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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담

보 보험료(이하 자차보험료) 등급이 완성차 5

사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판매되

는 차종 중에서는 기아차 프라이드 현대자동

차 i40의자차보험료가가장저렴한반면한국

GM의올란도는가장비쌌다

업계에따르면최근보험개발원의 2016년자

차보험료적용을위한차량모델등급조정결과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의 등급은 기아차가 평균

173으로가장높았다

이어현대차가평균 169로뒤를이었으며르

노삼성은 149 쌍용차[003620]가 142 한국

GM은 141로집계됐다

자차보험료가 한 등급마다 5%씩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가격의 차를 사도 기아차

가 3개 등급 차이가 나는 한국GM보다 15%가

량저렴하다는의미다

자차보험료는 손상성과 수리성 정도의 차이

를 보험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차량

모델에따라차등적용한다

이를위해차량모델을 26등급으로구분해운

영하는데 16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이 오를

때마다 5%씩저렴해지고반대로내려가면 5%

씩비싸진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기준을 적용해 운전자에

게보험료를부과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등급조정을위해총 346개차종을조사했다

이중에서상용차를제외하고현재판매되는

차량은현대차 13개차종 기아차 12개차종한

국GM 8개 차종 르노삼성 4개 차종 쌍용차 5

개차종등 42개차종으로전체평균등급은16

0이었다

기아차는 12개차종중 9개차종이 17등급이

상이었으며현대차도 13개차종중단 1개차종

을제외한 12개차종이 16등급이상이었다

차종별로는현대차 i40와기아차프라이드가

각각 20등급을받아현재판매중인차량가운

데자차보험료가가장저렴하고한국GM의올

란도는 8등급을 받아 가장 비싼 자차보험료를

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네시스 EQ900 등 최근 출시된 차종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GM에서 수입한

임팔라는 12등급을받아 19등급인 K7 18등급

인그랜저 16등급인 SM7 등의 경쟁차종에비

해 47개등급아래인것으로조사됐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차종까지 모두 포함한

국산차 303개 차종의 평균 자차보험료 등급은

157이었다 현대차가 170으로 가장 높았고

기아차가 156 르노삼성 152 쌍용자동차 14

7 한국GM 139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프라이드현대차 i40 자차보험료가장싸다

보험개발원 346차종 조사  한국GM 올란도 가장 비싸

제네시스 EQ900 등 최근출시차종은조사대상서빠져

현대기아차가 내년 상반기에 누적판매 1억

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1962년 국내에서 자동

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 54년만에 이뤄내는 위

업이다

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기아차는 1962년

이후올해 11월까지전세계 자동차시장에서 9

천711만대를 판매했다 현대차의 누적 판매는

6238만대 기아차는 3473만대다

양사를합쳐 1억대판매까지 289만대를앞두

고있다올해현대기아차가월 평균65만대를

판매한것을감안하면이르면내년 3월 늦어도

4월에는1억대를 넘어설것이확실시된다

양사 중 기아차는 1962년 현대차는 1968년

부터 내수판매를 시작했다 수출은 기아차가

1975년 현대차는 1976년에 각각 개시했다 현

대기아차는 1993년에 누적판매 1000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6년만인 1999년에 2천만대를

넘어섰다현대차그룹이출범한2000년이후에

는급성장을거듭했다 2003년 3000만대 2006

년 4000만대 판매를 기록한 뒤 12년마다

1000만대씩을 추가했다 2008년 5000만대

2010년 6000만대 2012년 7000만대 2013년

8000만대 2015년 9000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내년에는 1억대판매라는금자탑을쌓게된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1월까지 기록한 9711

만대가운데 30%에해당하는 2940만대를국내

에서판매했고 70%인 6772만대는해외에서팔

았다 해외시장 판매분 중 3833만대는 국내 공

장에서만들어수출했고 2938만대는해외현지

공장에서생산된것이다

현대기아차는내년 1억대판매달성과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전용모

델을잇따라출시하고고급차브랜드제네시스

를전세계자동차시장에서정착시킨다는전략

이다

우선현대차는내년 1월 친환경전용차아이

오닉을 기아차는 상반기에 니로를 각각 선보

일 예정이다 이들 차량의 출시는 국산 친환경

전용차시대를여는신호탄이될전망이다

현대차는 또 제네시스 브랜드 첫 차인 EQ

900(해외명G90)과G80을해외시장에 론칭해

세계유수의고급브랜드들과의경쟁에서의미

있는성과를거두는것을 목표로하고있다

현대기아차관계자는 내년글로벌자동차

시장도 올해에 이어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1억대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브랜

드 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달라지는자동차관련제도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전기차 경자동차 장애

인차량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주던 각종 세금 감

면혜택이내년에도올해와마찬가지로제공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파악한 2016년 자

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

한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

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포함) 개별소비세감면혜

택이 2018년말까지 3년더연장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

세율 5% 면세한도 130만원(교육세 포함)이 적용된

다

또 이달말지방세특례제한법이공포돼내년 1월 종

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

함) 취득세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대해취득세율 7% 면세한도대당 140

만원이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내년 1월 종료 예정이었

으나 2018년말까지 3년더연장돼취득세율 7% 면세

한도 대당 140만원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승용 승합

화물등경자동차역시취득세감면이 3년연장돼취득

세율 4% 면세한도전액이그대로적용된다

장애인자동차(2000cc 이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도 3년 연장돼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7% 자동차세율 80200원cc (2천cc이하)가적용되

고면세한도는취득세자동차세전액이유지된다

다자녀양육자용승용차도취득세감면이3년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14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실험도 가

능해진다

내년 2월12일부터는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제도

가신설돼자율주행차를시험연구목적으로운행하려

는경우안전운행요건을갖춰국토부장관으로부터임

시운행허가를취득할수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12일부터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이 허용되며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의 튜닝을 금지하고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캠

핑카의 설비 기준이 신설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 밖에 자동차(승용차 소형자동차)의 온실가스 배

출허용 기준이 강화돼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 온실

가스기준을내년부터단계적으로적용한다

다시말해내년부터연간판매대수의 10%의평균이

2020년기준을만족해야한다

2020년기준을보면승용차는평균이산화탄소 97g

km 평균연비 243km이며 소형 승합화물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166gkm 평균연비 156km이어

야한다

또내년부터는휘발유및가스자동차배출가스규제

도한층강화되며 배출가스보증기간도현행 10년 또

는 192만에서 15년또는 24만로확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환경차 세금감면 3년 연장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

자동차제작자튜닝작업허용

현대기아차가내년상반기에누적판매 1억대를달성할것으로전망되는등활기를띠고있다 기아차광주공장수출물량의대부분을수용하고있는

목포신항자동차전용부두에기아차수출차량들이선적을기다리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현대기아차내년에누적판매 1억대금자탑쌓는다

1962년 이후 54년만에 달성

올 11월까지 9711만대 판매

내년 친환경 모델 잇단 출시

20등급 2  

19등급 4 

18등급 7  

17등급 8 

16등급 7   

15등급 4  

14등급 3   

13등급 1 

12등급 4  
11등급

10등급

9등급 1 

8등급 1 
5사 기아차 현대차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평균등급 160 173 169 149 142 141

차종수 42 12 13 4 5 8

업체별자차보험료등급빈도표
(현재판매모델42차종)

















5사 기아차현대차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

지엠

12

13

14

15

16

17

160

173
169

149
142 141

업체별자차보험료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