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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Q)스마트키배터리 언제까지쓸수있

나요?

전문가의견)요즘대부분의차의키가

스마트키로바뀌고있습니다 스마트키의

배터리는 보통 23년을 수명으로 봅니

다 이 기간 후 사용 중 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는

서비스센터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제때배터리교체를하지않

아 스마트키가 작동이 안 된다면 당황하

지 마시고 스마트키 안에 숨어있는 스페

어키를꺼내서사용하시면됩니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스마트키배터리수명은보통 23년

디젤 승용차 거침없는 질주

휘발유차 비중 과반 무너졌다
디젤승용차의거침없는질주에밀려지난해국내

에 신규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가솔린차의 비중이

사상처음으로 50%아래로떨어졌다

최근자동차업계에따르면지난해국내에새로등

록된 승용차 136만5862대 가운데 가솔린차는 66만

1784대로 485%의 비중을차지한것으로집계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용차 시장의 대세

로통하던가솔린차는수년동안상대적으로저렴한

연료비와 높은 연비를 앞세운 디젤차에 밀려 하향

곡선을그려왔으나점유율과반이무너진것은사상

처음이다

2011년승용차신규등록대수가운데가솔린차량

의 점유율은 665%로 디젤차(207%)의 3배가 넘었

으나 2012년 575% 2013년 527%로가솔린차의점

유율이계속하락했다 지난해에는가솔린차가전년

보다 09% 증가한 66만1784대가 팔리며 모처럼 판

매량이플러스성장세로돌아섰으나디젤차의성장

세가 워낙 거센 탓에 점유율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

다

이에 반해 디젤차의 비중은 2011년 207%에서

2012년 270% 2013년 324%로 가파르게 높아졌

고 레저용차량(RV)와 수입차가 디젤차 판매를 견

인한 지난해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무려 309%

늘어난 52만7638대에 달하며 비중이 386%까지

치솟았다

그밖에 LPG 승용차가 전년보다 23%포인트 떨

어진 103%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하이브리드와 전

기차등이나머지를차지했다

디젤의점유율이높아지는추세가계속된다면국

내디젤승용차의점유율은몇년내로디젤차선호

도가높은유럽과엇비슷한수준으로까지상승하리

란것이업계의대체적인관측이다

2013년 유럽의 신규 등록 디젤 승용차의 평균 점

유율은 533%로 조사됐다 독일 프랑스 등 디젤의

비중이 월등한 국가들 이외에 네덜란드(248%) 덴

마크(320%) 스위스(370%) 핀란드(371%) 등 일

부국가는디젤승용차점유율이한국과비슷하거나

더낮은편이다 프랑스 노르웨이등주요유럽국가

가디젤승용차가내뿜는질소산화물(NOX)의유해

성에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디젤 억제 정

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의 디젤 승용

차 점유율은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이 디젤

승용차시장의내로라하는큰손으로떠오를공산이

크다

2013년 기준으로도유럽에서한국보다디젤승용

차가 많이 팔린 시장은 독일(144만556대) 프랑스

(119만9729대) 영국(112만7758대) 스페인(47만

9318대) 등손에꼽을정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시장에서디젤승용차의비중이미미한것을

감안하면사실상유럽을제외하고는한국이디젤차

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질소산화물에대한우려로디젤승용차시장이줄어

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 유럽계 수입차를 필두

로디젤승용차가이상하리만큼잘팔리고있는것이

사실이라고지적했다

한 독일계수입차업체관계자는 유가 하락이언

제까지이어질지장담할수없는데다직접타보면휘

발유차에비해연비가두드러지게좋고 주행성능도

뛰어나기때문에현재의디젤차쏠림현상을되돌리

기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 연합뉴스

사회 초년생인 서울에 사는 L씨(23여)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다 거주하는 빌

라의주차공간이좁아출퇴근용차로경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L씨는 자동차 딜러와 상담

도중 경차에도 일반 차량보다 엔진 힘이 좋아

운전의 재미가 큰 터보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뒤터보쪽으로마음이기울고있다유

가가급등하지않는한다소연비가떨어지는

터보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

지않을것이라판단했기때문이다

이처럼 저유가 흐름을 타고 경차에도 터보

바람이불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따르면

경차 고객 상당수가 최근 유가 하락세가 이어

지자기름을좀더많이먹더라도동력성능이

강력한터보엔진탑재차량을선택하고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차 레이의 경우 유가 하락이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보 모델 판매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상반기(16월) 총

판매량 1만6984대 가운데 106%(1793대)에

머물던 레이 터보 모델의 비중은 하반기(7

12월)에는 총 판매량 1만3129대 가운데 1984

대를차지 151%까지상승했다

2012년 말출시된 레이 터보 모델은최고출

력은일반가솔린모델(78마력)보다 359% 높

지만연비는당 132로 22% 낮다 이처럼

레이 터보가 인기를 끌자 기아차는 지난달 또

다른 경차인 모닝 신차를 내놓으며 기존 라인

업에터보모델을추가했다 지난달출시이래

현재까지총 9000여대계약된신형모닝가운

데터보모델은 350여대로전체의약 4%를차

지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모닝터보역시

출고출력이 106마력으로 기존 가솔린 모델보

다 359% 힘이 세지만 연비는 당 140로

79% 떨어진다

기아차관계자는 경차고객은차량구매시

주로 경제성을가장 먼저 따지지만 최근유가

하락이 맞물리며 주행감을 중시하는 젊은층

을 중심으로 터보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있다며 저유가상황이계속되고 터보모

델의역동성이입소문을타면향후판매가더

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

한편오는4월서울모터쇼에서신형스파크

를 처음 공개하는 한국GM도 기존 가솔린 모

델에 터보 모델을 새롭게 추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GM관계자는정확한제원은출시

직전에야알수있다고확답을피했으나트랙

스 크루즈 아베오 등에서 잇따라 터보 모델

을선보인한국GM의 최근행보에비춰볼때

스파크에도 터보 모델이 더해질 것으로 업계

는보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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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싸다는데

파워갖춘 터보 경차 타 볼까

저유가에인기

기아차 레이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부쩍늘어

작년신규등록가솔린차

66만1784대로 48%로 하락

2011년 67%서 매년급감

오는 4월2일일산킨텍스에서개막하는 2015 서울

모터쇼에는국내외완성차브랜드 33개업체가참가

한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

차 한국GM 르노삼성쌍용자동차 파워프라자코

니자동차현대상용차기아상용차등9개국내업체

가출품하며해외업체로는 8년만에참가하는벤틀

리를 비롯 닛산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인피니티 재규어 등 24개 업체가 전시장을 마련한

다고최근밝혔다

이 가운데람보르기니와선롱버스를비롯해 미국

의 캠핑카 제작사인 에어스트림 전기차 제조 전문

업체인한국의 코니자동차와미국의 디트로이트 일

렉트릭은올해처음서울모터쇼에참가하는업체다

이번 모터쇼의 전시 규모는 총 9만1141로 350여

대가전시된다

특히세계최초로공개되는6종을비롯해총 33종의

신차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월드프리미어 1종을 비롯 크로스오버유틸

리티차량(CUV) 콘셉트등총 28대를전시하며 기아

차는 신형 K5를 포함해 총 31대를 출품할 예정이다

한국GM은차세대쉐보레스파크의데뷔무대를서울

모터쇼로잡았다차세대스파크는현재창원공장에서

시범 생산에들어간 상태다 쌍용차도세계 처음으로

선보이는콘셉트카를비롯해18대를전시한다

수입차 가운데는 BMW가 640d 650i M6그란쿠

페 i8을 포드는올뉴몬데오올뉴링컨MKX폴크

스바겐은 골프R 골프스포츠밴 골프GTE 등을 국

내처음으로 선보인다 고성능고급차브랜드도대

거전시돼관람객들의눈길을사로잡을전망이다

슈퍼카브랜드인람보르기니는어드벤처 LP700

4 로드스터 어드벤처 LP 7004 쿠페 우라칸 LP

6104를출품한다

벤틀리는 최신 모델이자 고성능차인 뮬산 스피드

를비롯해컨티넨털GT3R 플라잉스퍼V8를선보

이며 마세라티는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그란투리스

모등총 7종을전시할예정이다

올해 서울모터쇼의 주제가 기술을 만나다 예술

을느끼다인만큼 IT기술과친환경기술등을접목

한다양한차와신기술도만날수있다 기아차의레

이와 쏘울 르노삼성의 SM3 한국GM의 스파크

BMW의 i3닛산릿프등전기차들이선보이며헤드

업디스플레이(HUD)졸음방지핸들진동기능 차

선이탈 경고장치 등 미래 자동차의 기반기술 등도

대거공개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서울모터쇼전세계신차 33종 쏟아진다

4월2일일산킨텍스서개막

국내외 33개 완성차업체참가

기아차 31대 현대차 28대 출품

BMW i8 벤틀리 뮬산스피드 람보르기니 우라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