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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코나기아차씨드,독일서호평

현대자동차소형SUV 코나 . /현대자동차제공

현대차코나,소형SUV비교평가서가장높은점수

기아차씨드,벤츠A200과비교평가서2점차앞서

현대차의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

V)코나와기아차의유럽전략형모델씨

드가독일양대자동차전문지로부터호

평을끌어냈다.

지난6일업계에따르면자동차전문지

인아우토빌트(Autobild)는최근현대차

코나와 오펠 크로스랜드X, 다치아 더스

터,르노캡처등4개소형SUV를비교평

가해코나에가장높은점수를줬다.

아우토빌트가 지난달 발간한 2019년

24호에소개된비교평가를보면코나(가

솔린 1.0 터보GDI 모델)는 총점 750점

가운데 500점으로 최고였으며 크로스랜

드X492점,더스터482점,캡처476점등

의순이었다.

코나는주행성부문에서최고점을받았

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행 안전성과 민첩

성, 제동성능부문에서높은평가를받았

다.

또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과변속기성능, 소재및조립품질,조작

용이성, 편의장비, 보증서비스등의항

목에서경쟁차보다우세했다.

다만,트렁크용량과18인치타이어적

용에따른승차감저하,엔진배기량차이

에따른낮은출력, 가격경쟁력등에서는

경쟁모델보다낮은평가를받았다.

아울러독일자동차전문지아우토모토

운트슈포트(Auto-motorundSport)는

지난달발간한14호지에서기아차씨드와

메르세데스-벤츠A200을비교평가한결

과를실었다.

씨드는주요항목에서동등한수준이

상의평가를받아총점 650점만점에434

점으로 벤츠 A200(432점)을 2점 차로

앞섰다.

세부평가를보면넓은실내공간과트

렁크적재공간,각종장치의조작용이성,

짧은제동거리,뒷좌석의안락함,항속거

리, 가격경쟁력, 보증서비스등의항목

에서씨드가우세했다.

주행성과엔진성능부분에서는항목별

로 1∼2점차이만보여벤츠와동등한수

준의평가를받았다.반면서스펜션의편

안함과 멀티미디어, 소재의 고급스러움

등 편의성 부문에서는 66점으로 A200

(79점)보다낮게평가됐다.

/제갈대종기자dj2891@

M트윈파워터보직렬 6기통엔진탑재…최대 480마력

BMW코리아,뉴X3M 뉴X4M공개…9월공식출시

BMW코리아가 뉴X3M과 뉴X4M를공개했다. /BMW코리아제공

BMW코리아가고성능모델인 뉴 X3

M과 뉴X4M를 9월출시하기에앞서

국내레이싱경주장에처음공개했다.

BMW코리아는지난 6일강원도인제

스피디움에서열린 2019 CJ대한통운슈

퍼레이스챔피언십의BMWM클래스4

차전현장에서두모델을공개했다고8일

밝혔다.

뉴X3M과뉴X4M은BMW의첫중

형프리미엄고성능 SAV(SportsActi

vityVehicle)모델과SAC(SportsAc

tivity Coupe)모델이다.

뉴X3M과뉴X4M은M트윈파워터

보기술이적용된3.0ℓ직렬 6기통엔진

을탑재해최대 480마력에달한다.

M x드라이브로 안정적인 승차감과

운전의즐거움을함께제공하며8단자동

M스텝트로닉(MSteptronic)변속기를

장착해 독보적인 민첩성을 제공한다고

BMW코리아는말했다.

BMW코리아는 뉴X3M과뉴X4M

출시로 고성능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

라며 사전계약을시작한다고밝혔다.

/김슬기기자clemency@

日배터리규제해도…국내공급량상당

첨가제 원료 설비의존도는높아… 日영향벗어나진못해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는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성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

리4대핵심소재의대(對)일본의존도가

낮은편이어서다.

다만일부첨가제나원료,설비등에대

한의존도는여전히높아일본의추가규

제움직임에서자유로울순없다는지적

이다.

에너지전문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

는 지난 7일 리튬이온 이차전지 재료의

일본 의존도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한국배터리완성품제조업체의이

차전지주요소재별대일의존도와공급

체인을살펴봤다.

이중 배터리 4대 소재로 불리는 양극

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의일본의존

도는 낮음으로평가됐다.

보고서는 양극재의 일본 주요 기업은

스미토모(住友)와 니치아(日亞) 라며

스미토모는파나소닉과테슬라의기가팩

토리에 양극재를 공급해 한국 기업과의

연관성은거의없다고분석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엘앤에

프,포스코케미칼등양극재기업의기술

력이상당수준확보된상태다.

음극재와전해액의경우중국의BTR,

산산(杉杉) 등업체의공급량이많고국

내에서는 포스코케미칼, 엔켐 등 업체가

관련생산기술을갖췄다.

특히 아사히 카세이(旭化成) 등 일본

업체가시장점유율 1∼2위를차지해의

존도가높을것으로예상됐던분리막또

한국내 SK이노베이션과중국업체들의

공급량이상당해문제가크지않을것으

로분석됐다.

실제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기준중국이생산하는4대소재의

글로벌시장점유율은양극재66.4%,음

극재 77.3%, 전해액 69.9%, 분리막

54.8%등으로압도적인위치를점했다.

다만국내에서는LG화학이양극재내

재화비중을현재 25% 수준에서 50%까

지늘리겠다고밝힌바있고,투자업계에

서는SK이노베이션의분리막생산능력이

2021년 3.8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

다.하지만배터리관련원천기술이주로

일본학계와업계에서연구개발된것이어

서일본에대한의존도를무시할순없다

는게보고서의지적이다. /연합뉴스

현대차,사내하도급근로자정규직채용

현대자동차는 5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정규직으로특별채용한신입사원400

명의입사식을열었다.

현대차울산공장은이날문화회관대강

당에서 기술직 신입사원 입사식을 열고

입문교육과정을이수한신입사원들에게

사원증을전달했다.

이들은 8일부터정규직으로일한다.

현대차 하언태 부사장은 격려사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고

객기대에부응하는최고품질차량을생

산해당면한위기를극복해나가자고당

부했다.

신입사원대표로나선김순승(29)씨는

생산현장에서초심을잃지않고고객눈

높이를충족하는최고품질의차를만들

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현대차는2012년부터사내하도급근로

자 7천5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

다.

현대차는 2021년까지 2천명을추가채

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차은혜기자asia1@

현대자동차기술직신입사원입사식. /현대자동차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