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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판매된차량 2대중 1대는경유(디젤) 차량인것

으로집계됐다

지난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4년 1분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1분기 판매된 경유차는 20만

13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반면 휘발유

(가솔린)차는 이 기간 17만5619대가 팔려 지난해 1분기보다 4

6% 감소했다 1분기전체신규등록건수 42만5996대에서차지하

는비중을보면경유차는 473% 휘발유차는 412%를차지해경

유차가훨씬앞섰다 승용차만놓고보면경유차는지난해 1분기

보다 318% 급증한 12만5415대가 팔렸고 휘발유차는 45% 감

소한 17만5580대가판매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관계자는 승용차가운데경유차는상대

적으로저렴한연료비와높은연비등을장점으로레저용미니밴

과 수입디젤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판매량이 늘었다고 설명했

다

경유차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휘발유차 판매량

을넘어섰으며 올해들어서도인기몰이를지속하고있다

반면휘발유차는상대적으로높은유지비용부담때문에판매

가줄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YF쏘나타와그랜저HG K5 K7 등 하이브리드차도 1분기에

403% 급증한총 9481대가팔려전체신규등록승용차중 27%

를차지했다

한편 1분기연령별승용차신규등록현황을살펴보면 20대와

30대수요는지난해 1분기보다 43%와 02% 각각감소했다

이는 청년실업과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

으로풀이됐다 이에반해 40대와 50대 60대연령층에서는각각

48%와 66% 30%의증가세를보였다 연합뉴스

디젤 잘 나가네

1분기판매 2대 중 1대전년비 19% 늘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이 올해 독

일레드닷상과 iF 디자인상에이어미국자동차컨설팅

업체의 베스트 인테리어상을 수상했다 쏘울의 독창

적이고 뛰어난 디자인은 올해 북미시장 수출실적에서

도지난해를뛰어넘는결과를낳고있다

25일기아차에따르면쏘울은지난 22일자동차전문

컨설팅 업체인 워즈 오토(Wards Auto)가 미시건주

디어본시에서 개최한 워즈오토 인테리어 컨퍼런스에

서 2014 베스트인테리어상을수상했다이상은내부

인테리어 소재와 인체공학적 설계 여부 거주성 안정

성 마감처리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41개의 대상

차종들을비교평가해선정된다

워즈 오토는 새롭게 디자인된 쏘울의 실내 공간은

실용적임과 동시에 뛰어난 편의사양을 자랑하고 이전

모델의개성을계승하고있다며 링 모양의스피커가

장착된도어트림은개성이넘치고주요버튼들이사용

하기쉬운위치에배열된핸들은인체공학적으로도뛰

어나다고평가했다

광주공장 생산량의 90%가 북미로 수출되는 쏘울은

이러한수상실적을바탕으로해가갈수록인기를거듭

하고있다

쏘울은 2009년미국현지에판매돼디자인과품질을

인정받았으며 2011년 10만2267대 2012년 11만5778대

2013년 11만8079대가 수출길에 올라 3년 연속 10만대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 기아차 미국 현지 판매 차종

중최다판매차종에이름을올렸다특히지난해 10월

새롭게출시한 2세대쏘울은올해 14월전년판매실

적(4만324대)보다 167% 증가한 4만7038대가 판매되

는등북미시장에서높은인기를자랑중이다

쏘울의인기상승비결은정숙성과다양한편의사양

탄탄한상품성에 기반했다는것이기아차의설명이다

쏘울은 2013년 미국 JD파워가 실시한 신차품질 초기

평가에서 소형 다목적 차량 부문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미국중고차잔존가치평가사인ALG로부

터 2014년최우수잔존가치상을수상하기도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美 워즈 오토베스트인테리어상

쏘울의 편의성 미국도 반했다

고유가시대인만큼 기름값아끼기는운전자들의필수덕목

이다에어컨사용이잦은여름경제적인운전방법을알아본다

3급운전을피한다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습관을고치면 기름값을 절약할수

있다 2000㏄중형차의경우급출발 10회에 100㏄ 급가속 10

회에 50㏄의 연료를 더 사용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3

급 운전을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최대 33%의 연료를 절

감할수있다

과속과잦은차로변경은 기름먹는하마다

110h 이상 주행하는 경우 연료소모가 심해진다 고속도

로최고속도를넘지말고 정속으로 80100h를유지하는

것이 좋다 급차로의 변경은 급가속과 급제동을 동반하게 돼

연비에악영향을미친다

적정한타이어공기압은연비향상의중요한요건이다

부족한 타이어 압력은 주행에 부하를 줘 연비를 나쁘게 한

다 규정량을 주입하고 고속도로 주행이 잦은 경우 여름철에

는공기압을 10%정도추가하는것도좋다

기아자동차광주서비스센터

급출발급제동급가속 기름먹는하마

여름철엔타이어공기압 10%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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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신차

들이쏟아진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과 중대형세단 디젤차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수입차업계는 기존 인기 차종의

엔진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형 SUV를 잇달아 출

시하는등실용성을강화하고있다

레저용 차량(RV) 출시 봇물이달부터 본

격적으로캠핑과등산등아웃도어시즌이시작되

면서하반기에도 RV차량이잇달아출시된다

올하반기가장주목되는신차는국내대표적인

미니밴인 기아 카니발의 3세대 신형 모델이다

1988년 1세대 2006년 2세대 모델 이후 9년 만에

나온 신모델로 내외관 디자인을 확 바꾸고 다양

한 신기술을 접목시켰다 신형 카니발에는 22

디젤엔진과 6단자동변속기가탑재되며 9인승과

11인승모델이출시될예정이다

8월에는 기아차의 신형 쏘렌토가 출시된다

2002년 1세대 2009년 2세대에이은 3세대모델로

첨단신기술탑재등을통해최근 SUV열풍을이

어간다는복안이다

국산차 중대형세단과디젤로 승부수현

대차는 이달 29일 개막하는 부산모터쇼에서 준대

형 세단 모델 최초로 디젤 엔진을 탑재한 그랜저

를공개한다 본격적인판매는 6월부터다 현대차

는 그랜저 디젤의 경제성을 앞세워 국내 디젤차

시장을주도하는수입차디젤모델에맞불을놓는

다는 전략이다 쏘렌토와 싼타페 등에 탑재돼 경

쟁력을입증받은 22R엔진이탑재된다

910월께는 현대차 AG(프로젝트명)가 선보

인다

그랜저(전장 4910)와 제네시스(4990) 중간

크기의모델로 부산모터쇼에서는외관만공개된

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장악한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에 대응하기 위한 일

종의전략차종으로 30가솔린엔진과 6단자동

변속기가 장착된다 현대차는 3월 출시한 신형

LF쏘나타의하이브리드모델도올연말께출시할

계획이다

수입차업계 실속파고객잡아라최근기

세를떨치는수입차업계는고객층저변을더확대

하기위해중소형실속모델위주로신차를내보낸

다 폴크스바겐은 인기 차종인 골프의 라인업을

확대해 가솔린 모델인 골프 14 TSI 블루모션과

고성능 모델인 골프 GTI(가솔린)GTD(디젤)를

투입할계획이다메르세데스벤츠는 6월중형세

단인 더뉴 C클래스를선보이기로했다 4세대

이후 7년 만에 완전변경된 모델로 가솔린과 디젤

등 4가지 라인업을 갖췄다 포르셰코리아와 포드

링컨은각각주력인스포츠카와고급세단에서벗

어나 브랜드최초의콤팩트 SUV인마칸과올뉴

링컨MKC를출시한다 연합뉴스

다음달 신차의향연

카니발쏘렌토등휴가철공략수입차 중소형 실속모델대거출시
 기름값 줄이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