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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프리미엄컴팩트 오픈탑모델인 더

뉴 SLC의새로운라인업 더뉴 SLC 200을국내에출시한다고 2

일밝혔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SLC 200은 실내외에 고성능 모델

사양을기본 적용해역동적인모습을연출했다 20  직렬 4기통

가솔린엔진과 9단자동변속기(9GTRONIC)를기본탑재해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306kgm를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69초 만에 주파하는스포티한주

행성능을제공한다

이밖에 20초 만에 지붕이 열리고 닫히는 배리오루프 목 뒤 헤

드레스트에서따뜻한바람을제공하는에어스카프등혁신적인기

술이 적용돼안락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

다 가격은 6300만원(부가세포함)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중형 세단 E클래스가 한국자

동차기자협회 주관 2017년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된 기념으로 3

월한달간벤츠신차를출고하는모든고객에게선물을증정한다

메르세데스벤츠액세서리 2종과블랙골프백세트등세가지중

한가지를직접선택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더뉴SLC 200 메르세데스벤츠제공

벤츠코리아 더뉴SLC 200 국내출시

시속 100km 69초에주파  에어스카프 적용

기아자동차가카카오톡을활용한실시간고객상담서비스를시

작했다 사진

기아차는 전화 위주의 고객 상담 통로를 카카오톡으로 확장 서

비스와판매등기아차전반에대한상담이더편하고쉬워질것으

로기대했다

카카오톡상담서비스는기아차홈페이지의고객센터에서 카카

오톡 상담 메뉴를 통해 상담원에게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을 물

어볼수있다

스마트폰에서카카오톡플러스친구(KING CAR) 또는옐로아

이디(기아자동차고객센터)를친구로추가해도된다

카카오톡 상담 중 상담원의빠른 상황 파악을 위해 사진이나 스

크린샷을 찍어 보낼 수 있고 거꾸로 상담원이 고객에게 이미지 가

이드와홈페이지링크등을제공할수있다

기아차관계자는 고객에게한층더쉽고편하게다가가고자업

계최초로카카오톡상담서비스를시작하게됐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카카오톡고객상담서비스

새해첫달부터할인경쟁에나선국내완성

차업계가 3월에도다양한마케팅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자동차수요가정체될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전시장으로

끌어들이기위해안간힘을쓰는모습이다

6일 각사의 3월 판매조건을 보면 기아차동

차는인기차종구매시다양한혜택을고를수

있는 봄맞이특별구매이벤트를한다

이달 스포티지를 출고하는 고객은 스마트

UP 패키지(65만원)+20만원이나 툴레 루프

박스 무상장착+20만원 최저 15% 초저금리

할부+35만원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K3나K5고객은내비게이션무상장착이나

소비자가 143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및

추가할인을받을수있다

현대차는 레저용 차량(RV) 신차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싼타페를 사면 100만원

을할인하는 현대RV매니아이벤트를진행

한다

또현대차가아니더라도 2000cc 미만신차

를 샀던 고객이 i30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할인한다 신입사원과 신혼부부 신입생 등

새출발을하는고객을대상으로다양한차종

을 20만원저렴하게판매한다

쌍용차는 뉴스타일코란도C 출시를기념

으로 자신만만프로그램을새롭게운영한다

차체와 일반부품 무상 보증 기간을 5년10

만km로 연장하면서 품질에 불만족할 경우

출고 30일 내 같은 사양의 차로 교환해준다

일시불이나 정상 할부로 구매하면 50만원

상당의컨비니언스패키지를무료로주고 1년

동안 이자 없이 매월 1만원의 원금을 상환하

면서 36개월 동안 월 할부금을 내는 여유만

만 할부프로그램도도입한다

한국지엠은쉐보레브랜드의국내도입 6주

년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아베오 말리부 트

랙스 임팔라 올란도 캡티바 등 6개 차종을

구매하는고객에게 100만원을추가로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2016년 생산 차

량 대상이며 콤보 할부 타깃 고객 프로그램

등기존할인프로그램도함께적용된다

쉐보레는 이 같은 프로그램에 정부의 10년

이상노후경유차폐차지원혜택까지합하면

캡티바는 최대 44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

다고설명했다

올 뉴 말리부(최대 391만원) 올란도(최대

385만원) 임팔라(최대 351만원)의 할인 혜택

도최대 300만원대중후반에달한다

르노삼성차는 SM6의 신차 효과를 이어가

고자 54만원 상당의 5년 보증연장 또는 30만

원할인혜택을제공한다

또 오는 20일까지 SM6를 계약하고 3월 중

출고하는 고객 차량의 흠집을 무상으로 수리

하는 스마트 리페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잔여 개별

소비세 30%지원혜택과연계하면 SM6를최

대 255만원저렴하게살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고객잡기 사활 건 車업계  3월 마케팅 대전

기아차 K3K5 고객 143만원 상당노트북추가할인

현대차 신입사원신혼부부신입생봄맞이이벤트

쌍용차 뉴 스타일코란도 C 출시 여유만만 할부 도입

한국지엠 최대 100만원 할인에노후경유차혜택도

자율주행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3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 20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

왔다

산업연구원이최근내놓은 스마트자동차의산업생태계분

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께 자율주행차가 시판됨에

따라 스마트자동차 관련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며이같이밝혔다

스마트자동차는 통신정보통신(IT) 기능 중심의 커넥티드

자동차와센서자동제어기능중심의자율주행차를아우르는

말이다

스마트자동차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이지만 자동차업체뿐

아니라 IT 업체의자동차산업진출도활발해지면서기술개발

이빠르게이뤄지고있다

특히 무인자동차는 2009년부터 구글이 본격적으로 개발

하기 시작해 2010년 첫 모델을 공개한 이후 벤츠 BMW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등자동차업체들이 가세했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스마트자동차관련기술과핵심부품개발에집중투자하고있

다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자동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

트하이웨이사업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등을추진중이다

기업들의매출액규모로추정한국내스마트자동차관련시

장 규모는 2010년 333조 원에서 2015년 411조 원으로 연평균

43%늘었다

문제는부처마다제각각지원하고있어서 정책의시너지가

떨어진다는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시너지 효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통

합된행정체계와법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특히 스마트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분야별 기업 현황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의포괄적이고추상적인산업발전정책에서벗어나대기

업과중소기업이균형적인생태계를유지하면서발전할수있

도록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다고조언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정부 스마트자동차개발지원체계일원화해야

산업연구원 2035년 자율주행차지구촌연 2000만대 이상판매

스마트자동차주요핵심요소및기술

기아차K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