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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액은 언제 갈아야 하나요? 교체주기

가궁금합니다

A)사실부동액의교체주기는딱히정해진것

은 없습니다 평소 차량 정비시 부동액 점검을

같이하면됩니다

전문가 의견)부동액은 일반적인 교체주기

는없지만육안으로교체시기를판별할수는있

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액은 진한 파란색을 띄

고 있는데 이 색깔이 상당히 엷어질 경우에는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교체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부동액붉은빛띠면지체없이교체해야

내년부터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배기

량 2000㏄이상차량은개별소비세가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진다 차종별로 많게는 수백

만원씩가격이내려갈것으로전망된다

개별소비세가 내리면 국내 완성차 가운데 가장

비싼현대차의 에쿠스 50프레스티지의가격은 현

재 1억1126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992만원으로

134만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그랜저 24모던은

3024만원에서 2988만원으로 36만원 인하되고 제

네시스 38 프레스티지도 6130만원에서 6056만원

으로 74만원가량내려갈것으로보인다 싼타페 2

2프리미엄도지금보다 37만원정도인하된 3028만

원에살수있을전망이다

기아차의 K7 24 프레스티지와 쏘렌토 22 프레

스티지의 가격은 현행보다 각각 36만원과 37만원

이내려갈것으로추정됐다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가격 인하에동참한다 르

노삼성은개별소비세인하를반영해내년부터 SM

7의가격을평균 32만원내릴예정이라고밝혔다

개별소비세가낮아지면연쇄적으로교육세부가

세인하효과도있어소비자들로서는그만큼더싼

가격에 차를 수 있게 된다 일부 업체들은 내년 세

금인하를미리반영해판촉행사를벌이고있다

한국GM은 2000㏄ 이상인 캡티바와 알페온 알

페온이어스시트 카마로등 4개 모델에대해이번

달부터차량가격의 1%인 31만46만원의할인혜

택을제공하고있다 현대차도최근출시한 2015년

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을 개별소비세 인하를

선반영해 기존모델보다 10만원 낮은 3450만원에

책정했다

인피니티도이달부터인기모델인 2015년형 Q50

22d 모델의 가격을 40만원 Q50S 하이브리드는

50만원인하했다

개별소비세인하이외에내년부터는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1 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일 경우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쏘나타(현대차)프리우스(토요

타)인사이트(혼다)시빅(혼다)CT200h(렉서

스)퓨전(포드)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

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량이 11

개월만에 30만대를돌파하며사상최대치를기록

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국내완성차 5사의 SUV 판매대수는 30만

475대로역대SUV최대판매기록인2002년 29만

7594대를 넘어섰다 최근 캠핑을 비롯한 레저 열

풍의 확대로 SUV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에서주요신차와더불어소형 SUV들이속속출

시되며고객선택의폭이넓어졌기때문으로풀이

된다

특히 11개월만에연간최대판매기록을경신했

다는점도올해 SUV 돌풍이예상을뛰어넘는수

준이었다는점을방증한다

SUV 판매 대수는 2002년 29만7594대로 정점

을 찍은 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08년에는 16만

8520대까지떨어졌으나 2009년투싼ix등콤팩트

SUV가본격적인인기를끌기시작하며 22만4623

대로 회복했다 이후 2012년에는 신형 싼타페 출

시와 레저 열풍에 힘입어 25만262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캠핑열풍을타고 SUV 시장은 29만722대

규모로커졌다

올해에도 SUV 인기가 이어지며 11개월 만에

마(魔)의 30만대 벽을넘어서게된것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올 11월까지 12만3261

대로 가장 많은 SUV를 판매했고 이어 기아차 8

만6379대 쌍용차 5만388대 르노삼성 2만2997

대 한국GM 1만7450대 순이었다 차종별로 보

면싼타페(7만2097대)와 스포티지R(4만4229대)

투싼ix(3만8768대) 삼총사가 국내 SUV 시장

을견인했고신형 SUV들의활약도꾸준히이어

졌다

기아차의 신형 쏘렌토는 출시 4개월 만에 1만

8000여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르노

삼성의 소형 SUV QM3는 올해 1만4000여대가

팔렸다

SUV판매가늘면서내수시장에서차지하는비

중도 커졌다 올해 들어 상용차를 제외한 차급별

판매비중은SUV가 278%로내수시장에서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형급 169% 준중형 15

9% 경형 156%준대형 100% 미니밴 61% 대

형 46%순이었다

수입차시장에서도 SUV판매는크게확대되고

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이 올해 들어 7061대 팔

리며수입차베스트셀링카로떠올랐고지난달출

시된닛산의캐시카이까지가세해국내SUV시장

을더욱넓어질것으로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자동차고객사이에더이상가

족형 세단을 고집하지 않고 야외 활동에 적합한

SUV나미니밴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

다며 수입차까지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

어앞으로SUV시장은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

다 연합뉴스

SUV의 질주내수 판매 30만대 돌파

수입차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수입차용 DIY

(Do It Yourself) 인테리어상품과부품도덩달아

매출이증가하고있다

15일 오픈마켓 옥션(wwwauctio다cokr)에

따르면최근 1개월사이수입차부품판매는전달

같은기간보다 50%늘었다

연령별보면 30대이하고객의구매가 3배가까

이(280%) 늘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국산차보다비싼수입차정비비용에부담

을 느낀 젊은 층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간단한

부품 교체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셀프 정비 품목 가운데는 벤츠

BMW아우디 등에 들어가는 보쉬 메가실버 배

터리 등 주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모가 잘되는

부품의판매가많았다

실내인테리어 DIY 용품가운데서도수입차용

제품의판매가많이늘었다

같은 기간수입차용인테리어몰딩과트렁크판

매는각각 15% 계기판관련부품판매는 20%늘

었다 수입차를 가진 고객의 경우 열쇠고리를 별

도로구매하는경우도많았다

고급 가죽 열쇠고리나 LED 열쇠고리 등에 수

입차 엠블렘을 넣어 만든 제품의 경우 전체 매출

의 42%를 차부심(차+자부심의 신조어)이 큰

2030대젊은층이차지했다

옥션관계자는 수입차 판매가 늘어 대중화단

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부자재 판매도 크게 늘었

다며 특히 DIY가 가능하고 멋을 중시하는 젊

은층을중심으로인테리어상품과액세서리상품

의구매가두드러지게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내년부터정부보조금 100만원을받는하이브리드카프리우스

에쿠스 50 134만원 K7 24 프레스티지 36만원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1%P 인하

2000㏄이상대형차가격내린다

출시4개월만에 1만8000여대가팔린기아차 올뉴쏘렌토 올해국내SUV중가장많이팔린현대차 산타페DM

내차는 내손으로수입차자가정비부품판매급증

11개월만에연간신기록달성

산타페 7만여대가장많이팔려

출시 4개월기아쏘렌토인기

최근 1개월전달보다 50% 늘어

30대 이하구매 3배가까이증가

수입차엠블렘을넣어별도제작한자동차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