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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2개월간고속

도로 휴게소와 화물터미널 등에서 디지

털 운행기록장치(DTG)를 무상으로 점

검해준다고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버스화물

차택시 등의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

기위한것으로 2011년 1t 이상 여객화

물용차량에장착이의무화됐다

주행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RPM)

브레이크 신호 GPS(위성항법시스템)

좌표 및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등이

자동으로기록돼교통사고당시상황등

을알수있게해준다 운행기록자료제

출은 개별 운수 업체 등의 반발로 운전

자자율에맡기고있다

이번 점검은 경부중부내륙남해평

택시흥영동서해안 등 고속도로의

주요휴게소와전국의거점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휴게소등에서실시한다

전원 불량 기본정보 미입력 배선 불

량 장치 고정상태 불량 등은 무상 수리

해주고 배선재작업 기기교체 안테나

교체등은유상으로지원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레저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자동차 시

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

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침

체를겪는신차내수시장에서 SUV가 차

지하는 비중이 최근 40%를 넘어섰고 중

고차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것도 역시

SUV와RV(레저용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자동차 13만

2038대 가운데 SUV 차종은 5만3206대

(SUV 3만9682대+RV 1만3524대)로전체

의 4028%를차지했다

2011년 19%에 불과했던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 내 SUV 비중은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35%까지 뛰었고 올해 들어 마침

내 40%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

다

SUV돌풍 현상은한국뿐아니라글로

벌시장에서도마찬가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SUV

시장 규모는 2010년 800만대에서 2016년

3배인 2400만대로불었고 전체자동차시

장에서의비중도같은기간 112%에서 26

8%로치솟았다

더구나 올해 들어선 4월까지의 점유율

이 28%로 지난해보다더높아졌다

신차 시장의 판매 동향이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도최근SUV인기가뚜렷하다

자동차 전문 쇼핑사이트 SK엔카에 따

르면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이 사이트

에 등록된 매물을 차종별로 분석한 결과

국산 차 중에서는 SUVRV가 292%로

가장많았다

이어 세단 대형차(209%) 중형차(17

5%) 등의순이었다

수입차에서도 SUVRV 차종은 세단

중형차(33%)에 이어 2위(211%)에 올랐

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비중 3위에서

한계단높아진것이다

SK엔카관계자는SUVRV는중고차

시장에서도높은잔존가치를인정받고있

다며 특히 디젤 엔진 모델의 경우 연식

과 주행거리에 큰 상관없이 인기가 많다

고전했다

SUV 소비자의 충성도가 세단 이용자

보다높다는점등을근거로 SUV 열기가

당분간식지않을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국제자동차전문조사

기관 IHS의통계를인용해글로벌시장에

서 SUV의 재구매율이 지난해 거의 60%

에 육박했다고 소개했다 약 50%인 세단

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UV는 재구매율이

세단보다 높을 뿐 아니라 재구매율 자체

가상승하는추세라며 한 번 SUV를경

험한 소비자는 다시 SUV를 구매한다는

뜻으로 SUV 인기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전망등을바탕으로국내외완성차

업체들도 SUV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분위기다

정의선현대차부회장도지난 13일소형

SUV 코나 출시 행사에서 2020년까지

모든세그먼트(세부차종시장)의 SUV라

인업(상품 구색)을 갖출 것이라며 코나

보다작은초소형 SUV싼타페보다큰대

형SUV도내놓을예정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SUV 신차 점유율 40% 돌파 쾌속 질주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제

이디파워가 최근 발표한 2017 신차품질

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32개 전체브랜드 가운데 기아차가 1위(72

점) 현대차가 6위(88점)에 오르고 총 5개

차종이 차급별 평가에서 최우수 품질상

(Segment Winner)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최고성적을기록했다고밝혔다

일반브랜드중에서도기아차는한국자

동차 업체 최초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

으며 현대차도 토요타 폭스바겐등을 제

치고 4위에올랐다

특히기아차는 1987년 시작된신차품질

조사31년역사중일반브랜드로서는최초

로 2년연속전체 1위를차지하며 독일대

표브랜드인벤츠 아우디등은물론일본

미국의렉서스 인피니티 캐딜락등 유수

의고급브랜드를모두제쳤다

이와함께기아차는이번조사에서총 8

개차급별평가중7개차종이수상하며차

량품질의우수성도함께증명했다고설명

했다

먼저 ▲K3(현지명 포르테)는 준중형

(Compact) 차급에서 ▲K7(현지명 카덴

자)는 대형(Large) 차급에서 ▲쏘울은소

형 다목적(Compact MPV) 차급에서 ▲

니로는 소형(Small) SUV 차급에서 ▲쏘

렌토는 중형(Midsize) SUV 차급에서 각

각 1위에올라역대최다인 5차종이 최우

수 품질상(Segment Winner)을 수상했

으며 이에 따라 기아차는 2017년 최다 최

우수품질상브랜드의영예를안았다

특히 쏘울은 3년 연속으로 최우수 품질

상을수상하며제품경쟁력을인정받았으

며 니로는 북미 출시 첫해 소형 SUV 차

급 1위 K7은 이번 신차품질조사 대상 차

량중최저점수인 51점을기록했다

이와 함께 스포티지와 K5(현지명 옵티

마) 등 2개 차종이 차급 내 2위에 이름을

올리는성과를거뒀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높아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기존차량개발기준보다한층더강화

된 품질표준(QStandard)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협력사와함께 직접품

질을검증하는고유의소통및협업 기반

시설인 품질클러스터(QCluster)를 구

축해 시장과고객중심의품질향상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이번 신차품질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를 대

상으로구입후 3개월이지난차량의고객

들에게 233개 항목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결과

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만족도가 높

음을의미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13일출시한현대차SUV 코나 <현대차제공>

디지털운행기록장치무상점검

국토부 26일부터 두달간
기아차美신차품질조사역대최초 2년 연속 1위

5개차종최우수품질상수상

쏘울 3년 연속최우수품질상

2011년 19%2016년 35%올 403% 돌풍

레저 인구 증가 힘입어  중고차 시장서도 인기

올해국내자동차수입액이 디젤게이

트 여파로 작년보다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자동차 수입

액은 38억9600만달러로작년같은기간

보다 109%감소했다

벤츠 BMW 상용차 등의 판매가 올

해 선전했지만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휘말린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이 지

난해 7월부터 국내에 공급되지 못하면

서전체판매량이줄었다

실제로 디젤 모델이 대부분인 아우

디폴크스바겐 차량이 빠지면서 디젤

차량 수입액은 올해 5월까지 16억7700

만달러로작년보다 292%나감소했다

올해 15억1400만달러어치가 수입되

며 작년보다 판매량이 36% 줄어든 가

솔린분야보다하락폭이훨씬컸다

배기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솔린

1500cc 이하 모델의 수입액이 크게 늘

었다 올해 5월까지 5200만달러로 작년

보다 117% 증가했다 연합뉴스

기아차K7

디젤게이트 여파 자동차수입액전년보다 11%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