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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Enterprise Services
조원석 전무(LG유플러스)

최근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LG유플러스가 5G 기술을 활용하여 Enterprise 시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Connected Car, Smart City, 

Smart Factory, Remote Control, Smart Construction 등의 서비스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행정혁신사례
김준범 이사(네이버 클라우드)

최근 클라우드 산업의 동향

공공기관 및 행정업무의 클라우드 도입사례

 - 교육분야

 - 인공지능분야

 - 코로나 등 국가위기대응 분야

국산클라우드의 글로벌 도전

PAV(Personal Air Vehicle) 개발동향과 실증화센타 
오인선 대표이사(주식회사 숨비)

최근 미래형 탈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인 PAV개발 상황과 내용을 소개하고 더불어 실험 

방법과 절차등을 소개하여 남아있는 인증과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 PAV(Air taxi)를 개발하는 기술적 방향과동향

 - PAV 실험절차

 - PAV 특별자유화구역

 - PAV 실증화 지원센타

 - PAV 특별자유화 구역내의 6G통신 인프라구축 제안

Main Drivers & Enabling Technologies for 6G Wireless Communication
정재훈 연구위원 (LG전자)

최근 글로벌 선행 기술 비전 수립과 후보 기술 선행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6G 이동통신에 

대하여 2030년경 상용화 시점에서 목표화될 수 있는 주요 추진 동력 및 기술 요구사항들을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 요구사항들을 지원하는 주요 6G 후보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 중점 추진 방향들을 제시한다.

ETRI 5G+/6G R&D 현황
김일규 본부장(ETRI)

정부에서는 5G 기반 신산업 조기 육성을 통한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하고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를 제시하였고 5G+ 전략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여 5G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2030년경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이동통신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6G 국책 과제를 

착수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5G+ R&D 및 6G R&D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관련 기술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CES 2021로 보는 혁신 기술 주요 동향 
정구민 교수(국민대학교)

올 초에 열린 CES 2021에서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혁신 기술의 발전이 핵심 

이슈가 되었다. 언택트, 홈코노미, ESG 트렌드도 코로나19에 따라 최신 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CES 2021 혁신 기술 키워드의 주요 동향과 과제를 정리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