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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판

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등에 힘

입어큰폭으로늘어났으나수출은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4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 5사는 올해 16월에 국내를 포

함한전세계시장에서총 435만7999대를

팔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줄어든수치다

완성차 5사의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

비 109% 증가한 81만2265대를기록했다

업계에서는개소세인하연장조치가내수

판매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

다

상반기수출은신흥시장의성장둔화등

여파로작년상반기보다 42% 감소한 354

만5734대에그쳤다

업체별실적을보면현대차는상반기국

내에서 35만1124대 해외에서 204만2834

대등총 239만3958대를팔았다 내수판매

는 45% 늘었지만 해외 판매는 18% 줄

어들어전체적으로 09% 감소했다

기아차는같은기간국내외시장에서 4

6% 감소한 145만8112대를 판매했다 내

수판매는 27만6750대로 전년 대비 141%

늘어난 반면 해외 판매는 82% 줄어든

118만1362대를기록했다

한국GM의 상반기 판매실적은 총 30만

7512대(내수 8만6779대 수출 22만733대)

로 작년보다 01% 감소했다 내수판매만

보면전년보다 216%증가했다

이는 회사출범이래상반기실적중가

장좋은결과다

르노삼성은 지난 3월 출시된 SM6의 인

기에 힘입어 상반기에 전년 대비 97% 증

가한 12만3930대를 판매했다 SM6는 출

시 후 4개월간 누적 판매 2만7211대를 기

록했다

티볼리브랜드를앞세운쌍용차의상반

기 누적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늘어난 7만4487대로나타났다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1위는 현대차의

소형 상용차인 포터(5만4689대)가 차지했

다

이어 현대차 아반떼(5만2175대)와 쏘나

타(4만4548대) 기아차 쏘렌토(4만3912

대) 현대차 싼타페(4만1178대) 한국GM

스파크(4만776대) 순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로 개

소세의 일괄 인하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

에 하반기에 내수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

를 사는 사람에게 개소세를 인하해주는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 내수시장 활성화

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개소세인하연장에  상반기자동차내수판매 11% 늘었다

기아자동차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번달부터 8

월21일까지현대백화점 4개지점에서유아초등학교저학년

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엔지데이를 실시한다고

4일밝혔다

이를위해기아차는지난 2일한국생활안전연합 현대백화

점과 어린이교통안전교육MOU를체결했다

기아차는 ▲현대백화점 중동점(7월 11일까지) ▲미아점(7

월 1424일) ▲충청점(7월27일8월10일) ▲천호점(8월

1321일) 순으로체험교육을진행한다

백화점에교통안전체험장을설치해어린이들이직접참여

할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며 어린이들이좋아하는기아차

캐릭터 엔지를활용해학습몰입도를높였다

교육과정은▲안전한보행법을익히는 멈추고 살피고 건

너요 횡단보도 횡단법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행자를 생각

해보는 쏘울 전동차 주행체험 ▲학습한 교통안전 수칙을 복

습하는 교통안전 놀이 체험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올해는

쏘울전동차주행체험을통해어린이가운전자관점을이해

하고 보호자는어린이시야각안경체험을통해어린이의관

점을이해하는프로그램을신설했다

또 3D 입체자동차퍼즐만들기 읽어주는교통안전동화

대형 보드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채로운 놀이 공간을

마련해 교통안전 수칙을 복습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SLOW캠페인공식홈페이지(wwwsloworkr)에서볼수

있다

기아차관계자는 이번교육은보행자는운전자 보호자는

아이의관점을이해할수있도록기획했다며 9월에는엔지

데이를중국에서도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유아초등생백화점서교통안전체험

한국토요타가 7월 한 달 동안 토요타

와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대대

적인판촉행사를한다고 4일밝혔다

한국토요타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교

체지원과별도로 5년이상된노후차고

객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

면30만원을지원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등록한차량은메이커나연료종

류에관계없이모두해당한다

또 기존 토요타 고객이 하이브리드 모

델을현금으로재구매시 100만원을지원

한다 5년 이상된토요타차량을보유한

고객이 하이브리드를 현금으로 다시 살

경우 130만원의혜택을보는셈이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6월에 이어 10년

20만km 엔진오일오일필터 교환 프로

모션을계속하고프리우스 V의경우선

수금 30%의 24개월 무이자 할부나 현금

으로살경우4년8만km 더블메인터넌

스쿠폰을추가로제공한다

렉서스브랜드도렉서스하이브리드의

글로벌누적판매100만대돌파를기념해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

모션을 준비했다 7월 한달 동안 렉서스

플래그십하이브리드세단 LS600h를구

입하는고객에 420만원상당의렉서스프

리미어 서비스 패키지 리미티드와 픽업

서비스쿠폰(4년8회)을제공한다

7월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토요타와 렉서스 전시장에서 확인

할수있다 연합뉴스

5년이상노후차고객이토요타하이브리드사면 30만원 지원

한국토요타 7월 판촉 행사

기아차 등 완성차 5개사 국내시장 81만2265대 판매

수출은신흥시장성장둔화여파 42% 감소 354만대
순위 업체 차종 판매대수

1 현대 포터 54689

2 현대 아반떼 52175

3 현대 쏘나타 44548

4 기아 쏘렌토 43912

5 현대 싼타페 41178

6 한국GM 스파크 40776

7 기아 모닝 35005

8 기아 카니발 32038

9 현대 투싼 31741

10 기아 봉고트럭 30574

2016년상반기베스트셀링카

2일 서울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기아차 마케팅사업부장 서춘관(쏘울 전동차 뒤 왼쪽부터) 전무와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

화 대표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정지영 전무가 MOU 체결 후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출시를 앞둔

주요 신차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 차량모델 등급평가에 잇따라 참여

하고있다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와

한국GM 볼보 폭스바겐이이미브랜드

주력 차종에 대해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재규어 BMW 등도평가가진행중이어

서보험료인하를위한차량등급평가신

청이 수입차 업계에 새로운트렌드로자

리잡아가는분위기다

4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재규어코리아

는이번달국내에출시하는브랜드최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FPACE의

등급평가를보험개발원에신청해결과를

기다리고있다 보험료인하폭은등급평

가결과가나와야최종확정된다

BMW코리아도 내년 초 국내 출시 예

정인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신형 5시리

즈의 등급 평가를 지난달 보험개발원에

신청한상태다

BMW의 신형 5시리즈는 국내에서 최

다판매된인기모델로최근 7년 만에풀

체인지(완전변경)돼 출시된벤츠의신형

E클래스와정면승부를예고하고있다

한국GM도하반기출시예정인 2세대

볼트의차량모델등급평가를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부산모터쇼에

서국내에처음공개된 친환경차 볼트는

184㎾h 대용량 건전지와 2개의 전기 모

터 주행거리연장시스템을적용해주행

거리를향상한것이특징이다

이들 차량 가운데 FPACE와 볼트는

이르면이달중차량모델등급평가결과

가나올것으로보인다

보험개발원의 차량 모델 등급평가는

사고가발생했을때차량모델별손상정

도 수리용이성 부품가격손해율에따

라등급을매겨 보험료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수입차 업

체들이좋은등급을받으려고수리부품

비를 자발적으로 낮추게 돼 보험료가 저

렴해지는결과로이어진다 연합뉴스

벤츠등수입자동차 보험료인하위해등급평가참여

최근 7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돼 출시된 벤츠의 신형 E클래스

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내달 21일까지안전교육엔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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