) 일본
(5) 주요 해외 업체별 자율주행차 전략
2)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1) 빅데이터 요구사항
1.1) 개요
1.2)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이슈
1.2.1) 관련 센서 데이터

1.2.2) 교통 인프라 데이터
1.2.3) V2X 통신 데이터
a) use case
b) 요구사항
1.3) 5G와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2) 자율주행 빅데이터 처리 관점에서의 5G 요구사항
2.1) 대역폭 관점
2.2) 저지연성 관점
3) 자율주행을 위한 5G 및 MEC 기술동향
(1) 5G V2X 기술동향
1.1) 기존 V2X 문제점
1.1.1) WAVE 기술의 한계
1.1.2) LTE V2X 기술의 한계
1.2)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V2X 기술
1.2.1) 프레임워크
1.2.2) 설계 문제 및 솔루션
a) 데이터 우선순위
b) 설치 계획
c) 빔 제어
d) 핸드오버 전략
1.3) 차세대 V2X 기술전망
1.3.1) 5G V2X 핵심 기술
1.3.2) 연구개발 동향
a) SK텔레콤
b) Qualcomm
1.3.3) 표준화 동향
(2) 자율주행 V2X의 저지연성 지원을 위한 해결과제
2.1) 저지연 처리를 위한 계층 스케줄링
2.1.1) 개요
2.1.2)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계층 스케줄링
a) 개요
b) 대표 사례-OpenStack
2.1.3) MEC에서의 계층 스케줄링
2.2) 저지연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핸드오버
2.2.1) 개요
2.2.2) Mobile Entity(ME)
3. 스마트 팩토리
1) 스마트 팩토리 산업동향 및 국가별 엣지 컴퓨팅 전략/기술동향
(1) 개요
1.1) 개념

1.2) 구성요소
1.3) 차별화 요소
1.4) 수준별 단계
1.5) 5대 요건 및 주요 tool 효과
1.5.1) 5대 요건
1.5.2) 산업에 따른 주요 tool 효과
(2) 국내외 시장동향
2.1) 국내
2.2) 국외
(3) 국가별 추진동향 및 전략
3.1) 독일
3.1.1) 주요 전략
3.1.2) 대표 도입사례
a) 지멘스(Siemens)
b) 노빌리아(Nobilia)
c) BMW
d) 아디다스(ADIDAS)
3.2) 일본
3.2.1) 기업의 IoT 도입 및 활용현황
3.2.2)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제
3.2.3) 장단점 및 비즈니스 모델
3.2.4)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의 강조
3.2.5) 주요 기업 엣지 컴퓨팅 기반 전략
3.3) 미국
3.3.1) 주요 전략
3.3.2) 대표 도입사례
a) GE
b) 테슬라(Tesla)
3.4) 중국
3.5
3.5.1) 지원계획 및 현황
3.5.2) 대표 도입사례
a) 포스코/포스코하이메탈
b) LS산전
c) 주요 중소기업 사례
(4) 핵심 기반 기술동향
4.1) CPS(Cyber Physical System)
4.1.1) 개념
4.1.2) 핵심 기술
4.1.3) 아키텍처
4.2) IoT 포그 컴퓨팅

4.3) 로보틱스
4.4) 3D 프린팅
4.4.1) 공정과정
4.4.2) 적용분야
4.4.3) 시장규모
4.5) 사이버 보안
2)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2)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3)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3.1) 개요
3.2) 적용 분야별 Breakthrough
3.2.1) 로봇 자동화
3.2.2) 공정 간 연계제어
3.2.3) 전문가 공정제어
3.2.4) 설비 예방정비
3.3)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 및 패턴/알고리즘/지능화
(4) 시장전망
4.1) 제조업 혁신 키워드
4.2) 향후 발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