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Motors
기업소개
ㅇ 소재지 | 미국, 디트로이트

ㅇ 회사소개
- 1908년에 창립된 세계적인 자동차 OEM 기업
- 관심분야 : 자율주행차, 전기차
ㅇ 매출액 | 1470억 달러 (2018)

연구 혹은 관련분야
ㅇ 자율주행 차를 통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Raquel Skinner
이력
GM 공급 조언자
가격 절감을 위한 GM cost analyst
GM 국제 조인트벤처 협상가
GM iron casting/cluster 바이어, 출시 준비 감독관 경력
MIT 공대 PhD

ㅇ 미시간 대학교와의 공동연구에서 GM의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이
충돌 가능성을 줄인다는 연구결과 발표

웹사이트
www. gm.com

General Motors
Company Overview
ㅇ Location | Detroit, USA
ㅇ Company Introduction
- World-class Automobile OEM company founded in 1908
- Interest fields : self-driving vehicles, electric vehicles
ㅇ Revenue | 147 billion dollars(2018)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Only company with a fully integrated solution to produce self-driving
vehicles
ㅇ Research with University of Michigan found out that GM’s automated
safety features are reducing crashes

Raquel Skinner
ㅇ Member of the GM supplier counsel
ㅇ Cost analyst for cost savings graduate (GM)
ㅇ Negotiations for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GM)
ㅇ Iron casting and cluster buyer experience at GM
ㅇ Launch Readiness Supervisor experience
ㅇ PhD doctoral studies at MIT

Website
www.gm.com

SF Motors
기업소개
ㅇ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ㅇ 회사소개
- 2016년에 창립된 중국계 스마트 전기자동차 OEM 기업
- 관심분야 : 전기자동차, 커넥티드 카

연구 혹은 관련분야
Jonathan Woods

ㅇ R&D 센터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위치해 있음

이력
ADAS, Intelligent driving, Human-Machine Interface,
파워트레인, 자율주행, 전력화 관련 구매담당자
SF Motors/SERES EV 벤치마킹, 공급 책임자
구매 생산 협회 회원
품질관리, 데이터분석, 리스크관리, 재무 경험
20년 이상의 자동차 분야 경력
품질, 가격, 물류 관련 북미 구매담당 경험

교육 : 산업기술 학사 / 공공연설(심리학)

웹사이트
www. driveseres.com

SF Motors
Company Overview
ㅇ Location | California, USA (Headquarters)
ㅇ Chinese Electric Vehicle OEM company since 2016
ㅇ Interest Fields | Electric vehicles, connected vehicle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R&D Centers located in USA, China, Germany, and Japan

Jonathan Woods
ㅇ ADAS, Intelligent Driving, Human Machine Interface,
Drive Train, Power Train, Autonomous Driving and
Electrification Purchasing Manager
ㅇ Onboarding SF Motors/SERES EV
ㅇ Member of the Society of Purchasing Manufacturing
ㅇ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Automotive Sector
ㅇ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Technology
ㅇ Public Speaking with an emphasis in Phycology

Website
https://www.driveseres.com

르노삼성자동차㈜
기업소개
ㅇ 소재지 | 대한민국, 부산
ㅇ 회사소개
- 16년 연속 판매서비스만족도1위
- 최대의 자동차제작사 동맹인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
- 기술력과 품질 DNA를 계승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ㅇ 매출액 | 5조 5,989억 7,841만

연구 혹은 관련분야
ㅇ 하이브리드, 전기차
- Powertrain Technology

최용석 상무
이력
現 르노삼성자동차 DE-S & DE-P 담당장 / 상무보
前 전장/샤시/자율주행-ADAS 시스템 및 플랫폼 엔지니어
링 개발
前 QM5, Koleos, QM6, New Koleos개발 책임자
前 디젤엔진/미션 프로젝트 매니저
前 대우자동차 및 GM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근무

- Vehicle Fundamental
- CVT
ㅇ 최근 연구

- 고화질 모니터링 시스템 ‘3D-HD 360º 스카이뷰 카메라 ‘출시
- 동급 최강 연비 ‘THE NEW QM6 Dci’ 출시

웹사이트
www.renaultsamusungm.com

Renault Samsung Motors
Company Overview
ㅇ Location | Busan, Republic of Korea
ㅇ Company Introduction
- The top seller service for 16 years in a row
- Member of Renault-Nissan-Mitsubishi alliance
- Automobile manufacturer which succeed to the best technology and quality

ㅇ Sales (USD) | 4.8 Billion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BEV, HEV
- Powertrain Technology

Young Seok, Choi
Managing Director
Present)
Renault Samsung Motors
(DE-S & DE-P Operation chief)
Previous)
ㅇ Body Electronic system/Chassis/Autonomous
ADAS system and Platform Engineering
ㅇ QM5/Koleos/QM6/New Koleos
ㅇ Diesel-Engine /Mission Project Manger
ㅇ Daewoo and GM Daewoo Automotive
Research Institute

- Vehicle Fundamental
- CVT
ㅇ Recent research

- ‘3D-HD 360º Sky view camera (HD monitoring system)
- ‘THE NEW QM6 Dci’ has the Best Gas Mileage among the same class vehicle

Website
www.renaultsamusungm.com

Chery Automobile Co.,Ltd.
기업소개
ㅇ 소재지 | 중국, 우후, 안후이
ㅇ 중국에서 개혁 및 개방 정책 수립 후, 자체 혁신을 통해 성장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ㅇ Lion Smart Cloud 시스템과 Lion Intelligent Driving 시스템을 필두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매출액 | US $ 4,576 million (2019)

연구 혹은 관련분야
ㅇ 2019년 9월, StreetScooter사와 eLCV를 개발 및 생산하는 MOU 체결
ㅇ 2019년 8월, ZTE사와 5G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5G 산업 어플리케이션 시연 공동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Xiaoxue Shu
이력
現전략 및 투자부서 이사
現부품 공급 부장
現선임 회계사 / 선임 경제학자

웹사이트
www.cheryinternational.com

Chery Automobile Co.,Ltd.
Company Overview
ㅇ Location | China, Wuhu, Anhui
ㅇ Company Introduction
- One of the Chinese automobile manufacturers that have grown on
their own innovation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was
taken in China.

- With Lion Smart Cloud system and Lion Intelligent Driving system,
Chery is interested in autonomous driving.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September 2019, Chery Holdings and StreetScooter signed MOU for

developing and producing eLCV.
ㅇ August 2019, Chery Automobile and ZTE signed a strategic cooperation

Xiaoxue Shu
Present)
ㅇ Director of Strategic and Investment Department
ㅇ Manager of Chery Automotive Parts Supply
ㅇ Senior Accountant / Senior Economist

about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5G new applications
and building 5G industry application demonstrations.

Website
www.cheryinternational.com

FiinGroup.
기업소개
ㅇ 소재지 | 베트남, 하노이
ㅇ 회사소개
- FiinGroup 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최고의 정보 서비스 회사
ㅇ 자본금 | VND 24billion (US$1.1 million)

ㅇ 관심분야
-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
( 맟춤형 산업 연구, 투자처 발굴, 사업 및 시장 진입 전략 자문 )

연구 혹은 관련분야

ㅇ 베트남 특수강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실사 상위 10개 가전 제품 소매 업체 조사 (롯데 하이마트)

Le Xuan Dong
이력
現 FInnGroup 이사
前 BVIM 투자전력 매니저
前 Deloitte Vietnam 감사 매니저
前 공인재무분석사

웹사이트
https://www.FinnGroup.com

FiinGroup.
Company Overview
ㅇ Location | Hanoi, Vietnam
ㅇ Company Introduction
- FiinGroup is a leading information service corporation based in
Vietnam
ㅇ Charter Capital

- VND24billion (US$1.1 million)
ㅇ Service
- Research and Consulting Services from basic company reports to
customized industry research, deal sourcing, business due diligence,

and market entry strategy advisory
Le Xuan Dong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Market research on Special steel market in Vietnam (KOTRA)

Present)
ㅇ Director of FiinGroup
ㅇ ACFA Charter holder
Previous)
ㅇ Senior Investment Manager at BVIM
ㅇ Audit Manager at Deloitte Vietnam

ㅇ Pre-Due Diligence Top 10 Home Appliance Retailers (LOTTE HIMART)

Website
https://www.FinnGroup.com

ACMA
협회소개
ㅇ 소재지 | 뉴델리, 인도
ㅇ 협회소개
- ACMA는 인도자동차부품협회로서 인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 기관.
ㅇ 회원수

- 800개 이상의 제조사가 가입되어있음 ( 인도 자동차부품시장의 5%를
차지함 )
ㅇ 관련정책
- FAME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빠른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 AMP (향후 10년간 자동차, 자동차부품, 트랙터 시장의 성장을 목표함)

연구 혹은 관련분야
ㅇ Future of mobility
ㅇ Annual Report : Indian auto component industry

웹사이트
https://www.acma.in

ACMA
Association Overview
ㅇ Location | New Deli, India
ㅇ About ACMA
- ACMA,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is the apex
body representing the interest of the Indian Auto Component industry.
ㅇ Members of ACMA
- Over 800 Manufacturer Contributors (5% of Automotive Component Ind.)
ㅇ Interested field of Policy
- FAME (Fast Adoption and manufacture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 AMP (Automotive Mission Plan)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FUTURE OF MOBILITY

ㅇ ANNUAL REOPORT : INDIAN AUTO COMPONENT INDUSTRY

Website
https://www.acma.in

KIA Lucky Motors Pakistan Ltd.
기업소개
ㅇ 소재지 | 카라치, 파키스탄
ㅇ 파키스탄의 Yunus Brothers Group과 한국의 Kia Motors의
합작회사로
파키스탄에서 상용차를 생산하는 기업
ㅇ 브랜드가치 US$ 6.9 billion (2018)
(2019년 하반기부터 상업차 생산 시작)
ㅇ 관심분야 : 상용차, SUV 생산

연구 혹은 관련분야
ㅇ 2019 파키스탄 오토파츠 쇼(PAPS)에서 기아 자동차 차량 대중에
Asif Rizvi

최초로 전시

이력
기아럭키모터스 최고경영자
35년 간 의 파 키 스 탄 과 북 미 경 험
20년 간 의 글 로 벌 /로 컬 회 사 CEO 경 험
미 국 미 네 소 타 대 학 교 M BA
미국 켄터키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웹사이트
https://www.kia.com/pk

KIA Lucky Motors Pakistan Ltd.
Company Overview
ㅇ Location | Karachi, Pakistan
ㅇ Collaboration between Yunus Brothers Group and Kia Motors,
establishing vehicle manufacturing operations in Pakistan
ㅇ Brand Value US$ 6.9 billion (2018)
(Start vehicle production from August 2019)
ㅇ Interest Fields : Car, SUV, Commercial car

Research or related field
ㅇ Displayed vehicles to public at
Asif Rizvi
ㅇ Chief Executive of Kia Lucky Motors
ㅇ 35 years of experience in Pakistan and
North America
ㅇ 20 years of experience as CEO for
global/local companies
ㅇ MBA from University of Minnesota
ㅇ Masters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University of Kentucky

2019 Pakistan Auto Parts Show (PAPS)

Website
https://www.kia.com/p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