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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봄이 왔습니다 차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전문가의견)겨울철에는기온이낮은데

다 눈과 염화칼슘 등 이물질도 많아 차량

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쯤

하루 날을 잡아 여러분의 차를 깨끗이 하

는게중요합니다 첫째 엔진룸과하체청

소를 통해 염화칼슘 등 이물질을 제거하

세요 둘째 냉각수를점검하고 워셔액을

보충합시다 셋째 실내 세차도 말끔하게

해주세요 넷째 와이퍼도 점검해 주시고

전면 유리에 줄이 생기면 바로 교체해 주

세요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저유가 상황이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

차시장에하이브리드카바람이거세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

산 하이브리드카는총 5195대가 팔려 전체 승

용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했

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05%포인트높

아진것이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카 비중 상승은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이끌었다 지난해 말 첫선을 보

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올해 들어 2410대나

팔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885대)보다 1723%

나 늘었다 업계에서는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

고 있고 하이브리드카가 일반 가솔린 모델보

다 가격이 수백만 원이나 비싼데도 연초 하이

브리드카 비중이 이처럼 높아진 것에 주목하

고있다

전체승용차판매량에서하이브리드카가차

지하는 비중은 2010년 09%에 불과했으나

2011년 23% 2012년 43%로 상승곡선을 그

리다가 2013년에는 35%로 하락한 뒤 지난해

다시 44%로반등하며역대최대치를찍은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연말출시된신형쏘

나타하이브리드가인기몰이중인데다상반기

내로 쏘나타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아차의 신형

K5 하이브리가 출격 예정이라며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시장이뜨거울것이라고말했다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취

득세등최대 310만원의세금 감면혜택을누

릴수있고 이산화탄소를 97g이하로배출

하는 하이브리드카 5종(현대차 LF쏘나타도

요타 프리우스프리우스V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환경부가

100만원을추가로지원하는것도시장확대에

크게기여하고있다는평가다 연합뉴스

ENGINE

START

STOP
저유가지속초기 구입비용수백만원많아도인기상승세

작년말출시쏘나타하이브리드올 2410대 판매전년비 172%

세금감면이산화탄소저감차종에 100만원 지원혜택도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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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끝엔진룸청소하고냉각수점검을 자동차업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

을내세우며판촉경쟁에들어갔다

9일업계에따르면현대차는이번달제네시

스를살경우 50만원을깎아주거나 49%의저

금리할부혜택을제공한다투싼ix를살때도

50만원할인이나39%저금리할부혜택중하

나를선택할수있다

기아차는 K9 구매자가운데현대카드세이

브오토를 이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유류비

50만원 쇼핑 지원비 30만원 등 총 80만원 상

당을 지원한다 또 이달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시승예약을 한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서울모터쇼초대권을증정한다

한국GM은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의 국내

도입 4주년을 맞아 입학 결혼 출산 입사 등

새출발을하는고객이쉐보레차량을사면최

대 30만원을깎아줄방침이다

쉐보레캡티바를살경우최대 156만원상당

의 프리미엄 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캡

티바 LS모델구매때는 18인치휠히팅시트

루프랙 속도감응형 스티어링으로 구성된 패

키지를 LT 모델 구매때는가죽시트 19인치

휠 전동시트 전방주차센서등으로구성된패

키지를준다

르노삼성차는 SM5 가솔린 및 디젤 모델을

현금으로 사면 30만 원 깎아준다 SM5 LPG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40만원 상당의

SK가스]충전쿠폰을제공한다

쌍용차는 2015 상하이모터쇼를 참관할 기

회를 주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달 31일까지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영업일 기준)

씩 추첨해 총 21명에게 상하이모터쇼를 참관

할 수 있는 커플 여행권(동반 1인 포함 총 42

명)을제공할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3월에 차사면할인받고모터쇼갈기회얻고

기아K9 80만원 할인쌍용 상하이 모터쇼참관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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