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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플레이어 동향
(3)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가. 연구개발 기관
나. 기관 기술개발 동향
특허 동향
(1) 특허동향 분석
가. 연도별 출원동향
나. 국가별 출원현황
다. 기술 집중도 분석
(2) 주요 출원인 분석
가. 해외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나. 국내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3) 기술진입장벽 분석
가. 기술 집중력 분석
나. 특허소송 현황 분석
요소기술 도출
(1) 특허 기반 토픽 도출
(2)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3)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4) 최종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핵심기술 선정 절차
(2) 핵심기술 리스트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4) 기술개발 로드맵
가.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나. 기술개발 목표

8.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1) 개요
(1) 정의 및 필요성
가. 정의
나. 필요성
(2) 범위 및 분류
가. 기술별 분류
나.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2) 산업 및 시장 분석

3)

4)

5)

6)

(1) 산업 분석
(2) 시장 분석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기술 개발 동향
(1) 기술개발 이슈
(2) 생태계 기술 동향
가. 해외 플레이어 동향
나. 국내 플레이어 동향
(3)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가. 연구개발 기관
나. 기관 기술개발 동향
특허 동향
(1) 특허동향 분석
가. 연도별 출원동향
나. 국가별 출원현황
다. 기술 집중도 분석
(2) 주요 출원인 분석
가. 해외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나. 국내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3) 기술진입장벽 분석
가. 기술 집중력 분석
나. 특허소송 현황 분석
요소기술 도출
(1) 특허 기반 토픽 도출
(2)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3)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4) 최종 요소기술 도출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핵심기술 선정 절차
(2) 핵심기술 리스트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4) 기술개발 로드맵
가.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나. 기술개발 목표

9. 차량 경량화 부품
1) 개요
(1) 정의 및 필요성
가. 정의
나. 필요성
(2) 범위 및 분류
가. 기술별 분류
나.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2) 산업 및 시장 분석
(1) 산업 분석
(2) 시장 분석
가. 세계시장
나. 국내시장

3) 기술 개발 동향
(1) 기술개발 이슈
(2) 생태계 기술 동향
가. 해외 플레이어 동향
나. 국내 플레이어 동향
(3)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가. 연구개발 기관
나. 기관 기술개발 동향
4) 특허 동향
(1) 특허동향 분석
가. 연도별 출원동향
나. 국가별 출원현황
다. 기술 집중도 분석
(2) 주요 출원인 분석
가. 해외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나. 국내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3) 기술진입장벽 분석
가. 기술 집중력 분석
나. 특허소송 현황 분석
5) 요소기술 도출
(1) 특허 기반 토픽 도출
(2)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3)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4) 최종 요소기술 도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핵심기술 선정 절차
(2) 핵심기술 리스트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4) 기술개발 로드맵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
나. 기술개발 목표
Ⅲ. 미래형 자동차 관련 정부 정책 및 계획
1.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1) 미래차 산업의 전망 및 국내상황
(1) 세계 미래차 산업 동향과 전망
(2) 글로벌 자동차산업 및 주요국 동향
(3) 우리 자동차 산업의 성과 및 현주소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3) 미래차산업 비전과 정책과제
가.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나.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다.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라. 산업생태계의 미래차 대전환
4)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1) 추진체계
(2) 향후 계획

Ⅳ. 미래자동차 국가별 산업현황 분석
1. 독일
1) 독일 자동차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략 분석
(1) 산업특성
가. 정책 및 규제
나. 최신 기술 동향
다. 주요 이슈
라. 주요기업 현황
(2) 산업의 수급 현황
(3) 진출 전략
가. SWOT분석
나. 유망분야
2) 전기차 베터리셀 관련 산업동향 및 개발현황
(1) 폭스바겐
(2) BMW
(3) 다임러
(4) 바르타
(5) BMZ
(6) 바스프
2. 중국
1)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 전략 분석
(1) 중국 자동차 산업 동향
2) 중국의 미래차 산업 육성 동향
(1) 정부정책 동향
(2) 주요 기업의 전략
3) 한중 자동차산업의 혁신역량 비교
4)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분석
3. 미국
1) 미국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2) 미국 미래자동차 시장 전망분석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