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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그린카의 기술 분야별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비교해 보면, 클린디젤자동차 분야의 기술이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가 모두 

높아 기타 기술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의 특허는 특허당 피인용수는 높지만 

시장확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자동차는 시장확보지수는 평균 수준이나 특허당 피인용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나내

었다. 그린카 중에서 연료전지자동차의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가 가장 낮아 기술성 및 시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I. 서론 

1. 그린카의 개요

  현재까지는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가 자동차 시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

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그린카는 자동차 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가 향후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자동차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자동

차 산업은 고연비 차량, 그린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린카는 크게 전력기반 차량과 엔진기반 차량으

로 나눌 수 있다.

2. 그린카 관련 기술 수준

  국내 그린카 기술 수준은 선진 기술 대비 76% 정도의 

수준이며, 점차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자동차는 친환경차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일본의 도요타

와 기술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의 해외 생산, 타 업체와의 

OEM,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 등으로 그린카 시장의 성

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클린디젤자동

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조립 능력은 선진기술 대비 비슷

한 수준이지만, 핵심부품 기술력이 취약하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유럽은 클린디젤자동차 중심

으로 기술력이 우세하고, 전기자동차는 일본과 미국에서, 

연료전지자동차는 미국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다.

3. 그린카 관련 기술 동향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경 정책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적 합의사항들을 결정하고 지속적 산업

성장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린카 산

업의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미국은 2009년 2월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하여 그

린카를 포함한 녹색분야에 2009-2018년까지 총 150조 원

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바

이오에탄올자동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일본은 경기 침제 전부터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수행

하였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술개발에 

2003-2012년 동안 2,600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EU는 2008년 11월에 발표한 자동차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유럽 그린카 전략(European Green Car Initiative)’에 

50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한국은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 상용화 및 2013년 플

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상용화를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2018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2030년

까지 약 2조 5천억 원(정부 4,000억 원, 민간 2조1,000억 

원) 투자를 계획하였다. 정부의 전기자동차 로드맵에 맞춰 

국내 완성차 제조업계들도 적극적인 전기자동차 개발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Ⅱ. 기술경쟁력 및 협력관계 분석

1. 기술경쟁력 분석

1.1 출원인 국적별1)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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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에서 출원한 특허의 특허당 피인용수(CPP)

는 평균을 넘어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평균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확보지수(PFS)는 미국이 

3.38, 일본이 4.1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시장확보를 위

한 노력의 정도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출원인 국적별 기술 경쟁력

  독일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는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

확보지수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해 기술적인 면의 질적수

준과 시장확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은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가 모

두 평균을 초과하여 질적수준과 시장확보력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1.2 기술 분야별 경쟁력

  기술 분야별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비교해 보면, 클린디

젤자동차 분야의 기술이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

가 모두 높아 기타 기술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의 특허는 

특허당 피인용수는 높지만 시장확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

고,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장확보지수는 평균 수준이나 특

허당 피인용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

린카 관련 분야에서 연료전지자동차의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가 가장 낮아 기술성 및 시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림 2. 기술 분야별 경쟁력

1) 미국 등록특허에서 제 1출원인 국적을 기준으로 다출원 상위 15

개국을 대상으로 함 

2. 공동출원 비율 및 협력관계2) 분석

  다출원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동출원 비율은 현

대자동차가 가장 높아 기타 출원인에 비해 기술협력을 통

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3. 주요 출원인의 공동출원 비율 및 

협력관계

  히다치(Hitachi)와 도요타(Toyota Motor)는 각각 7.5%

와 5.6%를 차지하여 기타 출원인에 비해 기술협력을 활발

하게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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