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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전성기 속

에 1억원대 이상인 럭셔리 수입 SUV도

유례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고가임

에도 SUV의 높은 활용성과 럭셔리 브랜

드의고급스러운이미지를선호해기꺼이

지갑을여는소비자들이늘면서관련시장

도커지는추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럭셔리 SUV 모델 대부분의 판매

실적이 전년과 비교해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하반기쿠페라인업이추가된벤츠

GLE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2908대가

판매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725대보다 68

6%나증가한수치다

벤츠 G클래스는 지난해(117대)의 2배

인 230대가 팔렸다 이 모델은 최상위 트

림인 AMG G 65 463 에디션의 경우 가

격이 3억7800만원에달한다

BMW X5와 X6는 올해 각각 1936대

1451대의판매고를올렸다

전년과 비교하면 X5는 686% X6는

354% 각각 성장했다 두 모델은 고성능

M 가솔린 트림의 시판이 중단돼 라인업

이축소됐음에도전체판매가오히려확대

됐다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는 전년 대비

204% 증가한 655대 레인지로버 스포츠

는 120% 늘어난 955대의 실적을 기록했

다

두 모델은 최상위 트림이 각각 2억8000

만원 1억8000만원에판매되고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지난 7월 출시

된 풀체인지 모델 올 뉴 디스커버리에

대한대기수요에도올해2657대가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포르셰 카이엔의 판매량

은 864대로전년대비소폭(71%) 늘었다

작년 하반기와 올 초 출시된 모델들 역

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난해

10월국내에상륙한벤츠더뉴GLS는올

해 7월까지 459대가 판매됐다 이 차는벤

츠 SUV라인업의플래그십모델로 SUV

의 S클래스로분류된다

작년 하반기출시된볼보 XC90과 재규

어 F페이스도각각 743대 666대의 판매

고를올렸다

지난 5월 4세대 모델이 출시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3개월 만에 93대가 팔리

며선전했다

럭셔리브랜드벤틀리와마세라티가브

랜드 최초로 내놓은 SUV 모델도 성장세

가눈에띈다

올해 5월부터 시판된 벤틀리 벤테이가

는석달간 48대가 신규등록됐다 벤테이

가는 3억4500만원의초고가모델이다

작년 11월 출시된 마세라티 르반떼는

17월 450대가 팔려올해판매목표였던

300대를반기만에돌파했다

르반떼의선전덕분에마세라티의올해

상반기 전체 판매 실적은 1000대를 넘겼

다 반기 판매 1000대는 마세라티가 지난

2007년국내에진출한이후처음이다

이처럼 럭셔리 SUV의 수요층이 확대

된것은전체 SU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면서기본 파이가커졌기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SUV 판매

비중은 2012년 167%에서 2016년 246%

로 증가했다 내수 시장 SUV 점유율은

2009년 218%에서 지난해 412%로 큰 폭

으로 늘었다

특히 다양한 목적으로 차량을 활용하면

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

자들이 늘면서 럭셔리 SUV가 높은 가격

문턱을극복하게됐다고업계는분석했다

수입차 업계관계자는 중대형럭셔리

SUV가과거의 짐차 개념에서벗어나세

련된이미지로변화하면서판매가크게늘

었다며 전통적인세단및슈퍼카브랜드

들이 잇달아 첫 SUV 모델을 내놓는 것은

시장 성장성이 크다는 뜻이고 이런 흐름

은 향후 34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려해진 럭셔리 수입 SUV국내시장서 흥행 질주

벤츠더뉴GLS500 4매틱 마세라티르반떼

기아자동차가 28일부터 2017년도 하반

기대졸신입사원공채에들어간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예정자(2018년 2

월)또는학사석사소지자는전공과관계

없이누구나기아차채용포털사이트(ca�

reerkiacom)를통해지원할수있다

채용은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면

접 임원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자는 12월중발표된다

특히서류전형의경우지난해하반기공

채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지원서 내 사

진 주소 수상활동내역 경력자격증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했다 과도

한 개인정보 수집과 스펙(취업용 경력자

격등) 경쟁을막자는취지다

실무면접역시지원자개인신상과학력

등을보지 않는 블라인드 상태에서인성

면접 직무면접 영어면접 등이 진행된다

임원면접에서는지원자의조직적합도인

성등이주로점검된다

지원예정자들에게유용한정보를주기

위해 기아차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채용 설명회(SECRET K)

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케이블방송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잡코리아 웹사이트

(wwwjobkoreacokr)모바일 앱(애플

리케이션)을통해중계한다

지원예정자는앞서다음달 1일부터잡

코리아 웹사이트앱을 통해 기아차 채용

관련질문을미리등록할수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

까지 대학들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11)

상담형식의채용박람회도열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네시스G90과기아자동차스포티지

가미국에서 이상적인차로뽑혔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지 시각) 미국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

체인 오토퍼시픽의 2017 이상적인 차

(IVA)평가에서G90과스포티지가차급

별 1위에올랐다

총 23개 차급별로 진행된이번 평가에

서G90은고급차부문 스포티지는콤팩

트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분에서각각최고모델로선정됐다

오토퍼시픽 평가는 2016년형2017년

형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 약 5만4000명

을 대상으로 차량 외관 실내공간 적재

공간 운전석 편의성 동력성능 등 1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고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차의기준에본인의 구매차량

이얼마나부합하는가를점수로매겼다

세부 항목 중 G90은 외관 실내공간

안전성항목에서우수한점수를받았다

G90과 스포티지는지난 6월 오토퍼시

픽이 발표한 2017 차량 만족도 조사에

서도 고급차와 콤팩트 크로스오버 SUV

부문에서각각 1위를차지한바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스포티지 기아차제공

현대자동차는 뒷좌석 동승자의 움직임

을운전자에게알려줘방치사고를예방하

는 후석(뒷좌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을

세계최초로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뒷좌석에동승자가있는지를감지한

뒤 운전자가주행을끝내고하차할때단

계적으로알림을제공하는기술이다

운전자가 뒷좌석에 사람이나 애완동물

을태운상태에서주행후시동을끄고문

을열면 1차로클러스터경고메시지와음

성 안내를 통해 동승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만약운전자가이를인식하지못하고차

에서 내리고 동승자가 실내에 남아 있게

되면비상등과함께경보음이울리면서운

전자에게문자메시지가발송된다

이 기술은 주행이 끝난 후 유아나 애완

동물이 뒷좌석에 방치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전망이

다

현대차는 내년 중 이 기술을 상용화하

고 향후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거나 아예

동작이 없는 수면 상태의 동승자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한다는계획이다

현대차는또기존안전띠의꼬임현상을

개선하고 구속력을 높인 유아 상해 저감

카시트를함께선보였다

유아상해저감카시트는상하좌우로자

유롭게 회전이 가능한볼(ball) 형태의벨

트클립을적용해안전띠가꼬이지않도록

하고충돌등위험상황시안전띠가유아

에최대한밀착돼충격을최소화하도록개

발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뒷자석동승자알림시스템 세계최초개발

기아차 2017년도 하반기대졸신입사원공채

다음달 5일채용설명회방송

기아차스포티지美서 이상적인차 뽑혀

고급차부문제네시스 G90

활용성 높아 1억원대 이상 고가임에도 인기

벤츠 GLE 올 2908대 판매 1년새 69% 늘어

마세라티르반떼 450대 팔려상반기목표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