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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99065 (+1240) �금리 (국고채 3년) 159% (+001)

�코스닥68906 (213) �환율 (USD) 116590원 (65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맞이해KJ카드

개인회원을대상으로업종별캐시백지급

25개월무이자할부등의이벤트를진행

한다

이번행사는오는 11월 30일까지약 8주

간진행되며 이기간중KJ카드로가구업

종에서누적이용금액 50만원이상인고객

에게 5000원 캐시백 스포츠레저용품업종

에서 누적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인 고객

에게1만원캐시백을각각1회씩지급한다

이와함께 4대온라인쇼핑몰(G마켓 11

번가 옥션 인터파크)에서밤 10시부터 11

시까지10만원이상이용고객을대상으로

고객별월1회행사기간내최대2회까지

1만원캐시백을지급한다 특히KJ카드로

가구 및 스포츠레저용품 업종과 4대 온라

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25개월 무이

자할부서비스를함께실시한다

특히광주은행은오는 14일까지이어지

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25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

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를확인하면된다 최재호기자 lion@

광은카드로가구사면무이자할부혜택

6일준중형SUV의새로운강자를자처하는4세대신형스포티지 The SUV 스포티지가무등산국립공원광주시북구충효동일대도로를질주하고있다

기아차제공

���� ��� �	
�� ��

파워 주행아늑한 실내이래서 SUV

왜 The SUV인가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

지를 시승하기 직전까지 품었던 의문이다 기

아차는 신형 스포트지에 The SUV를 새겼

다 마치스스로를 최강자로칭하는듯한인상

이었다

6일기아차광주공장에서무등산 광주호일

원을왕복하는약 43km코스에서진행된시승

회에서 출시 전부터 화제를 일으킨 신형 스포

티지의진가를확인할수있었다

시승에 앞서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봤다 순

백색의 2WD 노블레스 스페셜로 드라이빙세

이프티팩 컨비니언스2 컴포트1 UVO 선루

프가 옵션으로 적용된 차량이었다 가격은

3421만원 직선의 단순함을 강조하던 기아차

가가장대중적인준중형 SUV 모델에서파격

적인 선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야성적인 전

면은변신의키워드인 강인함이묻어났다

헤드램프의 양끝은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으며 호랑이코 모양의라디에이터그릴은

아래에 크게 자리잡았다 또한 4개의 작은 사

각형이 모여있는 안개등은 검정색 가니쉬(덧

붙이는장식물) 안에화려하게빛나고있었다

기존의 스포티지가 아이돌의 매끈하고 세

련된 몸매였다면 신형 스포티지는 우람하면

서도각부위의모든근육을최고의상태로조

각한 보디빌더의느낌이었다

본격적인주행성능확인을위해시동버튼을

눌렀다 디젤차량특유의소음과진동은느껴

지지만 듣기 거북한 걸걸한 소리를 듣기 좋은

묵직한 소리로 각색한 듯했다 실내에서 느껴

지는 소음과 진동은 그저 이 차가 디젤차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도에 그칠 만큼 소음진

동을제어했다

가속페달을밟자 1500rpm부근에서변속이

일어나면서 부드럽게 가속된다 덩치가 많이

커진느낌이지만무리없이속도가올라갔다

속도를올릴수록현실감을떨어뜨릴정도로

놀라운 것은 정숙성이었다 주행중 시트에 감

지되는 진동도 미세해 신경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 엔진소리도크지않아라디오를듣

고가기에적당했다

정숙성에 놀랄 무렵 시내구간을 빠져나와

무등산국립공원의좌우로굽이치는국도에접

어들자 핸들링과 승차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고가 높은 SUV 차량은 곡선주행시 무게중

심을잡기가쉽지않다 그러나스포티지는탄

탄해진차체의강성 서스펜션및스티어링시

스템개선으로쉽게바닥을놓지않았다

고속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틀어

도차의앞부분이밖으로밀리는 언더스티어

현상도거의발생하지않으며 전동식파워스

티어링휠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부품의 강도

를 높여 스티어링휠을 돌리는 만큼 적극적으

로차체가반응했다

시승구간전반에서는주로주행성능확인에

중점을뒀음에도불구하고약 40km이상의거

리를 주행한 뒤 확인한 연비는 142kmL를

기록해 도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공인연비를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에코 모드로 가속

을 극도로 자제하며 주행하면 191kmL라는

소형 디젤차 수준의 연비를 기록한다는 것이

기아차측의설명이다

다만창문을다닫고열었던파노라마선루

프까지 닫아도 주행 시 나는 풍절음까지는 완

벽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국도 방지턱을 넘을

때 시속 20 이하였는데도 어느 정도 충격이

시트까지전달돼다소아쉬웠다

잠시정차했다키를갖고차에서내린뒤바

로짐을들고트렁크로갔을때는자동으로문

이열리는스마트테일게이트는작동하지않았

다 하지만 일정 거리 떨어진 다음 두 손에 짐

을 올리고 다시 트렁크에 접근하자 저절로 문

이 열렸다 짐을 실은 뒤 버튼만 눌러 쉽게 트

렁크를닫을수있어편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디빌더같은차체변속코너링부드러워

승차감진동적고놀랄만큼정숙연비 142kmL

트렁크자동으로열리는스마트시스템편리

7일부터 사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열리는 2015 국제광산업전시회는

광산업의최신동향과정보를교류하고전

문마케팅펼쳐지는광산업의신시장이될

것으로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통신대기업인 KT

KT커머스 SKT을 비롯해 동부라이텍과

금호전기 LG이노텍등이대거참가했다

동부라이텍 고천장용 LED조명 및 일

본 국토교통성인증 획득 차세대 LED가

로등을 선보이며 LG이노텍은 차세대

LED조명용칩씨티엘은 자동차용실내

외 LED을 소개한다 에이팩과 오이솔루

션은 각각 대형경기장 LED조명과 차

세대 100G 광트랜시버를공개한다

또일본 OLED 선도기관인야마가타현

국립대학 이노베이션센터(준지 기도 교

수)와함께일본내 OLED 전문기업인파

이어니어 루미오텍 이노엘 다카하다올

가닉이참가해일본 OLED시장트렌드에

맞춘제품을전시한다

지난해한국광산업진흥회와MOU를교

환한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LED조명

관련 제품을 전시하며 중국 GST 등 7개

광통신 기업이 국가관을 구성한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중국 동남아시

아등 27개국에서실질구매력을갖춘 200

여명해외바이어가대거광주를찾는다

한국광산업진흥회측은 역대 최대 행사

인만큼 650건상담에 3000억원(상담액기

준)을목표로하고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은 국내 대기업과 다수 국외기업이 참가

해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바

이어참가로효과적인마케팅이이뤄질수

있는 비즈니스 장이 될 것이라며 광 관

련전문가를초청한콘퍼런스와지원기관

세미나는실제현장에서활용가능한최신

동향과 유망기술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

라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국제광산업전시회 DJ센터서 개막

27개국바이어 200명 광주방문세계광산업기술한눈에

블랙프라이데이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