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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광주 2공장

중저음의작업소리가울리는가운데생산라인에는

바디가 매력적인 The SUV 스포티지가 점차 모

양을 갖추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

다 이 곳 광주 2공장은 2세대 스포티지 출시와 함

께 양산체계를 갖춘 스포티지의 고향과 같은 곳이

다 또현재의기아차의성공을이끈기아차의핵심

라인이기도하다

광주 2공장이 문을 연 것은 1992년 1965년에 설

립된 광주 공장에서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곳으

로공장가동과동시에타우너와프라이드 봉고 프

런티어 레토나등을생산해왔다

하지만광주공장이소품종대량생산체제로전환

하기위한라인합리화사업이시작되자광주2공장

역시 대규모증축및설비공사를거쳐 최신생산설

비를 갖추었고 생산규모를 늘렸다 2004년 8월에

는 광주 공장 사상 최초의 승용개념 SUV인 2세대

스포티지를생산하게됐다

2공장에서첫양산한 2세대스포티지는출시와함

께 대박행진을 거듭하며 기아차 성장을 주도했고 2

공장의스포티지성공에힘입어광주공장의라인합

리화사업이속도를내면서생산규모를늘려갔고성

공가도를 이뤘다 2004년 12월에는 광주 공장 사상

최초로북미수출을이루는쾌거를이루기도했다

이어 2공장은 2010년 3월에는 3세대 스포티지인

스포티지R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3세대 모델 스

포티지R은 지난 2010년 미국 최대 중고차 잔존가

치 평가기관인 ALG사의 3년 후 잔존가치 평가에

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 차종 중 1위를 달성

하는 등세계적으로도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2011년에는 레드닷디자인상을 수상했고 2010년

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디자인상과

대한민국최고권위의 우수디자인(GD Good De�

sign)상을 수상하는등혁신적인디자인을자랑하

며베스트셀러카의전통을이어갔다

이처럼기아차광주2공장이 4세대The SUV 스

포티지 양산의 핵심기지가 되기까지는 임직원의

노고가 뒷받침됐다신차가탄생하기까지1년반을

넘게전임직원들이심혈을다해노력했다 올해 9

월 신차 출시를 앞두고 양산일정을 정확히 준수하

고이를적기에고객에게공급될 수있도록노사가

하나로힘을모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신차 The SUV 스포티

지는 벌써부터 차별화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

로고객들의인기를독차지하고있고지난 10월 스

포티지시리즈중월간최대판매를기록했다 또내

년 초 북미시장 본격 공략을 앞두고 지난 19일 LA

모터쇼에서새모델을전격공개했다

고객의 입맛에 맞는 품질 좋은 차량을 필요로하

는시점에공급하는것이가장큰목표라는김진수

기아차광주 2공장장(이사대우)은 임직원모두가

지역민과 고객의 기대에 보답하고 글로벌 시장에

서 명차 스포티지의 성공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정

성과 혼을 다해 한땀 한땀 바느질하는 장인정신으

로스포티지를만들고있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고객과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스포티지

에대한뜨거운사랑을잊지않고 The SUV 스포

티지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세대 스포티지 디자인 차별화  명차 성공신화 잇는다

The SUV 스포티지양산체계를갖춘기아차광주2공장생산라인에서직원들이작업에열중하고있다 2공장은스포티지의요람과같은곳으로오늘날의기아차광주공장을있게한핵심라인이다 기아차제공

스포티지양산체제구축기아차광주 2공장현장가보니 

2004년 2세대 스포티지출시

대박행진 광주공장 성장 주도

사상 최초 북미 수출 쾌거도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SUV 신형 스포티지의

17디젤모델이베일을벗었다

기아차는지난달 The SUV 스포티지 20 디젤모델을출시한지한달만

에다운사이징엔진인U2 17디젤엔진을장착한 The SUV 스포티지 17

디젤모델을출시했다고 23일밝혔다

기아차가이번에새롭게선보인스포티지 17디젤모델은U2 17디젤엔

진에 7단 DCT를 장착해복합연비 150km(정부 공동고시연비기준 구

연비 기준은 158km)으로 준중형 SUV 최고수준의 연비 경쟁력을 확보

했다

또한 최고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347kgm의 다이나믹한 주행성능

을 확보했으며 7단 DCT 적용을 통해 응답성과 가속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스포티지17디젤모델의가격을트렌디2253만원노블레스2449

만원로확정해우수한기본상품성과함께가격경쟁력을높였다고밝혔다

이밖에기아차는 20 디젤전트림에서선택가능했던최고급디자인패키

지인 스타일 UP 패키지를 17 디젤엔진으로까지확대해 17 디젤모델전

트림에 74만원만 추가하면 ▲18인치 알로이 휠 ▲LED 리어 콤비램프 ▲

LED안개등▲LED DRL▲D컷스티어링휠▲패들쉬프트등역동적이고

차별화된프리미엄내외장디자인사양을선택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UV 신형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출시

다운사이징엔진장착 연비 경쟁력확보
9월 출시된 The SUV 스포티지가 인기를끌면

서기아차가잘나가고있다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는 올해 10월 국내 4만

6605대 해외 22만2349대 총 26만8954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23일밝혔다 이번판매실적은전월대

비 국내에서는 35%가 증가했으며 해외 판매난

21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실적

은총 178%가증가한수치다

기아차는 10월한달간신형스포티지와신형K5

등 신차들의 국내판매 호조와 국내공장 근무일수

잔업및특근증가에따른국내공장생산해외판매가

크게증가한것을판매실적상승요인으로꼽았다

국내판매는지난 9월출시된신형스포티지와지

난 7월 출시된 신형 K5가 모닝 카니발 쏘렌토 등

주력차종들과함께판매를견인했다

특히신형스포티지가 7585대판매되며스포티지

1세대출시이래월간최다판매실적을기록했다

해외판매는 전년 동월 노조 부분파업 및 잔업거

부등에따른기저효과의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국내공장생산분이 397%증가했다

반면 해외공장생산 분은 15% 감소해 전체적인

해외판매는 142%증가했다

해외판매에서는 K3를 비롯해 스포티지R 프라

이드등수출주력차종들이견인했다

이 가운데 K3(포르테 포함)가 3만6258대 판매되

며기아차중해외판매 1위차종에올랐으며그뒤

를 이어 스포티지R이 3만5111대 프라이드가 3만

2377대가판매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기아차 쾌속 질주
The SUV 스포티지K5쏘렌토등인기

지난 10월 26만8954대 판매  178% 증가

지난 9월 출시 The SUV

주행가속 성능 좋아 인기

지난달 월간 최대판매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