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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어컨이나 히터 켤때 나는냄새 어떻게

없애죠?

A)운행 중지 5분 전에 미리 에어컨(히터)를

끄고 송풍으로 바꾸세요 또 에어컨 필터는 1

년에 2번 계절 주기를 보고 에어컨과 히터 사

용전에교체해주시면됩니다

전문가 의견)에어컨(히터) 작동 시 나는 냄

새는에어컨라디에이터속에서습기와먼지가

만나 발생하는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에어컨에습기가차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가

장중요합니다 운행중지전에에어컨(히터)를

미리 끄고 송풍을 하면 자연건조가 돼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터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게 되는 여름 또는 겨울이 되기

전 2차례 교환하면 쾌적한 운전이 가능합니

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에어컨히터켤때나는냄새없애려면운행중지전송풍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신장세가 급속히 커

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서새로운시도를하는등한국시장이수

입차업체의시험무대로떠오르고있다

지난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고객과의 소통을 표방하며 국

내시장에서세계최초 아시아 최초라는수식어

가붙은새로운공간을속속선보이고있다 대표

적인업체는수입차업계 1 2위를다투는 BMW

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지난 8월 인천

영종도에브랜드홍보와주행체험을겸할수있

는복합문화공간BMW드라이빙센터문을열고

이런 흐름의 신호탄을 쐈다 BMW 드라이빙센

터는 BMW가독일과미국에이어 3번째로세운

드라이빙센터이자 가족 단위로 전시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드라이빙 복합문화공간으

로는세계최초다 이곳은개장 1개월여만에 1만

명이넘는방문객을모으며고객소통 공간으로

안착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신

사동 세로수길에 젊은층을 겨냥한 자사의 소형

차 체험 공간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를

오픈했다 엿새동안한시적으로운영되는이공

간은 누구나 부담없이 들러 벤츠 A클래스부터

GLA클래스에이르기까지벤츠의소형차를둘

러보고 직접 시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3

월제네바모터쇼에서새로운글로벌서비스브랜

드 메르세데스미를발표한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6월 독일 함부르크에 상설 브랜드 체험관

메르세데스미의문을연데이어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처음선보이는것이다

독일 업체에 뒤질세라 일본 업체인 토요타도

지난 2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엔터테인먼트

동 1층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동차 자동차와

사회를 연결하는 것을 기치로 내건 신개념의 복

합 브랜드 체험관 커넥트 투(CONNECT TO)

의 문을 열었다 토요타가시판하는차량을전시

하거나 고객에게 시승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독특한 디자인이 묻어나는 공간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차와 디저트를 즐기고 미래지향적

인 컨셉트카를 감상하며 누구나 와서 편안히 쉴

수있는곳으로꾸며졌다 토요타가차량전시공

간이아닌소통과만남을주제로한복합브랜드

체험공간을선보이는것은한국이세계최초다

이처럼 수입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새로운 개

념의브랜드체험공간을앞다퉈 개장하는것은

과거 70%를가뿐히 넘던 현대기아자동차의 내

수 점유율이 최근 들어 깨질 조짐을 보이자 더

공격적이고 더 감성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파

고들어 시장을 넓히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유럽의

경우 노후에 연금을 비교적 넉넉히 받기 때문에

값비싼 차의 구매자들이 주로 노년층인데 비해

국내 수입차 시장은 30대가 견인하는 보기 드문

시장이라며 마케팅 등에 대한 반응이 다른 어

떤 나라보다 빨라 수입차 업체들로서는 시험 무

대로삼기좋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지난 26일부터 주

행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공하

는긴급출동서비스를스마트폰으로도접수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개

발해운영에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고객센터 상담원이 통화 중일 때 긴급출동을 신청할

수있는홈페이지가링크된문자를고객의스마트폰으로발신해고객이기

다리지않고사고접수를할수있도록했다

기아차의서비스멤버십 Q멤버스회원이면누구나이용가능하다 기

존 긴급출동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0802002000)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신청이 집중되는 특정 시

간대에는사고를접수하거나상담을받기가어려웠다 기아차는또고객이

긴급출동접수후출동현황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 3단계(접수처리

→출동→완료)알림서비스도제공한다 임동률기자exian@

영종도BMW드라이빙센터전경

긴급출동서비스스마트폰으로접수합니다

수입차디젤차라는 공식이 굳어질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디젤(경유) 차량에

밀려 기를 펴지 못하던 가솔린(휘발유)

차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점유율 30%

선을회복했다

최근 수입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가 1만7027대에

달하는 가운데 연료별로는 디젤이 1만

1174대로 656% 가솔린이 5105대로 30

0% 하이브리드가 743대로 44%의비중

을각각차지했다

수입차 월간 등록 대수 가운데 가솔린

차의비중이 30%를넘어선것은올들어

처음이다

가솔린차는 1만2405대가 등록된 지

난해 12월의 경우 338%의 비중을 나타

냈으나 올 들어 경유차의 공세에 밀려

30%를줄곧밑돌았다 지난 8월에는경

유차의 비중이 695%로 치솟은 가운데

가솔린차는 268%의 사상 최저의 점유

율을보인바있다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는 2009년 월간 평균 판

매량 대수 1000대를 처음 넘어서며 판매가 본격화

했고 2012년 3월 사상 처음으로 가솔린차 4974대

디젤차 5249대로 판매가 역전된 이래 점유율을 꾸

준히 키우며 현재는 가솔린차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 9월들어가솔린차의비중이높아

진 것은 폴크스바겐의 파사트 18 TSI(판매량 300

대)와 CC 20 TSI(79대) BMW의 528 xdrive(341

대) 벤츠 E300 4매틱(317대) 등 평소 디젤차 비중

이 높인독일 3사의 가솔린 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

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지난 8월 출시된 파사트 18

TSI가지난달 300대나팔리며 9월전체판매차량

가운데 디젤차의 비중이 17%로 껑충 뛰어올랐

다

티구안과골프등 TDI 엔진이 장착된디젤 차량

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폴크스바겐

은올해 9월까지누적판매량 2만3326대 가운데가

솔린차량의비중이 5%에불과할정도로디젤차를

주력으로하는업체다

BMW 528 xdrive의경우 8월 111대에서지난달

에는 341대로 판매량이 200% 이상 수직상승했고

벤츠 E300 4매틱 역시 8월 191대에서 지난달에는

317대로판매신장률이66%에달했다모처럼휘발

유 차량이 점유율 30% 선을 회복하자 시장에서는

경유차 쏠림 현상이 다소 잦아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내놓고있다

일본계 수입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연비가 좋

고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

질과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디젤차가 최

근 몇 년 동안 수입차의 대세를 이뤘으나 최근에

는차량의정숙성을중시하는사람들이다시휘발

유차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했다

연합뉴스

가솔린수입차량부활

BMW 528i xdrive

지난달수입 휘발류차 비중 30% 넘어

BMW 등독일 3사판매량급증원인

수입차 시험무대 된 한국 시장
BMW 드라이빙센터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투 등

獨日 브랜드 홍보주행 체험 공간 등 잇따라 개장

기아차 시스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