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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차량

1만6000여대가 폐차되는 등 차량 폐차가

증가하고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

책으로 인해 폐차 대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

르면 올해 13월말소등록된차량가운

데폐차대수는 21만705대를기록했다 이

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455대보다 34

7%증가한것으로분기폐차대수가20만

대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각각 5680대와 1만

750대가 폐차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광주가 352%(1143대) 전남이 586%

(3971대)나늘어난수치다

이처럼폐차규모가급증한것은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의 영향이 컸

던것으로분석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

차 지원에 1800억원의 예산을 책정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

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있다

개별소비세와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최

대 143만원감면이가능하다

이에발맞춰지자체들도노후경유차를폐

차하는고객들에게추가지원을하고있다

자동차업체들도노후경유차를폐차후

신차를구입하는고객들에게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있다

1분기 차종별 폐차 대수를 보면 승용차

가 15만789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화

물차 4만620대 승합차 1만1750대 특수차

445대를차지했다

비율로보면주로경유를사용하는화물

차와특수차의 1분기폐차가크게늘어전

년 동기 대비 각각 637% 870%씩 증가

했다

1분기 폐차 대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5만4075대 서울 2만2891대 경북 1만5121

대 경남 1만4829대 충남 1만879대 순으

로폐차등록이많았다

1분기 폐차 대수는 직전 분기인 작년 4

분기(17만4870대)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늘어났다

월별로 보더라도 1월 6만1316대 2월 7

만1950대 3월 7만7439대로올해들어 3개

월 연속 폐차 등록이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와함께수도권운행제한등정책

적요인으로폐차수요가급증했다며 올

들어자동차업체들의연이은신모델출시

와 노후 경유차 폐차고객 우대 할인 등도

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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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폐차지원에광주전남 1분기만 1만6000대

광주지역한폐차장에노후차량들이쌓여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에 1800억원의예산을확보해노후

경유차를폐차하고신차를구매하는국민에게개별소비세를70%를감면해줄방침이다 광주일보자료사진

폐차 후 신차 구입땐 세금 감면우대 할인

전국 21만여대폐차  전년보다 35% 증가

메르세데스벤츠가 쿠페 스타일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GLC

쿠페를출시했다

더 뉴 GLC 쿠페는 지난해 3월 뉴욕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모델이다 다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SUV의 장점과

날렵한디자인을결합했다

디젤 모델인 더 뉴 GLC 220d 4

MATIC 쿠페와 더 뉴 GLC 250d 4

MATIC 쿠페가 먼저 출시된다 고성

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쿠페는 2분기 중에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더 뉴 GLC 쿠

페 출시로총 7종의 SUV 라인업을갖

추게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프리미

엄 브랜드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강력

한 SUV 라인업을 제공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국내 SUV

차량에대한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킬

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GLC 220d와GLC 250d 모델에는 2

2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됐다

소음과연료소비를줄인자동9단변속

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인 4

MATIC이기본적용됐다

또 스포츠 서스펜션(노면 충격 흡수

장치)을 탑재해 주행 성능을 강화했다

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설명했

다

GLC 43 모델에는 30 V6 바이터

보 엔진이 실렸다 최고 출력 367마력

최대 토크 530m의 주행 성능을 갖

췄다 제로백(정지상태에서시속 100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9초

다

속도감응형스포츠스티어링휠등의

사양도기본으로제공된다 역시 9단변

속기와 4MATIC 시스템이적용된다

9단변속기와결합해작동하는 다이

내믹셀렉트를 통해 5가지주행모드를

선택할수있다선택모드에따라엔진

트랜스미션 배기 시스템 등의 작동이

달라진다

더뉴 GLC 쿠페의외관은낮은차고

때문에 스포츠카를 연상케 한다 수평

으로 넓게 배치된 발광다이오드(LED)

리어 램프 덕분에 차체가 넓어 보인다

트렁크 공간은 최대 1400로 넉넉한

편이다

GLC 220d와 GLC 250d 모델의 가

격은 각각 7320만원 8010만원이다

GLC 43 모델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벤츠 더 뉴 GLC 쿠페 출시

더뉴GLC쿠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

금호타이어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보증서비스 전문업체인 트라이월드 홀딩

스와 함께 수입차 운전자를 위한 정비 보

증서비스상품을판매한다고24일밝혔다

금호타이어와 트라이월드홀딩스는 지

난 13일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차정비워런티 상품제휴관련양해

각서(MOU)를체결했다

수입차 정비 워런티는 보증기간이 만

료된 수입차 차량의 엔진 미션 조향장

치 브레이크등주요부품에대한 보증서

비스를 타이어프로를 통해 판매하고 수

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수입차 운전

자에게더욱저렴한가격으로해당수리를

받도록해주는서비스다

타이어프로는 금호타이어의 유통점이

다 타이어프로는이상품취급을통해수

입차에적합한타이어추천과컨설팅도가

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수입차 정비 워런티 서비스 시행을 통해

꾸준히증가하는수입자운전자들의정비

수요를충족하고서비스만족도도높일계

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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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내달부터 수입차정비보증상품 판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자동차보험마일리지특약에가입한

차량의 비율이 4년 사이 3배 이상으로 급

증했다

24일 보험개발원에따르면지난해말개

인용자동차보험의가입차량 1524만대중

553대가마일리지특약에가입해가입률이

363%에 달했다 마일리지 특약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2012년 말의 가입률 114%

와비교하면4년만에32배로늘어났다

마일리지특약은실제주행거리에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으로 현재

11개손해보험사가판매하고있다

보험계약자가차량계기판에 표시된 주

행거리를 사진으로찍어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는주행거리에따라보험료를환급

해준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발생률도낮게나타난다는점

에근거했다

실제 2015년에특약에가입하고서주행

거리가할인요건에충족해지난해보험료

를 돌려받은 운전자의 사고율은 157%로

특약 미가입자(242%)의 3분의 2 수준이

었다

특약 도입 당시 할인받을 수 있는 구간

의 최대치는 7천였으나 최근 1만8천

까지확대됐고 특약의최대할인율도도입

당시119%에서최근 410%까지커졌다

판매채널별가입률을보면온라인채널

에서 특약 가입률이 554%로 설계사대

리점 등 오프라인 채널의 가입률(201%)

에견줘월등히높았다

여성의 가입률이 385%로 남성(355%)

보다다소높았다

연령별로 70세이상이 434%로가장높

았고 이어 30대(384%) 60대(383%) 40

대(363%) 50대(332%) 순이었다

50대는 자녀가 성인이 돼 차량 한 대를

부모와같이운전함에따라주행거리가일

시적으로증가해가입률이낮은것으로보

험개발원은풀이했다

차량이 작을수록 특약 가입률이 높았

다 소형A(배기량 1000㏄이하)는 414%

소형B(1000㏄1600㏄)는 402% 중형

(1600㏄2000㏄)은 360% 대형(2000㏄

초과)은 342%였다

지난해특약가입자중보험료를돌려받

은이의비율은 612%였다 10명중 4명은

특약에 가입했지만 주행거리가 할인요건

을 넘어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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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마일리지특약가입인기

2011년 도입  4년새 3배 늘어가입률 363%

SUV 장점+날렵한디자인

노면 충격 흡수 장치 탑재

트라이월드홀딩스와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