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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운행 접수 첫 날인

12일현대자동차가가장먼저제네시스승용차 1대를신청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4시께 제네시스 1대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는 서류와 함께 운전자 2명의 명단을 국토부에 직접 제출했

다

제네시스는지난해 11월영동대로일대에서자율주행차시험운행

을통해눈길을끈바있다

국토부는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을통해해당차량이자

율주행시험운행허가요건에적합한지 20일 안에확인해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가허가하면지자체가번호판을발급한다

국토부는그동안각종센서와고성능GPS시스템등을종합해 알

아서척척 목적지까지운행하는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목

표로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고시험운행구간을지정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

점호법분기점까지총 41와일반국도 5개구간총 320이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

전자외탑승자는주변교통상황주시 자율주행시스템정상작동확

인등의업무를수행해비상상황에대비해야한다

또 자율주행중언제라도운전자가수동조작시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등을탑재해사고가능성을최소

화하고자율주행차라는표지도부착하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날 제네시스 1대만 신청했지만 앞으로 벤처

기업 대학연구소등에서도자율주행시험운행신청이들어올것으

로기대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의현지전략차종 그랜드 i10이 지난해베트남자동차시

장에서전체판매 1위를차지해 베트남국민차로등극했다

자동차시장의높은성장세로최근아세안에서가장주목받는베

트남에서줄곧강세를보여온일본도요타를꺾고처음 1위를한것

이어서의미를더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013년 말 출시된 그랜드 i10은

2014년에 8473대가판매돼전체 4위에오른데이어지난해전년대

비 2배증가한 1만5873대가팔리며출시 2년만에 1위에올랐다

그랜드 i10은 현지 판매 중인 현대 i10과 i20급 사이 소형 해치백

차량으로 동급 차량 대비 넓은 내부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높

은연비등의강점을갖췄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판매 2위에 오른 차량도 다름아닌 기아차의

봉고트럭K3000이었다 현대기아차가 1 2위를모두휩쓴것이다

K3000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전년도 판매대수 8563대보다 배 가

까이늘어난총 1만4201대가팔렸다

베트남 시장에서 픽업트럭의 비중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가운데기아차의K3000은 현지에서파워 승차감 적재능력 3박

자를고루갖춰동급차량대비높은경쟁력을인정받았다

2014년에는도요타의비오스와포추너가각각 9187대 8589대팔

려시장에서 1 2위를차지했으나 2015년에는현대차와기아차에 1

2위를빼앗겼다 도요타의 비오스 이노바 포추너는 지난해 각각 1

만3761대 9985대 9780대가판매돼 35위에그쳤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12위 석권은 전통적으로 도요타가 선점해

줄곧강세를보여온베트남시장에서 후발주자로출발했음에도경

쟁력을인정받고베트남시장의판도를바꿔놓았다는점에서놀라

운성과로평가할만하다

지난해 베트남 시장 판매 순위를 브랜드별로 보면 도요타가 총 5

만285대를팔아 1위자리를유지했고기아차가 3만8484대로 2위 현

대차가 2만3705대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18만여대인 것으로 집계

됐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대비 친환경차 보급률은 1%를 밑

돌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국토교통부에따르면 지난해 말 기

준으로등록된친환경차는총 18만361대로한해전인 2014년

말에비해 286%증가했다

하이브리드카가 17만4620대 전기차 5712대 수소차 29대

로이중하이브리드카는전년대비 270%증가했고전기차는

두배늘어났다

지난해말등록된자동차는총 2098만9885대이며친환경차

는전체의 09%를차지했다 1년전 07%에비해 02%포인트

늘었지만여전히 100대중 1대도안되는보급률이다

올해부터는현대기아차의친환경전용차출시와정부의친

환경차보급확대정책에따라그비중이크게늘어날전망이

다

현대차는 지난달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을 출시했고 기

아차역시올해상반기중에친환경전용 SUV 니로를선보

일예정이다

친환경 전용차는 파워트레인(동력계)이나 차량 공간을 친

환경차의 용도에 최적화해 설계한 맞춤형 차여서 기존 차량

을개조한친환경차에비해연비나동력성능이우수하다

현대차는 지난달 14일 아이오닉을 공식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1만5000대를판매할계획이라고밝혔다 지난해한

국시장의하이브리드카판매량 3만9000대에약 40%가추가

되는셈이다

여기에기아차니로가더해지고도요타의신형프리우스도

시판될 예정이어서 올해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전년 대비 두

배까지늘어날수있는것으로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보급을목표로인프라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

있다

올해친환경차구매보조금도확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카 3만400대 플러그

인하이브리드카 3000대 수소차 71대등총4만1471대의친환

경차에대해보조금 2014억원을지급하겠다고최근밝혔다

전기차에는차량보조금 1200만원완속충전기설치비 400

만원 세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자체별 300만

800만원의보조금이추가로지원된다

하이브리드카에대해서는보조금 100만원지원과 270만원

의 세금 감경 혜택이 부여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에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500만원 지급과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이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휘발유 자동차는 980만8633대

로전년대비 23%증가했고경유자동차는 862만2179대로 8

6% 늘어난반면 LPG 자동차는 225만7447대로 34% 감소했

다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중경유자동차의비중은 2014년 말

378%에서 1년만에 33%포인트 늘어나며 40% 선을 넘어선

411%로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이오닉니로 출시  친환경차 시장 커진다

2016 시카고오토쇼(2016 Chicago Auto Show) 에서소개된기아차친환경소형 SUV 니로(Niro) 국산최초하이브리

드SUV인니로는내달국내출시를앞두고있다 기아차제공

픽 미 업(Pick Me Up)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끝내고나온주부가스마트폰에대고자신의쏘울EV 전기차

를호출한다 스마트폰에서전송된명령을전달받은쏘울EV

는 자율주행 기술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시동

을걸고주차장에서빠져나와양손에잔뜩짐을든주부의발

앞으로 다가선다 오는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언

한기아자동차의자율주행가상영상이다 지난달초미국라

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6에서 진행

된기아차의글로벌콘퍼런스때선보인장면이다 이처럼꿈

같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라고

부른다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에따르면2021년까지향후6

년간 급성장하게 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독보적

으로 성장률이높은 부문이 연평균성장률(CAGR) 142%를

기록할ADAS 부문인것으로예측됐다

차량용반도체시장은전체적으로 6년간연평균 55%성장

할전망이다 ADAS는 차량용반도체시장전체와비교해도

거의 3배가까이성장률이더가파를것으로점쳐진셈이다

자동차 차체편의성(54%) 섀시안전성(30%) 인포테인

먼트(47%) 파워트레인(54%)등반도체가응용되는다른부

문과견줘봐도절대적으로성장률이높다

ADAS는 주차보조시스템 프런트뷰 카메라 애플리케이

션 V2X BSD(후측방경보시스템) 충돌방지시스템 등으로

나뉜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

(LKAS)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자율주행을 위한

모든원천기술이ADAS의범주에들어간다

자율주행기술은슈퍼컴퓨터까지동원되는수준이다 미국

의하드웨어전문기업인엔비디아(Nvidia)는 CES 2016에서

자율주행용슈퍼컴퓨터 PX2를공개한바있다 PX2 한대

는맥북프로 150대가동시에실행하는것과유사한수준의처

리 성능을 자랑한다 한편 차량용으로 투입되는 반도체 제

품중에는메모리IC의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

났다

향후 6년간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메모리IC가 124%를

기록해 광학반도체(88%) 마이크로컴포넌트IC(68%) 아날

로그IC(39%) 센서레이더(39%)보다훨씬높았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에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만큼 성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

다 연합뉴스

자율주행덕분에차량용반도체시장급성장

자율주행차량현대차 제네시스 첫 신청

국토부 20일 내 적합여부확인후허가증발부

운전자지원시스템 6년간연평균 142% 

지난해말기준 18만361대 등록

1년새무려 286% 증가

전체차량대비보급률 1% 넘을지관심

기아차쏘울주행차량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랜드 i10 베트남국민차되다

지난해 1만5873대 판매도요타꺾고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