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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Q)자동차배터리수명은언제까지인가

요?

A)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배

터리의 수명을 언제까지라고 정의하기

는 힘듭니다 잘 관리한다면 딱히 걱정

없이 타고다녀도 문제는 없습니다 배터

리 방전의 원인은 많지만 특히 요즘은 블

랙박스로 인한 방전이 많아지고 있습니

다 블랙박스 구입시 자체 방전 프로그램

이 있는 제품 등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배터리가 방전되면 직접 또는 출

동서비스를 통해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

은데 점프 후 30분1시간 정도 뒤에 차

를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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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리만잘하면반영구적사용가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젊은 감각

의 소형차 A클래스의 고성능 모델인 더

뉴 A 45 AMG 4매틱을 최근 출시하고 판

매에 들어갔다

AMG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터

스포츠 및 고성능 차량 제작 경험을 기반

으로 개발한 차량으로 국내에는 더 뉴

CLA 45 AMG 4매틱 더 뉴 GLA 45

AMG 4매틱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출시

다

메르세데스AMG 설립 45주년을 기념

해 개발된 AMG 20 4기통 터보차저 엔

진이 장착돼 최고출력 360마력 최대토크

459m의 힘을 발휘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250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은 46초다

엔진은 메르세데스AMG의 1인 1엔

진 철학에 따라 수작업으로 제작됐다 또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4매틱이 적용

돼 도로 조건에 맞는 변속감과 주행 역동

성을 제공하고 AMG 고성능 브레이크 시

스템이 채택돼 차량을 효과적으로 감속할

수 있다

장시간 운행 때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

지를 전달하는 주의 어시스트 차량이 주

차 공간을 스스로 찾아내는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전방 차량과 거리가 너무 가깝

다고 판단되면 계기판에 불빛이 들어와

경고해주는 충돌방지어시스트 야간 주

행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논 라이트 등 최첨단 안전 기술도 대거

장착됐다

에어백은 7개가 기본으로 달렸다 가격

은 6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정부가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에

대한 구매 보조금 혜택을 강화하면서 친환경차 확산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차란 온실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플

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을 일컫는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대 410만원 지원하

이브리드차는 엔진(휘발유 등)과 모터(전기)로 움직

인다 이중 1를 달릴때 97g이하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차를 사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1월부

터 시행중이다 자동차 신규등록 시 내는 개별소비

세와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도

기존처럼 주어진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면 무조건 보

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통과한 LF쏘나타(현대차)렉서스 CT200h프리우

스프리우스(도요타)퓨전(포드)등 5종이다

온실가스 배출 조건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이 추가로 출시되면 이 역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

다 기아K5 등이추가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들 차량이 올해 3만대 가량팔릴것으로 보고예산을

책정했다 구매자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등

록하면 세금이 감경되고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한 달 안에 본인 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

된다

전기차사면최대3220만원혜택전기차는 동

급의 내연차량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다 그만큼

정부 지원도 많다는 의미다 전기차 1대를 사면 정부

보조금 1500만원 지자체 보조금 300만700만원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경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원이 주어진다 전체적으로 2820만3220만원

이 지원되는셈이다 이번 달중에 지원이 시작된다

따라서실제 차량 구매가격은 내연기관 차량과 거

의 비슷하다 연간 1만5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

면 전기차 운행비용은 56만원이다 당유가를 1426

원으로볼때 동급휘발유차량 186만원의 30%에 불

과하다 환경부는 올해 3000대의 전기승용차와버스

를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종은 레이쏘울(기아)

SM3(르노삼성)스파크(한국GM)i3(BMW)리프

(닛산)등 6종이다

이 가운데 기아차 쏘울EV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

장 많이 팔린 전기차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

된 전기차 1183대중쏘울EV는 414대로 판매 1위를

차지했다 SM3 ZE는 309대로 2위 기아차 레이EV

는 202대로 3위에 올랐다 기아차의 쏘울EV와 레이

EV는 올해 1월에도 82대와 27대가 각각팔려나란히

판매 순위 1 2위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

율은 지난해 평균 521%에서 올해 1월 694%로 17

3%포인트급등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하이브리드

80만대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해 연간 친환경 신차

판매비율을 1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23%에 불과하다 이런 구상이 현실이 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2만t 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

다 1124억원 규모다 석유소비량도 연간 4억3790만

가량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합하면 708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각종할인에보조금까지친환경차사볼까

하이브리드차구매보조금 100만원

전기차사면최대 3220만원혜택

기아차 쏘울EV지난해가장많이팔려

기아자동차가 지난해현대자동차를 제치고RV(레

저용차량)시장에서선두를탈환한 것으로나타났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국내

RV 시장에서 총 14만6542대를 판매 13만2801대에

그친현대차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기아차는 1998년 내놓은 카니발을 앞세워 국내

RV시장에서선두에오른이래카렌스카스타 레토

나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 카니발 등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풍성한 RV 라인업을 구축하며 RV 명

가로군림해왔다

하지만 2013년에는 총 12만5680대의 RV를 파는

데 그쳐현대차에 1위를 내주며자존심을 구겼다현

대차는당시싼타페의 인기에 힘입어 총 13만4534대

의 RV를 판매해 기아차를 눌렀다 RV 부문에서만

큼은 형님보다나은 아우를 자부하던기아차가 RV

부문에서선두를놓친 것은 2007년 이래처음이었다

기아차가 1년 만에 설욕에 성공한 것은 미니밴 카

니발과중형 SUV 쏘렌토의쌍두마차가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기아차는 지난해카니발쏘렌토를 전진 배치 RV

시장에서 355%의 점유율로 현대차(322%) 쌍용차

(161%) 한국GM(96%) 르노삼성차(66%)를 멀찌

감치따돌렸다새해 들어서도 기아차의 RV시장 지

배력 강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기아차는

RV 시장에서 총 1만5921대를 판매해 점유율을 42

1%로 높이며 현대차(279%)와의 점유율 격차를 벌

렸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레저차 형님보다나은아우 기아차 선두 탈환

메르세데스벤츠 고성능소형차

더 뉴 A 45 AMG 4매틱 출시

지난해 14만6542대 판매 현대차제치고 1위

미니밴 카니발중형 SUV 쏘렌토 호조 덕분

기아자동차 쏘울EV 현대자동차 쏘나타하이브리드

나에게맞는친환경차는?

차종 특징 연비 가격

쏘나타
하이브리드

관성주행안내시스템 차선이탈방지 추월차량경보음
기능배터리추돌경보시스템장착

182 2870만원

렉서스CT200h
최대토크가356로고급세단보다높음

181 3980만4490만원

도요타프리우스 하이브리드차의대명사작지만뛰어난성능과승차감 21 3130만4120만원

포드퓨전 1를달릴때이산화탄소782g로가장적어 189 4760만원

스포즈모드주행으로퍼포먼드뛰어난하이브리드

최고출력 360마력 시속 250

주의충돌방지어시스트등장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