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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사태이후디

젤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올들

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반(反)디

젤 정서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이 디젤차 대신 가솔린과 친환

경차에 눈을 돌리면서 가솔린과 친환경

차 수요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디젤차의 판매 비

중은지난해상반기 519%에서 올해 49

7%로 22%포인트 하락했다 디젤차 판

매비중이 50% 이하로떨어진것은 2014

년이후 2년만이다

수입차의 경우 디젤차의 위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

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디젤차 판매

량은 8664대로전년동기의 1만3154대에

비해 341% 감소했다

디젤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8월 723%

에서 올해 544%까지 떨어졌다 18월

누적으로도 디젤차는 올해 9만2626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4%

감소했으며 점유율도 69%에서 624%로

하락했다

지난 3월만 해도 디젤차의 점유율은

690%에 달했으나 폭스바겐 논란이 지

속되면서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다 4월

에는 635%로 떨어졌고 5월에는 629%

6월 584%를기록했다 디젤차의점유율

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6월 이

후 3년만이다

이에반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

의판매량은꾸준히늘어나며수입디젤

차의빈자리를빠르게채우고있다

올해 18월수입가솔린차량등록대

수는 지난해 4만3526대에서 올해 4만

6683대로 73% 증가했다 점유율은 27

4%에서 315%까지 상승했다 올해 1월

275%였던 가솔린 차량 점유율은 5월에

는 318%로 30%를 넘어섰고 8월에는

389%까지 뛰어오르며 40% 돌파를 눈

앞에두고있다

친환경 분위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세는더욱가파르다올해 18월수

입 하이브리드차량의신규 등록대수는

작년 동기의 5410대보다 무려 655% 늘

어난 8955대를 기록했다 점유율은 지난

해 같은 시기 34%에서 60%까지 치솟

았다

베스트셀링카 순위에서도 렉서스의

ES300h가올해 18월누적판매3270대

를 기록하며 3위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680대가 팔리며 8위였

다 이처럼강세가지속되면서수입하이

브리드 차량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대고지를밟을것으로예상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저무는 디젤차 시대  친환경차와 자리바꿈

한국의자동차산업이생산에이어수

출에서도세계순위가하락할전망이다

그동안한국은독일과일본에이어세

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이었지만 올해

에는신흥국경기침체와파업등의영향

으로멕시코에따라잡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멕시코자동차

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

국의 누적 자동차 수출은 169만2906대

로 작년 동기 197만8551대보다 144%

감소했다

멕시코의올해18월누적자동차수

출은 181만5566대로 작년 동기 186만

6637대보다 27% 줄었지만 한국보다

12만2660대많았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멕시코보다 적

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

한국의연간자동차수출은 2000년대

초반까지 150만160만대 수준으로 세

계 5위권 안팎에 머물다 2005년 스페인

과미국등을따돌리고사상처음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작년에도 297만4114대를 수

출 독일(456만221대)과 일본(457만

8078대)에 이어 3위를 유지했지만 2012

년사상최대인 317만634대를기록한이

후지속해서감소하고있다

반면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과 인접

한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

TA) 체결 이후 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

동차업체들이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

기지를구축하면서수출이늘고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와

주력수출시장의경기침체 경쟁우위약

화 노조파업등에따른생산차질등을

수출감소의복합적인원인으로보고있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이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고 보호무역 기조

를강화하면서교역자체가줄고있다

한국의 주력수출시장인중동과중남

미 등지에서는 경기침체로 자동차 수요

가 줄었고 엔화약세에 힘입은 일본업

체들이가격경쟁력을키우고있다

국내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어

려움을겪는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경제 기여도가

막대한자동차산업이내수시장의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는수출확대가절실하다며 신시장개

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

대와 업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정부가 주관하는 쇼핑관

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에 동

참해 16개 차종 5000대에 한해 최대 11%

의차값을할인해준다

기아차는 모닝 K5 스포티지 쏘렌토

쏘울 전기차(EV) 등 16개 차종에 대해 선

착순 총 5000대 한정으로 2%에서 최대

11%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아 프

리미엄세일을실시한다

이행사는오는 4일부터기아차전국영

업점에서선착순계약을받는것을시작으

로 대상 차종별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지속된다

차종별로보면경차모닝은 10%의할인

율을적용받아 108만원에서최대 144만원

까지 K3는 7%의할인율을통해 108만원

에서최대 169만까지할인된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스포티지

는 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70만원에서

최대 87만원까지 쏘렌토는 2%의 할인율

을 통해 56만원에서 최대 68만원까지 할

인된다

친환경차의 경우는 ▲쏘울 전기차 11%

▲K5 하이브리드K7 하이브리드 7% ▲

니로 2%의할인율을각각적용쏘울전기

차의 경우는 최대 47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기아차는 9일까지청계광

장에서 한국의 전통과 최신 IT기술이 기

아차와 만나다라는 콘셉트의 이색 브랜

드체험관을운영한다

기아차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K

7 스토리텔링 ▲황이슬 디자이너와의 기

아차테마 특별한복제작및전시▲국악

공연 및 한복 홍보단 퍼레이드와 플래시

몹공연등을선보인다

또한 기아차는 KSF 기간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실시한다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의 이

벤트페이지에서응모한뒤전시장을방문

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기아차 경차 모

닝(1명) 최고급 호텔 숙박권(10명) 온누

리상품권 10만원 (20명) 외식상품권 5만

원(100명) 등의경품을제공한다

전시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편의점상품권을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내수 경

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며 차종과차급을가리지않고마련한통

큰 할인 이벤트에 많은 고객의 참여를 기

대한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자동차수출멕시코에추월당해

기아차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최대 11% 할인판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주범 올 수요 최저

가솔린하이브리드 차량은 매년 증가세

모닝K5스포티지등

16개 차종 5000대 한정

18월 169만대 수출

전년보다 144% 감소

올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

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해지면

서 상반기총 1만3000여대의 대포차가 운

행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운행정지처분을한대

포차는총 1만3687대로집계됐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대포차로신고되거나자동차소유자

가 요청할 경우 소관 지자체는 대포차 여

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경찰에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

인단속활동을하면서해당정보를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하게 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형사처벌이가능하다

운행정지제도가 도입된상반기경찰은

총 6759대 지자체는 총 1500대의 대포차

를적발했다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5천

4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7명)보다

641%나증가한것이다

국토부는대포차발생을근본적으로차

단하고자관계기관과정보를연계해등록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

화하기로했다 연합뉴스

불법대포차뿌리뽑는다

상반기 1만3000대 운행정지

기아차KSF프로그램차종별할인율

정상가대비차종별재고상황에따라조기소

진될수있음택시제외

전모델AT기준

구분 KSF 할인 할인금액

모닝 10% 108144만원

레이 5% 6480만원

프라이드 5% 66만87만원

K3 7% 108169만원

K5 5% 113160만원

K5 HEV 7% 201229만원

K7 2% 6278만원

K7 HEV 7% 240250만원

K9 7% 349508만원

쏘울 7% 123162만원

쏘울EV 11% 455470만원

니로 2% 4755만원

스포티지 3% 7087만원

쏘렌토 2% 5668만원

카렌스 5% 100121만원

카니발 2% 55119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