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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참혹한 성적표를 받

았다.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 등 일부

신흥시장에서의 판매부진이 영향을 미

쳤다.

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달 국

내와 해외를 합친 전체 글로벌 판매량

이 36만8천9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5.8% 감소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7만1천413대를 판매했다. 세단

은 그랜저가 1만135대 팔리며 국내 판

매를 이끌었고 쏘나타 8천836대, 아반

떼 5천774대 등 총 2만6천15대가 판매

됐다.

RV는 싼타페가 6천759대, 팰리세이

드 6천583대, 코나 4천730대 등 총 2만2

천295대가 팔렸다. 대형SUV 팰리세이

드는 출시 이후 최다 판매실적을 달성

했다.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 상용차가 총 1만3천805대 판

매됐고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친 대

형 상용차는 2천900대가 팔렸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G90

가 2천806대, G80가 1천930대, G70가 1

천662대로 총 6천398대가 판매됐다. 지

난해 말 부분변경모델이 출시된 G90는

출시 이후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

했다. 중형세단 G70도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50.7% 증가했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한 29만7천512대가

판매되는데 그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아프리카 등

의 신흥시장에서의 판매가 위축돼 해외

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며 “곧

북미 시장에서 팰리세이드가 투입되는

만큼 신차를 중심으로 판매량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도 K시리즈의 인기가 크게 떨

어지면서 판매가 급감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4

만2천대, 해외 18만5천773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감소한 22만7천77

3대를 판매했다.

특히 국내에서 부진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내수 판매가 지난해 대비 16%

나 감소했다. 승용차 중 ‘니로’와 ‘쏘울’

을 제외한 전 차종이 판매가 줄었다.

기아차를 대표하는 K시리즈(K3·K5

·K7·K9)가 지난해 대비 28.3% 급감한

1만948대가 판매됐다. 모델 노후화에

최근 세단의 인기가 떨어진 것이 더해

졌다.

SUV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쏘렌토’

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4천452대가

팔렸고, ‘스포티지’는 판매가 3.6% 줄었

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카니발’은 지난

해보다 30.8% 감소한 6천110대가 판매

됐다.

기아차는 앞으로 출시를 앞둔 SP2

(소형 SUV), 모하비 상품성개선모델,

K7 상품성개선모델 등을 앞세워 판매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기아차의 지난달 해외판매 실적은 지

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한 18만5

천773대를 기록했다. 유럽 중심으로 판

매 호조를 보였으나 중국 등 일부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가 3만8천767

대가 팔려 해외 최다 판매 모델로 이름

을 올렸고, ‘리오(프라이드)’가 2만3천

372대, ‘K3’(포르테)가 1만8천325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신차 출시,

신흥시장 본격 공략, 친환경차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으로 글로벌 판매를 확대

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임후성기자

현대·기아차4월성적표 ‘암울’
현대차, 글로벌 판매량 전년比 5.8% 감소

기아차도 내수븡신흥시장 부진 5.3% 줄어

현대자동차는 방탄소년단(BTS)이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 2개 부문 수상 후

보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식 참석

등의 미국 현지 일정을 위해 플

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

드(PALISADE)’를 제공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

단은 지난달 29일

(현지 시각) 미

국 라스베이

거스 매

캐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팰리

세이드’를 타고 라스베이거스 시내로

입성했다.

팰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

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톱 듀오/그룹(Top Duo/G

roup)’과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

l Artist)’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1일(현

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

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올 여름 북미시장 판매

개시를 앞두고 전세계 음악팬들의 관심

이 집중되는 시점에 팰리세이드

를 제공함에 따라 미국

현지에 팰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고

조시키는 것은 물론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 조원홍

부사장은 “고객이 브랜드를 접하는 방

식이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아이콘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

하는 것은 브랜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팰리세이

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방탄소

년단’을 선정했으며, 같은달 개최된 미

국 LA오토쇼에서 방탄소년단이 영상

을 통해 팰리세이드를 전세계 최

초로 소개한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의 제61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

s) 시상식 참석을 위해 팰리세이드

를제공했으며,방탄소년단과의 협

업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런던 피

카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

cus)전광판에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 캠페인 ‘아미피

디아(www.armypedi

a.net)’ 홍보를 지원

하기도했다.

/임후성기자

BTS ‘팰리세이드’ 타고빌보드시상식갔다

방탄소년단이2019빌보드뮤직어워즈참석을위해지난달29일미국라스베이거스매캐런국제공항에서‘팰리세이드’를타고라스베이거스시내로입성한후숙소앞에서‘팰리세이드’와함께포즈를취하

고있는모습.왼쪽부터제이홉,지민,정국,진,슈가,RM,뷔.

현대차, 올여름북미시장판매븣긍정적영향기대

기아차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9(EV TREND

KOREA 2019)’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

티 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

기아자동차㈜는 EV 트렌드 코리아 20

19에서 기아차의 대표 전기차인 ‘쏘울 부

스터 EV’, ‘니로 EV’와 함께 ‘실시간 감

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Real-time Em

otion Adaptive Driving, 이하 R.E.A.D.

시스템)’ 등을 전시하고, 고객 경험 확대

및 기아차 전기차 경쟁력 체험을 위한 시

승 프로그램을운영했다고 6일밝혔다.

기아차가 이번 EV 트렌드 코리아 201

9에 전시한 쏘울 부스터 EV와 니로 EV

는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모델이다.

쏘울 부스터 EV는 미래 지향적인 외

관 디자인과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실내

공간을 갖춘 차량으로, 1회 충전시 총 38

6㎞를 주행할 수 있어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니로 EV는 최고출력 150kW(204마

력), 최대토크 395N·m(40.3kgf·m)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을 상회하는 우수한

동력성능을 갖췄으며, 1회 충전시 주행

가능거리는 385㎞에 달한다. /임후성기자

기아차 ‘EV 트렌드 코리아 2019’ 참가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난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탄생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최초 공개하

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

혔다. <사진>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1회 충

전시 주행거리가 271㎞로, 기존보다 3

5.5%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IT, 안전 사양을 개선해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상품성도 대폭

높였다.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내

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OTA, O

ver the Air) 기능을 지원하는 10.25인

치 와이드 내비게이션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가격은 트림 별로 ▲N 트림 4천140만

원 ▲Q트림 4천440만원이다. /임후성기자

1회 충전에 271㎞븣‘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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