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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브랜드들이내수시장에서파죽지세로판매량을

늘려가자국내완성차업계의대응이본격화하고있다

11일 업계에따르면수입승용차판매량은지난 3월(1만

5733대)에 이어 4월(1만6712대)에도 사상최대치를경신하

며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

이런 추세라면 업계의 올해 수입차 판매량이 예상치인

18만대를무난하게 달성할것으로점쳐진다 이경우내수

시장의 수입 승용차 점유율은 지난해 127%에서 올해는

134%까지높아질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차의 판매 공세에 촉각을 곤

두세우면서대응에나섰다

맞불을 놓은 지점은갈수록 커지는 디젤차 시장 그리고

가격 등측면에서수입차와경합도가높은대형차및 스포

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이다

국내 디젤차 시장은 이미 유럽 브랜드들이 주도권을 쥔

상태다 우수한 연비와 동력성능을갖추는한편 다양한 가

격대로선택폭을넓힌수입디젤모델들이나오자국산브

랜드들은고전하고있다

한국GM은독일오펠사(社)의 디젤엔진을장착한중형

세단 말리부 디젤을 지난 3월 출시해 정면 승부를 걸었

다 물량이 부족해 최근 2014년형 모델 판매를 중단하고

2015년형모델의사전계약을받을정도로초기반응이뜨

겁다

여세를몰아오는 6월에는독일디젤차브랜드와말리부

디젤의 비교시승 행사를 연다 인터넷을 통해 고객 180명

을 주행시험장으로 초청 BMW의 320d와 폴크스바겐

파사트 등 유력 디젤 모델들과 성능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뒤지지않는연비와동력 상대적으로낮은가격등을고

객들이체험하게함으로써국내디젤차시장에서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게한국GM의전략이다

현대차도준대형세단그랜저의디젤모델을이달말부

산모터쇼에서처음선보이고하반기에출시하는방안을검

토중이다

신형 쏘나타의 디젤 모델 역시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에

서출시시기를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

국산 브랜드들은디젤차출시를통한정면대응뿐아니

라 대형차와 SUV 시장을 수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준대형이상의국산세단과 SUV 차량은가격측면에서고

객들이 수입차와 가장많이저울질하는차종이다 같은 돈

으로차급을조금낮춰수입차를살지 차량의크기나사양

등을고려해국산차를살지를고민하는경우가빈번하다는

것이다

고민중인소비자들을잡기위해현대기아차는신차전

략을구사하고 있다 현대차의 대형세단 신형제네시스가

대표적이다 제네시스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배(倍) 이상 많은 1만445대가 팔렸다 신차 효

과덕분이다

수입차로돌아섰던고객의마음을돌리려는마케팅도한

창이다 현대차는 수입차보유고객이에쿠스와제네시스

i30 등을사면 30만50만원을할인해주는 이벤트를진행

중이다

올해 14월 현대차의내수판매량중에서 SUV를비롯

한 레저용 차량과 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6%이다

지난해비중인 387%보다 39%포인트늘었다

수입차와 경합도가 높은 대형차와 SUV 분야에서 신차

출시와공격적인마케팅 등을통해판매량을늘려수입브

랜드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

다

연합뉴스

수입차게섰거라 국산 디젤차나간다

올해로 출시 30년을 맞은 국민

세단 쏘나타의 구매층이 세대를

거듭할수록젊어지는추세다

현대자동차는 7세대 LF쏘나타

가 3월 출시 이후 11일 현재까지

총 1만1904대가팔린가운데 30대

고객이전체판매량의207%를구

입해 1985년 쏘나타가 첫선을 보

인 이후 처음으로 30대구매층 비

중이 20%를넘었다고밝혔다

앞서 YF쏘나타 전체 구매층의

166%에 불과했던 30대가 쏘나

타의 주 수요층인 40대(240%)

50대(237%)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성장한셈이다

20대의 구매 비중도 YF쏘나타

34%에서 LF쏘나타 64%로두배

가까이늘었다

이전모델들과비교하면구매층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현대차가 1985년 내놓은 구

형 쏘나타는 60대 고객이총 판매

량의 650%를 사들여 대부분을

차지한 데 이어 70대 비중이 20

0%를 기록한 노년층의 자동차

였다

1994년 2세대와 3세대 쏘나타

가 잇따라 등장하자 6070대 비

중이 내려간 대신 50대가 383%

40대가 119%를 각각 구매해 새

로운수요층으로부상했지만이때

까지만 해도 1세대 쏘나타 판매

때와 마찬가지로 2030대 고객

은 전무했다 젊은층은 2000년 출

시된 EF쏘나타(20대 42% 30대

61%) 모델부터구매행렬에동참

했지만 2005년 판매 개시된 NF

쏘나타(20대 54% 30대 64%) 모

델까지만 해도 구매 실적이 미미

했다

그러나 2010년 YF쏘나타가 나

오자 30대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체 판매 대수의 166%를 20대

는 34%를 구매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고

최근 LF쏘나타에서는

역대 최고 비중을 차

지한 것이다 한때 쏘

나타 판매 실적을 좌

우했던 노년층의 비중은 60대 14

8% 70대 105%로축소됐다

쏘나타 고객들이 젊어진 것은

그만큼 이 모델이 대중화됐기 때

문이다 현대차관계자는 첫출

시 때 국내 최고급 세단이었던 쏘

나타가 차츰 대중화돼 현대차 라

인업의 중간쯤에 자리잡은 국민

세단이 됐고 젊은층의 구매력도

높아져부담없이접근하는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현대차가예전보다짧은간격으

로 신차를 속속 투입한 것도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1세대 이후 2세대 쏘나타가 나

오기까지 9년이걸렸지만이후신

차 주기가 6년 5년으로 좁혀져 7

세대는 4년만에풀체인지됐다

연합뉴스

쏘나타구매층젊어진다

LF쏘나타 30대 고객 207%

1985년 출시후첫 20% 넘어

수입차 판매량이 3월에 이어 4월 사상 최대치 기록을

새로갈아치우며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지난달수입차신규등록대수

가지난해같은달보다 255%증가한 1만6712대로집계

됐다고최근밝혔다

이는기존월간최대판매량이던 3월실적(1만5733대)

보다 62%증가한 것이다

올해 14월 수입차 누적 등록대수는 6만114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늘었다 지난달 수입차 브

랜드별등록대수는BMW가 3625대로 1위를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3310대)와 폴크스바겐(2609대) 아우

디(1980대) 포드(799대) 등이뒤를이었다

렉서스(601대)와 도요타(543대) 닛산(433대) 랜드로

버(355대) 크라이슬러(344대) 등도 10위안에이름을올

렸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 CDI

(628대)였고 BMW의 520d(599대)와 폴크스바겐 티구

안 20 TDI 블루모션(587대) 등도인기를끌었다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 미만 9152대(548%)

20003000㏄ 5497대(329%) 30004000㏄ 1498대(9

0%) 4000㏄ 이상 565대(33%)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

가속한국가나권역별등록대수는유럽이1만3371대로

전체의 801%를차지했고일본은 2172대(130%) 미국

은 1169대(70%)였다

연료별로는 디젤이 1만1254대(673%)로 가장 많았고

가솔린(4753대 284%)과 하이브리드(702대 42%) 전

기차(3대 00%) 등은상대적으로적었다

연합뉴스

수입차등록신기록
4월 1만6712대 62% 증가

BMW벤츠폴크스바겐順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

티차량(SUV) 쏘렌토가 북아메

리카 북서지역자동차기자협회

(NWAPA)가 뽑는 최고의 가

족용 차량에선정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태평양 연

안 지역 자동차 전문기자로 구

성된 NWAPA는 9일(현지시

간)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연례 머드 페스트에서 투표를 통해 쏘렌토에

이상을줬다

기아차미국법인마이클스프라그부사장은 미국에서생산하는쏘렌토

의 가치를인정받아기쁘다고밝혔다 연합뉴스

기아쏘렌토최고가족용차량

수입차파죽지세에 국산차 대응 본격화

한국GM 말리부 디젤 출시 정면승부

현대차 제네시스 출시 공격적 마케팅

美자동차기자협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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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말리부디젤
현대차제네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