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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변속기 국산 대 외국산 대결그랜저 디젤은 싼

타페맥스크루즈 등 대형 레저용 차량(RV)에 적용한 22

R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한 R22 EVGT 클린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3개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최고출력 202마력

(3800rpm) 최대토크 450m(17502750rpm)의 주행성

능을 발휘한다 엔진 사이즈가 큰 만큼 배기량도 2199cc로

가장크다

말리부는독일오펠사의 20 디젤엔진(1956cc)을 SM5는

프랑스 르노그룹이 개발한 15 dCi 디젤 엔진(1461cc)을 각

각장착했다 말리부의최고출력은 156마력(3750rpm) 최대

토크 358kgm(17502500rpm)이다 SM5의 최고출력은

110마력(4000rpm) 최대토크 245kgm(1750rpm) 이다

중저속실용구간에서강력한힘을내는디젤차답게최고출

력최대토크를 뽑아내는 rpm은 엇비슷하다 변속기는 공통

으로 6단자동이지만말리부는일본아이신사제품을 SM5는

독일게트락사의듀얼클러치(DCT)를사용했다

연비가격경쟁도볼만디젤차의핵심인연비부문에

서는SM5가복합165로 1위를차지했다그랜저는14

0(17인치타이어기준) 말리부는 133이다

SM5는 정확한 판매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500만

2700만원대로 책정할 전망이다 말리부 2014년형은 2703

만2920만원이지만 현재 물량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됐고

하반기출시하는 2015년형은가격이오를것으로보인다 그

랜저디젤은 3254만3494만원이다

르노삼성차관계자는 수입디젤차에익숙한고객들을국

산디젤차로끌어오기위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데중점

을두고있다고말했다 SM5(20 플래티넘) 가솔린모델가

격은 2230만2915만원이다 디젤모델도가솔린과큰차이

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앞뒤 바

퀴간거리(축거)는 준대형인 그랜저가 2845로 가장 길고

SM5 2760 말리부 2737순이다

그랜저는올해 15월 3만7282대가팔려 SM5(94061대)와

말리부(6695대)를 멀찌감치따돌렸다 그러나하반기에는그

랜저와 SM5 디젤주자들이신규투입되고 출시 1개월만에

품절됐던말리부디젤도2015년형으로돌아와만만치않은대

결을벌일것으로보인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유럽차 비켜라국산 디젤 세단 나가신다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단

일화돼훨씬엄격해진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

사가신고한연비를검증할때도심연비와고속도로연비모두신고연

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

록연비측정기준을통일하기로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으므

로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연비검증을통과하지못하는차종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올해국토부주도의연비재검증에서현대차싼타페는산업

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오차범위를초과한것으로드러났다 싼타페는국토부산

하기관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받았지만산업부기관조사결과

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복합연비만따지지만산업부는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

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가운데

하나라도허용오차범위를초과하면안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

다 연비 기준이하나로통일되면이런논란이일어날소지가없어진

다 올해부터는또연비에큰영향을미치는주행저항값(자동차가주

행할때받는공기저항과도로마찰을수치화한것)도정부가직접검

증한다

국토부는산업부가주행저항값을직접검증하지않고제작사가제출

하는수치만반영해연비를측정하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주장해왔

다 국무조정실은국토부와산업부의다른연비기준과측정방법을단

일화한이같은내용의공동고시안을26일발표할예정이다 연합뉴스

르노삼성SM5

한국GM의말리부현대차그랜저

자동차연비검증기준강화

도심고속도로모두오차 5% 이내적용

자동차운행에중요한역할을하는오일류는정기적인점검

이필수적이다 각종오일의점검방법을알아본다

엔진오일점검

엔진이 정상온도가 된 이후 23분 경과 뒤 엔진오일 게이

지를 뽑아 최고최저 사이 위치시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승

용차량기준엔진오일은 1만1만5000주행시마다교환하

면된다

자동변속기오일점검

엔진 및 자동변속기 오일이 정상온도가 된 이후(일정주행

이후) 평탄한 곳에 차를 정차한다 P레인지에서 자동변속기

오일게이지를 뽑아 점검하면 된다 매 2만 마다 점검하고

10만주행시교환한다 차종별차이는있다

브레이크오일점검

브레이크 오일의 경우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속성이 강하므

로매 4만마다교환하는것이바람직하며미교환장기간사

용시베이퍼로크(브레이크액기포발생)현상을초래할수있다

<기아자동차광주서비스센터박원섭과장>

엔진오일 1만1만5000 주행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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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점검

한국 GM현대차르노삼성 디젤차 삼국지

말리부성능 그랜저출력 SM5연비강점

유럽차가주도하는디젤세단시장에서국

내 완성차 업체도 승부를 가릴 채비를 갖췄

다 한국 GM의 말리부디젤세단에이어현

대자동차가 그랜저 디젤을 르노삼성자동차

가 SM5의 디젤 모델을 각각 출시하며 디젤

차 삼국지를 펼칠 전망이다 현대차의 그랜

저는 준대형급 세단으로 다른 국내 브랜드

의 중형 모델과는 체급에서 차이가 나지만

말리부(2014년형 LT 디럭스)의 경우가격차

가 300여만원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3개차종을비교해볼만하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

효 3년째를맞아7월 1일부터일부유럽산자

동차의관세가완전히철폐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바람이한층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

한EU FTA 규정에따라다음달부터유

럽차 중 배기량 1천500㏄ 이상 자동차의 관

세율은현행 16%에서전면철폐된다 1500

㏄미만소형차는현행 40%에서 26%로인

하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따르면 2010

년 9만562대 수준이던 수입차 판매량은

2011년 10만5천37대로 처음 연간 10만대를

넘어섰다 이어 2012년엔 13만858대 2013년

에 15만6천497대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5월 누적

판매량이 7만6천460대로이른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국내 전체

신차판매대수를기준으로 12%를 넘어섰고

올해는14%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특히유럽차가강세를보이고있다올해 1

분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등 유럽차

판매비중은사상처음으로 80%를넘어섰다

유럽차 중에서는 BMW벤츠폴크스바

겐아우디 등 독일 4사의 수입차 시장 점유

율이 70%를 넘는다 다음달부터관세가철

폐 또는 인하되면 유럽차들의 가격 경쟁력

이강화되면서국내수입차시장에서유럽차

쏠림현상은더욱심화할것으로보인다

관세인하로소비자들은평균 50만80만

원 정도더저렴하게유럽차를구매할수있

을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

한편 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 1일부터

한국산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

용한다 수입차업계가 국내 마케팅을 강화

하듯 국산 완성차들도 유럽 시장을 공략할

채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FTA 3년 유럽차질주더빨라진다 오늘부터중대형관세폐지 소형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