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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플래그십세단 S클래스가지난달월간

판매량에서출시이후최다판매기록을갈아치웠다 올해상반

기벤츠가 BMW를제치고국내에서가장많이팔린수입차브

랜드에등극한것과동시에생긴 겹경사로 S클래스가벤츠의

수익성상승을견인하고있다

11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벤츠S클래스는지난 6월에만총

1332대(메르세데스마이바흐S클래스 84대포함)가판매됐다

이는기존의최고기록인 2015년 1월의 1242대를뛰어넘은것으

로올해들어가장많은월간판매량이다

나아가 2013년 말현모델이출시된이후국내에서가장많은

판매고를 올린 것이어서 S클래스의 지속적인 인기를 입증했

다는의미가있다

1억원초반2억원후반대가격의고급차가이만큼판매되는

것은이례적이다

특히지난달에는 9단변속기업그레이드를정부에미신고했

다가판매가몇달간중단됐던 S350d 모델의 판매가재개되면

서한달동안총 760대가 팔려나갔다 이는 지난달판매실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S350d의 복귀가 S클래스 최다 판매

기록의 1등공신 역할을한셈이다

2013년 출시된 6세대 S클래스는 3년여가 흘렀지만 우아한

디자인 고급감을 극대화한 감성 품질 최첨단 편의안전기술

등으로역대최고의 S클래스라는찬사를받으며여전히승승장

구하고 있다 하이엔드급 럭셔리카 브랜드인 마이바흐를 S클

래스로통합시킨효과도컸다

경쟁업체들과비교하면지난달S클래스의판매실적은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7시리즈는 총

230대가 판매되는데그쳤으며 디젤 게이트로 타격을입은아

우디의 A8 시리즈는 50대가팔려총 1332대판매고를올린 S

클래스와큰격차를보였다

이에따라올해하반기에도수입차들의플래그십세단경쟁에

서 S클래스의독주가굳어질지관심이쏠리고있다 특히 S클

래스에도전장을내며작년 10월 출시된 BMW 뉴7시리즈와경

쟁에서완승을거둘지가관심거리다

6세대 모델 출시 직후인 2014년 S클래스는 국내에서 4630대

가판매돼 BMW 7시리즈판매량(1895대)의 2배 이상이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121% 증가한 총 1만228대가 판매돼 7시

리즈(1800여대)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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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안전기술  벤츠 S클래스 잘 나가네
지난달 1332대 판매월최다

올 상반기 BMW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국내 1위 올라

금호타이어는여름휴가철을맞아이번달 31

일까지프리미엄타이어를구매하는고객을대

상으로 여름 나들이용품을 증정하는 쿨썸머

이벤트를한다고 11일밝혔다

타이어프로등전국금호타이어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용

타이어 4개를구매할경우현장에서쿨러백(백

팩타입)을준다

행사제품은승용차용프리미엄타이어인엑

스타 PS91 마제스티솔루스엑스타 LE Sport

와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크루젠 HP91

크루젠프리미엄전규격이다

손석숭 금호타이어 RE영업전략팀장은 이

번 이벤트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

에안전과직결되는타이어정기점검과교체를

권장하기위해마련했다며 휴가전에가까운

대리점을 찾아 타이어 점검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프리미엄타이어구매땐

여름나들이용품드려요

금호타이어 쿨썸머 이벤트

제네시스브랜드의두번째모델 G80이 지난 7

일부터본격적인판매를시작했다

제네시스 브랜드 측은 이날 한층 정제된 디자

인각종신사양등모든측면에서진보한G80의본

격 판매가 시작됐다며 이미 국내 시장에 성공적

으로안착한 EQ900에이어G80까지가세함으로써

전체적인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글로벌 시장

에서존재감을키워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G80은 33 모델의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38

모델의프레스티지파이니스트등총 4개트림으로

운영된다

가격은▲33 모델중럭셔리 4810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5510만원▲38 모델 중프레스티지 6170만

원파이니스트 7170만원이다

제네시스브랜드에따르면G80은완벽한비례미

를바탕으로 내외장디자인을더욱고급화하고 최

첨단 지능형안전사양을대폭강화한대형럭셔리

세단이다

외장 디자인은 볼륨감을 한층 강화한 범퍼와 역

동적인 형상의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등으로 정제

된고급스러움을연출했다

실내는 주요 부위의 정교한 디자인 변경과 고급

소재 확대 적용을 통해 감성품질을 극대화하는 등

전체적인디자인완성도를높였다

G80 33 모델의 동력성능은 최고출력 282마력

(ps) 최대토크 354kgfm이며 복합연비는 96km

이다 38 모델은최고출력 315마력(ps) 최대토

크 405kgfm의 동력성능에 92km의 복합연

비를갖췄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주행

조향보조시스템(LKAS) 외에 보행자인식기능이

추가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고속도로 주

행지원 시스템(HDA) 부주의 운전경보 시스템

(DAA) 등을 새롭게 탑재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주행편의성을구현했다

이 밖에 G80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운전

석만 잠금 해제되는 세이프티 언락 기능 전자식

변속레버(SBW)애플카플레이등다양한편의사

양을기본으로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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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본격 판매시작  글로벌시장서도존재감키워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가

선정하는 글로벌자동차부품업체톱100에 현

대모비스등한국업체 5개사가이름을올렸다

고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지난8일이슈보고서

를통해전했다

보고서에따르면 2015년기준매출액등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덴소

(2위) 등일본업체 30개사가포함됐다 이어미

국 25개사 독일 18개사 한국 5개사순이었다

한국 5개사는 현대모비스(6위) 현대위아(29

위) 만도(45위) 현대파워텍(50위) 현대다이모

스(65위)다 이들업체중현대모비스와만도는

전년과같은순위를유지했고 현대위아등 3개

사는 36계단씩순위가상승했다

지난해 448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 독일

보쉬는 6년연속 1위를차지했다

보고서는 글로벌부품업체로도약하기위해

서는 선진 기술력 확보와 매출 다각화를 통해

수직계열화에서벗어나야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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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차부품업체톱100

한국업체 5개사선정

美오토모티브뉴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메르세데스마이바

흐는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중 퍼포먼스를 상징하

는메르세데스AMG에이어두번째로선보이는서브

브랜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