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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고성능에어컨필터를전모델에기본탑재한

스포티지 2018년형을출시했다고 17일밝혔다

기아차 광주 2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아차 스포티지 2018년

형은 봄철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걸러 깨끗하

고쾌적한실내공기를만들어주는 고성능에어컨필터가 전

모델기본탑재됐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2018년형에 스타일 에디션 트림을 새

롭게추가했다 기존 20 디젤 모델중노블레스트림의디자

인을토대로편의사양을보강했다 19인치휠 블랙인조가죽

퀼팅시트 발광다이오드(LED) 안개등 LED 후방 콤비램프

등이적용됐다

최상위트림인 노블레스스페셜에는가죽시트 동승석통

풍시트파워시트등가족단위고객을위한편의사양이강화

됐다

스포티지 2018년형의가격은▲20 가솔린 2110만원2340

만원 ▲17디젤 2320만원2530만원 ▲20디젤 2405만원

2935만원(이상자동변속기기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스포티지 2018년형 출시

광주공장생산  고성능에어컨필터탑재

제네시스브랜드는 17일편의사양을강화한 2017 EQ900을

출시했다고밝혔다

2017 EQ900 전 트림에는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 주차 때

운전석문만열리게하는세이프티언락 전동식트렁크등의

편의사양이기본적용됐다

50모델에만적용되던프리미엄나파가죽내장재등은 38

모델과 33터보 모델 프레스티지트림까지확대됐다 실내 아

날로그 시계의 제네시스 로고도 전 트림에 기본으로 포함됐

다

제네시스는 2017 EQ900 출시를기념해 5월출고고객(선착

순 1100명)에게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와 소프라노 조수

미음악CD등을제공한다

판매 가격은 ▲38 모델 7500만원1억900만원 ▲33 터보

모델 7900만원1억1300만원 ▲50모델 1억1800만원 ▲50

리무진 1억54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제네시스 2017 EQ900 출시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직원 수가 지난 5

년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

사중현대기아차쌍용차의고용은늘어난반

면 르노삼성과한국지엠은감소했다

17일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

준 국내 자동차업체의 직원 수는 총 12만6723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11만

6714명보다 86% 늘어난수치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직원 수가 6만7517명

으로가장많았고기아차가3만4102명 한국지

엠 1만6031명 쌍용차 4833명 르노삼성 4240

명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현대차로 2011년(5만7105명)보다

182%가늘어났다

같은기간쌍용차와기아차도각각 119% 5

2%가증가해고용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쌍용차의경우에는2009년법정관리신청이

후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1800여 명을 내보내

고 454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이후 회사

경영이 회복되자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고 작년 2월에는 티볼리 성공으

로 40명을 회사로 더 불러들이면서 직원 수가

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

반면 르노삼성은 직원 수 감소가 가장 컸다

2011년 5746명에서 2016년 4240명으로 5년 전

과비교할때 4명중 1명꼴로직원이줄었다

르노삼성은 최악의 경영 침체 시기였던

20112012년에 직원 수를 1000명 이상 줄인

이후지난4년간 4000명대초반의직원수를유

지해오고있다

한국지엠도 직원 수가 2011년 1만7134명에

서 2016년 1만6031명으로 5년 새 64% 감소했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완성차업체직원수 12만6723명5년새 86% 

기아차광주공장직원들이쏘울생산라인에서작업에열중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현대기아차쌍용차늘고

르노삼성한국지엠감소

현대차 1만여명늘어최다

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

로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한다 지역별로 보

면 서울 50기 인천경기충청 47기 영남강

원 29기 제주호남 54기이다

전기차가 비교적 많이 보급돼 있는 서울과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있는 집중충

전소를각각 4곳에만들었다

이번 급속충전기 추가설치로 모든 시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전기차

가전국적으로운행이가능해질전망이다

이번에설치한급속충전기는이용자 편의를

대폭강화한것이특징이다

충전기 화면이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일반컴퓨터모니터의 5배이상밝아

졌다

충전기제작사마다다른메뉴화면을표준화

하는 한편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충전기통합관리전산망이제어할수있도

록 함으로써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할수있도록했다

후불교통카드기능이있는신용체크카드로

만 결제가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용체크카드

로확대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

험 운영된다 이 기간 충전기 사용요금을 부과

하지않는다

현재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

대이다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충전 기반시

설(인프라)이개선되고있다

환경부는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 250

기를추가로각각설치할계획이다

이들급속충전기는고속도로휴게소대형마

트패스트푸드점등을중심으로만들어진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국내 수입차 시장 1 2위를 다투는메르세데

스벤츠와 BMW가 지난해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기록을경신한것으로나타났다

BMW코리아는지난해매출액 3조원클럽에

처음 가입했고 벤츠코리아는 3조원대 후반의

매출을기록했다

BMW코리아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

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3

조958억원으로 전년(2조8757억원)보다 765%

늘어났다

BMW코리아가 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국

내시장진출이후처음이다또 2014년 매출 2

조원클럽에가입한지불과 2년만이다

지난해 BMW코리아의 영업이익은 64억원

으로 전년(2352억원)보다 무려 2288억원 줄었

고 당기순이익은 366억원으로 전년(464억원)

보다 98억원줄어들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마케팅 및 판매관리비의 증가와

서비스 네트워크등인프라투자비용증가때

문이라고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BMW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20억원이었다 BMW코리아는 미래

재단 22억원을합쳐작년 연간 기부금이총 42

억원이었다고밝혔다

지난해국내수입차시장에서 BMW를제치

고첫 1위를 차지한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3조787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

비 205% 증가했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매출 2조원 클럽에 가

입한데이어 2015년에매출 3조원을넘어서는

등해마다매출규모가빠르게늘고있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증가한 1143억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기

부금은 22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재단 기부금 14억원 등이 있는 것

으로알려졌다

연합뉴스

벤츠지난해매출액 3조7875억

판매 실적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전기차전국화  급속충전기호남제주 54기 설치

전년도보다 205% 증가

환경부 전국 180기 추가

구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5년간증감

현대차 67517 66404 64956 59831 57105 182%

기아차 34102 34121 34112 32756 32411 52%

한국지엠 16031 16236 16490 17147 17134 64%

쌍용차 4833 4773 4829 4365 4318 119%

르노삼성 4240 4220 4240 4577 5746 262%

계 126723 125754 124627 118676 116714 86%

국내자동차업체직원수추이

자료각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