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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계가 연간 20만대판매고지에바짝다가섰다

지난 4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KCAIDA)에따르면올해상반기수입차판

매량은 9만4263대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7만4487대보다 265% 증가했다

연말로갈수록차량판매가늘어나는점을감안하면지난해기록을경신하는

것은물론연간 20만대판매신기록달성도노려볼만하다

실제지난해하반기에는상반기보다 1만여대많은8만210대가팔렸다특히

독일차군단이 똘똘 뭉쳐 수입차업계의 무서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상

반기전체수입차판매량에서독일차비중은 711%를 기록했다 올해수입차

업계로유입된고객 10명가운데 7명은독일차를선택한셈이다

독일차대표주자인BMW는지난해 3만366대를판매해 마의장벽으로여

겨졌던연간 3만대를넘겼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폭스바겐코리아도올

해 3만대를팔겠다고선언했다 아우디코리아도 2만5000대 판매목표를제시

했다 현재까지는 BMW가굳건하게 1위를지키는가운데나머지독일 3사가

치열한추격전을벌이는형국이다

BMW는상반기 2만268대를판매해지난해보다 210% 성장했다 벤츠(1만

6642대)와 폴크스바겐(1만5368대) 아우디(1만3536대)의 판매 대수는 BMW

에못 미쳤지만 3사가공통으로지난해상반기보다 40% 이상급증하는등기

세를 올리고 있다 독일차의 선전에는 불붙은 신차 경쟁도 한몫을 했다

BMW는전기차 i3를 내놨고 벤츠는플래그십세단 S클래스에이어준중형

세단C클래스를출시했다아우디도소형세단A3와플래그십세단A8을잇

따라선보였다

디젤차를 주력으로 내세운 독일 브랜드가 승승장구하자 디젤차 비중도 동

반상승세에올라상반기디젤차점유율은 683%(6만4427대)를 기록했다 일

본 브랜드로서 이례적인 성장세(2139%)를 보인 인피니티가 디젤 엔진을 탑

재한스포츠세단 Q50을 출시하는등비유럽권도디젤열풍에합류하는추세

다 국내완성차업계도말리부디젤(한국GM) 그랜저디젤(현대차) SM5 디

젤(르노삼성차) 등을내놓으면서디젤시장에본격진입했다

차급별로는 친환경고효율엔진이글로벌자동차산업의화

두로 입지를 굳힘에 따라 배기량 3000㏄ 미만 중소형 차

량이 잘 팔렸다 상반기 판매에서 2000㏄ 미만과

2000㏄이상 3000㏄미만차량의시장점유율

은 각각 550%(5만1868대)와 332%(3만

1286대)를 기록해 지난해 522%와

334%과비교해소폭상승했다

그러나 3000㏄ 이상 4000㏄

미만의 점유율은 121%

(9009대)에서 88%(8301

대)로 33%포인트 빠졌

다 연합뉴스

잘 나가는 수입차 올상반기 9만4263대 판매전년보다 265% 늘어

독일 3社 신차경쟁한몫年 20만대 신기록눈앞

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등국내완성차

업계가 여름 성수기 차량 판매에 본격적인

시동을걸었다

현대차는 7월중벨로스터i30i40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차량 가격을 20

만50만원깎아주거나할부를선택할경우

연 39% 금리 조건을 제시한다 또 엑센트

구입시에도연 49%금리를적용해준다

기아차는 K7 구매시 할인폭이 6월 50만

(LPG 모델)100만원(가솔린 모델)에서

100만(LPG)150만원(가솔린)으로 확대됐

고 하이브리드K7 700h를선택하면판매가

에서 50만원을빼준다 6월에이어레저용차

량(RV) 재고떨이용 가격 인하도 지속 실시

한다 8월께 신차 출시를 앞둔 쏘렌토R은

100만원 또는 연 39% 금리와 60만원 할인

을받을수있고최근 3세대신차가나온구

형카니발R도 200만원을깎아준다

한국GM은 올란도 택시 카마로 스파크

전기차(EV)를 제외한 전 차종에 최소 20만

원(스파크)에서 최대 100만원(올란도캡티

바알페온)까지 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트

린스폼 유어 서머 캠페인을 진행한다 트랙

스올란도(택시제외)캡티바등RV를구입

하는고객에게는그늘막(타프)도선물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SM5 디젤모델을출시

한이후판매가주춤한가솔린과 LPG 모델

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장착한 SM5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가솔린 3개

(PESELE) 등급에크루즈컨트롤과스피

드리미터를기본적용했고 SELE 일반용

과 장애인용에 LED 방향지시등을 포함한

일체형아웃사이드미러를탑재했다 SE등

급에는 17인치알로이휠도달아준다

LPG 모델 중 택시 고급형과 최고급형에

는옵션가 28만원인동승석에어백을각각 4

만원과 5만원에제공한다

쌍용차는코란도투리스모구매고객에게

70만원 상당의 레저용 루프박스 패키지를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일시불이나 연 69%

정상할부로 구매하면 여름 휴가비 20만원

을지원한다뉴코란도C와렉스턴W등스

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 차종에 대해서

는 1년간 원금을 자유 상환하도록 하고 이

후 36개월간연 69% 금리로할부를제공한

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휴가철할인해드려요

현대GM쌍용등차구매시현금저금리혜택등

한국GM이 변속기 마운트 결함이 드러난 스

파크 2만7051대를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스파크 제작결함조사에

서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 마운트의 결함

으로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가능성을 발견했다고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차

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

상으로수리받을수있다 리콜시행전에변속기마운트를자비

로수리했다면제작사에수리비보상을신청하면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본격적인장마철이시작되면서사고예방을위한안전운전

은필수적이다빗길안전운전요령을알아본다

감속운전및물웅덩이피하기

빗길에서는시야확보및제동거리확보가곤란하므로 20

50%속도를줄이고 차내부로물이들어오는것을막기위해

서는타이어높이의절반이하로물이차는지확인해야한다

제동은가볍게수차례실시

제동시한번에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말고가볍게 여러번

밟는다 젖은 디스크와 패드는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마찰열

로브레이크계통을말리는것도좋다

급제동상황이발생하면엔진브레이크작동

자동변속기(D레인지 이외의 단수)의 단수를 낮추는 방식

으로 엔진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제동시 미끄러짐을 최소화할

수있다 기아자동차광주서비스센터박원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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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안전운전 요령

평상시보다 2050% 감속해시야확보

제동시브레이크나눠밟아야미끄럼방지
한국GM

변속기결함

2만705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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