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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개발 로드맵
7. 이종접합(금속소재+고분자소재) 소재 분야
1) 개념 정의 및 범위
2) 국내외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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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구조
(2) 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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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동향
(2) 주요기업 동향
가. 해외업체
나. 국내업체
4) 국내 기술개발 전략
(1) 국내 기술 장단점 분석
(2) 국내 기술개발 전략
9. 희토류 재활용 및 대체ㆍ저감 소재화 분야
1) 개념 정의 및 분류
2) 국내외 시장분석
(1) 산업 분석
가. 산업 특징
나. 산업 구조
(2) 시장 분석
가. 해외시장
나. 국내시장
3) 국내외 기술 분석
(1) 기술개발 이슈
가. 기술개발 트렌드
나. 국내 기술분석
(2) 주요업체 동향
가. 해외업체
나. 국내업체
4) 국내 기술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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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기술 동향
가.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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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격과 소재 비용 추이
4) 폴리실리콘(Polysilicon)의 공급구조
5) 메탈실리콘(Silicon Metal)의 수급 구조 전망과 문제점
6) 태양광 소재공급의 안정성 분석
(1) 국내 교역구조와 소재공급의 안정성
(2) 태양광발전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소재 공급의 안정성 평가
7)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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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의 기술 수준 평가
(3)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에 대한 경쟁력 평가
가. 경쟁력 약화 요인
나. 경쟁력 강화 요인
(4) 향후과제
11. 경량 금속소재(Al, Mg, Ti) 시장 및 기술동향
1) 알루미늄(Al)
(1) 국내외 시장동향
(2) 국내외 기술 동향
2) 마그네슘(Mg)
(1) 국내외 시장 동향
(2) 국내외 기술 동향
3) 타이타늄(Ti)
(1) 국내외 시장동향
(2) 국내외 산업별 타이타늄 수요 현황
4) 시사점
12. 3D프린트용 고분자소재 분야
1) 개념 정의 및 범위
2) 국내외 시장 분석
(1) 산업 동향
가. 산업 특징
나. 산업 구조
(2) 시장 동향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3) 국내외 기술 분석
(1) 기술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트렌드

나. 기술 환경
(2) 주요업체 동향
가. 해외업체
나. 국내업체
4) 국내 기술개발 전략
(1) SWOT 분석
(2) 핵심기술 선정
(3) 국내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현황
나. 국내 기술개발 로드맵
13. 3D프린트용 금속분말소재 분야
1) 개념 정의 및 범위
2) 국내외 시장 분석
(1) 산업 동향
가. 산업 특징
나. 산업 구조
(2) 시장 동향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3) 국내외 기술 분석
(1) 기술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트렌드
나. 기술 환경
(2) 주요업체 동향
가. 해외업체
나. 국내업체
4) 국내 기술개발 전략
(1) SWOT 분석
(2) 핵심기술 선정
(3) 국내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현황
나. 국내 기술개발 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