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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글로벌경기불황과내수

침체 등으로 작년까지 2년 연속 판매목표

달성에실패했음에도새해글로벌판매목

표를역대최대치인 825만대로확장했다

현대기아차는전세계적으로붐이일고

있는 SUV 라인업 확대와 중국과 멕시코

공장의 생산량 증대로 올해 실적 목표를

반드시달성하겠다는각오다

현대기아차는 2일 신년사를 통해 현대

차 508만대 기아차 317만대 등 총 825만

대를국내외시장에판매할계획이라고밝

혔다 이는지난해판매목표 813만대대비

15% 판매대수 785만790만대(추정치)

대비 4450% 증가한규모로역대최대

치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목표를

전년보다 7만대줄어든 813만대로낮춰잡

았다 그러나 판매량은 목표 달성은 고사

하고 3년만에 처음으로 80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더욱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미

국유럽 정체 중국 둔화 등으로 작년 대

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

는등전망이밝지않다

그러나현대기아차는올해경쟁력있는

신차출시와 새로운차급시장 진출 글로

벌 생산 체계 강화 등으로 판매목표를 달

성할수있다는입장이다

먼저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에서 주목받는 소형 SUV와 고급차 부문

신차출시로신규수요를창출할전략이다

현대기아차는 소형 SUV 신차를 국내

와 유럽 등에 순차 출시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크레타 ix25

KX3 등 기존 소형 SUV를 활용하는 반

면 선진시장에서는 신형 차종으로 소형

SUV수요를끌어모을계획이다

고급차 부문에서는 기아차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신차 CK(프로젝트명) 제네

시스브랜드의중형럭셔리세단G70가출

시된다 친환경차시장에서는그랜저하이

브리드아이오닉니로플러그인하이브리

드(PHEV)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

벌주요국가로판매지역을확대한다

판매볼륨이상대적으로큰차급인쏘나

타와쏘렌토상품성개선모델을출시해전

열을 재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대차

는 쏘나타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에 이어

미국등에출시하며 i30를주력시장인유

럽에본격투입한다 기아차는니로와 K7

을 미국에 신형 모닝과리오를유럽에선

보인다

지역별전략차종을활용한판매확대도

계속추진한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현대차는신형위에둥과가격경쟁력을높

인준중형 SUV를 기아차는중국형쏘렌

토를각각출시한다

무엇보다현대기아차는올해중국공장

준공과 중국멕시코 공장 가동률 확대로

생산량이늘어나는점이판매목표달성에

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대차는지난해준공한중국창저우공

장의 가동률 증가와 올해 충칭공장 준공

으로 17만대 기아차는 지난해 완공된 멕

시코공장본격가동으로15만대를더생산

한다 두 회사를 합쳐 글로벌 생산공급

능력이약 32만대순증하는셈이다

특히중국충칭공장과멕시코공장은현

대기아차가새롭게진출하는신규시장으

로 추가수요창출에역할을할것으로기

대하고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글

로벌 저성장 기조 속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25만9000대) 등이 겹쳐 고전했

다 올해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신

차출시 해외공장가동에의한물량증가

등을감안하면충분히목표달성이가능하

다며 글로벌 위상에 맞는 실적을 내겠

다고밝혔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어려워도판매늘린다  올목표 825만대 역대최대

현대차 508만대 기아차 317만대  지난해보다 12만대 

中멕시코공장확장 소형 SUV고급신차출시수요창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오는 7일(현지시

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올해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린다 올해에

도디트로이트모터쇼는세계인의주목을

끌 만한 다양한 신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기아차 미국을 잡아야세계를

잡는다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이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

장인 점을 고려해 주요 신차를 미국에서

먼저 공개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

업가운데는기아자동차가올해상반기출

시예정인고성능스포츠세단CK를모터

쇼에서처음선보인다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

된 GT 콘셉트카의 양산형 모델로 아우디

A5 스포츠백이나 BMW 4시리즈 그란쿠

페등이경쟁상대다

기아차 라인업에서 가장 빠른 모델인

CK는티저영상에서시속 240km 이상으

로 달리고 정지에서 시속 100km를 51초

에끊는모습을보여줬다

제네시스는 신차는 없지만 모터쇼에서

발표하는 2017북미올해의차수상을기

대하고있다

제네시스EQ900이쉐보레볼트볼보 S

90과함께승용부문최종후보에오른가

운데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하는 쾌

거를이뤄낼지관심이쏠리고있다

현대자동차는지난달 15일 미국라스베

이거스에서 공개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와아마존알렉사를활용한아이오닉커넥

티드기술을선보인다

돌아온 세단의 강자자율주행전기

차 기술 경쟁SUV 열풍으로 주춤했던

세단이 강력한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을

무기로반격에나선다

BMW는 6세대까지 약 790만대가 판매

된 BMW 5시리즈세단의 7세대모델을모

터쇼에서최초로공개한다 향상된역동성

과 운전 지원 시스템 혁신적인 조작 시스

템 등이 특징이며 530e i퍼포먼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와 퍼포먼스 모델인 M550i

x드라이브등으로라인업을확대했다

토요타는 TNGA 모듈러 플랫폼을 적

용한 신형 캠리를 내놓는다 신형 캠리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경계하는 모델 중 하

나로최근몇년쏘나타와K5공세에밀린

토요타가신형캠리로옛영광을되찾을지

주목된다

고급브랜드중에는렉서스가더날렵해

진 주력 세단 LS 5세대 모델을 메르세데

스벤츠는 지난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

기를끈신형E클래스의쿠페버전을공개

한다

이번모터쇼에는현대차외에여러업체

가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

술을경쟁적으로내놓는다

구글의자율주행계열사웨이모는크라

이슬러와함께자율주행이가능한퍼시피

카전기차를시연한다

디젤게이트로곤욕을치른이후대대적

인전기차투자계획을발표했던폭스바겐

은 ID콘셉트카를출품한다

향후폭스바겐전기차개발의근간으로

활용할 MEB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I

D는 골프와 동급인 콤팩트 전기차로

2020년출시하며 2025년에는완벽한자율

주행기능을갖출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작년보다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성차 업

체들이 새해 시작부터 파격적인 할인

에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

은 이달 현금할인과 저금리 할부 등

각종혜택을내놓고있다

대부분 지난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노후경유차폐차지원제도에발맞춰

마련한 할인 혜택 외에 추가된 것이

다

현대자동차는 직계 존비속 중 현대

차신차를구매한이력이있는2030

대(77년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차를

살경우구매대수에따라 20만50만

원을 할인하는 웰컴 H 패밀리를 이

달부터시행한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스포티지를 출

고하는고객이 65만원상당의옵션패

키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나 1

5% 저금리 할부+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수있게했다

또 작년 말 기준으로 하이브리드를

보유한고객이K5 하이브리드 K7 하

이브리드나 니로를 사면 30만원을 추

가로할인한다

현대기아차 모두 노후 경유차 교

체시정부의세제지원외에추가로차

종에 따라 50만120만원 할인 혜택

을제공한다

한국지엠은 1월 중 쉐보레 콤보 할

부 프로그램(최대 60개월 49%)으로

스파크나 말리부 상품성 개선 모델

카마로를사는고객에최대 80만원현

금할인또는맥북을제공한다

오는 16일까지 스파크 말리부 올

란도를 사면 3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

며 5년 이상된 차량보유고객이쉐보

레 차량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런 판매조건에 정부의 노후 경유

차 혜택을 포함할 경우 말리부 최대

457만원 크루즈 디젤 최대 439만원

캡티바 최대 404만원 임팔라는 최대

334만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이

회사는설명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18일까지

차량을출고하는고객에게QM6 30만

원 SM3 50만원 SM6 60만원의귀성

여비를지원한다

특히 QM6는 귀성여비 외에도 4

0%(36개월) 55%(48개월) 60%(60

개월)의 낮은 할부 금리로 구매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개별소비세인하(70%)의잔

여(30%)금액을대신내주는 잔여개

별소비세 지원 혜택을 1월에도 이어

간다 연합뉴스

새해주목받는신차는  미리보는디트로이트모터쇼

기아GT콘셉트 기아차제공 메르세데스벤츠 더뉴메르세데스AMG E 63 4MATIC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

기아차스포츠세단CK벤츠 E클래스쿠페선보여

현대차등자율주행친환경미래전기차기술경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판매계획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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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연도별판매목표및실적 (단위대)

완성차업체새해부터파격할인경쟁

현대차 웰컴H 패밀리 행사

기아차스포티지저금리할부

한국지엠최대 80만원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