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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쯔다, 미국시장에 대한 판매혁신전략 마련에 착수
세계 자동차산업이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의 온상인 판매대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폐

가운데 세계시장점유율이 2%(160만대)에 불과한

지하였다. 대신 판매점의 마쯔다 상품가치·브랜

마쯔다는 생존전략 마련에 필사적이다. 이를 위

드가치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한 인

해 핵심이 되는 것은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 판

센티브 제공체제로 변경하였다. 설문서를 통한

매 회복 여부이다. 마쯔다의 2019년 미국 신차시

고객만족도 조사, 대리점의 내외장이나 설비, 홈

장 판매대수는 27만 8,552대로 전년대비 7.2%나

페이지 디자인 등도 평가대상 항목으로 추가하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 신차시장 자체가 전년보

였다. 딜러도 635개(2016년 1월 기준)에서 최근

다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쯔다

555개로 축소하는 등 판매망을 재구축하였다. 신

의 미국 신차판매 감소폭은 세계 주요 자동차업

형 대리점은 앞으로 월 300대를 판매할 수 있는

체 중 닛산의 9.9% 감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고

체제 구축과 아울러 18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

전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3월 미국에 투입된 신

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최신형 대리점 구축에는

차 마쯔다3 승용차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였

약 9억엔이 소요되며, 그 중 25%를 마쯔다가 보

기 때문이다. 즉 2019년 승용차의 미국 판매대수

조한다. 동시에 대리점 직원의 교육을 위해 미국

가 당초 목표한 6만대에 크게 미달하는 5만대에

의 5개 지역거점 사무소에 교육담당자를 배치하

그쳤다. 이는 신형차의 가격을 2만 1,000달러로

였다.

부터 설정하여 구형 모델보다 10% 이상 가격을

작년 12월부터 마쯔다는 환경과 주행성을 보강

인상한데 기인한다. 또한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한 스카이액티브 기술을 채용하고 디자인도 쇄신

승용차보다 SUV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판매호조인 주력 SUV모
델 CX-5에 터보모델을 추가하여 고급화를 추구하

세계시장점유율 2%에 불과한 마쯔다의 

였다. 마쯔다가 이처럼 필사적으로 미국시장에서

생존전략은 고급화

판매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CASE(자율운전, 커
넥티드, 공유서비스, 전동화)시대의 막대한 개발

그러나 마쯔다는 종래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비용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마쯔다는 2017

저가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브랜드 인지도 향상

년부터 CASE개발 효율화를 위해 도요타와 자본

등 미국시장 판매전략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

제휴를 하고 있다.

다. 과거의 신차 저가정책은 중고차 시장가격 하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20.2.15.

락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우선 저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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