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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Q)주차할 때 주차브레이크 꼭 채워야

하나요?

A)주차브레이크는 경사지는 물론이고

만일의사고에대비해주차시꼭채워놓

는것이좋습니다 차에서내릴때는주차

브레이크를건후시동키를빼십시오 또

주행 시작 시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

해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주차브레

이크를 채운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경우 라이닝이 과열되어 타버리

는등낭패를볼수있습니다 계기판의브

레이크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습관적으

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주차 브레이크 작동은 금물입니다 차

량 시스템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전에도큰문제가될수있습니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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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브레이크만일의사고대비꼭채워라

최근선보여진자동차광고에남성모델

이대세로자리잡고있어눈길을끈다

16일 업계에따르면지난해를기점으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내놓은 광고에서

남성모델의기용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

났다

우선지난해 5월출시에맞춰제작된기

아자동차신형카니발광고는패밀리카로

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아빠의 가

르침이라는 주제로 아빠와 아들이 산으

로 강으로 여행을떠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해 9월공개된기아차신형쏘렌토광

고의경우과거보다대폭키운차체 디자

인의 당당함과 성능의 강인함 등을 효과

적으로알리기위해 남자의 존재감을 주

제로강렬한남성의이미지를부각했다

최근 공개된 기아차 K3 광고사진에

도 남성 디자이너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다

이 광고에서는디자이너강성도가차량

주행로에 데님 원단을 깔아놓고 그 위를

K3로 주행하면서 드리프트 등의 기술로

청바지 원단을 워싱하는 모습을 그리며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청년의 모습을 표

현했다 오는 17일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

차의올 뉴 투싼의 TV 광고 역시 남성 모

델이채운다 한 남성 모델이거리를달리

는 영상이 연출되다가 마지막에 신형 투

싼이 노 피어 고 다이내믹(No fear Go

dynamic)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광고가 마무리된다 이는 국내 완

성차 업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으로는최초로이달중판매 400만대돌파

를 앞둔 신형 투싼의 새로운 도전을 형상

화한 것이다 이밖에 한국GM도 중형 세

단 말리부 모델로 지켜주고 싶어서라는

카피와 함께 배우 정우를 등장시켜 주목

을받은바있다

이처럼 자동차 광고에 남성 모델이 대

세를이루는까닭은최근업계추세가 파

워트레인기술발전에따라강력한동력성

능을홍보하는쪽으로흐르고있기때문으

로 풀이된다 또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여

성에비해상대적으로자동차구매력이높

은 남성을 겨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분석도존재한다 연합뉴스

카니발쏘렌토에서투싼까지

자동차 광고 남성모델 시대

강력한 동력성능 홍보

구매력높은남성겨냥

지난해국내자동차리콜이 87만대를 기록해 5년

만에 55배가량증가했다 리콜이늘어난것은제작

결함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다 정부가 결함

조사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최근국토교통부에따르면 2014년 국내에서리콜

된 차량은 432종 87만대로 집계됐다 리콜 건수와

대수모두예년보다대폭늘었다 국산차가 35개 차

종 73만4000대였으며 수입차는 397종 13만6000대

다

리콜 대수는 2009년만 해도 15만9000대(74종)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 27만1000대(137종)로 증가

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6만9000대(196

종)와 20만6000대(188종)를 나타냈다 그러다 2013

년 103만7000대(195종)로 급증했다 다만 이는 현

대기아차의쏘나타등 15개 차종 66만3000대가브

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리콜된 것이 큰 원인

으로작용했다

수십만대규모의대량리콜은없었던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리콜 차량 대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차종

수는 122% 증가했다 2009년과비교하면차종수는

484% 대수는 447% 늘었다 지난해리콜현황을제

작사별로보면현대차가 26만5000대로대수가가장

많았다 현대차는지난 5월투싼의에어백결함으로

12만3000대를리콜한바있다

SM5의 시동꺼짐 현상으로 16만2000대를 리콜한

르노삼성은총리콜대수가 18만6000대로 2위였다

그다음으로는한국GM과쌍용차가각각 13만4000

대와 13만2000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는 리콜 대

수가 5000대로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수입차 업체로는 BMW가 2만9000대로 1위였으

며 메르세데스벤츠 2만3000대 도요타 2만대 아우

디폭스바겐 1만7000대 포드 1만6000대등의순이

었다

수입차는리콜대수가 2013년까지 4만5만대수

준이었지만지난해 2배이상으로늘었다 판매대수

가 급증한 데다 해외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지난

해 7월부터시행된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

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의자동차리콜은 90% 정

도가정부의권고로이뤄지고순수한자발적리콜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지난해 리콜 건수가 많

았는데전보다결함신고도많이들어오고있는데다

안전과소비자보호차원에서정부가적극적으로결

함조사를했기때문일것이라고말했다

국토부는 리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확인하고도리콜을미루면벌금을물리

도록할방침이다 또 안전기준위반과징금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하고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자동차리콜87만대 5년만에6배 껑충

기아자동차가 12일(현지시각)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KX3 신차발표회를 갖고 중국

시장전용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KX3를출시했다 KX3는 자신감있게나아가다라는뜻의 아

오파오(傲포足+包)라는중국어차명이붙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중국시장전용SUV KX3 출시

야간에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기자동차에 충전

한전력을낮시간대에높은가격으로되팔수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전기

차가단순히전력을소비하는데서벗어나배터리에

저장한전력을발전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충전

전력거래제도를마련했다

10㎾이하전기차배터리는한전으로부터받은전

력량에서본인이한전에역송전한전력량을제외한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는 방식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보내려면앞으로전기차탑재형충전기와양방향완

속충전시스템 V2G(Vehicle To Grid) 표준 등 관

련기술이개발돼야한다

산업부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

원 등과공동으로 V2G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실

증사업을추진하는등기술개발을진행중이다

산업부는또전기저장뿐아니라공급도할수있

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전력을한전에직접판매하거나전기요금에

서상계할수있게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전기차배터리에충전한전기팔수있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전력지침개정

에어백 결함 시동 꺼짐 브레이크 불량 등 원인

정부조사적극적이고제작결함신고증가영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6만대

27만대

26만대

20만대

103만대

87만대

연도별자동차리콜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