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제20420호 ��
자동차

중국산 자동차가 한국과 일본의 텃밭

으로 몰려들고 있다과연 제대로 굴러가

기나 할까라며 무시당하던 중국 자동차

가 어느덧 자국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눈

독을들일정도로부쩍성장한것이다

23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한국내수시장에처음으로승용차를

상륙시키고일본자동차의아성인동남아

시장에서는대규모공장투자를진행하는

등한국과일본의 안방에 거침없이도전

장을내고냈고있다

중국북경자동차그룹의북기은상기차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

차(SUV) 켄보(KENBO) 600 출시행사

를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중국 승용

차로는처음으로국내에진출한것이다

켄보 600의 무기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

격이다 모던 트림은 1999만원에 불과해

동급국산차량보다수백만원이나싸다

또 둥펑(東風)자동차가 정부 인증 절차

를 밟는 등 중국 업체 3곳가량이 더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

면연말부터중국산버스도본격적으로국

내에들어온다

중국 위퉁(宇通)버스는 45인승 관광버

스를 시작으로 전기버스 스쿨버스 공항

버스로차종을확대할계획이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

(BYD)도 작년 10월 한국법인 설립을 마

치고전기차출시를준비중이다

중국은일본차가70%이상점유하는동

남아시장에도도전장을냈다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에따르면

중국상하이(上海)자동차는인도네시아에

해외 첫 양산 공장을 건설해 올해 하반기

부터 가동한다 태국에서도 연산 20만대

규모의공장건설에착수했으며내년에준

공된다

인도네시아에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

(GE)와 공동으로 우링(五菱) 브랜드로

공장을건설중이다

상하이자동차 판매의 70%를 차지하는

소형차MG3는경합차종인도요타VIOS

보다 20%가량 싸다 디자인이 좋고 가격

도저렴해구매자사이에서호평이나오고

있다고도쿄무역관은전했다

중국 최대 상용차 기업인 베이치푸톈

(北氣福田)자동차는 지난해 11월부터 태

국에서연산 1만대규모의픽업트럭공장

을 가동하고 있고 올해는 말레이시아에

서전기차조립공장을가동한다

동남아에진출하는중국자동차기업은

대부분국영대기업으로정부의강력한후

원을등에업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도쿄무역관은 중국이 동남아에서 대

규모인프라투자를진행하면서픽업트럭

등 상용차 수요가 착실히 늘어나고 있다

며 중국은 가격을 무기로 동남아에서 어

느정도소비자를확보했다고판단하고적

극적인투자에나서고있다고설명했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중국산 자

동차가고객눈높이라는장벽을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글로벌 자동

차강국인한국과일본공략에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현실이라

고말했다

다만중국차는품질과서비스망의한계

때문에시장점유율을크게넓히기는어려

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의 동남아 시장 점유율은 아

직 02%에불과하다

도쿄무역관은 전문가들은 중국차가

동남아현지에서일본시장의견고한점유

율을 넘기에는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며 하지만신흥시장경기침체등으로국

제경제환경이악화하면중국의동남아시

장공략이더욱거세질수있기때문에우

리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상용차이어승용차버스까지중국차몰려온다

기아자동차는안전사양을강화하고연

비를 향상시킨 준대형 세단 올 뉴 K7의

2017년형모델을출시하고지난 19일부터

판매에돌입했다

기아차가새롭게선보이는 2017 K7은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부주의

운전경보시스템(DAA) 등첨단주행안

전 기술을 신규 탑재했으며 풀(Full)

LED헤드램프와19인치다크스퍼터링휠

등고급외장사양을확대적용했다

주행조향보조시스템은전방카메라를

이용해차선을감지하고스티어링휠을제

어해차선을유지하도록보조하며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은 운전자의 피로부주

의운전패턴이감지되면운전자의휴식을

유도한다

또 22디젤 모델에 공회전 제한 시스템

(ISG Idle Stop&Go)를신규적용해 불

필요한엔진구동을최소화하고정숙성을

향상했으며 24 가솔린모델은배터리충

전효율을개선해연비를향상시켰다

22 디젤 모델의 연비는 148km(17

인치 타이어 기준) 24가솔린 모델 연비

는 110km(18인치타이어기준)이다

2017 K7에는 기아 티맵(Tmap) 미러

링크 애플 카플레이 등 신규 IT편의사

양도보강했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해 11월 500대 한정

으로출시했던 리미티드에디션을▲ 24

가솔린및 22디젤모델에 리미티드▲ 3

3가솔린모델에 리미티드플러스 2종류

로만들어상시판매하기로했다

가격은 ▲24 가솔린 모델 3090만

3290만원 ▲22 디젤 모델 3390만3590

만원 ▲33 가솔린 모델 3560만3975만

원 ▲30 LPI 모델 2610만3240만원이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독주가계속되는가운데유럽최대자동

차 시장인독일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브랜드들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일자동차공업협회와한국수입자동

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국산 브랜드들이 독

일 현지에서 판매한 차량은 총 17만

1147대로 전년(16만6563대) 대비 28%

증가했다

현대차는 10만7000대로 전년보다 1

1% 감소했지만 기아차는 6만1000여대

로 87% 늘었다 쌍용차는 3397대를 판

매해전년대비무려 392%가증가했다

다만독일시장의신규자동차수요가

335만대로 45% 증가함에 따라 국산차

의 시장점유율은 51%로 0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

드들의독일판매대수는독일 5개 브랜

드의 국내 판매 대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우디 BMW 벤츠 포르셰 폭스바

겐등독일 5개브랜드는지난해우리나

라에서전년대비 175%감소한총 13만

7885대를팔았다

독일 업체와 국내 업체가 상대국에서

판매한 양을 비교해보면 국내 업체들이

독일에서3만3262대를더판매한것이다

2015년만해도독일5개브랜드는우리

나라에서총 16만7043대를팔아 독일에

서 16만6563대를 판매하는데그친국내

자동차업체들보다480대를더팔았다

2014년이전만해도국내업체들의독

일판매가월등히많았지만2015년에역

대처음으로독일브랜드의국내판매량

이더많았던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년 만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독일판매량이독일브랜드의

국내판매량을재역전하는데성공했다

잘나가던 독일 차 브랜드들의 판매

성적이 한국차들보다 뒤처지게 된 데는

무엇보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

작사태의영향이컸다는분석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8월 배출가스

성적서 소음 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

로 아우디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등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

다

이로인해아우디폭스바겐의판매는

큰폭으로감소했다 다만 반사이익을

얻어 메르세데스벤츠(5만6343대)와

BMW(4만8459대)는 판매량이 199%

12%각각증가했다

이에따라독일자동차브랜드가수입

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95%에서 지난해 612%로 83%포인

트감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자동차보험사의손해율이 5년

만에최저를기록했다 자동차보험표준

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우호적인 기후

여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풀

이된다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업계에

서삼성화재가 2008년이후처음흑자를

낼지도주목된다

최근 자동차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

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

험 메리츠화재 등 빅5의 지난해 손해

율평균은가집계 기준으로 821%로추

산돼전년보다 61%포인트나떨어졌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서 받은 보험

료대비고객에게지급한보험금의비율

을말한다

빅5의손해율은손해율산정기준이바

뀐 2011년 803%에서 2012년 836%

2013년 873% 2014년 888%로 매년증

가추세를보이다가2015년에882%로소

폭하락했다 이어지난해 821%로 2011

년이후 5년만에최저치로떨어졌다

손해율 자체적으로는 삼성화재가 80

7%로 가장 낮았고 동부화재(816%)

KB손해보험(819%) 현대해상(820%)

순이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11월까지 손해율이

798%였고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

은 977%를 기록해연간기준으로흑자

가기대된다

합산비율은고객에게지급한보험금과

회사를 운영하며 들어간 사업비용을 합

한것으로합산비율이100%미만이라는

것은보험사가흑자를봤다는뜻이다

삼성화재는 연말 기준 사업비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손해율이 11월 말 79

8%에서 12월 말 807%로 소폭 오른 것

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으로도 합산비율

이 여전히 10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

다 기대대로라면 2008년 이후 8년 만의

흑자인셈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개

선된것은자동차보험료관련제도가바

뀐덕분이라고업계관계자는입을모았

다 연합뉴스

18일 인천시남구중한자동차본사에서열린 켄보 600&apos 출시 행사에서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 600이공개되고있다 연합뉴스

안전강화연비향상  기아차 올 뉴 K7 출시

국내수입차독일브랜드독주속

한국차는 독일서 더 잘 팔린다

현대기아쌍용차등

지난해 17만1147대 판매

지난해자동차보험사손해율 5년만에최저

빅5 평균 821%  전년보다 61% 포인트떨어져

북기은상기차 SUV 켄보 600 판매

둥펑자동차등업체 3곳도진출계획

일본 독식 동남아시장에도도전장

주행조향보조시스템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