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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이후 디젤 차량이 독주한 국내 수입차 판

매시장에판도변화가생겼다

지난 1월 판매량 집계에서 가솔린 차량이 4년 6개월만

에디젤차량을앞서는등 초접전이빚어지고있다 2015

년 말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사태인 이른바

디젤게이트가터지면서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수입차 시장

내 가솔린 차량 판매량은 8058대로 7147대 판매에 그친

디젤을앞섰다

월별 수입차판매실적에서가솔린차량이디젤차량을

앞선것은 2012년 7월이후처음이다

54개월만에 추월을 허용한 디젤 차량은 2월에는 반격

에 성공했다 8020대를 판매해 6688대를 판 가솔린 차량

에다시앞섰다

수입차 디젤가솔린 차량 사이에 한 달 이후를 내다볼

수없을정도로치열한혼전이펼쳐진것이다

지난 2011년까지 수입차 시장의 대세는 가솔린 차량

이었다

하지만 2012년 클린 디젤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독일

디젤차들이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를 통해

독일을중심으로한유럽차들은이전까지미국 일본 차

량이이끌던국내수입차시장의주도권을확보했다

2010년전체판매수입차의 25% 수준에불과하던디젤

차량 점유율은 2012년 50%를 넘어섰다 2015년에는 68

8%까지치솟았다

그러다가 디젤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난해에는 58

7%로점유율이내려앉았다 폭스바겐 아우디등디젤이

주력인 브랜드의 국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

다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와 BMW 5시리즈가 사실상 대리전을 펼치는 양

상이다

지난해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르세데

스벤츠 E클래스는국내출시 5개 모델가운데 E220d를

제외한 4개가 가솔린 차량이다 지난 2월 베스트셀링카

순위에서는 E200 E300 4매틱 E300 등이 5위권내에포

진했다

반면지난 2월새롭게출시된 5시리즈는 3개모델가운

데 2개 모델이 디젤이다 특히 520d는 작년 국내에서

7910대가 판매된연간베스트셀링카라올해뉴시리즈도

상당한인기를얻을것으로전망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디젤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주

춤한가운데업계를대표하는베스트셀링모델의판매결

과에따라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디젤가솔린 판매 방

향이결정될것이라고내다봤다 연합뉴스

수입차 디젤 독주시대 막 내렸다

지난 1월 가솔린 4년6개월만에 판매 앞서

2월엔 디젤차반격성공  치열한혼전양상

기아자동차가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개막에 맞춰 2018 쏘울 EV의 사전계약

을개시했다

2018 쏘울 EV는 최고출력 814kW 최

대토크 285Nm의 고성능 모터와 30kWh

의고전압배터리를장착한기아차의대표

전기차로광주공장에서생산된다

특히 기존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이 3

kWh 늘어난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항

속거리가20%정도증가한것이특징이다

2018 쏘울 EV의 가격은 4280만원이며

공모를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1680

만원2880만원수준으로차량구입이가

능하다 (국고보조금1400만원 지자체보

조금최대 1200만원)

제주에서 2018 쏘울 EV를 구입할경우

국고 보조금 14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 받아 2280만원에 차량을

구매할수있다

기아차는지난 17일부터오는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 4회 국제전기자동

차엑스포에 참여해 ▲쏘울 EV ▲쏘울

EV 자율주행차 ▲쏘울 EV 절개차량 등

을전시하고쏘울EV의높은기술력과상

품성을선보인다

또한행사장을방문한고객들에게쏘울

EV의시승기회와구매상담서비스를제

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8 쏘울 EV는 대

폭향상된항속거리와 RV 차량특유의넓

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높은 상품 경쟁

력을갖췄다며 2018 쏘울 EV는경제성

과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중시하는고객

들을만족시키고친환경차 시장에서기아

차의입지를높여줄것이라고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생산기아전기차 2018 쏘울 EV 사전계약

환경부는 전기차 완

속충전기설치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주 )지앤텔(주 )에버

온(주)KT한국전기

차충전서비스 (주 )

(주)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20일

부터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받는다

대상자는 ▲공용충

전기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비공용충전

기단독주택 소유자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비공용충전기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자중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부터

설치허가를받은자등이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하려면 사업

자별로마련한콜센터에하면된다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

kr)에서 사업자별 주요 제품을 확인할

수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설치비용제공

서비스등을사전에비교한후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된다

설치비용은모델에따라최저 87만원

에서최대 920만원까지이다

올해예산을기준으로하면총 9515대

의 완속충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받

을수있다

금년부터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사업

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

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공동주

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충전

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공동주택에선제적으로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구매장

벽을낮출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아파트공용주택전기차충전기신청하세요

환경부 5개 사업자선정 설치 신청접수

고전압 배터리 탑재

항속거리 20% 증가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

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이지

만 반대로 적지 않은 숙제 거리도 던져

준다

그중가장큰문제는자율주행차가사

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

을 것인가이다 보통의 차량은 사고 책

임이 운전자에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

우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을 뿐 탑

승자의처지와마찬가지기때문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19일발간한 영국의자율주행자동

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

고서에서영국의사례를통해이문제를

다루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자동주

행모드에서의 사고책임과 의무보험제

도를 규정한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가부담하고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지는 생산물배

상책임보험모델을도입하려고했다

이방안은사고가발생했을때피해자

에게 신속한 치료를 비롯한손해배상의

이행이어렵다는평가를받았다

보험업계는 또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고 약정

보상한도액이있어대형사고가나면피해

자를제대로보호할수없다고지적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한 번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 사고를 처리하는단일보험증권 방

식으로변경했다

이 방식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사고가 제조사

의원인에의한것으로드러나면제조사

에구상권을행사한다

피해보상의 대상도 과실 없는 운전자

와승객 제3자까지포괄한다

현재우리나라는관계법령에따라자

율주행차라 해도손해배상의책임을운

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단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제3자

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

조상결함이나기능상장해가없음을모

두입증한경우에면책된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단일보험자

방식은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의 발전 등으로 사회적 비용

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차사고책임운전자냐제조사냐

보험연구원英보험제도소개보고서발간

수입차국내가솔린디젤판매량비교 단위대

연료 년도 1월 2월 총판매량 점유율(%)

가솔린

디젤

2010
4748 4599 65269 721

1461 1722 23006 254

2011
5649 4553 64181 611

2681 1851 36931 352

2012
5006 4657 57845 442

4063 4009 66671 509

2013
4258 3807 53477 342

7794 6399 97185 621

2014
4096 3912 55383 282

10363 9667 133054 678

2015
5683 4330 65722 269

13573 11824 167925 688

2016
4457 4321 76284 339

11102 10685 132279 587

2017
8058 6688 14746 448

7147 8020 15167 461

컴팩트오픈탑모델 더뉴SLC200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제공>

전기차완속충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