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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로 수입차 신뢰도가

급락한가운데수입차의평균국내소비자판

매가격은올해들어 5년 만에최고치를기록

한것으로나타났다

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

19월 수입차의 총 판매액은 11조2617억원

이다 올해부터 9월까지의 누적 판매대수 17

만9120대로 나누면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6287만원이다

2009년 수입차 평균 소비자 판매 단가는

644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3년 5916

만원으로 5000만원대까지 처음으로 하락했

다가다시올해들어상승하며 5년 만에 최대

치를기록한것이다

최근 30대40대 수입차 고객이 늘어나면

서 3000만4000만원 수준의 수입차가 많이

늘어났음에도1억원이넘는고가수입차판매

가급증하면서평균판매단가가높아진것으

로보인다

실제로 1억원이넘는수입차판매는지난해

19월 1만887대에서 올해 1만7211대로 58

1%늘었다이기간전체수입차증가율인22

8%와 비교하면 고가 차량이 월등히 높은 성

장세를나타내는것이다

문제는수입차소비자판매가격과수입단

가의괴리다

수입차들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6000만원

대에 달하지만 수입차의 평균 수입 단가는

3000만원대에 불과해 자동차 전문가들은 왜

곡된수입차의유통구조를지적하고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수입차수입

단가는 2014년 3272만원 2015년 3430만원으

로 나타났다 수입 평균 단가와 소비자 판매

가격 간에 2800여만원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

다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차의 총

매출액은내수판매2위인기아자동차의국내

판매매출액을훌쩍뛰어넘었다

지난달 23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공개된

기아차 국내 평균 단가인 2170만원에 올해 9

월까지 누적 판매대수를 곱하면 기아차의 총

내수 판매 매출액은 8조1925억원이다 반면

수입차의 올해 9월까지 총 매출액은 11조

2616억원으로수입차가 기아차보다 3조원 이

상많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에서수입차가차지하는영향력이상당히커

짐에 따라 이제는 수입차가 약자가 아닌 강

자로분류돼야하는상황이라며 수입차들

도 이에 맞춰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

다 연합뉴스

수입차평균판매가격6287만원 5년만에최고치

1억이상 고가 차 급증 올 전국서 17만9120대 팔려

평균 수입단가 3000만원대 왜곡된 유통구조 문제

기아자동차가이번달에출시할신형K5 하

이브리드의사전계약에 2일들어간다

신형 K5는 하이브리드는 K5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비를극대화할수있는에어로다이내믹디

자인을적용했다

국산 모델 가운데 최초로 외장형 AAF를

전면부 라디에이터그릴에탑재해연비효율

을 높이고 차량 스타일에 역동성을 배가했

다

전후면범퍼측면은잘록하게처리하고차

량 후면부 리플렉터를 수직형으로 변경했다

신형 K5 하이브리드 전용 휠을 적용해 공기

저항을 낮추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차 이미

지를극대화했다

신형K5 하이브리드는병렬형하드타입하

이브리드시스템을적용했다

저중속 구간에서 전기모터의 강력한 성능

과고속구간에서GDI엔진의안정감있는힘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힘을

개선했다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193kgm으

로 기존 모델과 비교해 각각 4% 55% 증가

했다

엔진과 출력을 담당하는 모터에는 38kW

급 고출력 전기모터를 담아 기존보다 86%

향상된 동력성능을 구현했다 제로백은 94

초다

하이브리드카의 핵심 기술인 리튬이온 폴

리머 배터리의 용량이 143kWh에서 162

kWh로 132% 늘어 연료 소비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전기차 주행모드도 강화했다고 기아

차는설명했다

이 같은 재원으로 신형 K5 하이브리드는

공동고시신연비 기준 175km(구연비

기준 182km 16인치 타이어)를 달성했

다

신형 K5 하이브리드를연 2만km씩총 5년

동안주행하면기존모델보다 68만7000원 신

형 K5 가솔린 모델과 비교하면 366만1000원

의유류비를절감할수있다

엔트리 모델인 프레스티지의 가격은 2824

만원주력인노블레스는 2937만원 최상위인

노블레스 스페셜은 3139만원이다 모두 개별

소비세및교육세감면후판매가다

기아차는 디자인과 각종 편의사양을 넣었

지만트림별로 19만원에서최대 47만원까지

인하한가격이라고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사전계약하세요

공기저항최소화 연비 효율높이고역동성배가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연비 조작으로 곤욕을 치르는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이번에는에어백관련결함으로국내에서내년

초 2만7810대를리콜할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국토교통부

에 20102014년식골프 제타 CC파사트 시로코티구안 이오

스등 7종의결함시정계획서를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스티어링휠에 있는 클럭스

프링이란부품에이상이있어에어백에전원을공급하는선이끊

어지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문제

가생기더라도경고등이뜨게돼있다고말했다

그는 개선된 부품을 공급받는데 시일이 걸려 리콜 날짜가 명

확하지는않지만연말은쉽지않고내년초에나가능할것으로보

고있다면서 이번결함과관련해국내에서사고가보고된적은

없다고전했다

폭스바겐은 앞서 미국에서 같은 결함 때문에 42만대를 리콜하

기로한바있다 다만이번리콜은미국에서대량리콜사태가일

어난다카타에어백결함과는관련없다는입장이다

안전벨트나에어백제작결함으로최근 5년간국내에서리콜된

자동차만 36만대에이른다 안전벨트리콜대수가가장많은업체

는 한국GM(8만356대)이었으며 크라이슬러(2756대) 메르세데

스벤츠(1135대) 순이었다

에어백시정률이가장낮은차종은사고시전방에어백이올바

로팽창하지않을수있는결함이발견된아우디A4 20 TDI로지

난해 11월리콜이시작된이후대상차종 8055대가운데시정조치

를완료한차가 0대인것으로집계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 보고를 빠뜨려서 이런

결과가나왔는데실제시정대수는더많다고말했다

한편 최근 폭스바겐의 디젤차 연비 조작에 따른 국내 리콜 대

상은 28개차종 12만5522대다 폴크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

9941대다

해당 차종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를 눈속임

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한 것으로 폴크스바겐 그룹이 인정한 차

량이다 EA 189 엔진이탑재됐다 이르면내년 1월께국내에서리

콜이이뤄질예정이다

연합뉴스

폭스바겐이번엔에어백결함

국내서내년초 2만7810대 리콜전망

자동차회사가 에어백 등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 누락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

이추진된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새누리당이노근의원은 2일이같은

내용의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을조만간대표발의할계획이라

고밝혔다

개정안은자동차나자동차부품의결함에대한시정조치계획

이행상황을 허위로보고하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최대10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을담고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결함사실에대해시정조치를할경우시정조치계획을사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분기마다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으나 어길경

우처벌하는규정은없었다

이와관련 최근에어백결함과관련해수입차판매회사가국토

교통부에 시정조치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이슈가되기도했다

이의원은 처벌규정을신설해국토교통부가시정조치현황을

제대로 감독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결함허위보고땐과태료부과

수입차의평균판매가격이6287만원으로5년만에최고를기록했다 BMW코리아가톰크루즈방한때지원한의전차량BMW 7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