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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올

해처음으로연간국내친환경차시장 1위

에오를것으로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

회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2726대의 친환

경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합계 기준)를 판매했

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판매량이증가한것이다

기아차가 친환경차 시장 1위에 오른 것

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친환경

차시장 1위는줄곧현대차의차지였으나

올해는기아차에자리를내주게될것으로

보인다

국내유일의친환경차풀라인업을갖춘

현대차는 11월까지 2만2083대를 판매해

기아차보다 600여대가 적은 근소한 차이

로 2위를달리고있다

기아차의친환경차시장 1위는 니로하

이브리드의 흥행 덕분이다 기아차가 올

3월 출시한 니로 하이브리드는 11월까지

국내에서 총 1만7081대가 판매된 올해의

친환경베스트셀링카이다

니로의 인기는 소형 SUV가 가진 실용

성이하이브리드의경제성과더해져상품

경쟁력의 시너지를 이뤄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달 출시한 신형 K7 하이브

리드의가세로연말뿐아니라내년까지기

아차의 친환경차 판매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전망된다

이에 반해 올해 2위로 뒤처진 현대차는

지난 1월에출시한친환경전용모델 아이

오닉을중심으로판매량을늘려작년같은

기간과비교해서는 114% 증가한 실적을

냈으나기아차니로의인기에는못미쳤다

는평가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11월 아이오닉이

하이브리드와전기차를합해 1425대를 판

매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며막판뒷심을발휘중이다 특히 현

대차는국내업체로는유일하게하이브리

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

기차등친환경차풀라인업을갖추고있는

만큼 12월한달간판매에 주력해기아차

와의근소한격차뒤집기를시도한다는방

침이다

올해수입차브랜드중에서는하이브리

드를 앞세운 렉서스와 도요타의 선전이

눈에띈다

렉서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8096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기간

렉서스는 브랜드 전체 판매 9천170대 중

88%를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했을 정도로

친환경차비중이높았다

이어 토요타 5005대 인피니티 521대를

기록하는등올해들어 11월까지수입 친

환경차 전체 판매는 총 1만4453대로 집계

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5% 이상 증가

한것이다

이에따라국내친환경차시장에서수입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 친

환경신차 10대가운데 2대는수입차로나

타났다

내년에는국내친환경차시장에다양한

신차출시가예정돼있어고객들의선택지

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지엠이

순수전기차 볼트를 본격 판매하고 테슬

라도국내에상륙한다현대차도아이오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신형그랜저하이브

리드등신차출시를예고하고있다

김대성기자 bigkim@r연합뉴스

니로 흥행  기아차 첫 친환경차 시장 1위

기아자동차의친환경SUV니로가미국

대륙을횡단하며새로운기네스월드레코

드를세워차량의친환경성을입증했다

기아차는 니로를 이용해 LA부터 뉴욕

시까지 5979km(37154마일)를 주행하며

평균연비 3256km(766mpg)를 달성하여

새로운기네스월드레코드를세웠다고 19

일밝혔다

기네스 기록 도전에 사용된 니로 EX는

웨인 저디스(Wayne Gerdes)와 로버트

윙어(Robert Winger)가운전했으며 LA

시 시청부터 뉴욕시 시청까지 5979km을

주행하는 동안 41회 주유시 주유량에 해

당하는 총 1836의 휘발유만을 사용했

다

이번기록연비인 3256km 는니로 EX

의 미국 공인복합연비인 2083km보다도

무려 563% 높은수치이다

니로의신기록달성과관련해기아차미

국법인의 Orth Hedrick 상품 담당 상무

는 니로의 기록 수립 소식에 매우 기쁘

다며 이번 성과는 자동차의 뛰어난 디

자인과 실용성이 연비와 양립할 수 있음

을보여줬다고밝혔다

미국 시장에 내년 초에 출시될 니로는

총 5가지의모델로출시될예정이다 기본

트림인 LX와 EX는 미국에서 복합연비

2083km(49mpg)로 인증 받았으며

연비 모델인 FE는 복합연비 2126km

(50mpg) Touring 모델은 복합연비 18

23km(43mpg)로인증받았다 이외에

도 런칭 기념 한정모델도 일부 판매할 계

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2011년 K5 하이브리드

로미국48개주12710km km를완주하며

평균 연비 2746km를 달성해 기네스

세계기록을수립한바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니로 평균연비 32km 새 기네스월드레코드

기아차니로운전자가기네스월드레코드기록에따른인증서를수여받고기념촬영을

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 사진오른쪽부터운전자웨인거디스 기네스월드레코드관

계자공동운전자로버트윙어 기아차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지난 15일

새로운 고성능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2종을국내에공식출시했다

벤츠코리아가 출시한 차량은 스포티

SUV 더 뉴 GLE 쿠페의 최고성능 모

델인 더뉴메르세데스AMG GLE 63

S 4매틱 쿠페와 미드 사이즈 SUV 더

GLC의 고성능모델인 더뉴메르세데

스AMG GLC 43 4매틱이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E 63 S

4매틱 쿠페는 지난 10월 출시한 더 뉴

GLE 쿠페의 고성능 버전으로 동급 세

그먼트 내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

다 V8 바이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585 마력 최대토크 775kgm

의 성능을 자랑한다 가격은 1억7000만

원이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

매틱은 벤츠 미드 사이즈 SUV 세그먼

트 최초의 고성능 버전으로 GLC 라인

업 중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

다

고성능 라인업에서 유일하게 6기통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

고출력은 367마력최대토크는 530 kg

m이다 가격은 9500만원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2종의 고성능

SUV 모델 출시로 최근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는 벤츠 SUV와 메르세데스

AMG 라인업을 확대강화했다며 차

별화된고성능과 개성을추구하는고객

들에게많은호응을얻을것으로기대한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더뉴메르세데스AMG GLE 63 S 4매틱쿠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

벤츠 고성능 SUV 2종 국내공식출시

LA뉴욕시 5979km 주행

美공인복합연비보다 56%

11월까지 2만2726대 판매 현대차 제치고 정상 등극

신형 K7 하이브리드 가세 내년까지 판매 탄력 기대

렉서스도요타선전친환경신차 10대중 2대 수입차

마세라티는오는 31일까지전국 10개

전시장에서보증기간연장과취득등록

세지원등의 혜택을제공하는 윈터 스

페셜 프로모션을한다고 19일밝혔다

2017년형 기블리를 사면 1년 보증기

간연장과 300만원상당의마세라티 서

비스센터할인쿠폰을제공하며지난 10

월 출시한 2017년형 더 뉴 콰트로포르

테 구매 고객에 취득등록세를 지원한

다

또 이달 말까지 차량 상담을 한 모든

고객에게 추첨으로 골프백 와인 등 다

양한크리스마스선물을준다

마세라티공식수입사 (주)FMK관계

자는 한 해 동안 마세라티에 보내주신

고객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

사를마련했다며 새롭게출시된 2017

년형 모델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살 수

있는절호의기회라고설명했다

연합뉴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사면 취득등록세지원

도로에서발생하는소음을근본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타이어 소

음성능표시제도가국내에도도입된다

앞서 환경부는유관기관을 비롯해국

내타이어제조사 3곳수입사 5곳과 타

이어소음자율표시제 협약을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시범운영한다

협약 참여기관업체 는 한국환경공

단대한타이어산업협회한국타이어금

호타이어넥센타이어미쉐린코리아굳

이어코리아던롭타이어코리아콘티넨

탈타이어코리아피렐리코리아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저소음타이어만보급될수있도

록 규제하는 제도다 소음이 기준치 이

상이거나소음성능이표시되지않은타

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키지 못하도록 원

천적으로차단하는효과가있다

환경부는이제도가정착되면최근교

통소음 대부분을 유발시키는 타이어 소

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그간 자동차 소음의 경우에는 지속적

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

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

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증가했다 연합뉴스

타이어 소음성능표시제 2019년 도입

기아자동차가 친환경 SUV 니로의 도약으로 올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 1위에 오르는

등선전하고있다기아차니로 광주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