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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렁크짐이정말연비에많은영향

을미치나요?

A) 그렇습니다 차량의 무게는 연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승용차량 기준으로

30의짐을적재하고운행시에는45%

가량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따라서 불필

요한 짐이나 골프기구 낚시용품 등 무거

운 레저용 장비를 귀찮다고 트렁크에 넣

고다니는것은연비에큰손실입니다 같

은 이유로 연료 주유도 한번에 가득 주유

하는 것보다 반 정도만 주유하고 운행하

는것이연비에도움이됩니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승용차 30 짐 적재땐연료 45% 손실

쉐보레볼트는스파크EV와차이가없으므

로같은수준의보조금혜택이있어야합니다

세르지오호샤한국GM사장이지난달기자

회견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인 쉐보레 볼트를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고밝히면서언급한말이다

순수 전기차인스파크EV처럼볼트구매자

에게도같은수준의정부보조금지급혜택이

주어져야한다는주장이었다

현재 정부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싼

친환경 전기차 구매자에게 1500만원의 보조

금을지급하고있고각지자체도최대900만원

의혜택을부여하고있다 볼트는구조상전기

모터와배터리 내연기관이 함께 탑재된충전

식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순수 전기차 취급을

받으려면내연기관이장착되지않아야한다

그러나GM측얘기는다르다 볼트는주행

거리연장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배터리 주행거리가 3050인 일반적

인PHEV와달리 EREV인볼트는배터리로

80까지갈수있어서전기차에가깝다는주

장이다 전기모터가 주동력기관이고 내연기

관은 비상 시 등에 쓰이는 보조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전기모드의 주행거리는 순수 전기차와 비

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조기관이

달려있어서더안전하고편리하다고 GM 측

은말한다실제로볼트의경우운전자 90%가

순수 전기모드로만 활용한다는 데이터가 있

다고한다

따라서 볼트 구매자에게는 전기차와 똑같

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미국처럼 배터리 용량에 따라 친환경

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야한다고GM측은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GM측에서볼트와관련

한공식인증등을신청한단계가아니어서구

체적인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며 정식 신청

이들어오면볼트의세부사양등요건을살펴

보고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해전기차로볼

것인지 PHEV로 볼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

고말했다

볼트가 국내에서 전기차로 인정받지 못한

다면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액수

는크게줄어든다 정부는 PHEV에대해 500

만600만원의지원금을지급하는방안을검

토 중이다 순수 전기차는 기아차의 쏘울EV

르노삼성차의 SM3ZE 한국GM의 스파크

EV BMW의 i3 등이 국내에 출시됐다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은 올 하반기에 현대차

의쏘나타 PHEV와 아우디 A3 스포트백 e

트론이폴크스바겐 골프GTE는내년초에

각각국내출시될예정이다 연합뉴스

쉐보레 볼트 전기차냐 PHEV냐

내년국내출시앞두고보조금논란

내연기관탑재된충전식하이브리드GM 보조금지급당연

본격적인캠핑의계절이돌아오면서고급미니밴이

인기를 끌고 있다 9인승과 11인승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안락한실내공간등을갖춘 78인승미니

밴을찾는수요가늘고있는것이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카니발은 4월

한달간 9500대가계약됐으며이가운데 7인승모델인

카니발리무진은 1800대가계약됐다 7인승의계약비

중은 전체의 19%로 3월의 9% 보다 배 이상 늘었다

카니발 구입 고객 5명 중 1명이 7인승 모델을 선택한

다는의미다 반면일반형인 9인승의비중은 69%에서

63%로 저가형인 11인승은 14%에서 9%로감소했다

기아차는 3월말 2015년형카니발을시판하면서기

존의 9인11인승이외에 7인승리무진모델을국내에

처음출시했다

그동안 9인승이상차량만내놓은것은개별소비세

와교육세가면제되고 6인이상탈경우버스전용차로

를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편

안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가족 단위 고객과 VIP 의전

용등으로미니밴을찾는수요층이넓어지면서 7인승

모델도 추가했다 카니발 7인승은 9인11인승 모델보

다실내를한층고급스럽게꾸몄고시트배열을 4열에

서3열로줄여더욱넓은탑승공간을제공한다특히 2

열좌석에는 VIP 라운지시트를적용했다 비행기좌

석처럼헤드레스트의좌우를탑승자의편의에따라 30

도각도로조절할수있는 윙아웃헤드레스트를장착

했고다리받침과팔지지대(암레스트)도설치됐다

이에따라법인등에서 사장님차로도선호하는것

으로알려졌다

7인승 카니발의 인기에 힘입어 4월 카니발의 판매

량도 증가했다 기아차 카니발은 3월 5100대에서 4월

5622대로전달보다 10%늘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7인승이 출시되면 9인승과 11인

승의수요를잠식할수있다는우려가나왔으나 소비

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전체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말했다

그동안 국산차에 밀려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수입

미니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수입 미니밴인

도요타 시에나와혼다 오딧세이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 등 4개 차종의 올

해 14월 판매량은 470대로 지난해같은기간의 344

대보다 36%가량 증가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5

인 이상 가족의 경우 쾌적한 공간을 갖춘 7인승 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야외활동뿐만 아니라 업

무용 차량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올해 들어 판매량이

꾸준히늘고있다고전했다 연합뉴스

돌아온캠핑의계절고급미니밴인기몰이

기아차카니발7인승리무진의실내모습

기아차가국내시장에서판매한경차대수가 100만

대를넘어섰다 1999년 비스토를출시한이래 16년 만

이다

지난 31일 기아차 등에따르면올해 14월 사이에

팔린기아차경차는모두 3만7245대로집계됐다 모닝

이 2만8661대 레이는 8584대가각각팔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 경차의 누적 판매는 4월 말 기준

100만1489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1999년 비스토

2004년 1세대 모닝에이어 2011년 2세대모닝과레이

등총 4개차종의경차를출시했다

비스토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8만6260대가 팔

렸고 1세대 모닝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만8060

대가판매됐다 2세대모닝과레이는 2011년부터올해

4월까지 각각 42만3053대와 11만4천116대가 판매됐

으며지금도소비자들사이에인기를끌고있다

기아차경차의판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연간

2만여대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맞아 8만4177대로뛰었다 2009년에는연간판

매 10만대를넘어섰으며 2세대모닝과레이가출시된

2011년이후로는매년 12만대이상팔리고있다

특히 2011년 출시된 2세대 모닝은 매년 9만대 이상

팔리는 등 4년여 만에 40만대 판매 고지를 돌파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현대차 아반떼에 이어 한국 시

장에서두번째로많이팔리기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모닝은 실속있는 상품성과 세련

된스타일로고객들로부터많은사랑을받고있다며

경차 모닝의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GM을

제치고자동차판매순위 2위에올라섰다

최근중국내자동차판매기업들의모임인 승용차

연석회의에따르면현대기아차는 4월중국시장에서

전년 대비 25% 늘어난 14만629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9만288대

를 기아차는84% 증가한5만6006대를각각팔았다

이로써현대기아차는13만8795대를판매한GM을

제치고폴크스바겐에 이어 2위를차지했다 시장점유

율은 100%를기록했다

현대기아차가중국에서 2위자리를탈환한것은 9

개월만이다 현대기아차는지난해 7월 12만5191대를

팔아GM(12만3830대)을누르고 2위에올랐다가다음

달에다시 3위로밀려났었다 임동률기자exian@

기아차카니발 4월 9500대 판매

7인승리무진모델배이상늘어

수입미니밴판매도작년비 36%

기아차경차판매 16년만에 100만대 돌파
현대기아차 4월中자동차판매

GM 제치고 9개월만에 2위 탈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