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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간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이 사

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국산차보다 부품비가 비싼

수입차의 수리비는 1조원에 육박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년간 자동차

보험 수리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수리비로 지급

된 보험금이 5조1189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2년(4조6166억원)에 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수리비는 지급된 보험금은 2010년 4조원을 돌파

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5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이후에

전년대비 한자릿수 증가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비는 3182

억원(83%) 증가한 4조1516억원이었다 수입차 수리비는

1841억원(235%) 급증한 9673억원에 달했다 1조원에 육

박하는 규모다 차량 렌트비 등을 합친 수입차의 지급보험

금은 2072억원(240%) 증가한 1조705억원으로 사상 처음

으로 1조원을 넘었다 국산차는 4조1955억원이었다

수입차 수리건수는 전체 수리건수(473만7501건)의 7

4%(35만353건)를 차지했으나 수리비 지급규모는 전체의

189%에 달했다

전체 수리비 중 부품비(2조3460억원)는 지난해보다 11

6% 증가했고 공임(1조1991억원)과 도장료(1조 5738억원)

는 각각 89%와 113% 늘었다 부품비 비중은 458%이었

고 공임과 도장은 각각 234%와 307%였다 수입차는 부

품비가 전체 수리비의 598%를 차지했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급증하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차 대비 46배인 수입차 부품비에 대해

대체부품 사용 확대제도 도입 부품가격정보 공개 현실화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2년 만에 판매 10만대를 넘

긴 베스트셀링카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쏘나타는 신형과

구형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지난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8만8485대가 판매됐다 월평균 판매대수는 8800여 대

로 현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0만대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된다

쏘나타가 10만대 판매를 달성하면 2012년 이후 2년 만에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린 차종이 나오게 된다 쏘나타

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연속 국내 베스트셀링카

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준중형

세단 아반떼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출시된 LF쏘나타가 예상 밖으로 신차 효과를 누리

지 못하면서 국민차로서의 옛 명성이 퇴색되는 듯했으나

최근 LF쏘나타 택시 모델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다시 판

매 1위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2012년에는 아반떼(11만1290대) 쏘나타(10만3994대)

등 2개 차종이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었다 그러나 지

난해에는 국내 판매 1위인 아반떼가 9만3966대가 팔리는

데 그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이어져 온 10만

대 클럽의 명맥이 끊겼다

쏘나타의 10만대 클럽 가입은 최근 수입차의 공세가 거

센데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급도 대형차와 경차로 양

극화하면서 중형차급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벨로스터나 QM3 트랙스 등 기

존 차급을 넘나드는 다양한 차종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연간 10만대 이상이 팔리는 히트 모델이 나

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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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수입차 돌

풍지속 자동차등록 2000만대 돌파등다

양한이슈가부각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최근내놓은자

동차경제 12월호특집으로 2014년세계자

동차 산업 이슈를 다루면서 국내 5대 관심

사로 수입차 확대 지속 자동차 등록 2000

만대 돌파 생산수출의 증가세 전환 디젤

승용차돌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

성장을꼽았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는 젊은층의 수입차

선호가 늘고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지며 수입차 판매의 급성장세가 이어졌다

올해수입차판매는지난해보다약 25% 늘

어나 19만대를웃도는사상최대의판매실

적을올릴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올해도

3040대 연령층 개인의 2000㏄ 미만 디

젤 승용차 구입 증가세가 이어지며 수입차

성장을견인했다 수입차의파상공세에맞

서국내업체도신차출시로맞대응 시장이

활기를띰에따라지난 10월30일국내자동

차 보유 대수는 전세계 15번째 아시아 4번

째로2000만대를돌파했다

국내자동차1대당인구수는1995년 541

명에서 2014년 256명으로감소한반면 가

구당 보유 대수는 065대에서 114대로 증

가했다 세계적인경기둔화와러시아 브라

질 등 신흥시장 경제 위기 등 수출 환경 악

화에도 불구하고 신차 출시는 국내 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는 원동력으

로작용했다 올해 10월까지국내자동차생

산은 지난해보다 02% 늘어난 368만대로

나타나 약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국산차 판매

도올해는현대차쏘나타 기아차카니발과

쏘렌토 르노삼성차QM5 등신차효과에힘

입어증가세를보였다

올해 10월까지 국산차 판매는 지난해보

다 38% 늘어난 118만대이며 수입차를 포

함한 연간 판매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까지 249만대로 집계된 올해 자동차

수출역시원화절상에따른가격경쟁력약

화와한국GM의유럽시장에서의쉐보레브

랜드 철수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보인다

디젤 승용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눈에띈다 지난해에전년대비 334% 늘어

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513%

나 증가했다 승용차 전체에서디젤모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1년 약 4%에서 올

해약 15%로 11%포인트가량뛰어올랐다

차급별로는 SUV의 급성장이 눈길을 끈

다 지난 10월까지SUV는 169% 증가해전

체차급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고

이런 급성장 속에 국내 자동차시장의 SUV

비중도 20%를 넘어섰다 SUV 가운데에서

도 소형 SUV와 수입업체의 강세가 두드러

진다

한편 올해해외자동차시장 10대이슈로

는 ▲도요타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

(GM) 등 글로벌 빅3의 연간 판매 1000만

대 돌파 ▲GM 포드 FCA(피아트크라이

슬러그룹) 등 미국 빅3의 중장기성장전략

발표▲GM의대규모리콜사태▲선진시장

회복세와 신흥시장 경기 둔화 ▲PCA(푸

조시트로엥그룹) 등 유럽업체의 회복 ▲

SUV 시장의지속성장▲주요시장의연비

규제 강화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 경쟁

본격화 ▲카셰어링과 우버 등 진화하는 모

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경

쟁격화등이거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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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9만대판매전년비 25% 늘어 사상 최대

국내 자동차보유세계 15번째亞 4번째 2000만대

쏘나타 명예회복

10월까지9만대판매2년만에 10만대넘길듯

차 보험금지급 5조원

지난해수리비최대수입차 1조원육박

폭스바겐파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