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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산업
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부품기업 종합지원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광주









광주형일자리모델구축 연계

친환경자동차산업구조고도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역할 : 자동차산업종합지원허브
(기업지원/인력양성)

- 규모 : 4,889 m2(연면적), 지하 1층, 지상 5층

<선도기술지원센터>
- 역할 : 기술개발및부품기업역량강화기술지원
- 규모 : 15,795 m2(연면적, 2개동),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축장비 179종

∙ 부품기업 R&D 역량 및 글로벌 사업화 역량 제고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 센터(’21년 5월 준공)

∙ 친환경차 / 미래차(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설계∙시제작∙신뢰내구∙인증 평가 장비 구축
⇒ One 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국가공인시험기관



∙친환경자동차및핵심부품안전인증및시험평가지원
- 충돌 및 충격, 배터리 등 안전인증

∙자율주행자동차및미래자동차안전인증및시험평가지원
- 자율주행 안전 센서(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등)

- EV / 자율주행 전자파 적합성 인증(빅챔버)

- 부품인증(실차인증, 등화장치, 타이어, 휠, 브레이크 등

인증
EV/자율주행 전자파, 자율주행 안전센서 등

부품자기인증(등화, 휠, 타이어, 브레이크 등)

배터리, 충돌, 충격

센터구축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충돌시험동, 충격시험동, 배터리시험동)

장비구축 첨단안전장치 센서부품 평가장비, EMC 빅챔버 등배터리, 충돌, 충격

기반조성 (2019년 ~ 2021년) 기반확충 (2022년 ~ )

단계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자율주행 안전평가동, EMC 시험동)

EV충돌, 부품충격, 배터리
안전성평가1단계

자율주행차등미래차인증평가
(자율차 센서, EMC)2단계





회사
형태

소재지

생산
규모

투자
규모

고용
인원

· 주식회사
· 독립 신설 법인

·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 공장 면적 약 18.3만평

·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 총 5,754억원
· 자기자본 약 2,300억원

- 광주그린카진흥원 483억원(21%)
- 현대차 437억원(19%)
- 광주은행 260억원(11%) 등

· 정규직 약 1,000명



주주간투자협약식(6.28)

출범식(8.20) GGMC 설립(9.20)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식(1.31)



친환경

디지털화

유연화

• 지역사회 신뢰구축을 위한 친환경 설비 적용

-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작업자 휴식을 위한 개방형 편의시설 구축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공장소 조성

• 다양한 정보 수집과 융합으로 실시간 공정관리

-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 최적화

• 미래기술 적용으로 예측가능한 공장 구축

- 위치기반 생산정보 연계 스마트태그 시스템 적용, 통합 품질관리 실현

• 시장 요구 대응을 위해 다차종 대응 가능한 생산라인 구축

- 유연 생산체제 대응

공장 3대 컨셉



빛그린산단 부지매입 자동차공장착공 자동차공장완공,

시험생산,양산

1 32





산업생태계 구축기업지원플랫폼
수요자(기업)과공급자(혁신기관)를하나의장으로끌어들여새로운가치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