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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4월 판매호

조로한국법인설립이후최대판매실적

을 거뒀다 S클래스와 E클래스 등 고급

차의선전덕분이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벤츠는 4월 한달동안 국내에서 총 3310

대를 판매했다 이는 3월(2532대)보다

307%늘어난수치이며지난해같은달

(2324대)보다는 424% 성장한 기록이

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법인설립이

후월판매량기준으로 3000대를넘어선

것은처음있는일이다특히지난달 1666

대가 팔리며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자리

를 석권한 E클래스 모델들이 판매의 견

인차역할을했다

지난달 전체 수입차 모델중 베스트셀

링카에E220 CDI 아방가르드가올랐고

가솔린모델에선E300 디젤모델에선E

220 CDI 아방가르드가 1위 자리를차지

했다 아울러 E250 CDI 4MATIC 아방

가르드는 수입차 판매 8위에 올랐고 S

500 4MATIC 롱과 S500 롱도 가솔린모

델판매 10위안에랭크됐다

광주전남지역 딜러인 신성자동차도

E클래스의 판매 호조 속에 지난해와 비

교해 2배 가까운 판매성장을 이뤘다 신

성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14월 판매된

차량 대수는 296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E클래스는전차종중 60%를넘는판매

비중을차지했다

E클래스에 대한 선호 현상이 유독 강

한 지역 특성상 재고 부족 현상이 심해

매달 계약이 이월되는 경우도 30여대에

달한다

E클래스와 경쟁 차종인 BMW 5시리

즈와 비교해보면 BMW 페이스리프트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된 지난해 10월

이후 E클래스는 9116대 BMW 5시리즈

는 8837대가 팔렸다 E클래스는 올해 1

분기에만 4289대가 팔려지난해같은기

간보다판매가 616% 늘어난것으로집

계됐다

여기에지난해 6월출시된신형 E클래

스의 폭발적인 판매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매출 실적도 1분기에 45% 이

상 신장했다 벤츠는 운전석 무릎 에어

백 사각지대 보조 시스템 등 안전 기술

과 전방 추돌 시 보행자 피해를 줄이는

액티브보닛을새롭게장착한 더뉴E클

래스를최근 선보인상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신형 S클래스도

누적판매량 2351대로 벤츠의 실적호조

를동반견인하고있다 동급인 BMW 7

시리즈 993대 아우디 A8 707대와 확연

히비교된다

벤츠 관계자는 독보적인 안전기술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사양 다양한

라인업이 벤츠가 한국에서 꾸준히 인기

를 끄는 비결이라며 제품의 지속적인

진화를 통해 판매실적이 획기적으로 나

아지고있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올해 들어 최근까지 국내 승용차 시장은 크고 비싼차

가 아니면 아예 제일 작은 차(경차)가 잘 팔리는 양극화

경향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19일자동차업계에ㄸ르면올해들어지난달까지현대

차와기아차 한국GM쌍용차 르노삼성등국내완성차

5개사는 내수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38만2206대를판매했다

여러 차급 중에서 대형차의 판매 급증 현상이눈에 띈

다

올해 14월대형차판매량은 2만502대로지난해같은

기간 판매량(1만25143대)보다 635%나 뛰었다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와 올해 초 상품성 강화 모델이 나온 기아

차 K9 등 대형신차들이시장의호응을얻으면서대형차

판매증가를견인한것으로분석된다

대형차 다음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차급은 스포츠유틸

리티차량(SUV)이다

올해 14월 판매량이 10만6135대로 전년 동기(8만

3895)보다 265% 증가했다 SUV는 갈수록 레저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이후로 판매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차종이다

경차의판매량도늘어났다 올해 14월판매량은 6만

3102대로 전년 같은 기간 수치(5만9444대)보다 62% 많

아졌다

신차가나오지않아지난해부터인기가시들해졌던경

차는 올해 디자인 등을 부분 변경한 모델들이 나오고 여

러혜택을담은판매조건등이새로제시되면서다시판

매가늘고있다는게업계의분석이다

반면 소형차와 준중형차 중형차 등 내수 시장에서 가

장큰 비중을 차지하던 차급들은올해들어 판매가 부진

하다

올해 14월 소형차는 1만2784대 준중형차는 6만149

대 중형차는 6만191대 등이 팔리면서 지난해보다 각각

146% 35% 43%씩판매량이줄었다

준대형차(4만2345대)와 미니밴(1만5938대) 판매량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15%와 208% 감소했다 미니밴 판

매 감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11인승 이상

승합차 최고속도(110h)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차와 SUV가 잘 팔리는 것은 이

차급에서 신차가 많이 나온 반면 중소형차급에선 모델

이노후화된점이가장큰영향을준것같다며 경차역

시 경기가 완연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금 합리적

가격으로주목받고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6월이채오기전부터광주지역한낮기온이 29도까지올라

가는 등무더위가빨리 찾아오고 있다 운전자들의 에어컨사

용도 빈번해지는 만큼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요령을 알아본

다

에어컨작동시고단부터저단으로작동한다

수동으로에어컨을작동할경우 1 2단이아닌 3 4단부터시

작하면 냉각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절약된다 냉각하는

시간을 줄여 더위를 가시게 한 뒤 저단으로 스위치를 내리면

시원함도오래간다 안전운행을위해에어컨사용시간이 1시

간을넘기면 10분정도환기는필수다

에어컨은시동뒤켜고도착전끈다

에어컨은엔진이정상적으로작동한이후조작해야한다또

목적지 도착 23분 정도 이전에 스위치를 끄면 에어컨 증발

기가 건조돼 물방울로 인한 먼지와 엉김을 방지하고 곰팡이

냄새를없앨수있다

장시간주차한경우창문을열어환기후에어컨을사용

하면효과가크다

장시간직사광선으로차량내부의온도가상승한경우창문

을열고환기시켜온도를낮춘다음에어컨을사용하면효과가

크다 풍향은 가급적 얼굴과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온도

유지에도도움이된다

<기아자동차광주서비스센터박원섭과장>

���� ���� 에어컨사용요령

비싼대형차이거나실용적인경차이거나

대형차작년비 63% 경차 6% 늘어

소형준중형중형차판매량은줄어

E클래스돌풍벤츠 첫 3000대돌파월간판매신기록

4월 3310대3월보다 31% 증가

광주전남작년보다 2배가까이늘어

벤츠코리아 1분기매출 45% 신장

34단 고단부터시작하면

냉각효율좋고에너지절약

올 14월자동차판매양극화

기아차K9 기아차모닝

벤츠E클래스아방가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