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제20077호 ��
자동차

앞으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해지

할때수수료부담이줄어들고 소비자가

리스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

템을 개발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중도해지 수수료 등 자

동차리스관련 소비자들의과도한수수

료부담을줄여주는등의내용을담은자

동차리스소비자권익제고방안을발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

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 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화하는 방

안을검토하고있다 1800만원상당의차

량을 36개월 리스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

율 10%를 적용해 1년 후 중도해지하면

수수료가 80만원에서 72만원으로준다

리스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상품이용중고객이마음을바

꿔차량을매입할때에도수수료산정방

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

기로했다 2500만원상당의차량을 36개

월 계약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수

수료 47만원절감효과가있다

연체이자성격인지연배상금은연차기

간에따라차등화된비율을적용하고 계

약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

로폐지하되 부득이하게운영할경우금

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

산보증금은 리스 기간에 발생하는 범칙

금과명의이전공과금관련비용이다

금감원은 또 연말까지 자동차 리스 상

품에 대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기

로했다 현재까지자동차리스는물적금

융으로 거래조건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

려워공시하지않았으나총리스액중차

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져 금감원이 방

침을 바꾸기로한 것이다 2014년 자동차

리스실행액은 7조9000억원으로총리스

액(12조4000억원)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상품 비교는 여신전문회

사별로 주요 20개 차종(국산차 수입차

각각 10개)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 리스

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보증금잔존가

치 중도해지손해금도 공시돼 소비자 편

의성이높아질전망이다

한편 최근 4년 6개월동안 20대가수입

차 리스를 중도 해지해서 날린 수수료가

380억원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젊은

층이수입차업체들의 미끼마케팅에넘

어가충동적으로수입차를구매했기때문

이다 중도해지한건수는총 1405건으로

건당평균중도해지수수료는2710만원으

로웬만한자동차1대가격수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동차리스중도해지수수료낮춘다

금감원 미끼 마케팅에 충동구매 소비자 권익 높이기

20개 차종 비교공시시스템개발표준계약서만들기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더뉴C클

래스(The New CClass) 사륜구동모델

인 The New C 220 d 4MATIC와 왜건

모델인The New C 220 d 4MATIC ES�

TATE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4일 밝혔

다

C클래스는 1982년 출시이후전세계

적으로 850만 여대가 판매됐다 2007년

출시된 4세대C클래스는전세계적으로

총220만여대가판매된베스트셀링모델

이다

새롭게출시되는 The New C 220 d 4

MATIC은 2143㏄ 직렬 4기통 터보 디

젤 엔진이 새롭게 장착돼 저속과 고속

전 구간에서 높은 토크와 연비를 실현

한다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08

m의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

속도 228h 정지상태에서 100h를

77초에 주파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0g 복합연비는 146(2등급)

이다

미드사이즈 왜건형 모델인 The New

CClass ESTATE는 차량 내부 공간을

더욱 밝고 쾌적하게 해주는 파노라마 선

루프와차량위에짐을운반할때쓰는캐

리어 바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루프레일

이기본적용됐다

또 1510의 넓은 트렁크 공간에 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트

렁크에 짐칸 커버와 안전망이 탑재됐다

뒷좌석은 등받이가 오른쪽중앙왼쪽

세부분으로나뉘어져접힐수있어용도

에맞게뒷좌석공간과트렁크공간을유

동적으로활용할수있다

The New C 220 d 4MATIC ES�

TATE에는직렬 4기통터보디젤엔진이

새롭게 장착됐다 최고 출력 170마력 최

대 토크 408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하

며최고속도 233h 정지상태에서 100

h를 79초에주파한다 이산화탄소배

출량은 141g 복합연비는 135

(3등급)이다

The New C 220 d 4MATIC 가격은

5870만원이며 The New C 220 d 4

MATIC ESTATE는 6020만원이다 개

별소비세인하율이선적용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벤츠 사륜구동왜건출시 라인업강화

더뉴C클래스사륜구동모델 The New C 220 d 4MATIC 왜건모델 The New C 220 d 4MATIC ESTATE

금호타이어는 17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참가 와트런(WAT�

TRUN) 등 12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고 14일밝혔다

와트런은 금호타이어가 최근 개발

한초경량화제품이다 전기차(EV) 전

용 타이어로기존제품에비해중량을

25%낮춘친환경제품이다 소음이줄

고젖은노면에서제동력이탁월하다

타이어에구멍이났을때스스로봉

합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실란트 타이어와 안전 주행을 위한 

런플랫 타이어 등 특수 타이어도 전

시한다

쌍용차의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티볼리 콘셉트카(XAV

XLV)용 콘셉트 타이어도 선보인다

이를통해미래지향적인기술력을보

여준다는계획이다

XAV는오프로드전용콘셉트타이

어로산양발바닥형태를모티브로접

지력을 극대화하고 소음을 감소시켰

다 진흙지형에 맞게 설계된 타이어

다 XLV는 SUV의기본성능인젖은

노면에서 배수성을 강화하고 소음을

획기적으로줄인제품이다

이외에올해독일레드닷디자인상

을 수상한 초고성능 타이어(UHP)인

엑스타 HS51 크루젠 및 사계절용 타

이어 솔루스 HA31을 공개한다 겨울

용타이어로는윈터크래프트(Wi31)와

KWS01KWD01 등을전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 자동차업계 최초로

제작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슈퍼레이

서엔지를 지난 10일부터전국 100여

개극장에서상영한다고 14일밝혔다

기아차는 국내 중소 애니메이션 제

작사 크레이지버드스튜디오와함께

2년여 간작업기간을거쳐제작을마

쳤다 기아차 대표 캐릭터 엔지와 친

구들을주인공으로하는레이싱애니

메이션이다

엔지와 친구들은 기아차가 유스

(Youth) 마케팅의 일환으로 2013년

선보인 캐릭터다 애니메이션은 평범

한 피자 소년인 엔지가 시골 마을 마

운틴 두들에서 전설의 레이서를 만나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레이서로 성장

하는내용을그렸다

기아차는지난2일과8일시사회를통

해 슈퍼레이서 엔지를 선보였으며 향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예정이다 소비자를대상으로한

다양한이벤트도실시할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극

장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은 미래

세대를 향한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

라며 앞으로도애니메이션과캐릭터

를 적극 활용해 미래세대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기아차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쌍용자동차는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캐피탈과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

회사 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밝혔다

연내 설립 될 SY AUTO CAPITAL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은 납입자본금

200억원 규모로 쌍용차와 KB캐피탈이

51%대 49%의 합작비율로 설립된다

2016년 1월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에본격진출하게된다

이번에 설립되는 할부 금융회사는 쌍

용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차량 구매 시

구매 할부금융 정비 중고차 폐차 업무

등을제공할예정이다

최종식쌍용차대표는 전담할부금융

사가 설립되면 판매와 금융을 묶은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수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세계에천만대이상판매

베스트셀링모델

개별소비세인하율선적용

쌍용자동차KB캐피탈

전담할부금융회사설립계약

금호타이어 2015 프랑크푸르트모터쇼 참가

전기차전용초경량타이어 와트런 선보인다

기아차 극장판애니메이션 슈퍼레이서엔지 상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