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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지역마다 크게차이나 전기

차보급의지역편차가심해질전망이다

30일환경부와업계에따르면올해개인

이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

금은지역에 상관없이차량 1대당 1400만

원으로 똑같지만 지자체 지원 보조금은

천차만별이다

정부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보태서 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중

101개다 이들지자체는정부에서주는것

외에 자체 예산으로 300만1200만원의

보조금을지원한다

가장많이주는지방자치단체는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북 울릉군이다 울릉군

주민이라면 본인이 1400만원만 부담하면

정부지방보조금 2600만원을 합쳐 4000

만원짜리전기차(현대 아이오닉기본사양

기준)를살수있다

충북 청주시는 1천만원 전남 순천시는

800만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광

주는 이에 못미치는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액수는 대부분

500만600만원선이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중에서

는 경남 통영사천양산의령 등이 가장

적은액수인 300만원이다

재정여건과관심부족때문에지방보조

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142개에 달

한다

지방보조금액수와 전기차 보급은정비

례하는추세다

전기차가 가장 많은 톱3 지역인 제주

(5629대) 서울(1498대) 경기(650 대)는작

년 지방보조금이 500만700만원으로 높

은수준이었다

반면 세종(25대) 전북(57대) 충북(60

대) 대전(74대)처럼작년에보조금을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300만원만 지급한 시도

는전기차보급이최하위권에머물렀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

건에차이가있고환경정책에대한관심도

가 다르다 보니 지역별 보조금 편차가 있

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충전소 확

충등전기차인프라가확대되면서전기차

보급사업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은고무적인일이라고했다

한편보조금의지역편차속에서도전기

차보급은급증하고있다

작년말전국전기차등록대수는총1만

855대로 불과 5년 전인 2011년 344대와

비교하면 31배수준으로늘어났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에는 현재 등록 대수를 뛰어넘는 규

모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642억원을 들여 올해 1만4000대를 보급

할계획이다

지방보조금지역별지원현황등전기차

보급사업과관련한정보는전기차통합포

털(wwwevorkr)이나 통합콜센터

(16610970)에서확인할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기차 느는데  지자체 보조금 천차만별

우리의 경쟁차량은 입니다국내

완성차업체의마케팅이공격적으로바뀌

고있다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신차출

시행사에서경쟁사의모델이름이노출되

는 일은 드물었다 대놓고 화살을 겨누는

대신 A사 N모델이라고 점잖게 언급하

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골

적으로 차를뛰어넘겠다며 경쟁차

량을직접지목하는일이잦아졌다

업계에서는 내수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

을겪는완성차업체들이고객에게강한인

상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기

아차 올뉴모닝 출시행사가대표적이다

기아차는이날경쟁상대로한국지엠의

스파크를콕짚어지목했다

기아차모닝은2008년경차기준이배기

량 800cc에서 1000cc로바뀌면서이시장

에편입됐고그해부터줄곧 1위자리를지

켜왔다

하지만 스파크가 지난해 7만8035대가

팔려 7만5133대 판매에 그친 모닝을 꺾었

다

이에뒤질세라같은날열린한국지엠은

올 뉴 크루즈를 출시하면서 준중형급 최

강자인현대차아반떼를뛰어넘겠다고노

골적으로타깃을드러냈다

아반떼는 지난해 9만3804대가 판매됐

으며2년연속베스트셀링카 2위를차지했

다

크루즈의경우지난해판매량은 1만847

대였다 한국지엠으로서는 판매량이 크게

앞선아반떼를경쟁차량으로지목함으로

써 신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비슷한사례가있었다

기아차 SUV니로는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굳이 쌍용차의 티볼리를 경

쟁상대로꼽았다 소형 SUV시장을선도

하는티볼리와비교하는게여러모로유리

하다는판단에서다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글로벌

시장을석권하겠다며세계최고하이브리

드차량인도요타프리우스와맞붙겠다는

의지를드러냈다

아예차량의프리미엄이미지를강조하려

고상위차급차량을거론하는일도있다

한국지엠은올뉴크루즈의경쟁상대로

아반떼와 함께 쏘나타를 지목하기도 했

다 차체 크기를 키우고 사양을 강화했기

때문에중형차와경쟁해도밀리지않는다

는자신감을드러낸것이다 연합뉴스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베스트셀링 차

량의위상이갈수록낮아지고있다

한때 수입차 78대 중 1대꼴로 팔리

던 베스트셀링 1위 모델의 비중이 최근

에는 100대 중 3대꼴로뚝떨어졌다 이

제는국내소비자도많이팔리는차량이

라는 이유로 우르르 몰려가며 구매하지

않는것이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수요가 다양해졌

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시장을 지배할

만큼독보적인사랑을받는모델이사라

졌다는의미이기도하다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베스트셀링 차량이었던

BMW 520d의판매량은 7910대로 전체

수입차판매량 22만5279대가운데 35%

를차지했다

520d는 2013년 8천346대가팔리며베

스트셀링카 왕좌를 차지한 이후 3년 만

에 자리를되찾았다 2014년 2015년베

스트셀링카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폴크

스바겐 티구안이 디젤 게이트 여파로

판매가중단된덕을톡톡히봤다

하지만 베스트셀링카로서의 위상은

크게 약화했다 2012년(7485대 BMW

520d) 이후베스트셀링카판매량으로는

가장적은실적에머물렀다

이로 인해 수입차 판매량에서 차지하

는비중도역대최저수준에그쳤다

2004년만 하더라도 당시 베스트셀링

카인렉서스 ES330의 판매량은전체수

입차의 136%(3169대)에 달했다 그해

국내에서판매된수입차 78대가운데

한대가 ES330이었던셈이다

이후수입차전체판매량은꾸준히증

가했지만 베스트셀링카의 점유율은 계

속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소개되는 수

입차모델의종류가늘어나면서특정차

종에대한관심이분산되고있다며 이

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고밝혔다 연합뉴스

수입차베스트셀링카위상갈수록추락

지난해 BMW 520d 7910대 팔려 35% 그쳐

지난해중고차 시장이 2015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366만대를 뛰어넘으며

다시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발표한자동차 이

전등록현황자료에따르면 지난한해

자동차이전등록대수는총 378만116대

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최근 5년간 중고차 시장 규모는 2012

년 328만4429대 2013년 337만7084대

2014년 346만8286대 2015년 366만6674

대로해마다규모가커져왔다

이처럼 중고차 거래가 점차 활발해

지는 데에는 중고차에 대한 인식 변화

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자동차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고차도

소비자가원하는기간동안충분히사용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가고 있고

각제조사의이윤과마케팅비용이더해

진신차를구매하기보다거품이빠진중

고차를 선호하는 실속 있는 소비성향이

늘고있다는것이다

중고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차부터

대형차 SUV까지 개인의 구매 목적이

나 탑승 인원에 맞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신차구매때보다합리적인소비가

가능한측면이있다

한편 중고차 시장에서 해마다 수입차

매물이 점차 늘면서 지난해에는 5대 중

1대가 수입차였고 여러 차종 중에서는

SUV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

은것으로나타났다

SK엔카닷컴이 지난해 SK엔카 홈페

이지에 등록된 전체 매물을 분석한 결

과국산차비중은809%였고수입차비

중은 191%를차지했다

차종별로는 국산에서는 SUV가 23

0%를 차지했고 대형차(191%) 중형차

(167%)가뒤를이었다

수입차에서는 중형차가 320%로

가장 많이 등록됐고 준중형차(20

4%) SUV(189%)가 2위와 3위를 차지

했다

국산 SUV의 경우 높은 잔존가치로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과 주행거리를 불

문하고 인기가 높다 BMW 520d 벤츠

E클래스로대표되는수입중형세단은

수입차 시장 베스트셀링 순위권에 항상

이름이올라있다

유종별로는 국산은 가솔린(537%)

디젤(339%) LPG(95%) 순으로 나타

났고 전기차 포함 하이브리드 모델 비

중은 12%에 그쳤다 수입에서는 가솔

린(511%) 디젤(456%) 하이브리드(1

7%)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중고차 시장 규

모가커지면서올해는역대최대의중고

차거래가이뤄졌다며 거래가누적되

며중고차에대한소비자신뢰도상승하

고있고쉽고편하게이용할수있는중

고차매매서비스가늘면서시장이활성

화되고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순천시 800만원 광주시 700만원

울릉군 1200만원 청주시 1천만원

환경부 올 1만4000대 보급 계획

지역 신차판매수 지방보조금

제주 5746 600만원

서울 2600 450만원

대구 2000 600만원

경기 1257 500만원

전남 549 800만원

부산 379 500만원

인천 352 500만원

경북 258 600만원

전북 218 600만원

경남 217 300만원

울릉도 200 1200만원

강원 181 640만원

충남 119 800만원

충북 111
800만원

(청주1000만원)

대전 100 500만원

광주 100 700만원

울산 61 500만원

전기차판매허용대수및보조금

세종 23 700만원

<자료각시도종합>

기아차 올뉴모닝 한국지엠 스파크

지난해중고차 378만대거래 역대최다

SUV 인기 23% 차지

5대 중 1대는 수입차

완성차업체 경쟁차지명맞짱마케팅활발

기아차 올 뉴 모닝 출시 한국지엠 스파크 추월하겠다

한국지엠 올 뉴 크루즈 출시 현대차아반떼뛰어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