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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520d의 수성이냐 추격하는

메르세데스벤츠E300의성공이냐

올해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판도가 오

리무중이다

통상 910월이면 우열이 가려졌던

예년과달리올해는 BMW 520d와 메르

세데스벤츠 E300이 각축을 벌이고 있

어서 막판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양상이

다

17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1위는

BMW 520d(4481대)다 2위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4301대)이고

3위는 렉서스 ES300h(4000대)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다크호스로

주목하고있는차종은 4위인 벤츠 E300

(3851대)이다

티구안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지난 8

월부터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렉서스ES300h는 BMW 520d를따라잡

기에 역부족으로 보이는 반면 벤츠 E

300은 지난 6월 신차 출시 이후 무서운

기세로 판매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벤츠 E300은 지난 79월 석

달동안월평균 1051대의판매고를올리

며 같은 기간 월평균 498대 판매에 그친

BMW 520d를맹추격하고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

해 베스트셀링카의 영예는 벤츠 E300의

몫이될공산이크다

E300이 베스트셀링카 타이틀을 차지

하면 7019대 판매로 1위에 올랐던 2011

년 이후 5년 만에 1위 자리를 되찾게 된

다

반면에 520d가 수성에 성공한다면

2013년 이후 3년 만에 왕좌에 오르게 된

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폭스바겐 티구

안 20 TDI 블루모션이 각각 8106대

9467대판매로 2년연속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수입차업계관계자는 폭스바겐차종

의몰락으로BMW 520d와벤츠 E300이

1위 자리를 놓고 겨루는 모양새라며

하지만올해 1위 모델의연간판매량은

예년수준에훨씬못미치는7000대안팎

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수입차 판매 1위 5년만에 되찾을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

은 15일지역주민과함께하는문화공동

체행사인 기아위드(with) 여기야 2번째

놀이터로 쌍촌골가을소풍행사를열었

다

기아위드 여기야 놀이터 행사는 주민

들이서로소통하고화합하는장을만들

기 위해 기아차 광주공장과광주시사회

복지협의회등 16개기관 지역민들이함

께만드는화합의장이다

이날 행사에서 마을 주민들은 백일장

에 참여해 글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장

기자랑에참여해그동안갈고닦은끼를

선보였다

또 원예활동 체험과 기아위드 여기야

사업과 시민참여 작품으로 구성된 사진

전 관람 보물찾기 이벤트 등 다양한 부

대행사에도참여했다

주민들은 각종 공연과 무료로 제공된

부페식 식사를 나누며 이웃간에 소통하

고교류하는시간을보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지역사회NGO단체들과의협

업을 통해 지역사회통합과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소비자의절반은생의첫차로중고차를

선택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자동차오픈마켓 SK엔카닷컴이성인남

녀 855명을대상으로해지난 14일발표한

설문조사에따르면생의첫차로중고차와

신차 중 어떤 차를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

이냐는 질문에 507%가 중고차라고 답했

다 신차는 493%를기록했다

첫차를살때가장고려하는부분(복수

응답)은 가격이 566%로 1위를 차지했

다 그다음은 품질(465%) 안전성(46

2%) 내구성(363%) 브랜드(342%) 등

이었다

첫차의 합리적인 가격대는 2000만원대

(260%) 1000만원대(226%) 3000만원대

(202%) 1000만원이하(140%) 등으로나

타났다

사고 싶은 브랜드는 현대(297%) 기아

(242%) BMW(234%) 쉐보레(211%)

메르세데스벤츠(198%) 등순이었다

SK엔카관계자는 선진국의경우보통

중고차시장이신차시장의 25배이상이

라며 가성비가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주목받는 만큼 당분간 중고차 시장

은계속성장해나갈것으로보인다고말

했다 연합뉴스

소비자 절반 생애 첫차로 중고차 선택

SK엔카닷컴 설문조사

가격 가장 고려 57%

기아차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쌍촌골 가을소풍

지난 15일광주시서구쌍촌동518 기념공원광장에서열린 기아위드여기야2번째놀이터쌍촌골가을소풍 에참여한임우진

서구청장 송기석국민의당국회의원 오광교서구의회의장 엄원용기아차광주공장지원실장등이행사를마친후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기아차제공

지난 6월 신차 E300 출시 이후 판매 급성장

79월 월평균 1051대 팔아 BMW 맹추격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8월부터 중단

메르세데스벤츠E300

자동차 제조사들이 소리를 다루는 사

운드 컨트롤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듣기

싫은 외부의 소음은 저감시키고 귀를 녹

이는고품질의소리나차량고유의엔진음

은 프리미엄 오디오 업체 등과 손잡고 더

욱고급스럽게구현하고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

차들을중심으로외부소음을없애주는액

티브노이즈컨트롤(ANC Active Noise

Control) 기술 적용이 확산하는 추세이

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ctive

Noise Cancellation)이라고도 불리는

ANC 기술은 차량의 스피커 시스템을 통

해역파장의성질을지닌 소리를출력 소

음을상쇄시키는기술이다

ANC 기술은 차량 주행 시 불가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노면 소음 등이 실내로

유입되는것을획기적으로줄여운전의정

숙성을높여준다

현재 르노삼성 QM6 한국지엠 쉐보레

의 말리부와 임팔라 닛산 맥시마 인피니

티Q70 등의차량에장착돼있다

르노삼성이최근출시한프리미엄중형

SUV QM6에는 국산 SUV 중에 최초로

ANC기술이적용됐다 실내천장에내장

된 3개의 센서로 주행소음을 지속적으로

감지해차에장착된오디오시스템으로소

음에 반대되는 백색소음을 출력해 소음

을상쇄시킨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소리 활용은 카 오

디오를 통해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하

는데도집중되고있다

고급오디오를장착해자동차제조사브

랜드 이미지에 프리미엄을 입히려는 의

도도 있다 과거 프리미엄 오디오는 고급

차 대형차 위주로 장착되는 경향이 있었

지만 최근에는 중형차나 SUV에도 다수

적용되고있다

현대차 제네시스는 럭셔리 오디오 브랜

드 하만의오디오를 기아차K7은미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 크렐(KRELL)

의 오디오를 장착해 품격을 한층 높였다

르노삼성의 중형 차량 SM6와 QM6에는

보스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

고 한국지엠의중형세단말리부에도보스

의오디오가장착됐다 연합뉴스

자동차업계 소리없는 전쟁

외부 소음 상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확산

오디오 감성품질 부각  기아차 K7 크렐 장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