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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내 승용차 평균연령이 75년까지 올

랐으며 10년이넘은차량의비중도 36배

증가했다 이에따라차량별안정성정도

에따른보험료율을차등적용등향후자

동차 보험제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

로보인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차량 노후

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06년 304명에서올해 246명으로줄었

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도 098대에

서 114대로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12명 일본 16

명 독일 17명 영국 17명 프랑스 17명

으로한국보다훨씬적다

한국 역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계속해

서늘어날것이란전망이다 국내승용차

평균연령은 2001년에는 5년이었지만 지

난해 기준으로 75년까지 늘었다 또 10

년이넘은차량의비중은 2001년 71%에

서 2015년 257%로약 36배가됐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급률 확대와 자동

차기술발전 저성장기조로차량노후화

는지금보다더심화할것으로분석된다

독일(360%)이나 영국(351%) 프랑스

(415%) 등유럽연합(EU) 국가들은이미

10년이상된차량의비중이 30%를넘어

선상태다

자동차보험업계는지금처럼노후화된

차량이 늘어나면 보험제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노후 차량 운전자일수

록치명적인부상을당할가능성이크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차량별 안정성 정

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자동

차보증연장보험등차연령을고려한상

품의개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또 노후화로 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중고

재제조부품시장도커질수있어이에대

한 수요를 충족하는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할것으로봤다

이와 관련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

원은 차량노후화가자동차보험담보물

의질적변화와신규담보위험을만들수

있어 보험회사는 차량 노후화에 선제적

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티

오피아에 중등학교를 건립했다고 5일 밝

혔다

그린 라이트프로젝트는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자립과성장을지원해그들

에게 삶의 빨간 불을 녹색 불로 바꾸겠

다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다 이번이 기

아차가아프리카지역에건립한다섯번째

중등학교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약

400km 떨어진관과지역은열악한교육환

경과인근지역대비경제적인수준이낮은

곳으로 기반시설 및 산업이 없어 지역 주

민대부분이농업에종사하는아프리카의

대표적인빈곤지역이다

기아차는 관과지역에 중등학교 건립과

함께 이동의 제약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

생들을 위해 스쿨버스 1대 지역 주민을

위한 봉고트럭 1대를 지원했다 앞으로 5

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궁극적인 주

민자립을도울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그린라이트 프로젝

트는 세계 모든 인류가 한가족이라는 이

념 아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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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평균연령 75년  10년넘은차 26%

금호타이어는 5일부

터 겨울용 타이어 예약

판매 및 보관서비스를

실시한다고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고객들

이 재고 부족이나 장시

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

록 2013년부터 겨울용

타이어 사전예약 판매

서비스를하고있다

예약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중 금

호타이어 홈페이지

(wwwkumhotirecokr)에서 타이어

종류 규격 수량 장착대리점 장착일자

등을선택하면된다

이후 해피콜 서비스(전화 상담)를 통

해 예약이 확정되며 장착 희망일에 전

국금호타이어지정대리점을방문해겨

울용타이어로교체할수있다

대상 제품은승용차용겨울용타이어

인윈터크래프트KW27과 SUV용아이

젠 RV KC15이다 4개 구매시 고급 아

웃도어 브랜드 플리스(fleece) 재킷을

증정한다

금호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를 구매

하는 고객에게는 기존 타이어를 보관해

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

겨울용 타이어 예약 판매 및 사은 행

사는11월30일까지실시된다자세한내

용은금호타이어홈페이지를통해확인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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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타이어사전예약하면몽벨자켓드려요

기아차 아프리카빈곤지역에다섯번째중등학교

1일(현지시간)아프리카에티오피아의관과지역에서와까요할라케(Wakkayo Halake) 오로모존주지사최창묵기아차CSR경영

팀장 이기민밀알복지재단사무처장을비롯해현지주민 4백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기아차의글로벌사회공헌사업 그린라이

트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의중등학교완공식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기아자동차제공

기아자동차 유럽법인은이번 달 29일

열리는 2016 파리모터쇼에서 세계 최

초로 선보일 예정인 프라이드 후속(프

로젝트명 YB) 모델의 내외관 이미지

<사진>를지난 1일(현지시간) 전세계에

공개했다고 5일밝혔다

프라이드 후속은 2011년 출시 이후 5

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로 간결한

직선위주의디자인과매끄러운면처리

를통해한층당당하면서도정제된이미

지를구현했다고기아차는설명했다

주요 제원(5DR 모델 기준)은 전폭

1725mm 축거 2580mm 전장 4065

mm 전고 1450mm이다

프라이드후속은기존모델보다전폭

축거 전장이 늘어나고 전고는 낮아져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안정적

이고균형감있는외관을완성했다

실내 디자인은 매끄러운 수평라인을

강조한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와이드한

레이아웃을 적용했으며 최상의 인체공

학적 설계를 통해 넓고 편안한 실내 공

간을구현했다

또 인체 공학에 기반을 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센터 콘솔 버튼

수를 줄이고 간결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되고 정돈된 실내 분위기를

완성했으며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술이

더해질예정이다

프라이드 후속은 내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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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후속 간결한디자인에날렵해졌네

기아차 내외관이미지공개

그린 라이트프로젝트

에티오피아관과지역에건립

버스 1대봉고 1대도지원

자동차 1대당인구수 2006년 304명올 246명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098대서 114대로 증가

보험연구원 차량 안정성 보험료율 차등화 필요

금호타이어

8월 국산 완성차업체의 실적이 파업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5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지난

한 달간 국내 완성차업체는 내수 10만

8617대 수출 14만2987대 등 총 25만1604

대(해외공장생산제외)를판매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판매

대수다 2009년 8월에는내수와수출을합

한 자동차 판매가 총 23만2656대를 기록

했다

업계는 8월 자동차 실적이 이렇게 저조

한것은파업에따른생산차질과내수소

비 부진에 따른 판매 감소가 영향을 미쳤

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은 노사 협상

이마무리되지못한상황에서지난달파업

을진행하면서내수는물론수출에도영향

을미쳤다여기에지난6월말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된 여파로 7월에

이어 8월까지 소비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는시각이다

8월 내수판매는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

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8월 수

출도일부업체의파업 글로벌수요둔화

신흥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

은기간보다 186%감소했다 이로인해 8

월완성차수출액은작년보다 148% 줄어

든 23억달러를기록했다

8월생산도일부업체의파업에따른생

산 차질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8% 감

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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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경기불황겹쳐

8월 완성차업체 실적

7년만에 최저치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