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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가 공고화되고 있다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 E클래

스의인기를앞세운벤츠의판매가두드

러졌다

벤츠는 수입차시장 점유율 40%를 처

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지난 한달 간

6800여대를판매해월간판매최대실적

을기록했다

1월수입차판매는 3개월만에다시상

승세로돌아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1월 수입차 신

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 1만6천

234대에 비해 27% 증가한 1만6674대로

집계됐다고 6일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실적(2만117대)과 비

교해서는 171%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는 작년 10월에 5개월 만

의반등에성공했다가 11월 12월에다시

하락세로돌아섰으나 1월에다시상승세

로전환됐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벤츠

6848대 BMW 2415대 포드 1023대 토

요타 895대 렉서스 724대 혼다 684대

랜드로버 595대 미니(MINI) 541대 순

이었다

지난해BMW를꺾고수입차 1위를차

지한 벤츠는 1월에도 전체 수입차 판매

량의 41%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지

난달 팔린 수입차 10대 중 4대가 벤츠였

던셈이다

반면 이번달 E클래스의 경쟁모델인

7세대 뉴 5시리즈 출시를 앞둔 BMW

는판매량이눈에띄게감소했다

디젤게이트로정부로부터상당수모

델이판매정지처분을받은아우디는지

난달 474대를 판매했고 판매할 차량이

아예없는폭스바겐은 0대를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2118대(727%)

일본 2952대(177%) 미국 1604대(96%)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8058대

(483%) 디젤 7147대(429%) 하이브리

드 1435대(86%) 전기 34대(02%) 순이

었다

구매유형별로는 1만6674대 중 개인구

매가 1만661대로 639% 법인구매가

6013대로 361% 였다 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 E 220 d(1263대) 벤츠 E

200(1048대) 벤츠 E 300(780대) 순으로

13위 모두 벤츠의 E클래스가 휩쓸었

다 45위도 벤츠 E 300 4매틱(626대)

벤츠C200(582대)이차지했다

윤대성 수입차협회 전무는 1월 수입

차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

보다는 감소했으나 일부 브랜드의 원활

한물량확보등으로전년동월보다는증

가했다고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벤츠 지난달 6848대 팔려  수입차 시장 점유율 40% 돌파

프리미엄중형세단 E클래스 인기 앞세워  월간 최다 기록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이 전자업

계의새먹거리로떠오른가운데올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분야에서 치열

한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

자는 미국 업체 하만(Harman) 인수를

연내마무리해전장사업에본격적으로뛰

어들 예정이고 LG는 전장사업에서 분기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고삐를 죄어

나갈기세이기때문이다

6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VC사업본부

는작년 4분기에전분기와견줘 283% 증

가한 865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

실(145억원)은이어졌지만매출규모는1

년 전(5204억원)보다 664%나 늘어난 것

이다 전 분기(6749억원)와 견줘서도 28

3% 증가했다

최근증권사에서는이런성장세가이어

지면서 LG전자가 올해 중 VC사업에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나오고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보

고서에서 VC사업부도예상보다빠른성

장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매출은 40% 이

상 증가한 약 4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LG전자가

전장사업을새성장동력으로점찍고2013년

7월VC사업본부를발족시킨지3년반만에

분기 매출 1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연

매출로는 4조원다 이는전장사업이안정된

궤도에올라선다는의미이기도하다

LG전자관계자는 전장사업은아직도

초기 투자 단계라며 당장 수익을 올리

기보다아직도당분간은투자를늘리며시

장을확대하는게급선무라고말했다

LG전자가 약 10년에 걸쳐 전장사업의

기반을 스스로 쌓아올렸다면 삼성전자는

M&A(인수합병)를 통해 단숨에 전장업

계의메이저플레이어로떠오르게됐다

하만은이미프리미엄인포테인먼트시

장에서 1위(시장점유율 24%)텔레매틱스

(차량에탑재된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

에서 2위(점유율 10%) 카오디오 시장에

서 1위(점유율 1위)에올라있는시장선도

업체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 OTA(Over the Air) 솔루

션에서도글로벌선두업체다

하만의지난해매출규모는지난해매출

은 69억1000달러(약 7조8660억원)였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하만 인수 작업

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어서그대로진행

되면 삼성전자도 올해부터 전장사업에서

매출이발생하게된다

삼성과 LG가 TV 가전제품 스마트폰

에이어전장부품분야에서도경쟁하게되

는것이다 다만두회사의주력상품에다

소 차이가 있어 같은 시장을 놓고 맞부닥

치게되지는않을듯하다

LG전자의경우텔레매틱스와AVN(오

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

트 제품을 중심으로 전장부품 전기차용

부품사업등을영위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25일작년 4분기실적발표뒤열린콘퍼런

스콜에서 삼성의 하만 인수에 대해 장기

적으로상당한위협요인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차세대먹거리자동차전장사업삼성LG 전쟁

지난달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서열린세계최대 IT(정보기술) 전시

회 CES 2017에서 참석자들이현대모비스전시관을찾아자율주행시뮬레이터를체

험하고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美 하만인수 마무리 후 본격 진출

LG전자 분기 매출 1조 목표투자확대주력

벤츠프리미엄중형세단 E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제공>

제네시스 브랜드가 KPGA 코리안투

어 제네시스챔피언십을후원한다

제네시스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오

토웨이타워에서제네시스국내영업총괄

이광국부사장과KPGA양휘부회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제네시스챔

피언십 대회 개최 조인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챔피언십은오는 9월 2124일진행된

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억원 제네시스

차량 이듬해 PGA투어 제네시스오픈

출전자격을준다총상금은15억원이다

이는KPGA코리안투어단독주관대회

중역대최대다

제네시스는 정규 대회 외에도 고객 초

청아마추어대회와유소년대회등을진

행하는등국내골프산업에활기를불어

넣을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

도강화를위해오는 1619일미국서부

LA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토너먼트 제네시스 오픈의

타이틀스폰서를맡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네시스 총상금 15억 KPGA 코리안투어챔피언십후원

제네시스는지난 3일서울강남구오토웨이타워에서 제네시스챔피언십대회개최

조인식을 했다 사진은 제네시스 국내영업총괄 이광국(왼쪽) 부사장과 KPGA 양휘

부회장 제네시스제공

폭스바겐그룹 디젤 게이트의 영향으

로 지난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7%

넘게줄어든가운데수입트럭시장은오

히려 70%넘게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

매된수입트럭은 7726대로역대최대치

를 기록했다 전년 4396대보다 무려 75

8%나판매가늘었다

국내수입트럭판매량은 2009년(2143

대)부터 2013년(2395대)까지 2천대 수준

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한EU 및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 차량에 붙던 관세

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국내수요도폭증했다

미국 상용차 업체인 나비스타가 한국

에진출한것도트럭수입을늘리는요인

으로작용했다

그 결과 2014년에 3930대로 3천대를

돌파한수입트럭판매량은 2015년 4396

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30대나더팔렸다

국내 수입 트럭 판매 1위 업체는 볼보

트럭코리아로 지난해 역시 자체 사상 최

대인 2600여대를판것으로알려졌다

이처럼 트럭 수입은 급증하고 있지만

볼보를 제외하면 서비스네트워크(정비

사업소) 수는크게모자란다는지적이나

오고있다

볼보의 국내 서비스네트워크 수는 전

국 29개에 달하지만 스카니아코리아 벤

츠 만등의사업소는업체별로 10여개에

불과한실정이다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정비할

때찾는직영서비스센터수는이보다더

적다 업체별로전국에 34곳씩만운영

하고있다

이때문에일부수입트럭차주들은부

품정비작업등에서불편을겪는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해수입차판매줄었지만트럭은늘었다

7726대 판매역대최대치

<전자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