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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이 총체

적 난국에 빠졌다 당장 한국GM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군산공

장폐쇄이후언제떠날지모르는차를샀

다가애프터서비스를받지못할지모른다

는우려가소비자들의구매심리에부정적

영향을줬다는분석이나온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 반토막5일 한

국GM에따르면지난달국내자동차판매

대수는 5804대로 전년도 같은 달(1만1227

대)보다 483% 감소했다 1월 국내 판매

대수(7844대)보다도 260% 줄어든 수치

다

올해 국내 시장 누적(12월) 판매량(1

만3648대)도 작년 같은 기간(2만2870대)

보다 403%가적은상태다

대부분의차종에서판매가줄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의 경우 지난달 234대만 판매 1월

(국내판매 487대)보다 520%가줄었고올

란도도 전월(476대)보다 233%가 감소한

365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크루즈와 올

란도는 군산공장 폐쇄로 단종될 가능성이

높은게판매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자동차판매현장에서는단종된차량에

대한애프터서비스 문제 중고차 가격하

락등에대한소비자들의문의도이어지고

있는실정이다

한국GM은이같은점을감안 보증기간

연장 중고차 가치보장할부프로그램등

판매촉진 방안을 내걸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돌릴수있을지는미지수다

경영실적도최악매출도최악이다 5

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

한 업무보고 자료표에 따르면 한국GM

은지난해당기순손실이 9000억원에달한

다고제시했다 영업손실도 8000억원에이

른다 지난해실적은GM이제시한추정치

로 비상장사인 GM은통상 4월중감사보

고서를통해확정실적을공표해왔다

한국GM의 당기 순손실 규모도 2014년

3534억원의 순손실을 낸 뒤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 등 손실을

기록했다 4년간 손실 규모를 합하면 3조

원에육박한다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GM은 지난

해 3분기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들어

섰다 부채비율은 2014년말 435%에서

2015년 1062% 2016년말 8만4980%로 폭

증한바있다

정부 등은 한국GM의 부실화 원인을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

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빚어진것으로분석했다

실적 악화에희망퇴직 신청이이어지면

서협력업체들도일감이줄어문을닫아야

하는것아니냐는우려감이커지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GM 자동차 국내 판매량 반토막

국내완성차업체들의판매실적도좋지

않았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업계

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지난달 판

매량은작년같은달보다 822%줄었다

현대차(31만148대)는 81% 기아차(19

만5962대) 91% 르노삼성(1만5994대) 22

3% 쌍용차(9090대) 16%등으로줄었다

특히르노삼성의경우국내판매가 33%

크게줄었다

반면 한국GM의 2월 수출(3만921대)

감소율(94%)은 나머지 현대차(86%) 기

아차(99%)와비슷한수준이었다 한국내

구조조정으로내수구매심리는얼어붙었

지만 수출 자체는큰타격을입지않았다

는뜻으로해석된다

오히려 르노삼성(154%)과 쌍용차(25

5%)의 수출 감소율이한국GM보다더높

았다 2월조업일수가 19일로지난해같은

달 24일보다 5일줄어든게영향을미쳤다

는분석도있지만조업일수감소를고려해

도내수나수출감소폭이너무크다는우

려도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달 5804대 팔려  전년도대비 48% 감소

경영실적도 최악 지난해 당기 순손실 9000억

국내 완성차업체판매실적도저조

세계 4대 모터쇼의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가 6일(현지시간) 미디어데이

를시작으로 18일까지열린다

올해로 88회를 맞은 이번 모터쇼에

는 180여 개 업체가 신차 110종을 포

함해 900여종의차량을선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차는

전기소형 SUV 코나일렉트릭을일

반에 처음 실물로 공개한다 이 차는

64kWh 392kWh 두가지버전의배

터리와 최대 출력 150kW(약 204마

력)의전용모터를탑재했다

현대차는코나와투싼 신형산타페

와 양산차 8종류 수소전기차 넥쏘와

아이오닉 HEV일렉트릭플러그인

PHEV도전시된다

기아차는 6년 만에 완전변경된 유

럽 전략 차종 씨드 3세대 모델을 처

음공개한다

또 리오 고성능 버전 GT 라인과

K5 상품성 개선 모델 등 신차와 니로

PHEV K5왜건 PHEV쏘울EV등

친환경차도내놓는다

스팅어도다시무대에오른다 스팅

어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올해의 자동

차최종후보에올랐다

유럽의 주요 메이커들은 반자율주

행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갖춘 차와 친

환경차를주력모델로내세웠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새 파워트레인

과 최신 반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C클래스의부분변경모델 더 뉴 C

클래스를 내놓는다 메르세데스

AMG의독자 개발 모델인 4도어 GT

쿠페와 C클래스엔트리모델 AMG

C 43 모델도처음선보인다

벤츠 전기차 브랜드 EQ는 E 220d

디젤엔진을기반으로개발한디젤플

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세계최초로공개한다

BWM는 4년만에완전변경(풀체인

지)된 중형 SUV 뉴 X4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차체 부품을 경량화해 이전

모델보다최대 50kg무게를줄

였다 출력과 주행거리를 개선

한전기차뉴 i8 부분변경모델

뉴 i8 로드스터와 SUV 뉴 X2도유럽

최초로공개된다

폴크스바겐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

을탑재한순수전기콘셉트카 ID 비

전을글로벌무대에처음선보인다

푸조는 8년 만에 완전변경을 거친

뉴 푸조 508을 처음 공개한다 기존

모델보다무게를 70줄여 주행성과

연료효율성을높였다

재규어는 고성능 전기차인 I페이

스를출품하고아우디는 V6 30가

솔린및터보엔진과 48V마일드하이

브리드 엔진을 채택한 신형 A6를 내

놓는다

슈퍼카들도 무대에 오른다 포르쉐

는부분변경모델 911 GT3 RS를페

라리는 V8 스페셜 시리즈 최신작인

488 피스타를 맥라렌은 500대 한정

생산하는슈퍼카 세나를출품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현대차 코나 기아차 씨드 제네바모터쇼출격

현대차 코나일렉트릭

180개업체신차 110종 선보여

쏘울 EV 등 친환경차도 공개

현대차의고급차브랜드제네시스가 G

90(국내명 EQ900) 스페셜 에디션(특별

한정판) 5가지모델을미국최대의영화축

제 제 90회아카데미시상식을통해공개

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미국

라이프스타일매거진 베니티페어(Van�

ity Fair)가 여는 베니티 페어 애프터 파

티(아카데미시상식후파티)에 G90 스페

셜에디션차량을전시했다

또 시상식 주간 각종 행사에 할리우드

스타 업계 VIP 등유력인사에게 G90 스

페셜 에디션 10대를 포함해 15대의 의전

차량도제공했다

이번에 공개된 2018 G90 스페셜 에디

션의 디자인은 고급 여성 맞춤복을 뜻하

는 오트쿠튀르(Haute Couture)에서영

감을 받았다는 게 제네시스의 설명이다

지붕몸체 투톤 컬러(2종류 색) 고급 가

죽 등 내장재 금은색의 장식 스티치(바

늘땀) 마감등이특징이다

앞으로제네시스는이G90 스페셜에디

션을국내외브랜드전시관등에서선보일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현대차제네시스 G90 스페셜에디션아카데미시상식서공개

맥라렌세냐

현대자동차가 고성능차와 모터스포츠

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

현대차는 고성능사업부를 신설하고

BMW의 고성능 M 시리즈 북남미 사업

총괄 임원인 토마스 쉬미에라(Thomas

Schemera)를 부서담당부사장으로영입

했다고 5일밝혔다

고성능사업부는흩어져있던고성능차

모터스포츠사업관련국내외상품기획과

영업마케팅조직을한데모은것이다

현대차는현대차최초N시리즈모델 i

30 N사진과 올해출시예정인 벨로스

터 N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N 시리즈 모델을 늘려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에서입지도넓힌다는구상이다

월드랠리챔피언십(WRC)과 TCR 인

터내셔널 시리즈 등 랠리와 서킷 경주대

회참가등모터스포츠사업도강화한다

토마스 쉬미에라 부사장은 현대차 고

성능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계획이라고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고성능차모터스포츠사업본격화

고성능사업부신설

현대차 8% 기아차 91% 줄어

2017년말실적추정(회사제시):매출 107조원 영업이익08조원 당기손익09조원

(단위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Q

매출액

(증감율)

159497

(+59%)

156039

(22%)

129182

(172%)

119372

(76%)

122342

(+25%)

83464

(58%)

영업이익 3403 10865 1486 5944 5312 4366

당기순이익 1081 1010 3534 9868 6315 5270

부채비율(%) 2754 3545 4355 10626 849807 자본잠식

한국GM경영상황

금융위원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