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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계가 4월 판매량을 놓고

희비가엇갈리고있다현대기아차는신차

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판매 증

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GM은 구

조조정여파등으로침체를벗어나지못하

고있다

판매량 희비 엇갈려7일 한국자동

차산업협회와각사에따르면현대차는지

난달국내 6만3788대 해외 32만7409대등

39만1197대를팔아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신형 싼타페의

신차효과와그랜저의판매호조에힘입어

지난달 국내에서 6만3788대를 판매 전년

동기(6만361대)에견줘 57%늘어났다

해외판매량도작년 4월(29만1858대) 보

다 122% 증가한 32만 7409대를 기록했

다 해외 판매량 증가는 본격적인 코나의

수출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반등 브라

질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이

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기아차도지난달국내외에서 모두 24만

28대를 팔아 전년도 같은 기간(21만9580

대)에비해판매량이 93% 증가했다 국내

에서는 K9과 K3를 앞세워 작년 같은 기

간(4만3515대)보다 149% 증가한 5만4대

를 팔았다 해외에서도 17만6065대가 팔

린작년 4월보다 79%가늘어난 19만24대

를팔아판매량이증가세로돌아섰다

반면 한국 GM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GM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5378대로 작년 4월(1만1751대)에 비해무

려 542% 급감했다 GM의올 4월까지국

내 판매량은 2만5298대에 그쳐 전년도 동

기대비 488%줄었다

한국GM은 2002년 창사 이래처음으로

지난 3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내수 꼴찌

로 처진 데 이어 4월에도 쌍용차(8124대)

르노삼성(6903대)에판매량이못미쳤다

쌍용차는렉스턴스포츠의수출효과등

으로지난달해외시장에서2806대를팔아

전년동기(2725대)에 비해 30%의 성장률

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신차 공급

한계로전년동월대비 27% 감소했다

5월은다를것 프로모션활발완

성차 업계는 5월에도 모델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GM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보증기간프로모션을한다

5월에 말리부나 트랙스를 구매하는 고

객은 업계 최장 수준인 7년14만의 보

증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보증기

간에 4년8만를추가적용한것이다

또이달중콤보할부(13년 45% 4

6년 49%) 조건으로 쉐보레 차량을 구매

하는고객은스파크최대 100만원 크루즈

400만원 말리부트랙스 150만원을 각각

할인받을수있다

현대차는 5년 이상된 차를 소유한 운전

자가투싼을구매할경우 30만원을깎아주

고기아차는 2018 K5 하이브리드 구매고

객 15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 7% 할인 혜

택을 제공하고 2018 카니발을 구매하는

2350명을 선착순으로 뽑아 6% 할인 혜택

을제공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4월차판매량현대기아차웃고한국GM 울고

SUV 차량운전자김안전씨는계기판

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표시에 불이 들

어와 정비소에 들렀다가 타이어 공기

압 경고장치(TPMS) 같은 첨단안전장

치를 장착한 차량은보험료가할인되는

데 알고 있느냐는 정비소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인터넷을검색 18%까지할

인받을수있다는사실을알았다

금융감독원이 각종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정리해 금융꿀팁으로내놓았다

우선 각종 첨단안전장치를 장착 사

고위험이감소한점을고려해보험료할

인혜택을제공받을수있다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

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

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

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

조장치포함)▲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적응형순

항제어장치(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 5

가지다

이들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11개 보험사가할인해준다 단 보

험사마다할인해 주는장치나 할인율은

각기다르다

보험사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했다

는증빙자료를제출하고장착된첨단안

전장치를보험가입기간중항상가동하

면보험료할인을받을수있다

급가속 급정거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에 신경쓰는 운전자라면 안전운전

특약으로 최대 10% 보험료 할인을 받

을수있다

보험가입 전 T맵 내비게이션에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주행거리 500

이상)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가

입할수있다 급정거와급가속 제한속

도 초과 등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

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

통 이용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아낄

수있다

KB손보에서 1인 한정운전또는부부

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가입한사람중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

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부부합산대중교통이용금액이

12만원이상)이면 보험료를최대 8% 할

인받을수있다

또만 65세이상의실버운전자라면도

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는데 삼성화재와 DB손보 등 9개 보

험사에서할인해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가 전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2019년형쏘렌토 더마스터를내

놓고판매에들어갔다

더 마스터는 기존 R22 디젤과 20 가

솔린터보모델에적용됐던 8단 자동변속

기를 R20디젤모델까지확대적용 전모

델에 8단자동변속기를기본장착하고랙

구동형전동식파워 스티어링(RMDPS)

을적용 최고의주행성능을확보했다

전륜 8단 자동변속기의경우저단영역

에서는 발진 및 가속 성능을 높이고 고단

영역에서는 연비 향상 및 정숙한 주행감

으로 최상의 주행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기아차설명이다

더 마스터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후측방충돌방지보조(BCA)▲

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RCCA)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석 승객 알림

(ROA)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SBR) 등을적용했다

판매 가격은 ▲20 디젤 28403580만

원▲22디젤 28953635만원▲20터보

가솔린 28153065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쌍용차가 티볼리 아머 기어를 새롭

게선보였다

티볼리 아머 기어는 지난해 선보인

국내 최초 주문제작형 모델 티볼리 기어

에디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소비자

들의 요구를 반영해 선택의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기어는안전성과운전편의성을높인

드라이빙기어 다양한디자인아이템을

통해특색있는외관을갖춘 스타일링기

어사진등두가지모델로나뉜다

드라이빙(Driving) 기어는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S) ▲전방추돌경보시스

템(FCWS) ▲스마트하이빔(HBA) ▲차

선유지보조시스템(LKAS) ▲차선이탈경

보시스템(LDWS) 등의 첨단운전자보조

기술(ADAS)이기본적용된다

스타일링 기어는 ▲스키드플레이트 ▲

사이드실 ▲18인치 타이어&블랙휠을 기

본적용했다

판매가격은▲드라이빙 21792384만

원 ▲스타일링 21842389만원(각각 가

솔린디젤)이며일반모델은1651만원

242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가솔린 20 엔진

에주행감과선호사양을강화한 익스트

림 셀렉션 트림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

다

쏘나타 익스트림 셀렉션은 LED 헤드

램프와18인치알로이휠 가죽변속기노

브 듀얼 싱글팁 머플러 프런트 튜닝 스

테빌라이저 등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으

로적용했다

또튜닝쇽업소버튜닝스프링 대용량

브레이크디스크 레드캘리퍼 스포츠흡

기 필터 등 고객 맞춤형 패키지 쏘나타

튜익스(TUIX)의 주요 사양을 기본 탑

재해주행및제동성능을강화했다

고객이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쏘나타

튜익스의사양도확대됐다

LED 라이팅패키지적용대상에도어

스폿 램프가 추가됐으며 스포츠 흡기 필

터 차량 보호필름 유아용아동용 카시

트등신규사양이추가됐다

쏘나타 익스트림 셀렉션 트림의 판매

가격은 2810만원부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호조 힘입어 11% 93% 

한국GM 구조조정 여파 침체 못 벗어나 54% 급감

현대기아차의중국자동차시장공략

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 들어 사드(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로 급

감했던 판매량이 4월 들어 전년보다 두

배이상늘면서다

7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 판매량은 10만31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9%늘었다

현대차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가 증가한 7만7대를 팔았고 기아

차는 1062%가 늘어난 3만3102대를 판

매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14월

누계판매량이작년동기대비 72% 늘며

올들어처음으로성장세를나타냈다

차종별로는지난달현대차링동이올해

들어월별판매로는가장많은 1만9300대

를 기록했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

(SUV) 엔씨노는 출시 첫 달에 4385대가

팔리며시장에서긍정적반응을얻었다

기아차 모델 중에는 K2(9818대) K3

(7983대)가판매를이끈가운데지난달부터

판매를시작한준중형SUV 즈파오가4836

대를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안전운전으로 보험료 10% 할인 받으세요

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 꿀팁 4가지 소개

현대기아차 中시장 공략 청신호

지난달 판매량 10만대 전년도보다 101% 늘어

기아차 8단 자동변속기 장착 쏘렌토 더 마스터 쌍용차 안전성편의성 높인 티볼리 아머 기어 현대차 주행감 강화 쏘나타 익스트림 셀렉션

신차 나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