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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차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신

차품질조사(IQS)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 자동

차업체가 해당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

이다

기아차는 전체 33개 브랜드 가운데 83점으로 1

위를 차지해 2013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온 포르쉐를 제쳤다

현대차는 3위(92점)에 올라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기아차와 현대차는

각각 2위 4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에서 판매된 신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매 3개

월이 지난 차량 고객에게 233개 항목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다 점

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회사 관계자는 벤츠 BMW 캐딜락 등 고급 브

랜드를 제치고 일반 브랜드가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1989년 토요타가 1위를 기록한 뒤 처음이라

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차 현대차는 21개 일반 브랜드 중

에서는 2년 연속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총 25

개 차급별 평가에서도 11개 차종이 수상했다

현대차 엑센트는 소형 차급 현대차 그랜저(수

출명 아제라)는 대형 차급 기아차 쏘울은 소형 다

목적 차급에서 기아차 스포티지(구형)는 소형

SUV 차급에서 각각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제네시스(DH) ▲아반떼

(현지명 엘란트라) ▲벨로스터 ▲투싼 기아차의

▲프라이드(현지명 리오) ▲K3(현지명 포르테) ▲

쏘렌토 등 총 7개 차종이 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

쏘울을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1공장은 공장 내

제조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품질생산성(Qualitivity) 혁신 활동의 성과를 바

탕으로 아시아 지역 우수 품질공장상 동상을 수

상했다

현대기아차는 2000년 그룹 출범 이후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정 회장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믿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며 그 기본이 바로 품질이라는 품

질 제일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회장

은 품질 안정화를 넘어 품질 고급화를 새로운 과

제로 제시해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5위 자동차 업체로 성

장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경영이라는 굳건한 뿌리

가 밑바탕이 됐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국업체로는 첫 선정 영예  현대차 3위 올라

기아차광주공장 아시아우수품질공장상 동상

현대차그룹의 온라인 캠페인 영상 고잉홈

(Going Home)이 2016칸국제광고제 미디어 부

문에서입선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825일 프랑스 칸에서 열

린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 축제 2016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칸 국제광고제)에서 고잉홈 영상

이 미디어 부문입선에 해당하는 쇼트리스트에 선

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63회를 맞은 칸 국제광고제에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4만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미디

어 라디오 인쇄 모바일 등 24개 부문에서 수상작

이 선정됐다

고잉홈캠페인영상은 고향에 가고싶은실향민

의 평생소원을 가상현실을통해실현한 프로젝트이

다 북한의 2D 위성지도를 3D 지도로 구현해 실향

민김구현(90) 할아버지가 가상현실속에서 고향집

을방문하는여정을담았다

2015년 공개된 이 영상은 일주일 만에유튜브 1천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도폭발적인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권위

있는 광고축제인 2016애드페스트 어워드에서인

터렉티브 부문은상을받았다

업계에서는 가상현실(VR)이 의미 있는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된좋은 사례라고호평을받았다

고잉홈 캠페인에는 ▲ 현대기아차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시뮬레이션 기술▲ 현대엠엔소프트의

내비게이션 개발 기술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지도 서비스인 브이월드(Vworld)를

참고한 3D복원 기술이 적용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잉홈 캠페인은 통일을

염원하는마음으로 자동차 기술과창의적 아이디어

를 결합해 만든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인간을

배려하는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나

가겠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캠페인주인공이3D영상으로구현된가상의부모님산소를보고있는모습

현대차 고잉홈 칸 국제광고제입선

쇼트리스트에 선정

전남의 경유차 등록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친환경차 등록비율역시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경유차비율이 386%로 전국 평균 40%

대를 밑돌며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친환경차 비율

은 전체의 09%로 중간순위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별 등록차량 중 경유차

비율이 가장 높은곳은 494%를 기록한 전남이었

다

전남의 총 등록차량 89만7655대 중절반 가까운

44만3126대가 경유 차량이었다 두 번째로 경유

차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465%)이었고

충남(462%)이 뒤를 이었다

경유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이

었다 서울의 경유차 등록비율은 349%로 가장 높

은 전남보다 145%포인트 낮았다

서울의 경유차 등록 대수는 106만6199대로 203

만612대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

체 등록차량 대비 경유차 비율이 낮아 전국 최저

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등록비

율은 전국적으로 아직미비한 가운데 전기차 보급

에힘쓰고 있는 제주도가 1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말기준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국내

전체 등록 대수 5712대의 415%인 2369대에 달했

다 이는 전기차 등록 대수 2위인 서울시(1151대)

에비해 2배이상많은 것이다

광주의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5118대와

전기차 186대 총 5304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09%

를 차지 전국 친환경차 등록 평균에 그쳤다 전남

은 하이브리드 차량 5736대 전기차 290대로 총

6026대였지만 등록 대수의 07%로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전국에 등록된 친환경차 비율은 세종(12%)

서울(11%) 대구(10%) 경기(09%) 부산(09)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06%로 경북이

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남 경유차많고친환경차는적다

2대중한대꼴경유차

친환경차비율 07% 불과

광주 09% 평균수준

전국지자체별경유차친환경차등록비율 (단위대 %)

구분 전체등록차량 경유차
경유차

비율

하이브리드

(HEV)

전기차

(EV)

친환경차

(HEV+EV)

친환경차

비율

서울 3056588 1066199 349 33927 1151 35078 11

부산 1255722 482184 384 10657 232 10889 09

대구 1106002 419678 379 10473 88 10561 10

인천 1355207 564633 417 10130 129 10259 08

대전 632954 234423 370 4690 29 4719 07

울산 525092 207059 394 3851 54 3905 07

세종 93078 37993 408 1076 10 1086 12

경기 4917091 2030612 413 43209 313 43522 09

강원 694040 322447 465 5099 81 5180 07

충북 730069 329820 452 5070 28 5098 07

충남 969224 447356 462 6368 140 6508 07

전북 839181 387203 461 5594 37 5631 07

경북 1307495 583094 446 8000 147 8147 06

경남 1564192 653247 418 11291 428 11719 07

제주 435015 177393 408 4331 2369 6700 15

합계 20989885 8622179 411 174620 5712 18033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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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광주1공장에서생산되는쏘울

포르쉐제친기아차 美 신차품질조사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