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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3분기 실적을 갈랐다

일본차와 독일차는 웃었고 한국차와 미국차는 울상을 지

었다

지난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이

발표된 글로벌 자동차기업 9개사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20% 감소한 반면 영업

이익은 366%나 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3분기

71%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업체의 실적을 좌우한 것은 환율 엔화와 유로화

약세는 곧 일본업체와 유럽업체의 경영실적 강세로 연결

됐고 원화 달러화 강세는 한국 미국 업체들의 실적악화

에 큰 영향을 끼쳤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0% 186%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글로

벌업계 최상위급이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지난해보

다 19%포인트 10%포인트 떨어진 77% 50%에 그쳐

중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현대기아차와 함께 미국차들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는 영업이익이 무려 435%

456%나 떨어지며 영업이익률도 34% 31%에 불과했

다 지난해 3분기엔 두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58%였

다

포드는 9월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만 74만6842대의

차량을 리콜한 여파에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내 수요 부

진이 겹치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GM은 3분기

에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올렸지만 대규모 리콜 비용의 영

향으로 영업이익이 급락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9개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졌다

반면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차들은 엔저를 등에 업고 판

촉을 대거 강화함에 따라 수익률 면에서 상승세를 탔다

도요타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13%에 달했고 닛산 역시

180%나 늘었다 두 업체의 매출도 43% 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01% 51%로 지난해보다 0

6%포인트 04%포인트 개선됐다

독일차도 나쁘지 않았다 다임러는 벤츠 판매의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 673%나 늘어 영업이익

률이 1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다임러는 9개 업체 중 수익성이 가장 높았다

폴크스바겐도 중국에서 판매호조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

입어 영업이익이 163% 늘어나며 영업이익률이 07%포

인트 올라간 66%를 기록했다 BMW는 영업이익률이 0

3%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나

타내며 여전히 10%대 영업이익률(103%)을 올렸다

연합뉴스

글로벌 자동차업계 실적 환율이 갈랐다

앞으로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이 허용오

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같이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연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다음주에 공동고시를 공포할예정이다

자동차 연비조사는 올해부터 국토부가총괄하고있다 애초 3개 부처가 행정

예고한 안에는 예산과 인력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

범위를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2차 측정때의 결과로 연비를 산정하게

돼있었다

하지만객관성을 높여야한다는 업계의 요구를받아들여 1차 측정때도 업체

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테스트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다

공동 고시안에는 연비측정기관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으로 정해져있었지만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넘으면 다른기관에서재측정할

수있어야한다는 업계의 요구도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

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맡도록 했다

다만 2차 측정때도 주항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

찰을 수치화한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2차 조사까

지 했을때는 12차 조사한 차량 연비의 평균값을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연비 시험차량 3대 평균값으로검증

국토부 허용 오차범위 5% 초과땐 3대 추가측정

엔화유로화약세에일본독일차웃고

원화달러화강세에한국미국차울고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둘러싸고 갈등을빚는 가운데자동차산업협

회가 현재의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6일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때일반카드거

래와 같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동차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자

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또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받은 19%의 수수료율

가운데 137%를캐피탈사에넘겨주고 캐피탈사가 이를

자사의 영업에활용하기때문에 자동차사의 의사와 관계

없이 캐피탈사의 영업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지

적했다

협회는 카드 복합할부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업계

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 재원과 기회를 상실하게 돼

결국 자동차 가격의 상승요인이될수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곧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업계는 2010년부터 4년간카드복합할부 수수료

로 1872억원을 부담했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

차 금융의 독과점을막기 위해캐피탈사 한곳이특정 자

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인데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계열할부금융이용 비중을 보

면 BMW 79% 폴크스바겐 70% 닛산 68% 혼다 66%

도요타 63% 등이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63%와 49%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 자동차업체

들이 계열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판촉활동을 하는 상

황에서 한국만 금융정책당국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정책이라고 비

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단체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현대차와KB

국민카드의 협상마감 시한(17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오

면서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치로풀이된다

연합뉴스

카드 복합할부수수료율과다  합리적조정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지적

한국닛산이 닛산브랜드의첫디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캐시카이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다음달에는 전기차 리프까지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

에 가속페달을밟는다

캐시카이는 2007년처음 나와 현재까지 전세계누적 판매 200만대를넘긴 자

동차로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 시장에서 SUV 판매 1위를 차지한 차종이다 국

내 출시된캐시카이는 올해 초 유럽에서새로 선보인 2세대 모델로 출시직후 영

국왓카로부터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유로 엔캡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별 5

개를 획득하는 등 디자인 안전기술 주행능력 3박자를 비교적 잘 갖췄다는 평

가를받았다

국내 가격은 S급 3050만원 SL급 3390만원 플래티넘급 3790만원으로 책정

됐다 현재까지 사전 계약물량은 약 600대다 이란의 유목민족이름에서 따온

캐시카이는 16 4기통 디젤 엔진에 7단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는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를맞물려 최고출력 131마력 최대토크 326kgm의 힘을낸다 낮

은 rpm영역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해 중저속 구간이많은 한국의 도심환

경에 적합하다고 한국닛산은설명했다 공인연비는당 153(도심 144고

속도로 166)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닛산 디젤 SUV 캐시카이 출시

전기차리프도다음달첫선

기업명 통화 매출액 증감 영업이익 증감 영업이익

률증감

다임러 유로 33122 100% 3732 673% 39%p

닛산 엔 5144629 82% 261944 180% 04%p

폴크스바겐 유로 48910 41% 3230 163% 07%p

도요타 엔 6554909 43% 659218 113% 06%p

BMW 유로 19600 45% 2013 12% 03%p

현대차 원 21280400 22% 1648700 180% 19%p

기아차 원 11414800 19% 566600 186% 10%p

포드 달러 34900 30% 1181 435% 24%p

GM 달러 39255 07% 1227 456% 27%p

9개사합계

(달러화환산)

340533 20% 24272 366% 71%

글로벌자동차기업9개사3분기영업실적

(단위백만원)

기아자동차가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천안현대기아차천안정비연수원

에서개최한 제7회 전세계정비사경진대회에서참가자들이실기시험을

치르고있다 기아차제공

세계정비사들다모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