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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의보증기간은어떻게되나요?

A)보증기간은출시연수와주행거리중

하나가 넘게 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고

객의 입장에서는 차량에 특별히 이상이

없더라도 무상 보증기간 내 전체점검을

받아보는것이좋습니다 특히연차별자

동차 정기점검(업체별 상이기아차의 경

우에는 8년까지)은사전에체크해서꼭받

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간 내라

도 모두 보증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튜닝을 하거나 유사휘발유 주유로 인한

고장등은보증수리에서제외됩니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튜닝유사휘발유사용고장 보증수리서제외

국내최대모터쇼인 2015서울모터쇼가 4월312일경기도

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다올해모터쇼는 기술을만나다예

술을느끼다라는주제로 총 32개업체가 370대를출품한다

세계에서 처음 공개되는 차종은 7개이며 아시아와 한국에서

처음공개되는모델은 9개와 41개이다

올 한해 국내에 나올 신차를 미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고연비 신기술 친환경자동차들도만날수있다

이번모터쇼에는하루평균 6만명이다녀갈것으로예상되

는 만큼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저마다 특색있는 전시관을 구성해 관람객

들을끌어들인다는구상이다

현대차는 5000 규모의 승용차 전시관과 1500의 상용

차 전시관을 마련해 각각 30대와 12대의 승용차와 상용차를

전시한다 이 가운데눈여겨볼차량은세계최초로선보이는

미래형콘셉트카엔듀로(Enduro)와 LF쏘나타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벨로스터 고성능차 RM15 최근

출시한올뉴투싼중형트럭마이티의완전

변경모델 올뉴마이티등 5종이다

아직 베일에싸여 있는 엔듀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디자인한 12번째 콘셉트

카로 도시생활과 여가뿐만 아니라 다

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크로스오버

차량(CUV)이다 활동적인 젊은 세

대를 겨냥해 강렬하면서도 스포티

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M15는 벨로스터 미드

십카다 미드십카는 차체의 중앙에

엔진을 배치한 자동차를 말한다

RM15는 알루미늄차체와탄소섬유를

활용해차체강성을높이고중량을줄이는등현대차의고성

능기술이집약됐다

기아자동차는 총 36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31대를

전시한다 주력차종은뉴욕국제오토쇼와서울모터쇼에서동

시에출품되는신형K5로 이번모터쇼에서는외관만공개한

다 2010년 출시후 기아차가 5년 만에 선보이는 K5 후속 모

델로 기존 모델의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면처리와풍부한부피감을더해한층역동적인외관

디자인을완성했다

기아차는콘셉트카KND9도처음공개한다 이외에울버

린캐릭터튜닝카인기아 X카 여행용차량인 레이트래블

러팩 등 쇼카(Show Car)도 전시해관람객들의눈길을사로

잡는다

한국GM은 4세대스파크를서울모터쇼와뉴욕모터쇼에서

동시에공개한다신형스파크는6년만에나오는완전변경모

델이다 10 3기통 에코텍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으며 이

엔진은 최고출력 75마력으로 고성능 터보 엔진을 장착

하면 최고출력이 115마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은양산을염두에둔콘셉트카이오랩을들

고 나왔다 지난해 9월 파리모터쇼에서 공개됐지

만 아시아에서선보이기는이번이처음이다

쌍용차는 쌍용차에 중독되다라는 주제로

2200 면적의 전시관에콘셉트카와양산차량

총 20대를 전시한다 쌍용차가세계처음으로

선보이는콘셉트카XAV가모터쇼주력차종

이다 소형 SUV플랫폼을기반으로제작됐으

며 직선을 과감하게 사용한 박스형 설계를 통

해강인한이미지를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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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 예 술 이 네

2015 서울모터쇼 4월 312일 개최

32개 업체 370대 출품한국첫공개모델 41개

탄소섬유로강성높인차체터보엔진등신기술총출동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완성차 시장

구조를갖고있지만수입차구매양상

은 확연히 다르다 경제적인 중소형

대중차중심의일본수입차시장은성

장세가둔화하고있는반면한국은고

가의 중대형차 위주로 폭발적인 성장

을거듭하고있다

최근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일본자동

차수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판매된수입차는전년보다2

9% 줄어든 33만5960대로 점유율 6

0%를기록했다한국의수입차시장은

255% 늘어난 19만6359대로점유율이

139%에 달했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했을때일본내수입차판매량은

88%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은 222% 증

가그속도의차이가확연하다

이에따라양국수입차의판매량격

차가 2013년 18만9636대에서 지난해

13만9601대로크게줄었다 특히한국

자동차시장의 수입차 비중은 2010년

69% 2011년 80% 2012년 100%

2013년 121%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

는데 비해 일본은 2012년 59% 2013

년 64% 2014년 60%로거의정체된

상태다 연합뉴스

지난해 수입차 수리비에 지급된 보

험금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수입

차의평균수리렌트비는국산차보다

3배이상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기준 수입

차의개인용보험가입대수는전년보

다 248% 증가한 88만대로 집계됐다

고최근밝혔다

수입차는 다양한 신모델이 나오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경

쟁력이 좋아지면서 가입 증가폭도 커

지는 추세다 차종별 가입 비중은 대

형차가 2013년 695%에서 537%로

낮아진 반면 소형차는 41%에서 8

1% 중형차는 241%에서 358%로각

각높아졌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55% 증

가한 9241억원으로 집계돼 개인용 전

체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도 82%

에서 113%로높아졌다

특히수입차수리비는전년대비 13

9%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산차 수리

비는 4조1000천억원으로전년과같은

수준이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수입차 일본은소형한국은중대형지향 작년수입차수리비지급보험금 1조원

기아차신형 K5 쌍용차콘셉트카 XA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