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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어 하이브리드카인 이 모델은 모터쇼에 출품

돼인기를끌었으나브레이크결함으로리콜됐다 몇

몇딜러에따르면LED 헤드라이트와파노라마선루

프등옵션에도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글보다외국어가훨씬많이섞인위와같은문장

은자동차회사의자료나언론기사 자동차관련블

로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용어가

우리말로충분히옮길수있는단어까지불필요한외

국어로대체되는경우가많아눈총을받고있다

최근자동차업계에따르면우리말로쓰는것이가

능함에도 습관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동차 관

련단어는어림잡아도수십개가넘을정도로넘쳐난

다 위의 첫문장에서도하이브리드카는복합동력차

로 모터쇼는 자동차전시회 브레이크는 제동장치

리콜은 제작결함 시정조치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딜러는판매원 헤드라이트는전조등으로옮길수있

고 선루프는국립국어원이지붕창이라는순화된용

어를쓰라고권고하고있다 옵션은선택사양이라는

우리말로 표

현이 가능하

다 그럼에

도 이들 단

어는 대중에

게 더 익숙

하다는 이유

로 외국어인

채로그냥사용되기일쑤다

비단자동차관련용어뿐아니라차종이름에서도

한글은홀대를면치못하고 있다 반세기가넘는국

내 자동차 제작 역사 속에서 탄생한 수십 종류의 승

용차 상용차가운데한글이름을달고나온차는한

국GM의전신인대우자동차의 누비라 쌍용자동차

의 무쏘 등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차량은죄다영어와이탈리아어 스페인어등으로작

명됐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관련한 외국어의 범람 현상

은자동차의탄생과제작역사가미국과유럽중심으

로이어져오다 보니용어가그들이사용하는방식으

로굳어진측면이있기때문으로 보고있다 또한 제

품을외국어로표현해야좀더세련된느낌을준다는

선입견도일부작용을했다고분석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용어에 무분별

하게 외국어가 많이 섞여 쓰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는사실이라며 어느정도자정노력이필요하다는

점은누구나인정하지만막상한글로바꿔사용하면

어색한느낌이드는건어쩔수없다고항변했다 이

어 자동차제작사들은이제세계를무대로차를파

는글로벌업체로성장했다며 지금은차량에한글

이름을붙이면글로벌시장공략에한계가있을수밖

에없다고덧붙였다

하지만 이런업계의나름의사정에도현재와같은

외국어사용은도를넘었다는지적이나온다

한글학회 회장인 김종택 경북대 명예교수는 십

수년 전 세계화라는 화두가 번지며 국민은행이 KB

은행으로농협은 NH로바뀌더니이제는사람이사

는아파트이름 차 이름까지도무슨뜻인지모를외

국어에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아기에게 우유를 준다는 말도 시간이 지나면 베이

비에게밀크를준다는식으로변하지않을까걱정된

다고한탄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

어졌다

신차효과가예전만못한데다 노조파업까지겹치면서그동안

독식해오던안방시장을수입차와다른완성차업체에내준것이다

지난 12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현대기아차의 9월내

수시장 점유율은 673%로 지난해 12월(667%) 이후 최저치를 기

록했다전달보다는 11%포인트지난해 9월보다는 13%포인트각

각하락한수치다특히현대차의점유율하락속도가가파르다

현대차의 점유율은 올해 4월 쏘나타 신차 효과에 힘입어 446%

를나타낸후5월 436% 6월 428% 7월 408% 8월 391% 9월 37

2%로 5개월연속내리막길을걸었다

상반기신차가없어고전하던기아차는하반기에신형쏘렌토와

카니발을앞세워그나마점유율을떠받치고있다기아차의점유율

은 6월에 254%까지내려앉았으나 7월 289% 8월 293% 9월 30

1%로상승곡선을그리는중이다

현대차와기아차를합친연간점유율은 2009년 768%에달했으

나 2012년 746% 2013년 714%로낮아지고있다올들어 9월까지

점유율은 696%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70%선 회복이 쉽

지않을것으로보인다

올해 현대차의 승용차 판매량을 보면 쏘나타와 제네시스 2개

차종을제외하고나머지차종의판매량은모두지난해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쏘나타는 19월 작년보다 177% 증가한

8만414대 제네시스는 두 배(1999%) 가량 늘어난 2만7596대가

팔렸다

반면주력차종인아반떼는 64% 감소한 6만5075대에그쳤으며

액센트(244%) 벨로스터(432%) i30(268%) i40(537%) 에

쿠스(309%) 등도 모두 두자릿수 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신차 효

과가예전만못한것도현대차의고민이다 신차효과란새차가나

온 뒤일정기간수요가반짝증가하는현상을말하는데 6개월정

도지속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LF쏘나타의 경우 출시 초인 4월과 5월 두달 연속 1만대

넘게 팔렸다가 8월에는 5000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그나마 9월

에LF쏘나타택시모델이출시되면서간신히증가세로돌아섰다

그랜저역시 7월에디젤모델이출시됐지만올들어그랜저전체

누적판매량은작년보다 12% 오히려줄었다 가솔린모델수요가

디젤로옮겨왔을뿐 전체판매량을키우지는못한것이다

현대차는 4분기에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인 고급세단 아슬

란과 쏘나타하이브리드가출시되면점유율이회복될것으로기

대하고있다다음달출시하는신형쏘나타하이브리드도종전보다

연비를 10% 이상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 수요가 늘고 있

는것으로전해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쏘나타가 북미지역 올해의 차 10대

후보명단에나란히이름을올렸다

북미시장에진출해있는완성차브랜드중 2개차종을올해의

차후보로올린곳은현대차가유일하다

북미올해의차심사위원토니스완은 현대차의제네시스와

쏘나타가 29개 차종간 경합을 통해 10대 후보명단에 이름을올

렸는데이는 1967년이후생긴신생브랜드로서는대단한성과

라고전했다

현재 2015 북미올해의차 10대후보에는현대차의두차종외

에아큐라 TLX 아우디A3 크라이슬러 200포드머스탱혼다

피트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도요타캠리폴크스바겐골프

GTI가올라있다

이들 10대후보차는연말까지 3개후보로간추려지며내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2015 북미올해의차가최종선정될예정

이다 올해로 22회째인 북미올해의차는 미국과캐나다의자동

차 기자 49명이 심사해 1위 차종을 발표하는데 그간 현대차가

2009년 제네시스와 2012년 아반떼로 2차례 수상한 바 있고북미

메이커가 12차례 유럽메이커가4차례 일본메이커가 3차례상을

탔다 연합뉴스

내수 점유율 뚝뚝고민 깊어가는 현대기아차

9월 67%올 최저치로떨어져

수입차밀려오고신차효과는반짝

4분기 아슬란 등 출시회복기대

신형쏘렌토앞세운기아차는선전

메르세데스벤츠가 BMW를 제치고 33개월

만에 국내 수입차 부문 월 판매량 1위에 올라섰

다 또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올 들어 세 번째

로 1만7000대를넘어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

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전월보다 36% 증가한 1

만7027대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같

은 달(1만2668대)에 비해서는 무려 344% 늘어

났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어난 14만5844대를 기

록했다

브랜드별 판매실적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

가 작년 같은 달보다 456% 늘어난 3538대를 판

매해 3303대를 판 BMW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랐다 벤츠는 신형 C클래스 GLA클래스 등

신차효과와E클래스의꾸준한판매로 2011년 12

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국내시장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BMW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에 1위를 한

차례 내준 뒤 10개월 만에 2위 자리로 밀려났다

벤츠와 BMW 뒤를 아우디 2349대 폴크스바겐

2289대가따르며독일차가전체수입차판매량의

691%를차지했다

독일차에이어포드 733대 도요타 666대 크라

이슬러 566대렉서스 537대랜드로버 443대 미

니 434대닛산 335대혼다 317대 볼보 298대인

피니티 294대 푸조 289대 포르셰 284대 순이었

다 가장많이팔린모델은폴크스바겐티구안 2

0 TDI 블루모션(719대)이었고 벤츠 E220 CDI

(610대) 아우디 A6 35 TDI 콰트로(446대)가 뒤

를따랐다

윤대성수입자동차협회전무는9월수입차신

규등록은일부브랜드의물량해소및신차효과와

더불어적극적인프로모션에힘입어전월보다늘

어났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심해도너무심한

자동차용어한글홀대

현대차제네시스쏘나타

북미지역 올해의차

10대 후보에나란히올라

2개차종동시등재는현대차유일

9월 수입차판매작년동기비 34%벤츠 BMW 제치고 1위

독일차 69%가장많이팔린차종은폴크스바겐티구안 20

폴크스바겐티구안메르세데스벤츠GLS

제네시스 쏘나타

국적불명외래어남발

누비라 무쏘 이후

한글차명도수년실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