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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자동차업체들의시장선점을위한경쟁도한층치열

해질것으로보인다 정부는각종규제를풀어현재 5000

억원 수준인 튜닝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4조원 규모로

키울방침이다

업계에따르면국내자동차업체가운데튜닝사업에가

장적극적인곳은현대기아차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튜닝 브랜드 튜익스

(TUIX)와 튜온(TUON)의 온라인몰을 각각 오픈했

다

튜익스몰에서는 현대차 맥스크루즈 등 8개 차종에 대

한 튜닝상품을 튜온몰에는 기아차의 올 뉴 쏘울 등 5개

차종에대한튜닝상품을판매하고있다

현대기아차는온라인튜닝몰을단순히기존전문업체

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시중의

다양한 튜닝업체들과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협업

체계를갖춰운영해나갈계획이다 이는자본력과기술력

을갖춘대기업이중소기업들이주로포진해있는사업에

뛰어든다는비판여론을감안한것으로풀이된다

한국GM도외부업체와연계해램프와스포일러 휠등

자동차관련액세서리를 판매중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로 판매하는쌍용차는

튜닝산업이 발전할 경우 SUV 판매도 함께 늘어날 것으

로보고튜닝사업에적극적이다

쌍용차관계자는 SUV 차량은세단보다튜닝할수있

는아이템이많다면서 SUV구매자들은레저나동호회

활동도활발히해튜닝차들이많은사람의눈길을끌 수

있다고말했다

쌍용차는현재전문업체와협력해차량출고전에고객

이 요청할 경우튜닝제품을달아주고 있다 출고 후 고객

이 직접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비용 시간도

절약할수있기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들도국내튜닝시장에잇따라뛰어들고있

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튜닝 브랜드인 압트(ABT)

가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데 이어 10월에는 메르세데

스벤츠튜닝전문브랜드로유명한브라부스(BRABUS)

도국내시장에진출했다

이업체들은튜닝부품과함께튜닝이끝난완성차도판

매할계획이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의 외관과 성능에 대한

고객의요구가점점다양해지고있는만큼 튜닝붐이일

수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자동차업계 4조원 튜닝시장 잡아라

정부 규제풀어 시장 활성화

현대차기아차 온라인몰 오픈

수입차업체도 진출 잇따라

레저 수요 확대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

핑카로개조할수있도록규제가완화된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의등화장치는튜닝승인을받지않아도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

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담은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을확정발표했

다

이번대책은튜닝규제완화와제도적기반구축으로튜

닝시장의규모를키우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안전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규제

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

때문에금지됐으나앞으로여가형과생계형 튜닝은안전

검토를거쳐승인을받으면허용된다

국토부는이달중 자동차구조장치변경에관한규정

을 개정해 곧바로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소화기

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받을 수

있다

소형 트럭에서음식을조리해파는푸드트럭은다음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

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을 갖추고 안

전환경시설을갖춰야한다

또냉동기 압축천연가스(CNG) 연료통등특수장치를

설치하는경우에는차량총중량증가최대허용치가 60

120확대된다

인터넷으로구조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하고승인서를

받는데걸리는시간도 37일에서신청당일로단축하는

등튜닝승인절차도간소화한다

안전과직결된규제는유지된다특히광축조절장치없

는고광도전구(HID) 전조등장착등불법튜닝단속과처

벌은강화된다 튜닝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도마

련됐다

우선 튜닝부품의성능과소비자신뢰도를높이고자자

동차튜닝협회가튜닝부품을인증하고정부가이를관리

감독하는제도를연말께도입한다

1단계로소음기 휠등 57개부품을대상으로인증제

를추진한다

또내년말까지보험사가튜닝부품의손상을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하게유도하는한편제작사가차량

고장 시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

닝이고장의직접적원인이라는사실을제작사가직접입

증하도록관련법 개정을검토하기로했다

자동차제작자가옵션주문을받아튜닝해소비자에게

판매하는제작사튜닝을활성화하기위해제작단계별자

기인증제를도입하고수제스포츠카등소량생산자동차

의별도인증제도마련한다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23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

조원) 등 주요자동차생산국과비교하면규모가매우작

다

연합뉴스

승합차 이달말부터캠핑카개조가능해진다

푸드트럭은다음달부터구조변경

스타렉스캠핑카내부현대차가그랜드스타렉스를개조해판매하고있는스타렉스캠핑카

현대기아자동차가브릭스지역에서사상최대점유율을기록하며역

대최고의판매기록을세웠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5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시장에서지난해같은기간보다 72%증가한 114만9553대를판매해 11

2%의점유율을기록했다

지난 2002년 33%에불과했던점유율은해마다꾸준히상승해지난해

108%를 기록했으며올해처음 11%를넘어선것이다

현대차가지난해같은기간대비 69% 증가한 80만20916대를판매해

78%의점유율을보였고 기아차는이기간 79% 늘어난 34만6637대를

팔아 34%의점유율을기록했다

브릭스 지역에서 점유율 1위 업체는 폴크스바겐으로 이 기간 193만

3369대를 판매해 189%의점유율을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2위에올

랐고 107만1299대를판매한GM은 105%의점유율로 3위를차지했다

현대기아차와GM의점유율격차는지난해같은기간03%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더욱벌어졌다

현대기아차는 1998년인도를시작으로 2002년중국시장에진출했으

며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러시아와 브라질에 현지 생산체제를

마련해점유율을넓혀왔다

지역별로보면브라질에서는현지공장에서생산판매중인전략소형

차 HB20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현대차 점유율이 작년 동기 대비 08%

포인트 증가한 68%를 기록했다 기아차까지 합치면 전체 점유율은 7

5%에이른다 러시아에서는현지산업수요감소에도현대기아차의점

유율은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늘어난 145%를 나타냈다 이는 현지

수입차판매 1 2위를기록중인현대차쏠라리스(한국명엑센트)와기아

차리오(한국명프라이드) 판매량이늘어난데 따른것이다

현대기아차관계자는 브릭스지역은미국과유럽시장다음으로주

요업체 간의경쟁이가장치열한곳이라며 이들지역에현지생산체

제를적기에구축해 점유율이빠르게늘어난것같다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

현대쏠라리스

현대기아차브릭스점유율 112%

사상 최대114만9553대 판매

올해들어 미국등주요해외자동차시장에서 국내완성차업체들의

자동차리콜대수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리콜규모가우리보다훨씬큰 미국과일본업체와 달리국내

업체들은 신속한대처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잘 지켜내고있는것으

로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국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세계 자동차 리

콜사태동향과 우리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완성차 업체가

올해 15월미국과중국 일본및한국등 4개국시장에서리콜을실시

한대수는 50만1000대로집계됐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의 17만3000대보다 1895%나급증한수치다

미국과일본의완성차회사들은국내업체보다리콜대수증가율은낮

았지만규모가월등히컸다미국업체들은작년보다927%증가한2305

만5천대를 리콜했고 일본 업체들의 리콜 대수는 920% 증가한 255만

9000대였다 연합뉴스

국산차국내외시장서리콜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