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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기회와 기술수명 주기
(3) 산업용 IoT
2) 국제 표준화 단체 현황
(1)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 Plattform Industrie 4.0
2. 5G 통신
2-1. 5G 개요 및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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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용 로봇의 부상 배경
4-2. 제조용 로봇 산업 동향
1) 제조용 로봇의 산업 특징
2) 제조용 로봇의 산업 구조
3) 국내외 제조용 로봇 산업 현황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한국
4) 국내 제조용 로봇 산업 경쟁력
(1) 가격 경쟁력
(2) 품질 경쟁력
(3) 제조 경쟁력
(4) 인적자원 경쟁력
(5) 기술 경쟁력
(6) 종합 경쟁력
5) 로봇 산업 정책 전망
4-3. 제조용 로봇 시장 동향
1) 글로벌 시장 동향
(1) 글로벌 로봇 산업 시장 동향
(2) 글로벌 제조용 로봇 시장 동향
2) 국내 시장 동향
(1) 국내 로봇 산업 시장 동향
(2) 국내 제조용 로봇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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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시장 현황
3)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기업 동향
Ⅲ. 스마트 팩토리 시장 및 정책 동향

1. 스마트 팩토리 주요 분야 시장 동향
1-1. 국내 제조업 시장 동향
1) 국내 제조업 현황
(1) 한국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
(2)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현황
(3) 한국 제조업 기술 수준
(4)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2) 국내 중소 제조기업
(1) 중소 제조기업 혁신역량
(2)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방안
1-2.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 시장 동향
1) 스마트 팩토리 시장 및 기업 동향
(1) 스마트 팩토리 시장 동향
(2) 스마트 팩토리 기업 동향
(3) 스마트 팩토리 시장 경쟁 시나리오 전망
2) 스마트 팩토리 시장규모 전망
3)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 시장 현황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국내
4)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위한 6개 과제
(1) 사이버물리 생산시스템 도입 세부전략
(2) 노동자 역량 교육
(3) 인간-기계 협력
(4) 노동 및 안전 규정과 유연성
(5) 기업 정보보안
(6) 노동자의 정보보안
5) 스마트 팩토리 주요 이슈
(1) 세계경제포럼, 등대 공장(Lighthouse Factories)
(2) 제조업을 비롯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적용 확대
(3)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주도권 경쟁 심화
1-3. 산업용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1) 산업용 사물인터넷 생태계
(1) NIST 연구소
(2) IIC 컨소시엄
(3) GE 제조사
(4) 통신망 사업자

2) 산업용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1-4. 스마트 공장 기술 발전과 고용 시장
1) 주요국의 고용 변화
(1) 미국
(2) 독일
(3) OECD 19개국
2) 주요 기업 및 작업장의 고용 변화
(1) 아마존(미국)
(2) 아디다스(독일)
(3) 지멘스(독일)
(4) 바스프(독일)
(5) 보쉬(독일)
(6) 쿠카(독일)
(7) 하르팅(독일)
(8) 비제바(독일)
(9) 오토 보게(독일)
(10) 미쓰비시전기(일본)
(11) 화낙(일본)
(12) DMM.make AKIBA(일본)
3) 스마트 공장과 고용변화 전망
(1) 기술변화로 인한 거시적 고용변화 전망
(2) 기술변화로 인한 소득분배구조 변화 전망
2. 국내외 제조업 및 스마트 팩토리 정책 동향
2-1. 국내외 주요국 제조업 혁신 정책 동향
1) 미국
(1) 미국의 제조업 혁신 배경
(2)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3) 산업계 혁신 동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별 추진 정책
2) 독일
(1) 독일 인더스트리 4.0 추진배경
(2)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3) 산업계의 제조업 혁신 동향
3) 일본
(1) 일본의 제조업 혁신 추진배경
(2)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경과
(3)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4) 산업계 대응 동향
4) 중국
(1) 중국의 제조업 혁신 추진배경
(2)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경과

(3)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4) 중국-독일 간 인더스트리 4.0 분야 협력
5) 국내
(1) 국내 제조업 혁신 추진배경
(2) 국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선결과제
(3)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경과
(4)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
(5) 국내 스마트 제조 정책 진단 및 개선안
2-2. 국내 스마트 팩토리 정책
1)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1) 전략 추진배경
(2) 스마트 공장 현황진단
(3) 추진 전략
(4) 전략 추진계획
2)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1)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2)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3) 산업혁신운동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
3) 스마트 공장 금융 지원사업
(1) 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 스마트 공장 협약보증 대출
(2) 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3) 한국산업은행 스마트 공장 온렌딩 대출
(4)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4) 스마트 공장 교육 지원사업
(1) 직업능력개발 혁신 및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
(2)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
(3)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과정
(4) 스마트 공장 우수기업 견학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