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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1

분기 하이브리드카의 내수 판매가 지난

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3월 내수 시

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하이브

리드카 판매는 총 8117대로 전년 동기

(7350대)보다 104% 증가했다

업체별로보면쏘나타하이브리드그랜

저하이브리드아이오닉하이브리드등을

보유한현대차가 6398대 K5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니로 등을보유한기아차

가 1711대를 판매해 1분기 판매량의 대부

분을 차지했다 한국GM의 알페온은 8대

에그쳤다

내수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2012년 3만688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3년 2만2257대가 팔려 전년

대비 275%나감소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판매량이전년대

비각각 255% 39% 증가해 상승세가이

어졌다

그러나올해들어마이너스성장세로돌

아서 지난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

0% 12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0%의

판매를기록했다가다시 13월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전년과 비교해서 마이

너스성장을기록했던하이브리드카판매

가 3월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된데는현

대차의 친환경 전용모델 아이오닉하이브

리드가크게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신차 아이오닉이 2

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하이브리

드시장을견인했기때문이다

지난 1월 출시된 아이오닉은 첫달에 판

매가 493대에그쳤지만 2월에는 1311대 3

월에는 1250대가각각판매됐다

1분기를 통틀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는 총 3054대가 팔려 국내 완성차 5사의

전체하이브리드카판매에서 38%를차지

했다

아이오닉은현대차가개발한국내최초

의 친환경 전용차로 국내 모든 차종을 통

틀어최고수준인 224km의연비를자

랑한다

올해 2분기 이후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

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기존모델에더해지난 3월말론칭한기

아차의국내최초하이브리드 SUV 니로

의본격적인판매가이뤄지기때문이다

니로는 3월16일 사전계약을 접수한 이

후 최근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000대를

넘어서는등인기몰이를하고있다

사전계약 1500대 공식 출시 이후 계약

이 2500대에달하는등하루평균 150여대

의계약이이뤄지고있다

연합뉴스

아이오닉니로  하이브리드카 쾌속 질주

현대자동차는 스포티한 디자인에 고

마력 터보엔진을 탑재해중형차급이상

의강력한주행성능을발휘하는 아반떼

스포츠를지난 28일출시했다

이로써 신형 아반떼는 기존 16 가솔

린 16 디젤 20 가솔린 16 LPi 4개 모

델에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새로 추가

돼총 5종의라인업을갖추게됐다

아반떼 스포츠는 16 터보 엔진과 7단

DCT가 조합돼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0kgm의 파워풀한 동력성능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20km이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18인치 타이어

등으로고속주행에최적화됐다

고성능 이미지를 표현한 개성 넘치는

전용디자인과패들쉬프트 D컷스티어

링 휠 스포츠 버켓 시트 등 젊은층이 선

호하는사양이적용됐다

외장 컬러는 피닉스 오렌지 블레이징

옐로우 등 스포츠 모델 전용 컬러 2종을

포함해총 11종의컬러가제공되며내장

컬러는레드와블랙이조합된다

아반떼스포츠는 스포츠 단일트림으

로 운영되며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한

판매 가격은 ▲수동변속기 모델 1963만

원 ▲7단 DCT 모델 2158만원 ▲고급사

양이추가된익스트림셀렉션모델 2410

만원이다

한편 현대차는아반떼 스포츠의폭발

적인성능을모터스포츠팬들에게알리

기 위해 아마추어 자동차 경주에 적합

한 차량으로 튜닝해 5월에 열리는 코리

아 스피드 페스티벌(KSF) 2차전의 아

반떼 챌린지 레이스에 출전시킬 계획

이다

이번 대회 출전용으로 사전 구매 신청

을받은경주용차특별공급분 45대가조

기에완판돼출전선수들의높은관심을

증명했다

현대차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튜익스

(TUIX)의 아반떼 스포츠 전용 제품도

함께선보인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중형차급 아반떼스포츠 출시

1분기 내수 판매 지난해보다 104% 증가

현대차 아이오닉 3054대 팔려 38% 차지

기아차 니로 하루 150대 계약 인기몰이

금호타이어는 1일영암인터내셔널서

킷에서 목포 석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모터스포츠 관련 교육 및 경기장

체험활동을실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학생

들에게 모터스포츠에 대한 친밀도와 이

해도를높이고 나아가관련직업군에대

한관심도를높여 진로선택의폭을넓혀

주자는 취지에서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5년째운영해오고있다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만

이제공할수있는특별한교육기부활동

이기때문에 매년참가학생들의호응이

매우좋다

올해는오는 9월까지영암 용인등모

터스포츠 대회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총

3번에걸쳐실시할계획이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터스포츠

기초 교육 및 관련 직업 소개를 받으며

관련산업에대한이해도를높였다또한

경주차량과 드라이버들을 직접 만나보

는 피트워크(PIT WALK) 레이싱카를

타고 경기장 서킷 주행을 하는 택시타

임및 달려요버스이벤트등을직접체

험했다

조남화 금호타이어 SCM담당 상무는

학생들에게모터스포츠를체험해볼수

있는기회를마련하고 적성과진로탐색

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도 회사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가겠다고말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5년째 모터스포츠교육기부
최고출력 204마력

복합연비 120km

지난 1일영암인터내셔널서킷에서목포석현초등학교학생들이금호타이어가주최

하는모터스포츠관련행사서레이싱카를체험해보고있다 금호타이어제공

목포석현초등생영암서킷서

달려요버스 등 이벤트체험

현대차아이오닉
기아차 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