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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내자동차업계가위기다내수시장에

서는수입차공세에밀리고해외에서도고

전하고 있는데다 생산마저 감소하고 있

다

생산수출내리막14일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따르면지난달국내완성차생

산량은 35만4156대로 1년 전 같은 기간

(38만2566대)에 견줘 74%(2만8410대) 감

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올 4월까지 생산

량도 131만6966대에 머무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42만3537대 보다 75%(10만

6571대)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411

만4913대 1년 사이(2016년 422만8509대)

27% 감소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중유일하게 2년연속생산이감소

한국가다

수출도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은 22만273대로 1년전 23만9393대에

비해 80%(1만9120대) 줄었고 올 14월

수출량(79만4125대)도 전년도 같은 기간

(86만7565대)보다 85%(7만3440대) 감소

했다

작년 한 해 국산차 수출량도 253만194

대로 전년(262만1715대) 대비 35% 줄며

2013년부터감소세가멈추지않고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이미올해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보고서를 통해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7만대 생산은

전년보다 14% 줄어든 410만대가될것으

로전망한바있다

수입차 선호도 커지고수입 승용차

공세도거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올들어

4월까지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9만3328

대로 전년 동기 7만5017대보다 244% 증

가했다 지난달만 보더라도 2만5923대가

판매돼 1년 전 4월(2만51대)보다 293%가

늘어났다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2014

년 19만6359대 ▲2015년 24만3900대 ▲

2016년 22만5279대 ▲2017년 23만3088대

등으로가파르게늘어나는추세다

올해 수입차판매량이수입차선호도에

힘입어처음으로 25만대를돌파할것이라

는전망도나온다

국내자동차산업의위기는수입차선호

확대 해외 경쟁 심화 엔화 약세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

다

자동차업종체감경기도사상최저수준

에서맴돌고있다

자동차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4월기준으로 64로한달전보다 2

포인트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8월부터 지

난해 12월까지 자동차 업황 BSI 평균은

93 최저치는 65였다

자동차산업이한국제조업의주력산업

으로전후방파급효과가크다는점에서우

려의목소리가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입차에밀리고해외서고전車업계위기

한국 지엠(GM)이 추락한 브랜드 이미

지회복에나섰다 내년 흑자전환을목표

로 하는 경영 정상화계획과 신차상품성

강화 모델 출시 방안 등을 제시하며 국내

소비자들마음을되돌린다는구상이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철수설이 돌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년전절반수준까지급감하는등브랜드

인지도가추락한상태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엠은 최근 2

종의 글로벌 신차 개발 생산을 뒷받침할

총 28억 달러의 신규투자 방안과 내년 흑

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마련했다

지엠은경영정상화계획에따라▲한국

및주요수출시장을겨냥한신형소형스

포츠유틸리티차(SUV) 제품의 디자인개

발생산▲한국및주요수출시장을겨냥

한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제

품생산▲차세대글로벌차량을위한3기

통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의 개발생산

등을국내에서이행할계획이다

한국지엠은또향후 5년간총 15종의신

차 및 상품성 강화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

다는계획도내놓았다

한국지엠은가장먼저경차스파크의부

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스파크

를이달내놓는다

뉴스파크는지난 2015년 더넥스트스

파크 이후 3년여 만에 새로 나오는 것으

로 내외관디자인을바꿔상품성을개선

했다

한국지엠은뉴스파크외에도신모델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이쿼녹

스와중형세단말리부의부분변경모델이

연내순차적으로출시될예정이다

100일간 쉐보레 대리점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을 추첨해 스파크를 경

품으로제공하는마케팅프로그램을개시

하는한편 절대로포기하지않는다는쉐

보레의브랜드정신을담은 네버기브업

(Never GiveUp)캠페인도선보인다

다음달에는한달간전국쉐보레서비스

센터에서하절기 안전운전을위해 엔진오

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냉각수와 타이

어 상태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파크

쌍용차가 전남 도서지역 고객을 위한

2018 상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

스를실시한다

서비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천 옹진군의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와신안자은도(14일) 흑산도(1516일)

비금도(17일) 도초도(17일) 안좌도 팔

금도 암태도(이상 18일) 울릉도 등 전

국 11개도서지역에서대형상용차를제

외한쌍용차모든차종을대상으로이뤄

진다

행사기간▲소모성부품점검및교환

서비스 ▲각종 오일류 및 부동액 워셔

액 점검보충 ▲타이어에어컨 점검 ▲

실내살균탈취서비스를제공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오토매니저가 방문

하여차량판매상담도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차 홈페이지

(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고

객센터(0805005582)로 문의하면 된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혼다의 대표 세단 어코드 10세대 모

델이출시됐다

6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된 신형

어코드는 저중심 설계를 적용하면서 강

인한느낌을주는보닛과지붕에서트렁

크까지완만하게 연결되는 패스트백 디

자인으로차별화를꾀했다

전고(1450)도 기존 모델보다 15

낮아졌고 전폭(1860)은 10 휠베이

스는 55각각늘어났다 어코드는 15

터보 20 터보 스포츠 하이브리드 2종

등 4가지모델로선택폭을넓혔다

20 터보 스포츠 모델은 혼다가 독자

개발한 10단자동변속기가적용됐고 15

터보 모델은 15 직분사 브이텍 터보

엔진과 무단자동변속기의 조합에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복합연비 139)

를강점으로내세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 189

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2g

로동급최소수준이다

판매가격은▲15 터보 3640만원▲2

0 터보 스포츠 4290만원 ▲ 하이브리드

EXL 4240만원 ▲하이브리드 투어링

(Touring) 454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오는 17일 서

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모빌리티의 미

래 전기차(EV) 시대 도래하나를 주제

로 3회자동차포럼을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1회 디젤 자동차의

미래 2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전

에 이어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전기차

시장 안착 및 확대를 위한 과제 BMW

와닛산등주요브랜드의전기차전략과

리튬이온배터리기술등을살펴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들이글로벌

자동차시장을이해하고흐름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할것이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혼다 어코드 10세대 모델출시

쌍용차전남도서지역고객무상점검서비스

쌍용차렉스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기자동차시대 포럼

한국GM 돌아선소비자마음잡는다

올생산량 131만대 전년도보다 75% 줄어

수출도 85% 감소  수입차 선호도는 커져

자동차보험가입에어려움을겪는운전

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사를 골라 가입할

수있게됐다

1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금감원은지

난 10일부터보험개발원과함께자동차보

험가입시소비자가여러보험사를상대로

가입가능여부를일괄조회할수있는 내

차보험찾기 서비스에들어갔다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홈페이지

(mycarkidiorkr)나금감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단개인용(10인승이하개인소유) 가

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업무용영업용은

나중에확대를검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보험 갱신

은만기일전305영업일사이 신규는책

임개시일5영업일전까지신청하면된다

서비스는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

을 상대로 가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

록돕는것이다 공동인수의경우여러보

험사가 위험을 나눠서 져 보험료가 15%

정도높다

내차보험찾기서비스는보험사의인수

거절여부가정해지기에앞서가입자가최

대11개손해보험사를상대로자신의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비자가직접차보험가입가능여부확인

금감원 내 차보험찾기 서비스 시행

뉴 스파크 이달 출시 이쿼녹스 연내 선보여

28억달러신규투자내년 흑자전환계획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