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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서 110만대 리콜 … 연료펌프 결함 때문

현대기아차, 지난달 미국 시장 최다 판매 신기록 

도요타가 미국에 출하한 차량 110만대를 리콜한다.

5일‘뉴시스’에 따르면 도요타는 전날 엔진정지를 초

래할 수 있는 연료펌프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110만 대

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치로 리콜 

대상 차량이 180만 대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도요타는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거의 70만대 차량을 

리콜했다.

연료펌프 결함에 의한 엔진정지는 충돌 위험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요타는 관련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미국시장에서 진출 이후 역대 최

다 판매기록을 갈아치웠다. 

5일‘아이뉴스’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승용차 시

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총 10만6천777대를 판매해 지난

해 2월(9만546대)보다 판매량이 17.9% 증가했다. 2월 

판매 기준 10만 대 넘은 건 2016년이후 5년만이며 올 2

월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각사 별로 보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15.8% 많은 5

만4천600대(제네시스 포함)를 판매했다. 엘란트라(아

반떼)가 1만86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고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이 9천594대로 그 뒤

를 따랐다. 소형 SUV 코나도 전년도보다 24.7% 늘어난 

7천92대가 팔려 소형 SUV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싼타

페는 7천152대를 판매했고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전

월 대비 28.3% 증가한 6천967대를 팔았다.

기아차 역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전년 대비 20.2% 

리콜 대상은 도요타의 트럭과 SUV, 미니밴 승용차 

차종을 망라하며 고급차 렉서스 브랜드도 포함됐다. 

2018년과 2019년형 도요타 아발론, 캠리, 코롤라, 하이

랜더, 세콰이어, 타코마, 툰드라, 2018년과 2019년형 렉

서스 ES 350, GS 350, IS 300, IS 350, LC 500, LC 500h, 

LS 500, LS 500h, RC 300, RC 350, RX 350L 등이 리

콜 대상이다.

도요타는 지난 1월 리콜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 소유

주에는 5월 초 무상수리 서비스 일정을 통보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또 딜러들이 리콜한 차량의 연료펌프를 성

능을 보강한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난 5만2천177대를 판매했다. 차종 별로는 8천513

대가 팔린 포르테(K3)가 전체 판매량의 기반을 탄탄히 

받쳤다. 소형 SUV 셀토스는 전월 대비 30배 가량 늘

어난 2천789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기아차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올해‘북미 올해의차’SUV 부문을 수상한 

텔루라이드 역시 6천754대가 팔려 전월(4,919대)보다 

37.3%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SUV 돌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서도 현대·기아차의 SUV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판매 중 SUV 판

매량은 6만4천187대로, 전체 절반이 훌쩍 넘는 6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현대차그룹의 팰리세이드, 쏘나타 센슈

어스, 텔루라이드, 쏘울, 하바니로, G90, 민트 콘셉트 등 

7개 차종이‘2019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

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

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이다.

연준, 기준금리
0.5%p 전격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기준금리

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경

제적 영향을 우려해서다.

4일‘뉴시스’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1.50~1.75%에서 1.0~1.25%로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연준은“미국 경제의 기본은 여전히 강하

다.”면서도“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점차 발전하는 위험(evolving risks)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이 같은 위험을 고려

하며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목표 달성을 지

원하기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늘 FFR 목표 범위를 1.0~1.25%로 0.5%포

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준은“위원회는 상황 전개와 이 것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

고 있다”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 코로

나19 확산 사태에 관해 금리 인하를 시사하

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미국 경

제의 기본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바이러

스가 경제 활동에 점차 발전하는 위험을 가

하고 있다.”며“우리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

해 적절하게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발

발 사태가 두 달째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기업들은 속속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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