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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그랜저하이브리드

니로EV

쉐보레볼트EV

2018K7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EV등친환경차올해도씽씽달린다
지난해 12만대팔려역대최대치경신

그랜저 니로하이브리드 코나EV주도

올쏘울부스터EV 쏘나타하이브리드출시

올해국내외자동차시장의급성장을이어갈차

량으로친환경차가첫손에꼽히고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눈부신판매실적을올린데다,부

정적전망이휩쓸고있는올해자동차시장에서

도긍정적전망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

14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차그룹글로벌

경영연구소는최근 2019년자동차산업전망과

관련, 지난해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전기

차(EV)의성장으로판매대수가연간 20%증가했고내년에도중국

의신에너지차의무생산규제등이시행되면서올해보다18.7%증가

한401만대판매가가능할것으로전망됐다.

자동차업계가올해국내자동차시장의경우경기침체로인한생

산판매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하는가하면,유럽미국시장

의판매부진이우려되면서글로벌자동차시장도0.1%성장에머

물것이라는다소우울한수출계획을수립했던것과는사뭇다른

전망이라는점에서관심을모은다.

친환경차판매실적도눈길을끈다.지난해만해도친환경차

국내판매량은 12만대를돌파하며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

지난해국산차와수입차를합한국내전체친환경차판

매량은 총 12만3387대로 2017년 연간 판매량인 9만

7435대와비교해26.6%성장했다.

완성차업계로는 현대차의 경우 4만9309대로,

전년도 3만6362대보다1만대이상늘었다.

그랜저하이브리드(2만4568대)가국

내에서가장많이팔린친환경

차에이름을올린데다,

코나 EV

(1만1193대)판매

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전

체판매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

기아차도 지난해 3만5160대가 팔려

전년도(3만4552대)에견줘 1.8%늘었다.

K5하이브리드가전년(2574대)보다28.1%늘

면서 3298대 팔렸고 K7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7305대로 전년(6280대)에 비해 16.3%

증가한게전체판매량을끌어올렸다.기

아차 니로 하이브리드는 전년도(2만

3647대)보다18.1%감소한 1만9378

대가팔렸지만국내하이브리드시장에

서판매량이2위에올랐다.

한국GM도전반적판매감소에도불구,

하이브리드와전기차등친환경차판매는급증했다.볼트하이브리

드와전기차모델은지난해총 4882대가판매돼전년도에견줘무

려 683.6%폭등했고볼트전기차는지난해만 4722대가팔려전년

도(563대)보다738.7%나증가했다.

한국GM은여세를몰아볼트EV 2019년형모델에대한사전계

약에들어간상태다. 수입차업계도비슷하다.지난해국내에판

매된 수입차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3만360대로 전년도(2만

2847대)보다 32.9%나증가했다.

올해도성능이개선된친환경신차가대거쏟아질것으로예

상되면서지난해급증한성장세를이어갈수있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현대기아차는쏘울부스터의EV모델을

시작으로코나하이브리드,쏘나타하이브리드를새

롭게 내놓는다. 친환경 전용차인 아이오닉(하이

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의상품

성개선모델을선보일예정이다.

/김지을기자dok2000@

kwangju.co.kr

美 수입차관세범위 일률적→제한적 변경되나

자율주행차 전기차등겨냥

상무부 3가지규제방안제안

미국이검토중인수입자동차관세가모

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일률적

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 자율주행차와 전

기차등첨단기술을겨냥해 제한적으로

적용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

14일미국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대한해결방안등을담은보고서에서

3가지수입규제방안을제안했다.

첫 번째방안은모든자동차와자동차부

품에추가로20∼25%관세를부과하는것

이다. 25%관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

령이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근거

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라고지

시했을때부터유력한방안으로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

(Connected),전기화(Electric),차량공

유(Shared)등ACES차량기술수입을

제한한다. ACES 차량또는ACES 관련

부품에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

세번째는일률적인관세보다는적용범

위가좁고, ACES 기술보다는넓은폭의

관세인것으로알려졌다.

상무부가이같은방안을담은보고서를

백악관에제출하면도널드트럼프대통령

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

정한다.

앞서상무부는철강보고서를제출했을

때도 3가지방안을제시했다.

상무부의자동차보고서제출기한은오

는 2월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수정

보완을지시했던것으로알려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그동안상무부

가여러초안을작성했지만먼저만든초안

에는일률적인관세만제안했지특정기술에

대한관세를언급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업계에서는관세범위를ACES로한정

하는게 중국제조 2025 를비롯해중국의

첨단기술확보를견제하려는의도라는해

석이나온다.

현대차와기아차등국내완성차업계로

선전체대미수출에서전기차가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제한적인 관세가 더 유

리하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

율주행기능을탑재하고있어관세를완전

히피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또자동차

를구성하는수많은부품중ACES에해

당하는부분만선별해서관세를부과하기

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따른다는점에서

관세범위의ACES 한정이쉽지않을것

이라는분석도나온다. /연합뉴스

23일신차나와요

쏘울부스터 코나아이언맨에디션잇단출시

쏘울부스터

오는 23일, 국내자동차업계가주목하고있는차량들이잇따

라선을보인다.

기아차광주공장이전량생산하는쏘울부스터가 23일출시

된다. 사전 계약은 14일부터다. 쏘울부스터는기아차광주공

장의미래가걸려있다는말이나올정도로주목받는차량이다.

광주공장의경우트럭등상용차위주에서스포티지생산을

거쳐쏘울을양산,기아차의세계수출을견인하는경쟁력을확

보했다는점에서쏘울에갖는의미는각별하다.

특히쏘울부스터이전모델인준준형박스카쏘울의경우광

주공장이전량생산해온 수출효자차종이었다.

지난 2008년출시이후지난해까지글로벌시장에서만 168

만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링카였다. 지난해도 전체 생산량

(15만6716대)의98.3%(15만4134대)가수출됐다.지난해미

국수출물량도전체생산량의 59.6%(9만3558대)에이른다.

이때문에기아차광주공장이 3세대모델인쏘울부스터에거

는기대도클수밖에없다.

쏘울부스터는가솔린 1.6터보와전기차(EV)등 2개모델

로출시되며첨단주행안전기술인스마트크루즈컨트롤과후

측방충돌경고,차로이탈방지보조, 운전자주의경고, 후방

교차충돌경고등이적용됐다.

세계최초마블캐릭터 적용한 양산차 코나 아이언맨 에디

션도오는 23일국내소비자들에게판매된다.

아이언맨 에디션은 전 세계 7000대, 국내에서도 1700대만

한정판매하는스페셜에디션차량이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영화로잘알려진아이언맨수트의전용빨간색은포인트색상

으로적용했고전면부에마블로고가새겨진V자모양의후드

에아이언맨마스크의눈매를닮은주간주행등을갖췄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