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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등록된 전체 수입차의 2

대 중 1대는 상대적으로 공채 매입률

이낮은부산과대구 인천 경남 제주

등 5곳의시도에서등록된것으로나

타났다 수입차 계열사를비롯한일부

리스사들이 공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용본거지와관계없는지역에 원정

등록하는 꼼수를 일삼고 있기 때문으

로풀이된다

19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따르면

올해 19월수입차들은부산과대구

인천 경남 제주 등 5곳의 시도에서

총 6만8176대가신규등록됐다

이는올해전체수입차등록대수 14

만5844대의 468%에 해당한다 국내

전체 누적 차량 대수에서 이들 5개 지

역이 차지하는비율이 27%인 점을 감

안하면 수입차등록대수가이례적으

로많음을알수있다

예컨대롤스로이스의경우올해 9월

말까지서울에서등록된차량은 1대도

없지만 인천에서는 24대가 등록됐다

아우디도 서울은 3647대였지만 인천

은 6937대에 달했고 BMW도 인천 등

록 대수(6271대)가 서울(5214대)보다

1000대이상많았다

차량 등록지가 5개 지역에 몰린 이

유는운전자가새차를살때구입해야

하는 공채 매입률(차 값 중 공채를 사

야 하는 비율)이 서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배기량 16002000㏄ 미만

의차량을등록할경우서울의공채매

입률은 12%지만 5개지역은 4% 나머

지지역은 8%가적용된다

차량 가격이 6330만원인 1995㏄의

BMW 520d를 살때대략공채매입액

은서울이691만원 5곳의할인지역은

230만원 기타지역은 460만원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

등록추이대로라면5개지역의올해수

입차 예상 신규 등록 대수는 3만9000

여대 정도인데 현재는 2만9000여대

가량이 더 등록됐다면서 위장전입

차량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올해수입차

가아낀공채매입비용은단순계산으로

638억원이나온다 통상차량소유자들

이사들인공채를할인율(지방39%)을

적용해은행에되판다는점을고려해도

올해만원정등록으로최소25억원을절

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입차들

의지방등록이많은이유는판매방식

이대부분리스인점과관계가있다 리

스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

고취득세납부 공채매입등 모든등

록을리스업체가담당하기때문에등록

비용에민감하다는것이다

벤츠와 BMW는 국내 전체 판매에

서리스나할부이용비율이 70%에달

하는것으로알려졌다 연합뉴스

���� ��� ��	


Q)자동차엔진오일의올바른교환주기는어떻

게될까요?

A)신차 5000 일반 주행차 70008000가

적당합니다

전문가 의견) 과거에는 신차 출고 후 1000

일반 주행차의 경우 5000 주행 후 교환이 일반

적인상식이었으나 현재는엔진오일성능과차량

의 엔진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너무 잦은 교체는

특별한의미가없습니다

따라서 신차 출고를 받은 고객은 5000에 일

반주행고객은 70008000마다엔진오일을교

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교체주기의 중간

단계에서한번정도는꼭오일게이지로오일량을

점검하는것잊지마세요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엔진오일바른교환주기 신차 5000일반차 8000

고속도로휴게소간기름값차이가천차만별인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덕평 마장 등 일부 민자 휴게소의

주유소를 이용하면 10 안팎 거리의 이웃 휴게소를

찾을때보다휘발유의경우당 150원가량을더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쏘나타 차량 연료통(70)을

가득채우면 1만원넘게차이가나는셈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한국도로공사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전

국 176개 휴게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과가장싼곳의차이는지난 1일기준당 182원이

었다 가장싼곳은호남선백양사휴게소(논산방면)로

당 1736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영동선 덕평휴

게소로 당 1918원이었다 휘발유 값이 싼 주유소

상위 20곳은 모두 도로공사가 건설해 민간업체에 임

대한 방식의 알뜰주유소였다 반면 가격이 비싼 주유

소 상위 20곳은 모두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된 휴게

소에있었다

휘발유가격이저렴한곳은호남선백양사정읍곡

성(이상논산방향)정읍(순천방향) 중부선오창(하남

방향)휴게소순이었고경유가격이싼곳은호남선곡

성(논산)휴게소를 비롯해 정읍(순천)백양사(논산)

중부선 오창(하남) 당진영덕선 속리산(청원) 휴게소

등이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름값 백양사휴게소가장싸다

당 1736원경유 곡성정읍중부선오창휴게소저렴

최근 수년간 수입차 판매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가의 수입

모터사이클 역시 판매가 급증하고 있

는것으로나타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할리데이

비슨과 BMW 모토라드 등 대표적 수

입 모터사이클 업체의 제품은 차 1대

값에육박하는높은가격에도올들어

눈에띄는판매신장세를보이고있다

고가 모터사이클의 대명사로 인식되

는 할리데이비슨의 경우 올 19월까

지 한국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027대)보다 20% 가량 늘어난 총

1223대를 팔아치웠다 할리데이비슨

은지난해 1265대를팔아 2012년(1072

대)에 비해 18% 성장한 데 이어 현재

의추세라면올해엔작년보다높은성

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자동차업체BMW의모터사이클부

문인BMW모토라드는올들어 9월까

지 1388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

(1033대)에 비해 판매량이 34%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배기량 500㏄ 이상

의 대형 모터사이클을 주로 판매하는

BMW모토라드는 2012년 마의고지

라인식되던 1000대 판매를처음달성

한뒤작년에는 1328대를판매하는등

판매량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본 업체인 혼다는 소형 모터사이

클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빠르게 파고

들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올 들어 9월

까지배기량125㏄이하의소형모터사

이클 9790대 125㏄ 이상의 모터사이

클은 828대를 팔아 국내 진출 이후 처

음으로판매대수1만대를돌파했다

반면 수입업체의 모터사이클 시장

잠식에따라생계형스쿠터나125㏄이

하의 소형 모터사이클을 주로 생산하

는국내업체들이타격을받고있다한

국이륜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대림자동

차공업은 올해 19월 내수 판매량이

2만8995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2

만8814대)에 비해 판매량이 거의 늘지

않는 답보상태를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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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올 1223대BMW 모토라드 1388대

전년비 각각 20%34%국내 스쿠터 업체 타격

광주 공채 매입률 인천 등 5개 시도 보다 2배 높아

올 2대중 1대 원정등록리스사 최소 25억원 절감

최근출시된닛산 캐시카이

할리데이비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