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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도 일본차 수입이 역대

최대를기록하며질주가계속됐다.

국자동차산업협회와한국수입자동차협

회에따르면상반기일본차수입액은6억

2천324만달러로작년같은기간(4억9천

380만달러)에비해 26.2%뛰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규모로,

2015년연간수입액(6억5천476만달러)

에육박한다.

상반기 평균 환율(원/달러)로 환산하

면 7천억원이넘는다.

일본차수입액은 2015년 4만1천518대

에서매년가파르게증가하며2018년5만

8천503대로 3년만에40.9%뛰었다.

상반기수입물량은 2만9천453대로작

년동기(2만4천125대)보다 22.1%증가

했다.역시상반기기준역대최대다.

일본차수입단가는대당 2만1천161달

러(2천506만원)로 1년전(2만468달러)

보다 3.4%높아졌다.

수입 일본차 중에서도 고급차 수요가

많아진때문인것으로풀이됐다.

올해일본차약진은다른국가수입차

와비교해도두드러진다.

상반기전체자동차수입액은 51억1천

155만달러로작년동기(63억3천111만달

러)보다 19.3%감소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차모두줄

었고스웨덴만제자리였다.

수입대수기준으로는 14만3천909대로

작년동기보다 13.0%감소했다.

미국차가 1.0%, 스웨덴차가 25.0%늘

었지만독일차는-36.2%,영국차-11.1

%,이탈리아-23.7%등을나타냈다.

일본차점유율은작년연간17.4%에서

올해상반기 21.5%로상승했다.

브랜드별로렉서스가 5.1%에서 7.7%

로,혼다는 3.1%에서 5.2%로올랐다.그

밖에도요타 5.8%, 닛산 1.8%, 인피니티

1.0%다.

거꾸로국산차는일본수출이없다시피

하다. 올해상반기전체수출량이32대였

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관계자는 일본차

시장은 수입 브랜드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특성이있다고말했다.

현대차는2001년부터일본에서승용차

판매를 시작했다가 판매 부진에 2010년

초중단했다.

국내일본차구매자들은연령대가높은

편이다.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수입차

구매자의 3분의 1이일본차를선택했다.

30대는 23.1%, 20대는 17.6%로비율이

낮았다.

브랜드별로 렉서스에 대한 50대 이상

선호도가 컸다. 50대가 26.7%, 60대가

13.7%, 70대가 3.7%로총44.1%다.

혼다와인피니티는구매자의약30%가

30대였다.

수입차 중 일본차 점유율을 지역별로

보면(법인포함)경북(31.8%), 세종(3

0.4%), 광주(29.3%) 순으로높았다.

브랜드별로 대구는 전체 수입차의

13.6%가 렉서스였다. 도요타는 경북

(10.5%),혼다는세종(10.3%)에서비중

이컸다.

렉서스는올해판매 3대중 1대는법인

차였는데혼다는개인구매비중이88.1

%에달했다.

올해 거침없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곳으로 보이던 일본차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라는장애물을만났다.

일본제품불매운동이벌어지는가운데

일본차업체들은몸을낮추고있다.

이달닛산은6년만에6세대알티마풀

체인지(완전변경)모델을내놓으면서행

사를대거취소했다. /연합뉴스

상반기일본車수입26%증가역대최대

독일차등수입차19%줄었는데일본차는약진

일본차수입단가2천506만원으로3.4%상승

기아차,누적판매4천대달성

정태삼씨 그랜드마스터 임명

기아자동차는누적판매 4천대를달성

한영업달인이 10명으로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9일 전주지점 정태삼

영업부장을 그랜드 마스터로 임명하고

상패와포상차량K9을줬다고말했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차 판매지점에

근무하며누계판매4천대를넘은우수판

매직원에게주는최고영예로, 지금까지

9명뿐이었다.정부장은 26년 6개월만에

이번기록을세웠다. 1992년입사한이래

지방도시에서연평균 150여대이상판

매실적을유지했다. 기아차는누계판매

2천대는스타, 3천대는마스터, 4천대는

그랜드마스터, 6천대는그레이트마스터

로명명한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누계판매4천대를달성한 그랜드마스터 정태삼영업부장(전북전주지점)과권혁호기아차국내영업본부장이기념촬영을하

고있다. /연합뉴스

람보르기니 우라칸에보 국내출시

3억4천500만원부터…올해4분기인도예정

람보르기니우라칸에보. /람보르기니제공

람보르기니 차세대 V10 슈퍼스포

츠카우라칸에보(HuracanEVO)가

국내출시된다.

지난 29일오토모빌리람보르기니

에 따르면 우라칸 에보는 4분기부터

국내에서인도된다.

가격은 3억4천500만원(부가세 포

함)부터시작한다.

우라칸 에보는 공기역학 효율을 1

세대에비해 5배나높이는새로운디

자인으로주행성능을개선했다

최고 출력 640마력(@8,000 rpm

),최대토크61.2kg.m(@6,500 rp

m)이고공차중량은 1천422 kg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9초, 시속 200km까지 9.0초가 걸

린다.

시속 100km에서정지상태까지제

동거리는 31.9 m, 최고 속도는시속

325km를넘는다.

람보르기니한국지역매니저인파

올로사르토리는 우라칸에보는놀라

울정도로운전하기쉬우면서도감각

적이고 민첩한 주행 경험을 하게 한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불스원 과전압이상 차량용공기청정기무상교환

에어테라피멀티액션 제품

한국소비자원은불스원이 2017년 3월

부터 2018년 10월까지생산한차량용공

기청정기제품 에어테라피멀티액션(사

진) 에 대해 무상 교환을 하기로 했다고

30일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해당제품을사용하던중 퍽하는소리와

함께전원이꺼졌다는사례가접수돼조

사를진행했다.

그결과제품내에과전압차단장치가

없어정격전압(5V)을초과한전압이입

력되면고장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

났다.

해당제품은차량뿐아니라PC나휴대

전화충전기에도연결해사용할수있도

록만들어졌지만,과전압차단장치가없

어차량이아닌다른곳에서사용할경우

과부하로인한부품손상우려가있었다.

불스원은소비자원의시정권고를받아

들여시중에판매된에어테라피멀티액

션제품 9만3천여개를모두과전압차단

장치가추가된후속모델제품으로교환

해주기로했다.

소비자원은해당제품을구매한소비자

들에게불스원고객만족센터를통해교

환할것을당부했다.

/박은진기자pej26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