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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비중이 10년 만에 최

고치를 기록하며 판매되는 자동차 3대 중 1대는

SUV일정도로급성장하고있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

까지 국내 완성차 5사의 SUV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어난 21만3144대로 승용차량과

레저용차량(RV)을 합한전체자동차판매량(78만

2495대) 중 272%를차지했다

이는 306%를 기록했던 2004년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최고 수치다 2000년 이후 SUV 판매 비중

은 2004년 306%로정점을찍은후매년꾸준히감

소해 2011년에는 179%까지떨어졌다가 2012년싼

타페출시와레저열풍에힘입어 213%를기록하며

반등하기시작했다

최근 가족중심의캠핑 아웃도어등레저활동의

확대로 SUV수요가꾸준히늘고있는상황에서쌍

용차의 코란도 시리즈 한국GM의 트랙스 르노삼

성의QM3 등다양한모델이출시되며선택의폭이

넓어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

차급별판매비중도 18월현재 SUV가 272%

로 1위에 올랐고 쏘나타 신차가 가세한 중형 차급

171% 준중형및중형각각 157% 준대형 102%

미니밴 60% 대형 47% 순이었다

특히 최근 출시된 기아차의 신형 쏘렌토가 이달

부터본격판매돼신차효과를 발휘하기시작하면

올해SUV판매비중은30%를넘길수도있을것으

로관측된다

SUV 판매가 월평균 2만대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다는점을고려하면올해판매량또한 2002년 기

록한 29만7594대를 넘어 처음으로 30만대 벽을 깰

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수입차 브랜드도앞다퉈 SUV 신차를 내놓고국

산 SUV와 판매경쟁에 들어갔다 최근 BMW의 X

4 크라이슬러의 지프 체로키 메르세데스벤츠의

GLA에이어포드의링컨MKC 렉서스의NX300

h 닛산의 캐시카이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

츠도출시를앞두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시장에서 야외 활동에 적

합한 SUV나 미니밴을선호하는경향이 점차 뚜렷

해지고 있다며 수입차까지 SUV 라인업을 속속

강화하고있는 상황에서앞으로 SUV 시장은 더욱

커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말출시이후보름만에사전계약 1만여대를이끌어낸기아차 올뉴쏘렌토

최근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차 선호

와 일본차 부진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수입 중고차 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반

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고차 오픈마켓 SK엔카닷컴은 지

난 7월까지 등록된 수입 중고차 매물

을 조사한 결과 최근 4년에 해당하는

20112014년식 비중이 독일차가 46

6%로 가장높고 미국차(333%) 일본

차(277%) 순으로 집계됐다고최근 밝

혔다

중고차 시장에 최신 등록 매물이 많

다는것은그만큼거래가활발하고 소

비자선호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독일차는 2011년식이 173%로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012년식

(152%) 2010년식(132%) 2013년식

(127%)이 뒤를 따랐다 미국차는

2010년식(124%)이 가장 많이 등록됐

고 2011년식(119%) 2012년식(11

6%)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일본차는 2008년식비중이 15

0%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07년식(13

7%) 2010년식(129%) 순으로 집계돼

최근연식보다는3년이상의구형차량

이많이등록된것으로조사됐다

박홍규 SK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

장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공급과

수요가 활발한 독일차는 비교적 최근

연식 모델이 많이나오는반면 2008년

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끌며 선전

하던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차의 인기

퇴조와 맞물리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최근 연식 모델 거래가 뜸한 편이라

고말했다

수입중고차시장독일차선호일본차퇴조

택시로출시된도요타의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가기대만큼초기반응

이나오지않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

요타는지난달 20일국내개인및법인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리우스 택

시를출시하고판매에들어갔으나 3주

가지난현재까지실제계약건수는전

무한상황이다

프리우스택시는엔진과전기모터를

결합한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도심 주행연비가 217로

뛰어난데다 측면운전석 무릎 에어백

등 총 7개의 에어백 운적석과 조수석

의 액티브 헤드레스트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을 갖춰세계 여러 나라에서 택시

로각광받고있는모델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프리우스 택시

는 국내 최초의 수입차 택시이자 하이

브리드 택시여서 관심이 컸다 프리우

스 택시가 출시되면 연간 4만5만대

규모에 이르는 국내 택시 시장에 상당

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

으나일단 지금까지는계약 대수가뜻

밖에도 0에그치고있다

이는같은날출시를발표한신형쏘

나타 택시가 현재까지 2500대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뚜렷이 대비되는 성적

표가아닐수없다

한국도요타관계자는 출시발표이

후전국 17개매장에서상담고객이평

소보다 4배가량늘어자체적으로는반

응이나쁘다고생각하지않는상황이

라며 다만 국산 택시에 비해 가격이

높고 하이브리드 택시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아직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지

는않고있다고말했다

프리우스 택시는 일반 모델에서 사

양일부를뺀뒤일반모델최저가보다

530만원낮춘 2600만원에판매가를책

정했다 이는경쟁모델인신형쏘나타

택시의 최저가 1635만원(수동변속 기

준)에 비해 1000여만원 높은 수준이

다 연합뉴스

첫수입차택시도요타 프리우스 반응 싸늘

올해 상반기 세계 순수전기차(EV이하 전기차)

판매량이지난해같은기간의 15배수준으로늘어

나는등매서운성장세를이어간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현대기아자동차가차

지한비중은 02%에지나지않아아쉬움을남겼다

14일 KB투자증권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인 마

크라인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6만888대로 지난해 상반기(4만

3377대)보다 404%증가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HV)의 중간 개념

인 전기충전식하이브리드(PHEV)의 판매량도

같은 기간 2만8486대에서 4만5198대로 587% 뛰

어올랐다

이들 차종의 판매가 급증하는 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74만6577대에서 83만8833대로

124% 증가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

다 전기차와 전기충전식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은모두친환경자동차로분류되지만 전

기충전방식과전기활용정도에서차이가난다

올해 상반기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가장 압도적

인판매량을기록한차종은닛산의전기차 리프였

다 리프는 이 기간 전 세계적으로 2만4344대가 팔

리며전체판매량의 400%를차지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모델S(1만607대)와 BMW

의 i3(4339대) 르노의 조(3536대) 등도 많이 판

매됐다자동차시장의후발주자인중국업체의선

전도 눈에 띄었다 중국 체리자동차는 전기차 모

델 QQ3를 중심으로 총 3287대의 전기차를 세계

시장에팔았다

반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내놓은 레이는

올해 상반기 139대 팔리는 데 그쳤다 연간으로 보

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2년 531대

에서 2013년 277대로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

에접어들었다며기대하고있다 특히중국정부가

지난 7월 세 차례에걸쳐친환경자동차 장려정책

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프리우스택시

SK엔카닷컴수입중고차조사

3주 동안실제계약건수 0
올 상반기 세계 판매량 15배

현대기아차비중 02% 아쉬움

현대기아차가내놓은전기차 레이

잘 나가는 SUV

판매차량 3대중 1대 차지

올 21만3144대 팔려

레저 열풍에 수요 증가

쾌속 질주 전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