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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기아차는엔진성능과각종편의 사양

을 대폭 강화한 신형 K5(현지 모델명 옵티

마)를멕시코시장에내놓는다

기아차 멕시코법인은 28일(현지시간) 수도

멕시코시티의 블랙베리 강당에서 현지 딜러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시 행사를 열었

다 특히과속방지턱이높고많은멕시코이면

도로의특성을고려해지상고를10높인150

로개발하고실내공간을결정짓는축간거리

도기존2795에서2805로10늘렸다

차체에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하고 운전자

의하체를보호하는무릎에어백을 포함한 7

개의에어백을장착해안정성을높였다

사각지대 또는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

는 차량을 인지해 알려주는 스마트 후 측방

경보시스템과전자식주차브레이크제동기

술(EPB) 등의신기술도적용됐다

휴대전화는 차량 내부에서 무선으로 충전

할수있고 운전자가스마트키를 지닌채트

렁크 주변에서 3초 이상 머물면 자동으로 열

린다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파노라마

형 선루프에적용해개방감을넓혔다

가격대는 24GDI 가솔린 LX가 31만 5900

페소(약 2070만 원) EX는 35만4900페소(약

2325만 원)이고 20 가솔린 SX가 41만페소

(2690만 원) SXL은 43만5000페소(2857만

원)다 기아차는 작년 7월부터 멕시코시장에

서 21개판매점을열어K3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판매하기시작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점을 7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주 몬테

레이시에들어선기아차생산공장은오는 2

분기부터본격적인생산을시작할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기아차신형 K5 멕시코 시장달린다

멕시코시티서딜러 170명 초청출시행사

기아차의효자차종 K5(현지명옵티마)가 미

국 시장에서 지난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

한것으로나타났다

31일 자동차업계에따르면기아차는 2000년

옵티마로 미국에서중형차를 판매하기시작한

지 15년 만인 지난해까지 총 108만2천762대를

미국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모델

인 옵티마와 2006년부터 판매된 로체 그리고

2010년투입된K5 등세가지모델이모두 옵티

마라는이름을이어가며각각 19만918대 17만

9533대 71만2311대가판매됐다

특히 2010년 미국 중형차 시장에 선보인 1세

대 K5는 전체누적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인기리에판매되며기아차의미국판매를

이끌었다

K5는 본격적으로 판매된 2011년 8만3570대

가 나간 데 이어 2012년부터는 매년 15만대 이

상판매된기아차의효자차종이다

지난해에도 1월에 9394대를제외하고는매월

1만대 이상 꾸준히 판매됐으며 연간 15만9414

대가팔리면서미국에서판매되는기아차중가

장많은판매실적을기록했다

K5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기아차 미국 최

다판매 차종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K5는

지난해 11월 미국자동차전문평가기관켈리블

루북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중형차로 꼽힐 정

도로현지시장에서인정받고있다는평가가나

온다

또기아차는K5를활용해NBA올스타선수

인 블레이크 그리핀(LA클리퍼스 소속)이 출연

하는광고를제작하는등스포츠마케팅을하고

있다

올해도지난해말미국시장에투입된신형(2세

대) K5가본격적으로판매될 예정이어서판매호

조를이어갈것으로기아차는기대하고있다

기아차관계자는 신형K5는유럽감성의스

포츠 세단 디자인 향상된 주행 성능이돋보이

는중형차시장의강자로자리매김했다며 앞

으로도미국시장에서 다양한마케팅과최상의

품질로고객에게최상의만족을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K5미국서 쾌속질주판매100만대돌파

15년만에 누적판매 108만대

다양한 마케팅최상 품질 자랑

美평가기관 최고 중형차 선정

기아자동차(주)는 올 뉴 K7의 1호차주인공으로수의사겸크로스핏트레이너최동혁씨를선정했

다고 1일밝혔다 기아차는고급스럽고강인한디자인에부드러운승차감을동시에구현한 올뉴 K

7과최동혁씨의이미지가잘어울린다고판단해그를 1호차주인공으로선정했다지난달 28일오후서울강남구압구정동기아자동차사옥에서열

린전달식에서최동혁씨(가운데)와기아차국내영업본부장김창식부사장(오른쪽) 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8일 전국 주요 고

속도로 휴게소 총 31

개 지점에 서비스코너를 마련하고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

혔다

귀향길은 57일귀경길은 8일하루동안현대차 21개소 기

아차 10개소의서비스코너가운영된다

현대기아차는 냉각수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등 장거리 안

전운행을위한필수사항들을점검하고워셔액 와이퍼블레이

드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한편 필요 시 항균탈취

서비스 스캐너점검등도추가로제공한다

현대차는중앙선치악휴게소와중부내륙선충주휴게소의서

비스코너에서 기아차는치악휴게소서비스코너에한해현대

모비스와합동으로오디오점검 및내비게이션업데이트서비

스도제공한다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해 사고발생시 사고조치 및 견인

서비스등을 제공하며현장에서수리가어려운차량은직영서

비스센터및인근서비스협력사등에 입고해수리할수있도록

안내하고필요시차량대여서비스를제공한다

설 특별점검 서비스의 일정과 장소는 각사 홈페이지 블루

멤버스홈페이지 Q멤버스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연합뉴스

배터리워셔액등무상점검받으세요

현대기아차 설명절 서비스

고속도로휴게소 31개 지점

기아차 올뉴K7 1호차전달식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3월 출시할 중형 세

단 SM6의전체모델가격을 2325만3250만원

으로책정하고2월 1일부터전국 전시장에서사

전계약에들어간다

SM6 주력볼륨모델에다고급사양을적용하

더라도같은조건의SM5보다불과35만원비싸

진파격적가격으로프리미엄중형세단의선두

를노리는경쟁차종에승부수를던졌다

3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SM6는 ▲ 16 TCe

(1600cc 가솔린직분사터보엔진) ▲ 20 GDe

(2000cc 가솔린 직분사 엔진) ▲ 20 LPe(2000

cc LPG액상분사엔진)등 3가지파워트레인을

갖췄으며 올해 중반 15 dCi(1500cc 디젤 직분

사터보엔진)를 라인업에추가할예정이다

이중 16 TCe와20 GDe모델에는민첩한변

속 반응속도 연비 개선 효과를 동시에구현하

는독일게트락 7단습식듀얼클러치변속기가

적용돼성능과경제성이크게향상됐다

최고급인 16 TCe모델은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265kgm 복합연비 128km(17

인치타이어기준)로뛰어난동력성능과우수한

연비를발휘한다

SM6 가격(부가세 포함)은 주력 볼륨 모델인

가솔린 20 GDe는 2420만2995만원으로 엔

트리급부터 최고급 모델까지 모두 2000만원대

로출시한다 가솔린터보 16 TCe는 2805만

3250만원 LPG 모델인 20 LPe는 2325만

2670만원이다 연합뉴스

르노삼성SM6 가격공개

2325만원3250만원 책정

금호타이어는세계 3대디자인상의 하나로꼽히는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6의 운송기기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1

일밝혔다

iF 디자인어워드는독일의 인터내셔널포럼디자인이주관

하는국제디자인어워드이다 수상작들은디자인은물론혁신

성환경친화성완성도기능성편리성등의종합평가를거쳐

결정된다

금호타이어는 고급 세단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HS

81과사계절용 프리미엄타이어 솔루스HA31 등 2개제품이

수상의영예를안았다

정택균 금호타이어 연구기술본부 전무는 타이어 디자인은

곧 성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자인 기술력

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세계 3대 디자인상

獨 iF 디자인어워드 본상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