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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차량(RV)의 인기가 식을 줄 모

르고있다 올해들어팔린국내자동차 10

대중 4대는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 1분

기(13월) 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5개사의판매량은지난해1분기보다 20%

증가한 총 27만9844대로 집계됐다 이 가

운데레저용차량은지난해 1분기보다 22

1% 급증한 10만8904대였다 이에따라전

체 판매량에서 RV 비중은 389%를 기록

해 2004년 400%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를기록했다

특히 미니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니밴은 총 2만619대가 팔려 전년보다

764% 급증했다 SUV도 139% 늘어난 8

만8285대가 판매됐다 SUV 판매 비중은

315%로 2004년 역대 최대치였던 306%

를넘어섰다 RV판매량급증은업체들이

내놓은신차들이인기를끌고있기때문이

다

지난해기아차가선보인신형쏘렌토는

올해 1분기 1만8987대가 팔려 지난해 1분

기구형모델보다 244% 급증했을뿐아니

라국내 RV 모델가운데판매 1위를차지

했다 기아차의 신형 카니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구형모델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4642대가 팔리며 국내 미니밴 시장을

주도했다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와

르노삼성의 QM3도 각각 8037대와 3148

대가 팔리며 선전했다 한국GM은 트랙

스올란도캡티바 등 쉐보레 RV가 인기

를누렸다

여기에현대차가지난달17일출시한올

뉴 투싼도 3월 말까지 1만1000대가 계약

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앞으로

SUV 판매비중은더욱올라갈것으로 보

인다

최근 업체들이다양한 RV 모델을내놓

는 것도 RV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아차는얼마전실내편의성을높인 7인

승 카니발 모델을 출시했고 현대차는 올

뉴 투싼을 R20 디젤 엔진과 U2 17 디젤

엔진등 2가지모델로나눠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나 캠핑을 떠나려는 고객들이

RV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RV 모델이 다양화하면서 고객 선택의폭

도넓어지고있다고말했다

RV의 인기와달리승용차판매는주춤

거리고있다

차급별로보면승용차가운데중형차는

1분기에 4만3544대가 팔려 164% 증가했

을 뿐 경차(122%)와 준중형차(151%)

대형차(10%) 등은 모두 뒷걸음쳤다 이

에따라전체승용차판매는총 17만940대

로지난해동기대비 77%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승용차 가운

데중형차만승승장구하고있다며 반면

준중형차 수요는 소형 SUV로 옮겨가는

추세라고말했다 연합뉴스

레저용 차량 쾌속 질주  SUV미니밴 잘 나가네

올판매차량 10대중 4대 레저용

미니밴 76%  성장세두드러져

기아차 쏘렌토카니발 시장 주도

기아차카니발 기아차쏘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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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문이잠겼어요제힘으로열수있

나요?

A)스마트키보급이늘어나다보니이러

한 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실내에 두고 보조 스마트키로 문을 잠가

도문이잠기지않습니다 일반 키의경우

문이잠기더라도개인적으로쇠자나꼬챙

이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안됩니다 요

즘 차들은 공구 없이는 차문이 쉽게 열리

지않으며 차문이파손될수도있으니반

드시 지정된 보험사 등 출동 서비스에 의

뢰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키 차량에서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아 도

난사고가발생한사례가보고되고있습니

다 리모컨 잠금버튼을 2회눌러잠김 확

인경보음을확인하세요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차문잠기면보험사등출동서비스의뢰

EVHEV PHEV

흔히전기자동차모델명뒤에따라붙

는 이들 약자는 전기차 관련 소식이 많

아지면서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눈에

익은 개념이 됐다 최근 전기자동차 배

터리를생산하는삼성SDI의 e뉴스레터

에 따르면 EV(electric vehicle)는 순

수 전기차로 가솔린디젤 같은 화석연

료없이오로지전기에너지로만구동되

는차량이다

내연기관이 필요 없고 전기모터만

장착하면돼차구조를단순화할수있

다 자동차앞쪽엔진룸이없어도되니

상식을 깨는 파격적 디자인도 가능하

다

거기다 부릉부릉 하는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시동이 걸렸는지도 알 수

없을정도다 EV제조사들은일부러엔

진소리효과음을넣기도한다

BMW i3는 엔진룸이있던보닛내부

를수납공간으로디자인했다 BMW i3

에는 차체 하부에 배터리 셀 96개가 들

어간다 EV는배터리성능이가장중요

한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 번 충전으

로 최대 160 정도 달릴 수 있는 수준

이다 삼성SDI는 1회 충전으로 300

이상 주행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개

발중이라고소개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

hicle)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며 배터리는 외부전원(플러그)

으로충전할수있도록한형태다충전

한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화석연료 엔

진으로움직인다 화석연료자동차에서

순수전기차로가는중간단계이다 EV

의 주행거리 한계를 보완하고 연비를

늘릴수있다

삼성SDI배터리가공급되는 BMW i

8은 가솔린엔진과전기모터를함께사

용해 최고출력 362마력의 성능을 발휘

할수있고연비는476로기존가

솔린 자동차보다 2배 이상 좋다 한 번

충전으로 600까지주행할수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HEVhybrid

electric vehicle)는 현재가장쉽게접

할 수 있는 형태로 도요타 프리우스가

대표적인모델이다

화석연료엔진과전기모터를함께사

용하는 것은 PHEV와 같지만 배터리

를 따로 충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

다 정상주행할때에는엔진을주로사

용하고시동을걸때나고속주행등더

큰 출력이 필요할 때 전기모터를 보조

로쓴다

배터리 충전이 자체 동력에 의해 이

뤄져 전기 충전소 등 인프라가 필요하

지않기때문에보급이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국의 ZEV

(zero emission vehicle) 규제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부터 HEV를 전

기자동차 분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의 대세는 HEV

에서 PHEV EV로넘어갈것으로전망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쌍용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티볼리가처음수출된다

쌍용차는최근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티

볼리수출선적기념식을열고해외수출의포

문을열었다이날선적된티볼리는2000대로

벨기에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페루

등유럽과중남미각국으로수출되며 6월부터

현지에서판매된다

쌍용차는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올해 유럽

시장 1만3500대를 포함해 총 2만5000여대의

티볼리를수출할예정이다 아울러해외현지

에서대규모언론시승행사를여는등공격적

인마케팅을펼쳐유럽시장내점유율을높이

고새로운수출시장을개척한다는계획이다

올해 1월 출시된 티볼리는 쌍용차의 첫 16

급 소형 SUV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높은

공간활용성 등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

고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쌍용차티볼리 2000대 유럽중남미 첫수출전기자동차 HEVPHEVEV 진화

국내대표전기차기아차쏘울EV

<하이브리드차> <플러그로충전> <순수전기차>

HEV PHEV EV

구동원 엔진+모터(보조동력) 모터 엔진(방전시) 모터

에너지원 전기화석연료 전기화석연료(방전시) 전기

전기자동차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