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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HP타이어는 무엇인가요? 그

리고일반타이어와어떤차이가있나

요?

A)UHP타이어는 Ultra High

Perfrmance 타이어의 약자로 초고

성능 타이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UHP타이어는 림(휠)직경 16인치 이

상 편평비(사이드월 높이) 55 이하의

제품을말하며 UHP타이어는일반타

이어대비편평비가낮아지면과접지

하는면적이넓습니다 때문에견인력

과 제동력이 강해져 일반타이어보다

주행성능과안정성이더우수합니다

금호타이어광주지점제공

UHP 견인력제동력강한초고성능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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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동차시장에중형디젤차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중형 디젤차

시장은수입차들의독무대였지만국내업

체들이가세하면서중형디젤차시장의판

도변화가예상된다 한국GM과르노삼성

은 기존에 말리부와 SM5 모델에 디젤 엔

진을 얹어 판매해왔지만 판매 비중은 높

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중형차 시장에

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현대

기아차가주력모델에디젤엔진을추가하

면서 국산 중형 디젤 모델들의 반격이 예

상된다

기아차는 지난 15일 신형 K5를 출시하

며 디젤 모델을 선보였다 세계적 추세인

다운사이징에맞춰U2 17 디젤엔진을얹

은K5디젤모델은국산디젤중형차시장

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도

지난 2일 2016년형 쏘나타에 디젤 모델을

추가했다

중형 세단의 선택이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들은 사양과 가격 등을 꼼꼼히 따

져차를골라야한다 우선가격과연비면

에서는새로출시된쏘나타와 K5 디젤모

델이앞선다

쏘나타와 K5 디젤 모델의 최저 가격은

2495만원과 2480만원으로기존디젤모델

중 최저 수준이었던 SM5 2615만원보다

더낮게책정됐다 쏘나타와K5 디젤모델

은배기가스규제인유로 6을이미충족했

지만 SM5나 말리부의 경우 하반기 중 유

로6 엔진을적용하게되면가격이어느정

도오를것으로예상된다

수입차 가운데는 폴크스바겐 파사트 2

0 TDi의가격이 3970만원 BMW 520D는

6390만원으로국산디젤모델보다가격이

크게 높은 편이다 연비의 경우 쏘나타와

K5 디젤 모델이 168(16인치 기준)

로 SM5 165(16인치) 520D 161

(17인치) 파사트 146(18인치) 말

리부 133(1718인치)보다높다

강력한 동력성능을 나타내는 출력은

BMW 520D가 190마력으로가장높은것

으로 나타났다 국산 중형 디젤차 중에서

는 한국GM의 말리부가 156마력으로 가

장 높다 다만 말리부는 2000㏄ 디젤엔진

을탑재한반면쏘나타와K5는 1700㏄엔

진을 르노삼성 SM5는 1500㏄ 엔진을 탑

재해 배기량당 출력은 쏘나타와 K5가 더

높은편이다

연간 주유비와 자동차세 등 유지비를

따져보면 르노삼성의 SM5 디젤 모델이

가장우수한것으로파악됐다 연간 2만

주행을 가정할 경우 SM5 디젤모델의 연

간주유비는166만원(당 1370원기준)에

그쳤다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세역시 27만원(2016년 기준)에불과해연

간유지비는총 193만원이다

반면 배기량이 크고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GM의 말리부는 연간 주유비

206만원에 자동차세 51만원 등 총 257만

원의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

은디젤모델이지만많게는연간64만원의

유지비가차이나는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국산 중형

디젤모델들이속속출시되면서앞으로국

내 디젤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소비자들은 사양과 가격 유지

비등을꼼꼼히따져선택하는것이좋다

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수입디젤차비켜라 K5쏘나타디젤나간다

지난 15일출시된기아차신형K5 17 디젤모델은 7단 DCT를탑재해유로 6 기준을충족시키는동시에복합연비 168로경차를뛰어넘는동급최고수준의연비를달성했

다 기아차제공

여름철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고속으

로 달리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운전자는어떻게해야할까

교통안전공단은승용차로시속 100

주행중앞타이어에펑크가발생했을때

급정거를시도할경우차량전복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

다

공단의자체실험결과고속주행중타

이어에 펑크가났을때 운전자가 브레이

크를급하게밟으면타이어가휠에서이

탈해 방향조정이 불가능해지고 차량의

무게 중심이 펑크가 난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해차량전복위험성이높아졌다

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서서히속력을줄여정지하면차량이펑

크가 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방향조정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여름철에는 특히지면의온도가높아

고속주행을하면내부에서생긴열탓에

타이어 변형이 쉽게 발생하고 오래되거

나손상된타이어는쉽게파손돼 2차 사

고등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통계를 보면 지

난해타이어불량때문에발생한교통사

고는 모두 122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은여름철타이어펑크로인한교통사고

예방을위해타이어공기압을 10% 이상

높일 것을 권장했다 또 고속주행 중

타이어 펑크 시 차량 핸들을꽉쥐어 직

진 방향을 유지하고 비상등을 켠 뒤 브

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차량 속도가 어

느정도줄어들면안전한장소로이동하

라고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이용찬 자동차안전연

구원장은 타이어는 자동차가 도로와

직접 맞닿는 유일한 부품으로 주행 전

타이어 점검은 물론 펑크 발생 시 안전

한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타이어 펑크 때 급브레이크 밟으면 전복위험높아요

차량무게중심한쪽으로쏠려

서서히속력줄여갓길로이동

현대기아차 주력 모델에 디젤엔진 추가 신형 출시

폴크스바겐등수입차와한판  시장판도변화예고

올 하반기 경차 전쟁이

뜨겁다

경차의 전통적 강자인 한

국GM이 5년 넘는 연구 끝

에 신형 스파크(더 넥스트

스파크)를 출시하면서 공공

연하게 1위 탈환을 목표로 내걸

었기때문이다

20일 자동차업계에따르면 경차 시장

에서판매 1위는기아차모닝이다올상

반기에만 4만2638대가 팔렸다 이 기간

에 2만5995대가 판매된 스파크 기존 모

델보다 64%나많다

하지만 한국GM은 주행성능 등이 개

선된 풀 체인지 스파크가 나오면서 경

차시장의양상이달라지게됐다고확신

하고있다

한국GM은 기존 모델에 비해 신형

스파크의 연비가 크게 향상됐고 각종

안전사양이확대적용됐음에도판매가

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주력모델인 LT와 LT+의가

격은이전모델대비각각 23만원과 9만

원이 저 렴해졌다

전방충돌경고차선이탈경고사각지

대경고시스템 등이 대거 추가된 최고급

모델(LTZ)의 가격 인상폭도 13만원으

로억제했다

이런 한국GM의 공세에도 기아차는

올해경차시장 1위수성이충분히가능

할것으로자신하고있다

올해 1월에 이미 상품성을 대폭 강화

한 더 뉴 모닝을 내놓는 등 수성의 고

삐를늦추지않고있기때문이라는설명

이다

기아차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TPMS)와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HAC) 등 첨단 안전사양을 더 뉴 모

닝의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해 안전성

을 대폭 향상시킨 점을 내세우고 있

다

신형 스파크와모닝의가격대는 1000

만1500만원사이로엇비슷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시장에서 경

차의 판매 비중이 매년 떨어져

현재 13%대에머무르고있다

며 신형 스파크의 가세가 전

반적인경차수요의확대로이

어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모닝수성이냐 스파크탈환이냐

경차 1위 전쟁 뜨겁다

가격은엇비슷

연비안전사양승부

더뉴모닝

더넥스트스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