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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첨단자율주행기술로무장한기아차쏘

울이 지상 최대 IT전자쇼 무대인 CES 경

연장에화려하게데뷔했다

기아차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개막한 2016 국제전자제

품 박람회(CES)에서 첨단 자율주행 기술

을 적용한 쏘울EV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전기차와자율주행차를결합한모델이다

이차량에는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적

용하고있는▲차선이탈경보시스템(LD�

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 ▲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등 자율주행

기술뿐아니라기아차가독자적으로 개발

중인자율주행선행기술도적용됐다

쏘울EV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가 고

속도로주행시스티어링휠(핸들)과 엑셀

레이터를조작하지않아도차량이자동으

로 달리는 기술이 탑재됐다 또 카메라와

센서의조합을통해주변차량을인지하고

차선을유지하거나변경하는기능도갖췄

다 지난달 9일 출시한 제네시스 EQ900

의 자율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보다한단계진화한기술이다

또 쏘울EV 자율주행차는 도심에서 목

적지까지자동으로주행하는기능차선이

없는 구간이나 도심 내 공사 구간 등에서

선행 차량의 주행 경로를 인식한 후 자동

주행하는기술을적용했다

교통혼잡구간에서는차선과주변차량

정보를계산해자동으로주행하거나끼어

들 수 있고 운전자 얼굴과 시선을 인식해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운

전자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자동으로갓길에정차한다

스마트워치 조작만으로 운전자의 위치

까지차량을자동으로부를수있고 공간

을인식해자동으로주차하는시스템도적

용됐다 쏘울EV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탑

재된 GPS와 정밀지도를 이용해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또 차량 전후측방

에장착된센서를통해차량 보행자등주

변상황을파악해실제주행에반영한다

기아차는또CES에서자율주행기반기

술 브랜드 드라이브 와이즈(DRIVE

WISE)를런칭했다

기아차는이번신규브랜드론칭을계기

로 자율주행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다는계획이다당면과제는2020년부분자

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달성하는것이다

2030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가도래할수있도록노력한다는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자동차와

IT 간 융합을 통한 최첨단 기술력 확보하

는데주력해미래스마트카시장을이끄는

선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자율주행의 법적문제도

15년후면 해결될것이라고긍정적으로내

다봤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

럼사회적인식이나법적문제가스스로자

리를잡아갈것이라는예상이다

황승호 기아차 차량IT기술개발센터장

(부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

뀌지 않겠는가라며 보이스피싱을 당했

다고 스마트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2030년쯤에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 문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해결되리라본다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쏘울EV 美CES 데뷔  2030년완전자율주행시대연다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출시 레저용차량(RV) 수요

증가 등으로 183만대로 늘어나며 사상 최

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생산은수출감소와자동차노조파

업에도 07% 증가하고 수출은 러시아와

중남미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 침체로 2

8%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자동

차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827

1231) 신차 출시 RV 수요 확대 등 영향

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한 183만대로

사상최대치를나타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내수판매는 2011년

157만7000대 2012년 154만1000대 2013

년 154만대 2014년 166만1000대 2015년

183만3000대등이다

내수판매중국산차는개소세인하와캠

핑문화 확산에 따른 RV 수요 증가 신차

출시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한

156만대에달했다

지난해출시된국산 RV는티볼리(1월)

올 뉴 투싼(3월) THE SUV 스포티지

(9월) 등이다

수입차판매는폴크스바겐배출가스조

작 사태에도 수입차에 대한 선호 확대와

마케팅 강화 다양한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전년대비279%증가한28만대를 나타냈

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포르셰등독일

브랜드가607%를차지했다

지난해국내자동차생산은수출감소와

하반기자동차사부분파업에따른생산차

질에도 내수판매 호조로 전년보다 07%

증가한 456만대를 기록했다 앞선 3년간

생산 실적은 2012년 456만대 2013년 452

만대 2014년453만대 등이다

작년 자동차 수출은 북미와 유럽연합

(EU) 등지로의 호조세에도 러시아 중남

미 중국 등 신흥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전

년 대비 28% 감소한 298만대를 나타냈

다

경차수출증가와국제가격경쟁심화에

따른평균수출단가하락으로수출금액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458억달러로 집계

됐다

20122014년 3년간 자동차 수출액은

각각 472억달러 486억달러 489억달러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인 북미

EU태평양지역등지로수출은증가했으

나 동유럽중남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

요위축등으로축소됐다

차급별로는 다목적 차량이 신형 투싼

스포티지등신차효과와미국 중국등주

요 수출국의 수요 확대로 경차와 더불어

수출량이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완성차 국내 판매는 개소

세인하와신차효과등으로전년동월 대

비 165% 증가했으나신흥시장에대한수

출 감소 등으로 수출과 생산은 각각 56%

와 65%감소했다 연합뉴스

기아차노사가 2015년임금협상을최종

타결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출한

노사간임협잠정합의안에대해이날조합

원표결에들어간결과 643%의찬성으로

합의안이최종통과됐다

앞서 노사는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임

금피크제 확대 여부와 관련 현재 시행중

인임금피크제를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

섭에서 확대 방안을 합의 시행키로 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

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

성한 뒤 계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합의를거쳐시행하기로했다

임금은악화된경영실적등을감안해▲

기본급 8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포상금400%+ 400만원(경영성과

금 300%+200만원글로벌품질향상 성과

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

성 포상금 100만원) ▲ 주식 55주 및 재래

시장상품권 20만원등으로합의했다

한편임협타결조인식은12일경기도광

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릴 예정이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해자동차내수판매 183만대 사상 최대

개소세인하신차출시효과

전년보다 104% 증가

핸들조작안해도자동주행 차선변경

스마트워치조작으로차량콜자동주차

드라이브 와이즈 신규 브랜드 론칭

지난 6일 (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에서개막한세계최대가전쇼CES 2016 기아자동차전시관을찾은관람객들이

첨단자율주행기술로무장한쏘울EV에탑재된모든기술을실제로구현하는 자율주행차가상현실체험을해보고있다 연합뉴스

기아차가2016 CES에출품한쏘울EV자율주행차의주행모습 기아차제공

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올

뉴 K7에 국산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

기가장착된다

기아차는 11일남양연구소에서사전미

디어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2일

부터사전계약에돌입한다

2009년첫선을보인이후 7년만에풀체

인지 모델인 올 뉴 K7은 33 람다 개

선엔진적용동급디젤최고연비를구현

한 R22 디젤 엔진 적용 헤드업 디스플

레이 크렐(KRELL) 프리미엄사운드등

국내 최고의 준대형 세단으로 탈바꿈했

다

40대 이상이 주 판매 타겟이며 토요타

아발론이경쟁차종이다

가격은 24가솔린모델과 22디젤모델

이 각각 3080만3110만원 3360만

3390만원 수준이다 33 가솔린 모델은

3480만3940만원으로책정됐다 30 LPi

모델은 2640만3110만원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K7 7년만에 풀체인지

국산 첫 전륜 8단 변속기

오늘부터사전계약돌입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기아차노사 2015년 임금협상타결

기본급 85000원 인상

임금피크제확대올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