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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올하반기신차판매를놓고치열한 집안싸움을벌인다 동생격인기

아차가 7월 신형 중형세단 K5 출시를 앞둔 가운데 형님격인 현대차는 이달 말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시작으로쏘나타파생모델을차례로내놓는다 8월께는

상품성을개선한기아차의쏘렌토연식변경모델이출시될예정이어서이달초나온현

대차의싼타페부분변경모델과경쟁이불가피하다곧이어 9월에는기아차의소형스포

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스포티지가출격해현대차의신형투싼과한판대결을벌인

다 현대기아차가이처럼승용차와 SUV 주력차급에서동시에신차를선보이는것은

매우이례적이다

K5쏘나타 한판붙자가장주목되는승부는신형K5와쏘나타와의대결이다

둘 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력 차종인데다 똑같이 7개의 심장(엔진)을 내세워 다양한

소비자층을끌어들이겠다는전략을세웠다 기아차는이달 15일 K5 사전계약에들어가

며다음달 14일공식출시행사를연다 기아차가 5년만에선보이는 2세대K5는 2개의

얼굴과7개의심장전략을토대로전면부가서로다른2개의디자인으로출시된다또 2

0 가솔린엔진뿐아니라 20 터보 16 터보 17 디젤 20 LPI 20 하이브리드 20 플러

그인하이브리드등 7개엔진라인업으로운영된다

5년만에나오는신차인만큼벌써신형K5 동호회가조직되는등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대차는이달말쏘나타 PHEV를 출시해시장선점에나선다 PHEV는 내연

기관과전기모터를함께사용하며배터리는외부전원(플러그)으로충전할수있도록한

차량이다 올 초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쏘나타 PHEV는 154마력을 발휘

하는누우 20 직분사(GDI) 엔진과 50kW 전기모터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적용해 시

스템최대출력 202마력(HP)을구현했다 7월에는쏘나타 16 터보와 17 디젤모델을내

놓는다

오는 9월펼쳐질신형스포티지와신형투싼과의대결에도관심이쏠린다스포티지는

2010년우수한디자인과상품성으로소형 SUV시장에서돌풍을일으켰던모델로 신차

가출시되면월5000대이상판매되며기아차의내수실적을견인할것으로보인다투싼

은올해 3월출시이후 4월 9255대와 5월 7378대가판매되면서최고판매차종상위권에

오르는등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다

전체판매의 30%가 중형세단소형 SUV현대기아차가 이처럼중형차와소형

SUV 차급에서경쟁적으로신차를내놓는것은해당차급이그만큼내수판매에핵심적

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실제로쏘나타와K5 투싼 스포티지등 4개차종은 2009년부

터올해 5월까지 171만8000대가 팔려전 차종판매대수의 293%에 달했다 현대기아

차가 출시한 총 28개 차종 가운데 4개 차종의 판매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이

때문에 4개차종의판매비중이높았을때현대기아차의내수점유율도덩달아상승하

는 현상을 보였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4개 차종 판매 비중이 352%를 기록했던

2010년에 746%에달했으나이후이들차종의판매가줄면서올해는 659%까지하락했

다

업계관계자는 비록집안싸움이기는하지만한국자동차시장을대표하는중형세단

과 SUV 차급에서신차가집중되면치열한경쟁속에내수시장은더욱커질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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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어 위치 교환 주기는 언제가 좋

은가요?

A)타이어위치교환은앞타이어와뒷타

이어의 위치를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 주기는 일반적으로 80001만 마

다 해주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인 위치교

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륜 타이어

의 단차마모(불규칙적 마모)로 인한 주행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륜 구동 차량의 경우 전륜 타이어의 집

중 사용으로 인해 타이어 교체 주기가 더

욱빨라질수있습니다

금호타이어광주지점제공

80001만주행후타이어위치교환

중형 SUV 시장이 7인승에서 5인승중심으로바뀌

고있다

현대차싼타페와기아차쏘렌토등중형 SUV에서

5인승과 7인승의비율은 23년전만해도 5대5 정도

였으나최근에는 5인승이 7인승을크게앞질렀다

현대차가 지난해 7월 출시한 싼타페 2015년형의 5

인승 비중은 지난해 75%에서 올해는 79%까지 증가

했다 기아차 올 뉴 쏘렌토도 지난해 59%였던 5인승

의비중이올해는 61%까지늘어났다 싼타페구매자

10명중 8명이 쏘렌토구매자 10명중 6명이 5인승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0년 국내 시장에 처

음등장할때7인승으로만나오던중형SUV가 5인승

으로바뀌고있는이유는세제변화와소비자들의고

급화수요때문이다

7인승 SUV는 2004년까지승합차로분류돼연간 6

만5000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됐었으나 2005년부터

승용차로 변경돼 배기량에 따라 40만50만원의 세

금을내게됐다세제혜택이사라지면서 7인승의 3열

시트를 제거해 더 넓고 고급스러운 5인승을 찾는 고

객들이생겨났다

2007년기아차쏘렌토를시작으로 5인승이나온후

에도 SUV는 7인승이라는 통념과 혹시나 5명 이상

이함께타야할때를생각하는소비자들이적지않아

한동안은 5인승보다 7인승이더많이팔렸다

그러나 5인승의 비중은 점차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싼타페와 쏘렌토도 5인승 기본에 3열 시트는 옵션으

로변화했다

5인승이 7인승보다 넓고 고급스러운데다 연비도

약간 더 우수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아직 7인승이

저렴한편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중형 SUV 싼타페쏘렌토 이젠 5인승이대세

7인승세제혜택사라져

올 싼타페 구매자 80%

쏘렌토 60% 5인승 선택

국내에 두 종밖에 없는 경상용차 다마스<왼

쪽>와 라보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사랑을받고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종 위기에

몰렸던다마스와라보는지난 5월한달간 593대와

442대가 팔려 한국GM의 효자 차종 노릇을 톡톡

히했다 올해 15월 누적판매는다마스 2846대

라보 2554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다마스 618대 라보 816대)에 비해 34배씩

늘어난수치다 한국GM은 2013년 12월새로운안

전환경규제를충족하기위한개발비부담을이유

로다마스와라보의단종을결정했었다

그러나소상인관련협회등의단종철회청원이

이어지며정부가이들차종에대한환경규제와안

전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했고 지난해 8월부

터 재출시됐다 한국GM 측은 두 차종의 제품 성

능도개선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단종될뻔한다마스라보

인기는꾸준하네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 EV가 프랑스

기자들이 뽑은 도시형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선정됐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 EV는 2015

MAAF 환경자동차어워드의도시형대체에

너지차량부문에서수상했다 2005년 제정된

이상은자동차와환경부문기자로구성된심

사위원들이선정한다

기아차는 쏘울 EV가 유럽기준으로 212

에달하는동급최고의주행거리와세련된디

자인 뛰어난 공간 활용성 등으로 호평을 받

고있다고설명했다기아차는이번수상을계

기로친환경차이미지를높이고더많은고객

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쏘울 EV는전기차선도국인노르웨이서소

비자 정보 제공 단체 딘사이드로부터 2015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캐나다 자동차기자

협회가 뽑은 2015 올해의 차 시티카(City

Car) 부문에서도 1위에오른바있다

또 세련된디자인으로 2015 레드닷디자인

어워드 등을수상하기도했다 지난해출시된

쏘울 EV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가운데 가장

인기가높다 올해제주등 9개지역의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서 신청을 거쳐 배정된 1천

801대 가운데 쏘울 EV가 가장 많은 41%를

차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프랑스기자들이뽑은최고친환경차 쏘울 EV

K5 내달 출시 신차판매양보없는 집안싸움

쏘렌토 변경 모델 8월에 나와 싼타페와 경쟁

9월엔 소형 SUV 스포티지투싼 대결 볼만

7월출시예정인기아차중형세단K5 이달말출시할현대차쏘나타PHEV

기아 K5  현대 쏘나타 한판 붙자

올 2846대 2554대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