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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차가빠르게국내시장을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당 수 억원을 호가하

는 럭셔리카의 판매 증가세가 특히 두드

러져 눈길을끌고있다 수입차가대중화

되자초창기수입차고객이희소성을찾아

고가차로 이동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당

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시

장에서 대다수 수입 고가 자동차 업계는

수입차평균판매증가율인 255%를훨씬

웃도는성장률을보이며쾌속질주했다

이탈리아고가자동차업체인마세라티

는정확한판매대수를공표하지는않았으

나 작년 국내 시장 판매량이 2013년에 비

해 5배가까이늘었다고밝혔다 마세라티

는 2013년에 총 120대를 판매한 바 있어

작년에는 600대 안팎의 자동차를국내시

장에서팔아치운것으로관측된다

이탈리아슈퍼카람보르기니도작년 30

여대를 팔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

으로전해졌다 람보르기니는국내시장에

서 3억원대초반부터시작하는우라칸 최

저가 5억7000여만원인아벤타도르등 2가

지모델을판매하고있다

영국고급세단벤틀리는지난해한국시

장에서역대최다인총 322대를판매 전년

(164대)에 비해 963% 판매량을 늘렸다 2

억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4도어 세단 플

라잉스퍼라인업이총판매의 60%를책임

지며 폭발적인성장세를이끌었다 벤틀리

모터스코리아는여세를몰아3억8000만원

대의한정판퍼포먼스차량인 벤틀리컨티

넨탈 GT3R을 6대 들여오고 4억7000만

원대의 플래그십(최고급) 모델 뮬산의 고

성능차인뮬산스피드를출시하는등올해

라인업을한층강화할예정이다

럭셔리세단롤스로이스도작년4억1000

만원의엔트리모델고스트를앞세워총45

대를판매 500%의성장세를보였다

스포츠카의대명사포르셰는작년국내

에서전년보다 258% 늘어난 2568대의차

량을 판매 수입차 전체의 평균 성장률을

소폭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마칸 등 1억원대 미만의 비

교적 저렴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성장세를이끌었다면올해는 1억2억

원대의 정통 스포츠카 911 시리즈나 파나

메라등의판매가호조를보일 것으로 포

르셰코리아측은기대하고있다

이처럼고가자동차시장이폭발적인성

장세를보이는것은작년수입차총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는등 수입차 대

중화 시대가 도래하자 차량을 통해 차별

화를 원하는 사람이 희소성을 노리고 좀

더 비싼 차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예전에는 수입차 고객이 메르세데스벤

츠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남들과 다르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했으나 이제 이들 3사의 국내 판매량

이 한 해 1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아무나다타는수입차가아닌 희소성을

원하는사람들이럭셔리브랜드로이동하

며 고가차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고 진단

했다 연합뉴스

럭셔리카 거침없는 질주

기아차는미국슈퍼볼경기중내보낼신형쏘렌토TV광고에영화007시리즈의 제임스본드역을맡았던피어스브로스넌을캐

스팅하는등미국공략에상당한공을들이고있다 기아차미국홈페이지

기아차를시승하면돈을드립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시장 점유율을 끌

어올리기위해공격적인 마케팅을펼치

고있다 최근 올 뉴 쏘렌토를미국 시장

에 선보인 기아차는 TV광고와 이색 마

케팅을통해소비자들을유혹하고있다

현대차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쉽게 자

동차를이용할수있도록리스비중을끌

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

면 기아차는 미국에서 3월 말까지 시승

하는 고객에게 25달러의 선불카드를 제

공한다 기아차미국홈페이지를통해시

승 예약을 한 뒤 딜러점을 방문해 올 뉴

쏘렌토나 옵티마(한국명 K5) 등 신차를

골라시승하면 25달러를받을수있다

기아차관계자는적은비용을들여기

아차 홈페이지와 딜러점에 고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시승 체험이

늘어나면 기아차에 대한 인지도와 판매

향상효과도노릴수있다고말했다

기아차는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경기에서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광고에 참여한다

기아차는슈퍼볼경기중내보낼신형쏘

렌토 TV광고에영화 007시리즈의 제임

스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캐스팅하는등상당한공을들였다

미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도 적극적으

로활용할방침이다

기아차는 이달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

에서 올 뉴 쏘렌토를 선보인 데 이어 다

음 달 1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미국 시

카고오토쇼에는전기모터로움직이는 4

륜구동 오프로드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

정이다 기아차의 캘리포니아 디자인 스

튜디오가 디자인한 차로 도시를 벗어나

스키나 스노보드 캠핑 등산 등을 즐기

고싶어하는이들을위해설계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보다 84% 증가한 58만여 대를 팔아 전

체 평균판매신장률(59%)을웃도는성

과를냈다

기아차관계자는올해미국시장에서는

승용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센티브 증가

요인이있지만쏘렌토와카니발을본격적

으로판매해이를상쇄하고점유율을끌어

올릴계획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승용차수입이큰폭으로증가한

반면 수출은 소폭으로 늘어 승용차 무역

수지흑자규모가줄었다

2일관세청의 2014년승용차교역동향

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439억

5600만달러(302만2000대)로 전년보다 1

6%증가하는데그쳤다반면승용차수입

액은 79억7800만달러(25만6000대)로 전

년보다 454% 급증해 무역수지 흑자는

359억7800만달러로 전년보다 48% 감소

했다 수출차 평균단가는 대당 1만4544달

러로전년보다 16% 증가했고 수입차평

균단가는 3만1144달러로 전년보다 45%

올랐다

관세청은무역수지흑자감소에대해국

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생산이 점차

증가한데따른것으로해석했다

승용차수입이급증한이유는소형차와

고급차수요가큰폭으로늘었고 할부 마

케팅 등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지난해 승용차 수입액 증가율은 2010

년에 555%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다 배기량별로 휘발유차 수출은 주력품

목인 1500㏄2000㏄ 승용차가 15% 증

가한 반면 1000㏄1500㏄ 승용차는 전

년대비 62% 2000㏄초과승용차는 63%

올랐다 연합뉴스

작년 국내 판매량 급증

전년 비해 25% 이상 늘어

희소성 앞세워 시장 잠식

마세라티기블리
람보르기니우라칸

벤틀리컨티넨탈포르쉐마칸S

수입 45% 늘때 수출 16% 늘어작년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 급감

007이 타는 기아차
시승하면 25달러 줍니다

미국시장 점유율 높이기

현대기아차의세계시장점유율이 3

년연속제자리걸음을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

난해세계시장에서전년동기보다 47%

증가한총 771만2000대를판매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LMC

오토모티브가집계한글로벌산업수요 8

천716만6000대를기준으로 88%의점유

율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세계 시

장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1년 8

6%로 껑충 뛴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연속 88%를나타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

차 중국 3공장을 제외하고 추가 생산기

지 확충이없는상황에서시장점유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상당히 선전

한것이라고말했다또미국과중국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업체들이 엔저를 등

에업고적극적인판촉공세를펼친데다

현대기아차가주력시장으로공을들이

는신흥시장이불안한가운데얻은결과

여서의미가있다는평가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분기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1분기 83%로 시작했으나

2분기 91% 3분기 90% 4분기 90%로

9% 선을 유지했다 특히 4분기에 800만

대판매목표달성을위해총력전을펼치

면서연간점유율을 88%로끌어올릴수

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선방은

올해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올 한해 추가 생산기지 가동이

없는탓에현대기아차의판매목표도지

난해대비 25% 늘어나는수준에그치기

때문이다다만 2016년에는기아차멕시

코공장을비롯해현대차중국 4 5공장이

완공됨에따라그이후에는시장점유율

이확대될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에도 제

값받기를통해내실을다지고브랜드인

지도를 높이는 한편 투싼 아반떼 K5

스포티지 등 볼륨카들을 성공적으로 출

시해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

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세계시장 점유율 3년 연속 제자리

작년 771만2000대 판매2012년부터 88%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