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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글로벌소형 SUV 시장에대한본격

적인공략에나섰다

12일자동차시장전문조사업체 IHS 오

토모티브에 따르면 2012년 719만대에 불

과했던 글로벌 소형 SUV 시장 규모는

2018년 1097만대로 53%가량성장할것으

로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인도와 중국

등에 현지 모델의 소형 SUV를 잇따라 출

시하는데이어미국과유럽에도신형SUV

를 차례로 선보이는 등 글로벌 SUV 시장

에대한공세수위를높여가기로했다

현대차가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한

소형 SUV 크레타는한달간 1614대가판

매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현대차

의 해외 전략형 소형 SUV인 크레타는 8

월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며내년이후에는러시아와브라질

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

국과유럽등현대기아차의주력시장에

선신형투싼과스포티지가선봉에선다

지난 3월국내에먼저선보여인기를모

으고있는신형투싼은 8월에미국 9월에

는유럽에각각출시된다 3분기에국내를

시작으로글로벌시장에출시되는기아차

의 신형 스포티지도 카니발 쏘렌토에 이

어 또 한번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소형 SUV

의 최대 경쟁지인 중국에서도 현대기아

차의양대주력모델이선전하고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현대차의 현지모델

ix25는올해들어 5월까지 4만948대가판

매돼중국소형 SUV 시장에서혼다의베

젤(4만2354대)에 이어 판매실적 2위를 기

록했다

기아차의 KX3 또한 본격 판매된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000여 대씩 팔리는 등

꾸준히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

다

최근 연이은 신규공장 착공에 들어간

현대기아차는 창안기차 창청기차 등

중국현지업체들의대대적인저가공세에

맞서 내년에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대

폭강화한소형 SUV 모델을새롭게선보

이며점유율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국내승용디젤바람을주도했던수입

차들이연비를줄줄이하향조정했다

지난해자동차업계의 연비부풀리기

논란이후정부의연비검증이깐깐해지

면서각업체가연비를보수적으로낮춰

신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 18가

넘는연비를자랑하던일부준중형급수

입차는국산중형디젤보다연비가뒤처

지는현상까지나타났다

12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따

르면 폭스바겐은 이달 1일 자로 준중형

급 인기 모델인 골프 16 TDI 블루모션

의연비를기존의 189km에서 161km

(17인치 타이어)로 낮췄다 종전보다

148%나하향조정한것이다 이는중형

급세단쏘나타와 K5 디젤 모델의연비

인 168km(16인치 타이어)와 165

km(17인치)보다낮은수준이다

2005년국내에시판된골프는당18

가 넘는 높은 연비를 앞세워 국내 수

입차가운데베스트셀링모델로자리잡

은 차종이다 이번에 연비를 낮춘 골프

16 TDI 블루모션은유로5모델로 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101g에서 121g으로 198% 증가했다 대

신출력은현재 105마력에서 110마력으

로높아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3분기 중 유로6 모

델이 들어오면 연비를 재측정할 계획이

다 연비를 낮춘유로 5모델은 8월 말까

지 통관된 물량에 한해 판매된다 폭스

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연비 논

란등을 겪은뒤독일 본사 차원에서추

후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하

게 조처하라는지시가있었다면서 유

로6모델이조만간도입되지만불필요한

논란을줄이기위해기존모델의연비를

다시신고했다고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를포함해수입차 4개차

종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폭스바겐코리아

는이를수용한바있다

폭스바겐 이외에도 최근 수입차업체

는 유로6가 적용된 디젤 모델을 내놓으

면서연비를잇달아낮췄다

2000㏄급 디젤 모델을 얹은 BMW

118d의 경우 기존 연비 187에서

174로 7% 가까이 떨어졌다

BMW 측은 엔진 출력이 최고 143마력

에서 150마력으로 높아지면서 연비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푸조의 16 디젤

모델도 기존 16 모델의 연비 184

에서 12% 하향 조정된 162로 낮

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연비 검증

이깐깐해지면서연비를과장했다는논

란에휘말리지않으려고각업체들이사

전에 보수적으로 연비를 신고하는 경향

이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Q)여름철차량내부에절대두고내

리면안되는것은?

A)가스라이터나 휴대용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압력이높아져폭발할수있어서절대

놔두면안됩니다 또한리튬이온배터

리가 들어있는 전자제품도 과열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내

비게이션도 수건을 덮어 직사광선을

피하는것이좋습니다

탄산음료 주스 등 밀폐된 용기 안

에있는캔음료나플라스틱병도높은

온도에서 내부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팽창해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

요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여름엔가스라이터탄산음료두고내리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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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연비검증에

디젤바람주도수입차들줄줄이하향조정

쑥쑥크는글로벌소형 SUV 시장

기아차 KX3 타고 공략

기아차가중국에서출시한소형SUV KX3

가격경쟁력품질강화

중국소비자들에

월평균 5000여대씩팔려

기존 189km에서 161km로

연비를대폭낮춘

폭스바겐 16 TDI 블루모션

쌍용자동차가 상반기 히트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티볼리 가솔린 모델에 이어 디젤 모델도 출

시했다

쌍용차는최근강원도인제스피디움에서티볼리디젤

발표회를열고시판에들어갔다 티볼리디젤모델은 3년

여의개발기간을거쳐탄생한유로6 eXDi160엔진이적

용돼 최고 출력 115마력 최대 토크 306m를 발휘한

다복합연비는당153(2WD자동변속기기준)다

티볼리디젤은특히실제주행에서가장자주사용되는

15002500rpm구간에서최대토크를발휘해빠른응답

성과경쾌한주행성능을자랑하며동력전달성능과품질

을 인정받은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을 이뤄

주행의즐거움을느낄수있다고쌍용차는설명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과 함께 온로드오프로드 주행

능력을크게향상시킨가솔린 4WD 모델도함께출시해

라인업을확대했다 4WD 가솔린모델은도로상태와

운전조건에따라전륜과후륜에구동력을 050% 최적

배분하는스마트 4WD 시스템이적용된다 티볼리디젤

의가격은트림에따라TX 2045만원 VX 2285만원 LX

2495만원이다

티볼리는 지난달 내수 3630대 수출 2409대 등 모두

6039대가팔리는등지난 1월출시이후소형 SUV 시장

에서돌풍을이어가고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쌍용차티볼리디젤모델출시

국내에서판매되는차량중연비효율

이가장좋은차는어떤차량일까? 에너

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홈페이지에 들

어가 보면 공단이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자동차연비현황을확인할수있다

13일 이 사이트에 따르면 1위는 푸조

208 14 eHDi 5D가 차지했다 배기량

14의 소형 경유차인 푸조 208의 복합

연비는 211이다 이어 도요타 프

리우스(210)와시트로엥의DS3 1

4 eHDi(202) BMW 320d(197) 미니쿠

퍼D(194)가 25위에포진해있다

상위 10위권 내에 국산차로는 현대차의 엑센트 16

디젤(5도어 4도어)과 기아차의 프라이드 14 디젤(5도

어 2015년형)이 190의 연비로 공동 8위에 올랐

다

푸조 208의연비효율비결은뭘까

이차의공식수입사인한불모터스는차량의경량화

를높은연비달성의첫번째이유로꼽았다 전면에알

루미늄범퍼를탑재하고하체프레임구조를개선해경

량화한덕분에시내주행시 15%가량의연비향상효과

가났다고한다

또정차시시동이자동으로꺼지고다시움직이면 0

4초만에시동을걸어주는기능인 스톱앤드스타트시

스템엔진의힘을바로휠로전달하는방식의 수동기

반 자동변속기(MCP)가 연료 소비를 줄여 준다는 게

한불모터스측설명이다

실제로이런연료소비저감노력때문인지푸조를생

산하는 PSA차량은상위 30위권에8종이올라와있다

30위권에 포함된 국산차로는 엑센트 16 디젤과 프

라이드 14 디젤외에현대차의아반떼 16 디젤(185

 공동 22위)과엑센트 16 디젤 DCT(183 공

동 29위)가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국내시판차량연비王은 푸조 208

복합연비 211

푸조208 14 eHDi 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