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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찾는국내소비자들이늘어나

고있다 국내 수입차판매량이지난달역

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

다 반면 국내완성차업계는현대기아차

를제외하면판매량이감소했다

현대기아차 쌩 GM 덜컹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

는 지난달국내 시장에서 6만7577대를 판

매 전년도 같은 기간(6만3765대)보다 6

0% 늘어났다 해외에서도 32만9464대를

판매 지난해 3월보다 08%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가신구형을합해 1만3076대로가

장많이팔렸고그랜저는하이브리드1945

대를 포함해 1만598대가 팔렸다아반떼

(5928대) 쏘나타(5685대) 등도선전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경우 G80

3618대 G70 1233대 EQ900 992대 등

5843대가 팔려 전년도동기 대비 74% 증

가했다

기아차도 지난달 국내에서 4만8540대

를 판매 전년도 같은 기간(4만7621대)보

다 19% 늘었고 해외 수출(19만3734대)도

1년전(18만6769대)보다 37% 늘었다

국내시장에서는 2월말출시된신형 K

3 상품성을개선한 레이 K5 페이스리

프트(부분변경) 모델이 시장에서 좋은 반

응을얻고있다는게기아차의설명이다

반면 한국지엠(GM)은 지난달에도 1년

전의절반수준까지판매가급감했다

한국GM의 3월 국내 판매 대수는 6272

대로 1년 전(1만4778대)보다 576% 감소

했다 같은기간수출(3만4988대)도 1년전

(3만6072대)보다 3% 뒷걸음질했다 올 들

어 국내 누적(13월) 판매량(1만9920대)

도작년같은기간보다471%적은상태다

르노삼성차는 3월 한 달간 국내 판매량

이 7800대로 1년 전(1만510대)보다 25

8%가줄었고국내누적판매량(13월)도

1만9555대에 머물러 전년도 같은 기간(2

만5958대)에견줘 247%가감소했다

쌍용차는 3월 한 달간 내수 9243대 수

출 2126대 등으로내수는 02% 증가한반

면수출은 435%가감소했다

수입차 부웅9일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등록

된 수입차는 2만6402대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2만2080대)보다 196% 늘어났다 월

간 판매량으로는지난 2015년 12월 기록한

최대판매량(2만4366대)을넘어선것이다

13월 수입차 누적 판매량도 6만7405

대로 전년 동기간(5만4966대) 대비 226%

늘었다 자동차업계에서는이런추세라면

올해수입차판매량은처음으로 25만대를

돌파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2014년 19만

6359대▲2015년 24만3900대▲2016년 22

만5279대▲2017년 23만3088대등으로집

계됐다

차량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달

7932대를 팔아 BMW(7052대)를 제치고

올들어 3개월연속 1위에올랐다 벤츠판

매량은 르노삼성(7800대) 한국GM(6272

대) 국내판매량보다많다벤츠는올 13

월 2만1633대가 팔려 전년도 같은 기간(1

만9119대)보다 131% 늘었다

광주전남 등 지역별 수입차 판매량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광주에서는 올해 3월

까지1443대의수입차가판매돼전년도같

은기간(1137대)보다 증가했고 전남도 1

3월 누적 판매량이 1210대로 전년 동기

(1012대)보다많았다

수입차 업계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한

국GM르노삼성등국산차판매부진등이

맞물리면서수입차판매에영향을미친것

으로풀이된다 이외 도요타(1712대) 랜드

로버(1422대) 렉서스(1177대) 미니(1010

대) 등브랜드도1000대이상판매됐다

베스트셀링모델은벤츠 E 200(2736대)

이 차지했고 BMW 520d(1610대) 렉서스

ES300h(822대) 등이뒤를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입차현대기아차 씽씽GM르노 추락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올 뉴 K3

메르세데스AMG C

국도에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졸

음쉼터가설치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시설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도

에도졸음쉼터를조성키로했다

졸음쉼터는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

로에 설치 현재 290개소(도로공사 218

민자 23 국도관리청 49)로 늘어난 상태

로 오는 2021년까지 84개소(고속도로

26 민자도로 18 국도 40)를 추가로 신

설할계획이다

광주전남의경우고속도로졸음쉼터

는 ▲순천방향 진영휴게소→함안휴게

소 방면(남해선) ▲순천방향 장성졸음

쉼터→대덕졸음쉼터(호남선) ▲대구방

향 지리산휴게소→산삼골휴게소(광주

대구선) ▲담양방향 산삼골휴게소→지

리산휴게소() ▲광주방향함평나비휴

게소→운수IC(무안광주선) ▲무안방향

운수IC→함평나비휴게소() 구간에

설치된다

국도는올해▲국도 13호선영암군영

암읍 개신리(익산청) ▲국도 19호선 구

례군토지면외곡리() 등 전남을비롯

한전국 10개소에졸음쉼터를새로만든

다

국토부는 또자투리땅을 활용해 비상

주차장 개념으로 설치한 졸음쉼터의 진

출입로와화장실등시설을휴게소수준

으로 개선하고 졸음쉼터 주변에 나무를

심고그늘막도설치할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의전기차전용타이어 와트

런 VS31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8컨셉부문본상을수상했다

금호타이어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국내

타이어업계최초로 7년 연속 수상(2012

2018년)하는성과를거뒀다

이번에 본상을 받은 와트런 VS31은 지

난 2013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도심형 전

기차전용저중량타이어다

일반타이어대비 25%중량을낮추면서

도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도록 금호타이어

만의신기술이적용됐으며 연비절감효과

도우수하다는게회사측의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고객

개인별 매니저가맞춤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네시스 버틀러 서비스를 선보인

다

서비스는제네시스차량구매고객(법

인 제외)에게 일대일 개인별 서비스 매

니저를지정해▲소모품교환시기도래

시 사전 안내 ▲고장코드 발생 시 사전

안내콜 및 예약 대행 ▲수리 입고 시 전

담 응대 ▲차량 관련 궁금증 상시 상담

등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버틀러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네시스

가 현재 운영 중인 5년 무상 보증수리

소모품 무상 교환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등 모빌리티 케어 멤버십 프로

그램을손쉽게이용할수있다

제네시스는전용상담창구인 아너스

G(Honors G) 컨시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제네시스 버틀러서비스를안내하

고 고객별 전담 블루핸즈(350개소)와

서비스매니저를지정할예정이다 기존

의 차량 출고 고객에게는 서비스 안내

SMS가별도로발송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졸음쉼터에 설치된 그늘막 국토부 제공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달부터 신차 출고 개인 고객과 기존 제네시스 차량 구매 고객

을 대상으로 1대 1 개인별 서비스 매니저를 통한 능동형 차량관리 서비스인 제네

시스 버틀러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대기아차 제공

현대차고객개인별매니저맞춤형 버틀러서비스

국도에도졸음쉼터설치 교통사고줄이기나선다

현대차 판매량 60% 기아차 19% 늘어

GM 57% 르노 25%  수입차 19% 

금호타이어 와트런 VS31 레드닷디자인어워드본상

더 K9을 위한 전용전시관인 살롱드

K9이 문을 열었다 기아차는 최근 서울

강남에 살롱드K9을개관했다

살롱드K9은차량전시와시승 브랜드

체험 등 더 K9과 관련한 모든 것을 갖춘

기아차의첫독립형전용전시관이다 560

 규모로 차량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1

층과모리스라크로와및팬톤색채연구소

등 세계적 브랜드들과 협업한 다양한 콘

텐츠들을감상할수있는 2층라운지로나

뉜다 고객들은 전시된 차량을 통해 외장

색상 7종과 내장 색상 4종을 모두 한자리

에서체험해볼수있다

살롱드 K9은고급차고객을위한일대

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사

전예약은 홈페이지(httpK9kia

com)나전화(0220884569)로하면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더 K9 전용 전시관 살롱 드 K9 문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