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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별전기차등록현황 (단위:대)

시 도
2017년

6월말

2018년

6월말

전년대비증가대수

(전년대비증가율)

서울 2,327 6,177 3,850↑(165.4%)

부산 478 1,196 718↑(150.2%)

대구 1,125 3,739 2,614↑(232.4%)

인천 303 938 635↑(209.6%)

광주 346 861 515↑(148.8%)

대전 153 613 460↑(300.7%)

울산 171 517 346↑(202.3%)

세종 54 238 184↑(340.7%)

경기 1,162 4,084 2,922↑(251.5%)

강원 248 769 521↑(210.1%)

충북 129 621 492↑(381.4%)

충남 199 725 526↑(264.3%)

전북 186 600 414↑(222.6%)

전남 601 1,549 948↑(157.7%)

경북 400 1,404 1,004↑(251.0%)

경남 743 1,517 774↑(104.2%)

제주 7,244 11,287 4,043↑(55.8%)

계 15,869 36,835 20,966↑(132.1%)

6월까지 2290여만대등록

전년보다 1.6%증가

수입차8.9% 친환경차1.7%

광주 전남167만여대

광주전기차증가율광역시최저

올해 6월말현재광주전남자동차등록대수는

167만1710대로 집계됐다. 전기차는 광주에서

861대, 전남 1549대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자동차등록대수는 2280여만대로나타나인

구 2.3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올해말, 2300만대돌파할듯=16일국토교통

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따르면올 6

월 말현재국내자동차누적등록대수는작년말

(2252만8295대)에 비해 1.6% 증가한 2288만

2035대로나타났다.

국산차는 2083만8565대(91.1%), 수입차는

204만3470대(8.9%)로조사됐다.특히수입차점

유율은지난해 6월8.0%→지난해말8.4%→올 6

월8.9%등으로늘어나는추세다.

국토부는전체자동차등록대수증가세가둔화

하고있지만1인가구및세컨드카수요등으로완

만하지만지속적증가세를유지, 올해말 2300만

대돌파가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

지역별로는광주의경우▲승용 54만1410대▲

승합 2만1530대▲화물 9만1401대▲특수 2383

대등65만6724대로집계됐고전남의등록대수는

▲승용 73만461대▲승합 4만1292대▲화물 23

만6675대▲특수6558대등101만4986대다.

◇친환경차보급늘어=친환경자동차로분류되

는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는39만3064대로전체

에서차지하는비중이 1.3%에서1.7%로커졌다.

전기차등록대수도 1년 만에 2.3배증가한 3만

6835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는 지난 2012년 말

860대에불과했지만정부의친환경차보급확대정

책이시행되고소비자관심도높아지면서지난해

말2만5108대로늘더니올해상반기까지1만대이

상증가했다. 기존차량외에전기차를동시에등

록한승용자동차소유자도1만380명으로작년동

기대비2.7배증가했다.

수소차는 358대로 1년전에비해 2.4배,하이브

리드차는 35만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

로나타났다.

◇전기차, 광주149%,전남158%늘어=광주시

가 친환경자동차선도도시를표방해온점을고

려하면전기차등록대수가기대에못미친다는지

적도많다.광주지역전기차는올6월861대로1년

전(346대)에비해 148.8%(515대) 증가했다. 증

가율로보면 8개특광역시중가장낮다.

광주시의경우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전기

자동차보급촉진을위한지원조례를제정, 500세

대이상아파트의경우전기차충전시설설치계획

을수립토록했지만조례제정이전에건립된아파

트에대해서는해당되지않아인프라확산에효과

가크지않다는지적도많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년간 전기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6월 621대)으로, 1년 전

(129대)에비해 381.4%증가했다.

전남은 1549대로 1년 전 601대보다 157.7%

(948대) 늘었다. 전기차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

로, 1만1287대가등록돼있다.

지역경제계에서는미세먼지저감및연비에대

한관심이높아지면서자동차구매패턴도변화되

는점을고려해친환경자동차에대한차별화된지

원책을마련, 정책을선점할수있도록해야한다

는목소리가나온다. /김지을기자dok2000@

두명중한명꼴車소유

현대기아차전차종음성제어

안드로이드오토서비스…내비 음악 전화등

충장로 2가커피숍알려줘. , 네,연결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구글,카카오등과손잡고자동차용앱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에나섰다.

16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신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인

안드로이드오토를국내에서판매하는전차종에지원키로했다.

안드로이드오토는차량화면을안드로이드스마트폰과연결해다

양한기능을지원하는앱으로, 내비게이션음악메시지전화등기능

을구글의인공지능(AI)비서인 구글어시스턴트를통해차량에서

음성으로제어할수있다.

국산차중에서는현대기아자동차가전차종에서안드로이드오토

를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했었다. 국내에서는

지도반출이어려워카카오내비를탑재하는형식으로국내서비스가

가능하게됐다.

차량용디스플레이가탑재된차량의USB포트에스마트폰을연결

한뒤차량내비게이션홈화면에서안드로이드오토아이콘을선택

하면서비스가시작된다.

안드로이드오토를통해가능한기능은▲내비게이션▲커뮤니케

이션(전화 & 문자메시지) ▲미디어 재생 ▲구글 어시스턴트(음성

지원)등이다.운전중음성으로메시지를주고받을수있고음악재

생도가능하다.예를들면차량운전자가 엄마한테전화걸어줘 , 오

늘밥뭐먹지라고문자보내줘라고하면인식,전화로문자를보내

줄수있다.

안드로이드오토의기본내비게이션어플리케이션은국내에서가

장많이사용되는앱으로꼽히는 카카오내비가적용된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쌍용차 휴가철점검서비스

전차종 28일까지정비사업소등70곳

쌍용차가여름휴가시즌을앞두고 하계특별차량점검서

비스를실시한다.

이번 차량점검 서비스는 쌍용차 전차종(대형 상용차 제

외)을대상으로오는 28일까지 13일간쌍용차정비사업소

와정비센터, 서비스프라자등전국 70여서비스네트워크

에서시행된다.

해당기간차량정비를맡긴운전자의경우▲에어컨히터

작동상태및필터점검▲타이어마모와공기압▲미터류와

경고등을비롯한계기반▲전후면램프점등상태▲브레이

크패드▲냉각수(부동액) ▲엔진오일▲브레이크 오일 등

액체류점검도실시한다. /김지을기자dok2000@

올뉴랭글러에디션 출시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한정판매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지프 올뉴랭글러

런치에디션을국내출시했다.

16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따르면 이 모델은 오는 8월

신형올뉴랭글러가출시되기에앞서국내소비자만을위해

한정기간판매하는특별모델이다.

올뉴랭글러는 11년만에완전변경(풀체인지)을거쳐지

난해미국로스앤젤레스(LA)모터쇼에서처음공개됐다.

블루, 화이트등두가지색상으로출시되며오는 8월 21

일올뉴랭글러의국내출시전까지판매된다.가격은 6170

만원이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