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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올해 하반기에 중형과 준중형 자동차 시장이 뜨

거워질 전망이다 기아차 K5(중형)와 현대차 아반

떼(준중형)의 신차가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

이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과거 중형과 준중형

차량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전통의 볼륨차급(주

력 판매 차급)으로 군림해왔다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중형과 준중형의 판매 비중은 국내 시장의

40% 이상이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연간 최다판매 차종(베스트셀링카) 자리는 현대차

의 중형세단 쏘나타(12차례)와 준중형 아반떼(3차

례)가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차급의 판매 비중은 2010년 51%로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 42%에

이어 2012년 39%로 떨어진 뒤 내리막길을 걸어

2013년 35% 2014년 33%를 기록하더니 올해 14

월에는 29%로 30% 아래로까지하락했다

반면 2010년 18%에 불과했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의 판매 비중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올해 14월에는 32%까지늘어나중형준중형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추세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K5 2세대 모델과 아

반떼 6세대 모델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

이다 두 차량 모두 2010년 이후 5년 만에 출시되

는신차다

2010년 5월 출시됐던 1세대 K5는 같은 해 6월과

7월에 1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돌풍을 일으켰던 모

델이다 2세대 K5는 지난달 초 서울모터쇼에서 공

개된바있다 당시기아차는신형 K5에두가지디

자인과 7개의 엔진라인업을적용할계획이라고밝

혔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은지난달 24일 열린 1

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신형 K5는 3분기 초 내수시

장부터출시할것이라며 신형 K5는 연간 40만대

판매가목표라고언급했다

아반떼는 1990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된 후 5세대

에 걸쳐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넘긴 인기

차종이다

하반기에출시될 6세대아반떼의세부사양과제

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듀얼클

러치변속기(DCT)가 적용돼연비효율이높아진모

델이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다 신차트렌드에따

라 초고장력 강판이 확대 적용되고 안전사양 역시

강화될것으로보고있다

자동차업계관계자는 벌써부터K5나아반떼신

형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올해 상반기까

지 자동차 시장을 SUV가 이끌었다면 하반기부터

는중형차와준중형차가강력하게치고올라올것

이라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5아반떼신차출시하반기車시장뜨겁다

지난 4월서울모터쇼에서최초공개된기아차K5 2세대모델

기아현대차 5년만에신모델출시

SUV에빼앗긴시장되찾기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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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온뒤의얼룩은놔둬도되나요?

A) 산성 크리에이터(Creator) 현상이

발생하면 산성인 물방울이 도장 면에 남

아표면을부식시킬수있기때문에비온

뒤에는세차를하는것이좋습니다 비외

에도왁스코팅제휠광택제등산화성분

이들어있는원인물질이차량표면에있는

상태에서물방울이증발하면산의농도가

짙어지면서 산화되기도 하므로 세척제는

세차 후 확실히 제거하고 휠 광택제 등은

차체부위에닿지않도록주의하세요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비온뒤표면부식  세차하면좋아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배기량 4000㏄ 이상

의 대형차와 가격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초고

가차들이경기불황에도인기를끌고있다

최근수입자동차협회와업계에따르면배기

량 4000㏄이상의대형차는올해들어 4월까지

2337대가 팔려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41

대보다 269% 늘었다 이는 전체 수입차 평균

성장률(262%)을 웃도는 수치다 모델별로 보

면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가운데 최상급 모

델인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클래스 2종

은출시된지한달여만에 110대나팔렸다 전

체계약대수는 280대에달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애마로 알려진 마이바

흐는 2012년 단종됐지만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의 브랜드로 부활해 출시됐다 이번

에국내에들여온 S500과 S600 2종은 기본 차

값만해도각각 2억3300만원과 2억9400만원에

달하지만고객들의구입문의가끊임없이이어

지고있다

최고급브랜드로꼽히는롤스로이스와벤틀

리도국내판매대수를늘려가고 있다롤스로

이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3대가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대가 등록된 것에 비하면

77%가량늘어난실적이다

특히 기본 차 값이 4억원대에 달하는 고스

트는 13대가신규등록됐고 레이스도 10대가

팔렸다 벤틀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109대)

보다 50여 대 이상 늘어난 162대가 팔리며 높

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벤틀리의판매는가

격이 2억8000만원대인세단플라잉스퍼와 2억

원대초반인컨티넨탈GT V8가주도했다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돌풍이이어지고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국내에서 13만3935대

를판매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서는 29% 올해 3월보다는

53%각각늘어난수치다

수출은지난해 4월보다 13% 감소한 66만3904대

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외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06% 줄어든 79만

7839대로집계됐다

업체별로 SUV 판매량이 두드러졌다 르노삼성

은 국내에서는 QM3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41% 증가한 7018대를 수출은 위탁 생산하는 닛

산로그덕분에 1563% 증가한 1만6375대의 판매실

적을올렸다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서는 지난해 4월보다 43%

감소한 6만3050대를 수출은 01% 감소한 37만

3809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총판매량은

43만685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

다

그러나 신형 투싼은 돌풍을 일으켰다 올해 3월

출시된새모델의투싼은신차효과에힘입어지난

해 대비 27배 증가한 9255대(구형 모델 618대 포

함)가팔려국내 SUV판매 1위를차지했다

기아차 역시 국내 시장에서 쏘렌토와 카니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판매가 104% 늘어났다 쌍용

차는 티볼리효과를톡톡히누렸다

올해 1월출시된티볼리는 4월한달간내수 3420

대 수출 2327대 등 국내외에서 총 5747대가 팔렸

다 티볼리 덕분에 내수는 올해 들어 첫 8000대 판

매를돌파하며올해들어최대실적을기록했다 내

수판매성장률은 353%에달했다

한국GM은 4월 한달간 내수 1만2687대 수출 4

만59대 등총 5만2746대를 판매해지난해 4월보다

121% 감소했다 내수는 준중형차 크루즈와 쉐보

레트랙스등의판매호조로지난해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수출은 146% 감소했

다

자동차업계관계자는 최근레저열풍과신차효

과등에힘입어당분간 SUV 열풍은계속될것이

라고말했다

연합뉴스

롤스로이스 레이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S600

억 소리나는수입차불황에도 씽씽

마이바흐롤스로이스 등 4000㏄ 이상

4월까지 2337대 팔려  전년비 27% 

SUV 돌풍은계속된다

투싼QM3쏘렌토 등

지난달 13만3935대 판매

<2세대모델> <6세대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