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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자동차가대학생사회공헌활동인 하모니원정대와

레드클로버참가자를다음달19일까지모집한다고23일밝

혔다

하모니원정대는 6박7일간카니발이지무브차량을타고

국내여행지를방문하면서장애인편의시설을점검하는프

로그램이다

장애인 대학생 2명과비장애인대학생 3명이팀을이뤄 7

월 1319일 전국 문화재와 국립공원 휴양지 등에서 장애

인화장실 경사로 주차시설등장애인편의시설을조사한

다 총 10개팀을선정한다

레드클로버는대학생이직접사회적이슈에대한아이디

어를구상 기획해실행까지자율적으로하는프로그램이다

올해테마는일상생활에서이동에제한이있는이동약자

를위한프로그램이다 총 40명을선정하며각팀은7월 14일

부터8월 9일까지장애인고령자아동임산부등다양한이

동약자를위한사회공헌활동을한다

프로그램내용확인과참여신청은기아차 CSR 홈페이지

(httpcsrkiacom)에서할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최근폭스바겐연비조작등으로디젤차량판매가주춤한가운

데일본차량을중심으로한하이브리드차량이부상하고있다

2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연료별수입차등록현황에따르

면 올해 14월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37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35%에서 51%로 올랐다

반면같은기간디젤차량등록은 4만9753대로전년동기대비 5

7%감소했다시장점유율도 684%에서 674%로소폭줄었다

디젤차 판매 하락세는 독일 브랜드의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일본 브랜드는 수입차 시장 전체가 43% 축소된 가운데서도 판

매가오히려늘거나축소폭이작았다

브랜드별로보면올해 14월등록된폭스바겐차량은 8303대

로전년동기대비296%줄었다같은폭스바겐그룹의아우디도

전년동기대비274%감소했다토요타는같은기간전년동기대

비 37% 감소했지만혼다는 27%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토요타는지난 3월올뉴라브4 하이브리드와프리우스 4세대

신모델을 국내에 출시했고 전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연간 150

만대 누적 1500만대판매목표를세우는등하이브리드를적극

적으로마케팅하고있다 다만디젤차의점유율이여전히 70%

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이유로 시장 판도가 쉽게 변하

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차에 기회가 있겠지만 디젤차의 아성

이하루아침에무너지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 대학생사회공헌활동대모집

하모니원정대 레드클로버 내달 19일까지

폭스바겐연비조작디젤주춤

하이브리드차량이뜬다

자동차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주행

제어및전기차에관한출원이급증했다 이

에 반해 전통적인 기계장치와 부품에 관한

출원은감소세다

23일 특허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진

특허분류(CPC)를기준으로 2006년이후지

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분야 출원은 2006년 1만1326

건에서 지난해 1만2117건으로 70% 늘었

다

주요 기술분류별 출원 증가율을 보면 자

율주행과 관련된 주행제어 기술은 2006년

178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무려 410%

전기차 기술은 252건에서 647건으로 157%

급증해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폭발적인 출

원증가가확인됐다

반면 현가장치 기술은 393건에서 262건

으로 33% 조향장치 기술은 1247건에서

1066건으로 15% 차량부품 기술은 1584건

에서 1337건으로 16% 각각 줄어 전통적인

기계요소 기술 출원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

을보였다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엔진 관련 기술도

엔진제어와 엔진 배기 기술은 각각 43%와

55%증가했다

이에반해엔진윤활과엔진시동엔진냉

각 기술은 각각 51% 33% 18% 감소해 엔

진관련 기술내에서도엔진제어를통한연

비향상과 배기가스 청정 관련 기술의 출원

증가가뚜렷했다

자동차 분야 전체 출원 중 내국인은 8만

6182건(819%) 외국인은 1만8989건(18

1%)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유럽(8

3%) 일본(60%) 미국(30%) 중국(02%)

의순이었다

유럽은 2006년 714건에서 지난해 1077건

으로 51% 증가했고 미국은 243건에서 467

건으로 92% 급증했다 반면 일본은 662건

에서 755건으로 14%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유럽 미국수입차의

수요증가와부품공급확대등시장변화에

대응하기위한외국업체의출원전략의결

과로해석된다

출원인별로는 현대기아차가 2만3355건

(222%)으로가장많았고 현대모비스(4788

건 46%) 한온시스템(2761건 26%) 한라

홀딩스(2622건 25%) 주식회사 만도(1284

건 12%)순으로나타났다

유준 특허청 자동차융합심사과장은 자

동차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돼

기존 기계기술을 넘어 경계가 확대돼가고

있고 그 중심에 자율주행 친환경 및 연비

향상 기술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개

발과특허출원이계속증가할것이라고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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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율주행특허출원 10년새 4배증가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올해들어처음으로 9%를넘어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60% 기아차 3

1% 등 92%를기록했다

이는지난 3월시장점유율 82%보다 1%포

인트가량높아진수치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폭스바겐(187%)

GM(102%)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 3위를 유

지했으며 혼다(61%) 토요타(55%) 닛산(5

2%) 포드(38%) 푸조시트로엥(32%) 등이

뒤를이었다

현대기아차는지난 4월 전년동월(14만6195

대)보다 01%증가한 14만6378대를팔았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 증가는 현대차가

주도했다현대차는 9만6222대를판매해작년

4월 9만189대보다 67% 증가한 실적을 기록

했다

현대차판매는신차링동과신형투싼이이

끌었다 신차인 링동은 지난달 1만4665대가

팔렸으며 이에 힘입어 링동을 포함함 아반떼

(위에둥랑동링동) 전체 판매는전년동월보

다 127% 증가한 3만5658대를기록했다

지난해하반기출시이후꾸준히인기를끌

고있는신형투싼도올4월 1만1150대판매됐

으며 그 결과 신구형 투싼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1056%급증한 1만7295대에달했다

기아차는지난 4월판매가 5만156대로전년

동월 5만6006대보다 104% 감소했다

차량 중에서는 지난 3월 출시된 신형 스포

티지가 지난달 7813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

는등월판매량을본격적으로늘려가고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신형 아반떼 신형 스포

티지 등 올 1분기에 출시한 차들의 신차효과

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점유율이 상

승하고있다며향후경쟁력 있는제품과안

정된품질을앞세워중국내판매상승세를이

어갈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신형투싼 기아차중국형스포티지

현대기아차中시장점유율 9% 넘었다

지난달현대 6% 기아 31%  폭스바겐GM 이어 3위

링동투싼스포티지등신차효과 톡톡

전기차는 157% 급증  기계장치부품 관련 출원은 감소세

특허청 20062015년 분석 결과자동차분야출원 7% 늘어

토요타프리우스
자동차분야특허출원순위

현대기아자동차 2만3355건

현대모비스 4788건

한온시스템 2761건

한라홀딩스 2622건

만도 1284건

현대중공업 1234건

<자료특허청>

출원인 출원건수(점유율)

(222%)

(46%)

(26%)

(25%)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