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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

단 스팅어(Stinger)의 공식 출시 행사

를갖고본격적인판매에돌입했다 특히

수입차 브랜드 일색인 프리미엄세단 시

장에서뛰어난주행성능과높은가격경

쟁력을앞세운국산 모델스팅어가새로

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지에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스팅어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8영업일간진행

된 사전계약에서 2000대의 계약을 이뤘

다 이는 기아차가 제시한 올해 목표 판

매량 8000대의 25%에 해당하는수치로

공식 출시 전부터 스팅어에 대한 고객들

의호응을얻고있음을입증했다

스팅어의 차명은 사전적으로 찌르는

쏘는것을의미하며지난 2011년프랑크

푸르트모터쇼에서선보인콘셉트카GT

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스타일

과 주행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탄생했다 스팅어는 기아자동

차의모든디자인역량과R&D기술력이

집약된 고급차라인업의첫 번째모델로

이제까지볼수없었던고성능세단으로

서국내프리미엄자동차시장에새기준

을제시할것으로기대된다

스팅어는 강력한 퍼포먼스에 최적화

된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주행성능이 극

대화된신규후륜구동플랫폼 직관적이

고 정교한 핸들링 성능 동급 최고 수준

의 정숙성(NVH)을 자랑한다 또 5가지

드라이빙 모드와 액티브 엔진 사운드 등

다이내믹 드라이빙 감성사양 첨단 신기

술과다양한고객선호편의사양 튼튼한

차체와 최첨단 안전 시스템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외장 디자인 항공기를 모티

브로 품격 있는 실내 공간 등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서 최고 수준의 경쟁

력을갖췄다

특히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인 만큼

고급감과 강력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

가크다

스팅어는 강력한 터보 엔진 탑재와 2

세대 후륜 8단 자동변속기 기본 장착 등

완성도 높은 파워트레인 설계로 최고의

동력성능을갖췄다

스팅어는 33 터보 가솔린와 20 터보

가솔린 22 디젤등총세가지엔진라인

업으로운영된다

33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370

마력(PS) 최대토크 520kgfm의강력한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파워를 자랑하며 정부 공동고시 신연비

기준 복합연비는 88km(2WD 19인

치 타이어 기준)다 특히 33 터보 가솔린

모델은출발후단 49초만에100kmh에

도달하는폭발적인가속력을자랑한다

또 20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255마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강

력한 동력성능을 구현했으며 복합연비

는 104km(2WD 18인치 타이어 기

준)다 22 디젤 모델은 최고출력 202마

력(PS)과최대토크 450kgfm의동력성

능을 확보했으며 복합연비는 148km

(2WD 17인치타이어기준)다

스팅어의 판매가격은 ▲20 터보 프라

임 3500만원 플래티넘 3780만원 ▲33

터보 마스터즈 4460만원 GT 4880만원

▲22 디젤 프라임 3720만원 플래티넘

4030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 고성능 프리미엄 세단 스팅어 수입차 넘어설까
첫 고급차 라인 가성비 앞세워 지각변동 예고

10일새 사전 계약 2000대  본격 판매 돌입

터보엔진 탑재에 2세대 후륜 8단 변속기 장착

주행성능뛰어나고높은가격경쟁력까지갖춰

현대기아자동차가고객들이자신의차를

타고 서킷을달리는체험행사를열었다

현대기아차는지난 27일 강원도인제스

피디움에서 열린 2017 KSF(코리아 스피

드 페스티벌Korea Speed Festival)

개막전에서 고객 참여형 이벤트인 KSF

트랙데이를개최했다고 29일밝혔다

KSF 트랙데이는 고객이 직접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서킷을 주행할 수 있는 이

벤트다 마니아층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모터스포츠의 경험을 일반 고객 대상으로

확대한이벤트다

사전에참가신청을한현대기아차보유

고객 140명이 참여해 인제스피디움에서

주관하는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은 뒤 서

킷 경험 등에 따른 클래스에 배정돼 서킷

을 총 3회 주행했다 서킷 주행 자격증은

당일현장에서교육을통해획득했다

참가 고객 김강현(41) 씨는 전문 레이

서들이 경기를 치르는 서킷을 주행할 수

있어인상적이었다며 이번이벤트를계

기로 한국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모터스포

츠는소수마니아층의전유물이아닌모든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모터스포츠를 더

욱 친근하고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7

KSF 개막전에는 현대 아반떼컵 챌린지

레이스 기아K3쿱챌린지레이스가열렸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차타고짜릿한서킷 Go Go

현대기아차 KSF개막전체험행사

기아자동차가현대캐피탈과손잡고렌

터카를근무시간에는업무용차로 이외

의 시간에는 임직원 개인용 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쉐어링 렌트 프

로그램을실시한다고 29일밝혔다

스마트 쉐어링 렌트 프로그램은 법인

사업자가 쿱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

하고 K3K5K7K9 차량을 장기 렌트

할때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법인

과 임직원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용금액과 유류비는 분담하는 신개념

렌트프로그램이다

일반 장기 렌트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2270만원 상당 K5 차량을

36개월동안렌트할때매월청구되는비

용은 약 32만원이지만(무정비 3만km

선수 보증금 30% 조건 적용) 동일한 조

건으로 스마트 쉐어링 프로그램을(법

인임직원간 5대 5분담조건적용)통해

차량을 렌트하면 절반 수준인 약 16만원

만 부담하면 된다 비용 분담 및 이용 시

간은개별설정이가능하다

이프로그램을이용하면법인사업자는

임직원과 1대 1 차량 공유를 통해 차량

렌트비용과유지비를절감할수있을뿐

만아니라 업무시간외에는주차장에보

관만 돼있을 차량을 활용해 임직원 복지

증진을도모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기아차는 스마트 쉐어링 렌트 프로그

램이용을독려하기위해대상차종차값

을 5%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본

할인과이벤트중복적용도가능하다 자

세한사항은기아차영업점과현대캐피탈

고객센터(1588521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아동 교통사고를 예방하

기위해전국의모든초등학교저학년생들

에게 교통안전 반사카드인 그린 라이트

카드(Green Light Card)를달아준다

기아차는 제73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신규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그린 라이트

카드캠페인을시작했다고밝혔다

그린 라이트 카드는 움직이는 안전 표

지판 역할을 수행한다 자동차 전조등을

반사해 초등학생들을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한다 이를통해어린이교통사고를

감소시킬수있다고기아차는설명했다

기아차는우선 6만여개의카드를제작

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 주변 200

여개의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의 가방에

달아줬다

내년부터는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88만여 명의 전국 모

든초등학교 1 2학년생들에게그린라이

트카드를보급할계획이다

한편올해로세번째를맞은기아차창

립기념 봉사주간은 기아차의 사회공헌

공유가치인 모빌리티(Mobility보편적

이동권실현)를주제로매년실시됐다

올해는 신규 론칭한 그린 라이트 카드

캠페인에 전 사업장 1000여명의 임직원

들이동참해손수포장한그린라이트카

드를초등학생들의가방에달아줬다

올해부터는 기아차의 주요 해외 생산

법인 4곳도창립기념봉사주간에참여해

현지여건에맞는봉사활동을진행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임직원들이초등학생들에게 그린라이트카드를나눠주고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아동 교통사고예방위해

초등생에 그린 라이트카드 달아준다

근무시간엔업무용 퇴근후엔개인용으로

기아차현대캐피탈 스마트쉐어링 렌트 프로그램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