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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좌석을떼어내고짐을실을수있도록설

계된 경차 밴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최근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올해 1

분기 기아차의 모닝 밴과 레이 밴은 각각

1195대와 548대가판매됐으며한국GM의스

파크밴은 358대가팔렸다

같은 기간 일반형을 포함한 모닝 레이 스

파크의 판매는 각각 2만843대 6220대 1만

3095대로 밴의 판매 비중은 모닝이 57% 레

이는 88% 스파크가 27%를 차지했다 모닝

밴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6%보다 0

1%포인트 늘었고 스파크 밴의 판매 비중도

22%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05%포인트 증

가했다

레이밴은모닝밴과스파크밴보다천장이

높은 스타일로 적재공간이 15배가량 넓어서

밴의판매비중이 3개차종가운데가장높다

레이 밴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88%

에서올해 1분기 88%로줄었으나 이는지난

해 초 법인용 차량의 대량 구매가 있었기 때

문으로알려졌다

뒷좌석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경차 밴

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경

제성과 기동성 적재공간의 3박자를 갖춰 소

상공인들과 법인사업자들로부터 인기를 누

리고 있다 특히 배달을 주로하는업종 가운

데 이륜차보다 안정적인 적재공간이 필요한

꽃집이나떡집등소상공인들이경차밴을선

호하는것으로알려졌다

법인사업자들도 각종 부품이 필요한 AS

업무등을위해경차밴을구매하고있다

경차 밴은차량구매때취득세및 채권구

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혼잡통행료공영

주차료 각각 50% 감면 등 경차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는데다 차체가 작아 복잡한 도로 환

경에서도운전이편리하다

가격도 일반 모델의 최저사양 모델보다 저

렴한편이다

모닝밴은일반형 915만원 고급형 950만원

으로 955만원부터 시작되는 일반모델보다 5

만50만원 가량 가격이 낮다 레이 밴도 일

반형 1163만원과 고급형 1213만원으로 1281

만원부터 시작되는 일반모델보다 68만118

만원싼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차의 경제적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다 주차의 불편함도 덜 수 있

어배달을직접하는여성운전자들의 수요가

꾸준한편이라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짐싣는 경차 밴 인기
1분기기아차모닝밴레이밴판매량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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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어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팁(TIP)은없나요?

전문가 의견)차 내부 온도가 올라가 있

는 상황에서는 차문을 열어 차 내부 온도

를 일정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입

니다 그후에어컨을작동할때가급적얼

굴과 발 방향으로 풍향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냉매는 에어컨

을 켜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감

소하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리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에어컨 사용시

아무리더워도 1시간에 10분 정도는 환기

를시켜주는것이좋습니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

에어컨풍향얼굴발 방향으로맞춰주세요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

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산 및 수입차

가운데친환경차는총 9640대가팔려지난해같은기

간보다08% 늘어났다

특히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이 기간 총

3321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YF쏘나타 하이

브리드 실적(1179대)보다 1817% 급증하며 전체 하

이브리드차판매를이끌었다이에따라현대차는그

랜저하이브리드를합쳐총 5831대의친환경차를판

매해국내친환경차점유율 605%를기록했다다만

기아차 K5와 K7 하이브리드는 모델 노후화 영향으

로지난해동기대비 406% 감소한 1657대판매에그

쳤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수입차들도 존재감을 높이

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입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2023대 전기차 44대 등총 2067대가팔려지난해같

은기간보다 597%의높은성장률을나타냈다 친환

경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도 지난해 135%에

서올해 214%로 크게증가했다 전기차의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전기차는지난해 1분기에 133대가 팔리

는데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267대로 100%가 넘

는성장률을보였다

이는지난해부터제주도등자치단체주관하에전

기차 공모사업이 펼쳐지면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

에전기차를구입할수있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아차가 올해 1분기 150대를

판매해이시장의 562%를차지했다

하반기로갈수록다양한친환경신차출시가예정

돼있는만큼판매는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

된다 현대차가올하반기에쏘나타플러그인하이브

리드(PHEV)와준중형급하이브리드전용모델을출

시하는것을비롯해기아차도신형K5 하이브리드를

출시할예정이다

수입차업체들도 PHEV 모델을잇달아내놓으며친

환경차시장을공략하고있다 지난 3월 26일 BMW코

리아가 출시한 PHEV 스포츠카 i8은 2억원에 육박하

는차량가격(1억 9990만원)에도한달여만에사전계약

대수가 190대를넘어섰다또PHEV 모델인폴크스바

겐 골프GTE와아우디A3 스포트백e트론등도연

내국내시장에상륙할채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자동차수요가늘고있는

가운데글로벌업체간선두다툼도갈수록격화하고

있다

최근자동차산업연구소와업계에따르면올해 1분

기(13월) 도요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

소한 252만대를 팔아 249만대를 판매한 폴크스바겐

을불과3만대앞서며1위를유지했다 지난해처음으

로 1000만대 판매를돌파하며 3년 연속 연간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도요타는 지난해에도 폴크스바겐을

9만대 차이로 앞선 바 있다 미국의 제네럴모터스

(GM)는올해 1분기 242만대의판매량을올리며 3위

를기록했지만 2위와격차는7만대에지나지않았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에 현대차 118만

대 기아차 75만대등지난해같은기간보다 32% 감

소한 총 193만대를 판매해 선두권에서는 뒤처진 상

황이다

도요타는엔저등을바탕으로미국시장에서승승

장구하고있다 도요타의소형 SUV라브4는올해 1

분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26% 급증했고 렉서스

NX 역시판매호조가이어지며전체판매량은 10%

가량 늘었다 도요타는 엔화 약세와 북미 판매 호조

에 힘입어 최근연구개발(R&D) 투자에도 적극적으

로나서고있다

업계관계자는 현대기아차도판매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글로벌 판매목표를 현대차

505만대 기아차 315만대등총 820만대로잡은상태

다 연합뉴스

1분기 글로벌판매 도요타 252만대 1위 수성

249만대판매폴크스바겐 2위

3위 GM빅3 선두경쟁가열

현대기아차작년비 32% 줄어

친환경차 질주

저유가에도

판매량 쑥쑥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 1분기 판매 작년비 181% 급증

수입차도 60% 가까이늘어하반기잇단신차출시시장성장

기아차쏘울EV

LF 쏘나타하이브리드 기아차모닝밴레이밴뒷모습<구글이미지>

경제성기동성적재공간갖춰

소상공인들중심꾸준한수요

브레이크 호스 조립불량이 발견된 르노삼성자동

차 QM3 2만여대와차문잠금장치결함이발견된포

드사의토러스MKS 5000여대가리콜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QM3승용차는 브레이크

호스 조립 문제로 호스가 마모되고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제동성능이저하될가능성이발견됐다QM3리

콜대상은 2013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7일까지

제작된 2만94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르노삼

성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수리받을수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한 토러스MKS

승용차는차문잠금스프링장치결함으로차문이정

상적으로닫히지않거나주행중에열릴가능성이발

견됐다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제작된토러스 4958대 2011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제작된MKS 45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브레이크호스조립불량

르노삼성 QM3 2만대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