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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

다. 친환경차 바람이 거센 가운데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EV) 글로벌 판매 10만대를 넘긴 것으

로 나타났다.

내년에 각각 EV 전용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연간

EV 100만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목표

를 세우고 전기차 투자에 집중한다.

27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마크

를 달고 판매된 전기차는 총 10만1천238

대(공장 선적 판매 기준)로 집계됐다.

국내 시장에서 2만3천217대, 해외 시장

에서 7만8천21대 팔렸다.

모델별로는 코나 일렉트릭이 4만7천7

68대(국내 1만3천587대·해외 3만4천18

1대) 판매돼 양사 베스트셀링 모델로 등

극했다. 이어 니로 EV가 2만3천59대(국

내 5천999대·해외 1만7천60대), 아이오

닉 일렉트릭이 1만8천804대(국내 2천60

대·해외 1만6천744대), 쏘울 EV가 9천2

77대(국내 1천571대·해외 7천706대) 순

이었다. 중국 전략형 전기차 모델도 현

지에서 2천330대 판매됐다.

작년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EV를 포함해 총 36만6천846대의 친환

경차를 판매해 전년보다 24.6% 성장했

다. EV 판매는 전년 대비 63.4% 증가해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전략의 핵심으

로 자리 잡았다.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인 친환경차 시

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

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16년 4

4만6천여대에서 2018년 119만8천여대

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는 1만1천63대에

서 10만263대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세

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6.5%로 테슬라,

비야디(BYD), 르노닛산, 상하이자동

차(SAIC)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

다.

현대·기아차는 자사 전기차 모델이

뛰어난 충전거리를 갖춰 경쟁력이 있다

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보호국(EPA)

이 공동운영하는 에너지효율정보 사이

트 ‘퓨얼 이코노미’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2019-2021년형 전기차 모델

중 아이오닉 일렉트릭(복합 136MPGe)

은 테슬라 모델3(복합 141MPGe)에 이

어 전비(電比·1kWh 당 주행 거리) 2위

에 올랐다.

차종 기준으로 코나 일렉트릭(120MP

Ge·3위)과 쏘울 EV(114MPGe·공동 6

위), 니로 EV(112MPGe·공동 9위) 등

현지 판매 모델 4종이 모두 10위 안에 들

었다.

코나 일렉트릭이 작년 1월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재규어 I-페이스 등을 제치

고 ‘2019 올해의 차’(유틸리티 부문)에

선정되고, 니로 EV가 영국 자동차 전문

지 ‘왓카’(What Car?)의 ‘2019 올해의

차’로 뽑히는 등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

과 상품성을 모두 갖춘 모델을 내놓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도 전기차 개발

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기아차는 이달

중순 각각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적 미래전략을 발표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EV확대 방침을 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는 2025년 56만

대, 기아차는 2026년 50만대 등 2025년

을 전후해 EV만 100만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모두 EV

전용 모델을 출시하고 2024년에는 전기

차 전용 아키텍처(차량 기본 골격)를 개

발해 이를 적용한 양산차를 선보일 계획

이다. /임후성기자

작년현대븡기아전기차10만대팔렸다
세계시장 3년새 3배 뛴 사이 판매 10배 늘어

코나EV 베스트모델 등극븣절반 가량 차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관리자·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

이 기아차 알리기에 나섰다.

기아차는 설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 2

3일 기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광주공

장 소속 주임, 그룹장, 파트장들로 구성

된 생산관리자협의회, 파트장협의회 회

원들과 판매를 담당하는 광주전남지역

본부 임직원들이 합동으로 광주 시민들

을 대상으로 기아차를 알리기 위한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판촉행사는 오후 4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아차 광주

전남지역본부 김경곤 본부장과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관리자 협의회 강정혁 회

장, 파트장협의회 정관중 회장을 비롯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판촉행사는 광주의 대표 시장인 양동

시장에서 실시됐으며 생산관리자협의

회, 파트장협의회 회원과 광주전남지역

본부 임직원들은 합동으로 시장상인들

과 설을 맞이해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기아차를 알렸다.

이들은 기아차 홍보물과 핫팩, 시장바

구니 등 판촉물을 전달하며 기아차를 알

리기 위한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고객들과 새해 인사도 나누고 겨울철 차

량관리 방법을 비롯한 유용한 정보를 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공장 생

산 차량 쏘울 부스터,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트럭에 아낌없

는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호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기아차의 우수성

을 알리고, 일선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

며 “기아차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차

량을 생산해 고객 만족에 한걸음 더 다

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임후성기자

“올해도 기아차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난23일기아차광주공장임직원들이광주양동시장에서설맞이판촉활동을펼치고있다.

기아차광주공장, 설맞이판촉행사 ‘눈길’

현대차의 ‘그랜저 HEV’가 지난해 3

만대 가까이 팔리며 친환경차 내수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단일 차종으로 친

환경차 최대 판매 기록이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와 업계에 따르면 작년 1-12월 국내 자

동차 제조사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총

11만219대로 전년(9만3천51대)보다 18

.5%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10

만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

가 7만5천966대 판매돼 전년 대비 68.9%

성장했고, 순수 전기차(EV) 2만9천683

대(0.8%↑), 수소전기차(FCEV) 4천194

대(463.7%↑),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

HEV) 376대(48.5%↓)순이었다.

점유율로 보면 HEV가 전체 친환경차

의 68.9%를 차지했고, EV 26.9%, FCEV

3.8%, PHEV 0.3% 순이다.

모델별로는 그랜저가 작년 2만9천708

대 팔려나가며 ‘3만대 돌파’ 턱밑까지

갔다. 단일 차종으로 친환경차 최다 판

매 기록을 세웠다.

니로 HEV(2만18대), 코나 EV(1만3

천587대)이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선전

했고, K7 HEV(9천307대), 쏘나타 HE

V(구형 포함 7천649대), 니로 EV(5천9

99대), 볼트 EV(4천37대), 아이오닉 H

EV(3천851대), 코나 HEV(3천171대),

K5 HEV(구형 포함 2천87대) 등이 판

매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9종, 6만4만353

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 전체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58.4%였고, 기아차는 5종, 3

만9천211대를 팔아 점유율 35.6%를 기

록했다.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은 94.0

%로, 현대차그룹이 국내 친환경차 시장

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후성기자

‘그랜저 HEV’ 친환경차내수판매 1위
3만대 ‘육박’븣니로HEV는 2만대넘겨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

던 토요타 코리아가 연초 국내에 스포츠

카를 출시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27일 일본 도요타의 한국법인인 토요

타 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 롯데

월드몰 커넥트 투에서 기자발표회를 열

고 ‘도요타 GR 수프라’출시를 알렸다.

수프라는 1978년 처음 생산돼 한때 도

요타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인기를 끈

모델이었으나 2002년 생산이 중단됐다

가 지난해 17년 만에 다시 새 모습으로

돌아왔다.

2인승 스포츠카인 GR 수프라는 도요

타의 클래식 스포츠카인 2000GT의 디

자인을 계승해 전면이 길고 후면이 짧은

‘롱 노즈 숏 데크’ 콘셉트로 개발됐다.

6개의 LED 헤드램프와 직경 100㎜의

듀얼 머플러, 19인치 알로이 휠, 후면의

GR 엠블럼 등을 적용해 스포츠카의 정

체성을 강조했다.

직렬 6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을

달아 최대토크 51㎏.m, 최고출력 340마

력(PS)의 강력한 힘을 낸다.

실내에는 1.8인치 풀 컬러 헤드업 디

스플레이가 설치돼 각종 정보를 보기 쉽

게 구현한다. 전방충돌 경고장치,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

롤 및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 등 중형

차급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 사양들도 대

거 적용됐다. 가격은 7천380만원(부가

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임후성기자

한국토요타 스포츠카 ‘GR 수프라’ 출시

지난해 수입 상용차 판매가 전년보다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 대

수는 3천896대로 전년(4천394대)과 비

교해 11.3% 줄었다. 덤프를 포함하면 4

천812대다.

수입자동차협회는 2018년까지는 덤

프를 건설기계로 분류했다가 작년부터

상용차 통계에 넣어 전년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등록을 브랜드별로 보면 덤프

를 포함한 실적으로는 볼보트럭이 2천1

65대로 시장점유율 45.0%를 차지하며 1

위에 올랐다.

이어 만(MAN) 923대, 스카니아 917

대, 메르세데스-벤츠 552대, 이베코 255

대 등의 순이었다.

덤프를 뺀 등록 실적은 총 3천896대로

전년보다 11.3% 줄었다.

볼보트럭은 1천762대로 판매가 3.5%

줄었고, 만(1천20대·28.8%↓)과 메르세

데스-벤츠(751대·33.7%↓)도 감소했

다.

스카니아(687대·9.9%↑)와 이베코(1

74대·24.7%↑)는 전년보다 판매가 늘었

다. /연합뉴스

작년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 3천896대

전년比 1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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