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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들이 9월 들어 추석 귀

향비를 지원하고 주력 모델의 가격을 낮

추는등할인마케팅에나섰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

는 30일까지아반떼 쏘나타뉴라이즈 투

싼 싼타페 맥스크루즈구매고객을대상

으로추석귀향비 30만50만원을지원한

다

이달 중 쏘나타 뉴라이즈나 2018년형

싼타페를 구매할 경우에는 2천대에 한해

차량가를 5%할인해준다

기아차는 모닝 K3 K5 K7 스포티지

모하비 출고고객선착순 5000명에게 2

12%할인혜택을제공한다

또 K7과 K7 하이브리드판매가격을 40

만원 낮춘다 5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고

객이이달중스포티지를출고하면50만원

을할인받을수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내수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정 기간 생산된 제품에

한해 콤보 할부 조건 충족 시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

행한다

말리부 구매 고객 2천명과 트랙스 고객

1000명에게는 5% 할인율을 적용해 각각

최대 160만원 130만원의 구매 비용을 절

감해준다

스포츠카 카마로SS는 4% 할인돼 최대

203만원저렴해지며임팔라 올란도 캡티

바에는 각각 6% 7% 8% 할인 혜택이 주

어진다

쌍용차는G4 렉스턴을저리할부(49%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이용시)로 구매

할경우브이쿨프리미엄윈도틴팅이나가

을여행비30만원중한가지를지원한다

레저용차량(RV) 보유고객이타던차를

중고차경매업체인마이카옥션에팔고G

4 렉스턴을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할

인혜택을준다

티볼리브랜드는무상보증기간을동급

최대인 7년10만로 연장하고 티볼리

아머전용으로새로개발된태블릿내비게

이션을 무상 장착해주거나 30만원을 깎

아준다

르노삼성은 각 차종의 생산 월과 연식

등에따라현금할인과옵션 용품 보증연

장 쿠폰 등의 다양한 구매 혜택을 고객이

직접선택하는프로모션을마련했다예를

들어 지난달까지 생산된 SM6와 SM7 구

매 고객은 각각 80만원 100만원 한도 내

에서용품과옵션을자유롭게선택하거나

50만원의현금지원을받을수있다

QM3 구매시에는 50만원한도내용품

구매가를 지원하거나 30만원 할인 또는 5

년 보증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 고객

에게는 3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한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차아반떼투싼싼타페귀향비 30만50만원

기아차 모닝K3K5K7모하비 212% 할인

쌍용차 G4 렉스턴 할부 구매 여행비 30만원 지원

르노삼성 QM3 구매하면 50만원 한도내 용품값

추석 귀향비 주고 차값 내리고

9월 국산차 할인경쟁 뜨겁다

기아자동차가 소외계층의 더 안전하

고편안한이동을돕기위해전국사회복

지관의노후차량정비를지원한다

기아차는 4일서울구로구서비스사업

부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

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사회복지관 노

후차량 정비지원사업인 케이모빌리티

케어(KMobility Care) 지원금전달식

을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기아차는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국 사회복지관의

5년 이상 노후 차량 102대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블랙박

스기기를제공한다

이날 기아차는 차량수리를 위한 지원

금 1억5000만원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에 기부했다 아울러 정비 지원 대상 노

후 차량 102대 외에도 전국 모든 사회복

지관 차량이 지정된 오토큐 사업장(전국

371개 지정 협력사)에서 차량정비를 받

으면 1년에 1회에 한해 정비 공임료의

20%를할인해준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차량 정비 지

원을 통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됐

으면 한다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어려

운이웃을돕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자동차고급브랜드제네시스의세

번째 세단 G70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

다 현대차는 G70이 럭셔리 세단 브랜드

로서제네시스의입지를높여줄것을기대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직면한 위기를 타

개하려면기존 가성비좋은자동차를넘

어서는브랜드로의변신이절실한 상황이

기때문이다

중형 럭셔리 세단 G70 출시 가격은

3750만5230만 원대이다 이전 대형 세

단 모델인 G90(국내명 EQ900) G80보다

문턱이더낮아졌다 주요경쟁차종은 젊

은층에인기가높은독일계 3대브랜드메

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BMW 3시리즈

아우디A4 등이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

터스튜디오 서울에서 G70 공개행사를 가

졌다

황정렬제네시스PM센터장(전무)은 G

70은 독일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중형세단시장에서존재감을발휘할것이

라확신한다며자신감을드러냈다

제네시스G70은이전모델과비교해세

단이면서도역동성이강조된디자인이특

징 상대적으로 차체가 낮지만 타이어와

휠이커공격적으로보이게끔디자인했다

끝단이 살짝 올라간 트렁크 덕분에 세단

이지만스포츠카의느낌도풍긴다실내는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가죽을 덧대

고급스러움을높였다제네시스G70은블

레이징 레드 그레이스풀 그레이 레피스

블루 등 10종의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

다판매는오는 15일부터시작한다

제네시스G70은 33 가솔린터보및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최

초의디젤엔진인 22 디젤등의 라인업으

로출시될계획이다 33 가솔린터보모델

의 경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km에 이르는 시간)은 47초 최대 시속

270km로힘있는성능도갖췄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8세대 완전변경(풀 체인지) 뉴

캠리의사전계약을받기시작했다고 4일밝혔다

토요타에 따르면 8세대 뉴 캠리는 좋은 차 만들기 프로젝트

(TNGA)에 따라 주행안전성 디자인 엔진트랜스미션하이브

리드시스템등이개선됐다

특히디자인측면에서앞면디자인이더넓고낮아져역동성이

강조됐고 소형화경량화고효율을실현한 뉴 25하이브리드

시스템을통해효율적연비와강력한주행성능이더해졌다

토요타 코리아 관계자는 입소문을 타고 고객 관심이 커져 사

전계약을결정했다며 캠리하이브리드를통해도요타의주행

성능과하이브리드시스템의우수성을경험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뉴캠리가격은오는 10월공개될예정이며 사전계약관련상

세내용은전국토요타전시장에서확인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8세대뉴캠리 토요타코리아제공

토요타 8세대완전변경 뉴캠리 사전계약

현대차제네시스세번째세단 G70 출격

기아차는 4일서울구로구서비스사업부사옥에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함께사회복지관노후차량정비

지원사업인 케이모빌리티케어 지원금전달식을가졌다 왼쪽부터김효진공동모금회본부장 변동문기아차사업부장 최주

환사회복지관협회회장김영진한국기아오토큐연합회회장 기아차제공

기아차 소외계층이동더안전하고편하게

사회복지관노후차량정비지원금 1억5000만원 전달

15일부터 출시 가격 3750만5230만원대

기아차K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