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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를 비롯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차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822% 줄었다 설 연휴로 영업일이

줄어든데다 구형모델판매부진등이작용한것으

로분석된다

국산차업체는이같은점을감안 봄을맞아신차

출시및 대대적판촉행사로분위기반전을꾀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등신차잇따라현대차의차세대

수소연료전지전기차(수소전기차FCEV) 넥쏘

(NEXO)는 19일부터 광주서울울산창원지역

고객을대상으로예약판매에들어간다 이들 지역

은넥쏘수소전기차에보조금을주는곳이다

수소전기차는연료전지에충전한수소와공기중

산소가반응할때나오는화학에너지를전기로바

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최

근공인된넥쏘의 1회충전주행거리는 609다 복

합연비는 수소 1당 962(17인치 타이어 기준)

에이른다

넥쏘는 모던프리미엄 등 2가지 모델로 나뉘며

가격은 6890만원(모던) 7220만원(프리미엄모두

세제혜택후)으로 정부 보조금 2250만원과지자체

보조금(1000만1250만원)을 받으면 일반 중형 스

포츠유틸리티차(SUV) 가격인 3000만원대에 구입

이가능하다

외장색은 ▲화이트 크림 ▲코쿤 실버 ▲카퍼 메

탈릭 ▲티타늄 그레이(무광) ▲더스크 블루 5가지

로 내장의 경우 그레이와 블루 2가지 가운데 선택

할수있다

현대차는 예약 판매로 구매하면 100만원 상당의

수소충전권을제공받는다또수소연료전지부품의

품질을 10년 16만까지보증한다

기아차는 6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바뀐 올 뉴 K3 다음달 초출시할세단 더(THE)

K9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올 뉴 K3의 경우

경차급 연비 중형급 실내 공간을 갖춘 차라는평

가를받고있다 더 K9은키몸무게를입력하면최

적의자세로시트를조절하는 스마트자세제어시

스템 세계적 색상 권위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

와 기아차가 공동 개발한 7가지 색상의 무드 조명

엠비언트 라이트(Ambient Light) 등이 적용돼

관심을모은다

판촉 공세기아차는 K로열티 프로그램으

로 K시리즈 판매에 총력을 쏟고 있다 3월에 K시

리즈를구입한고객에게는 1년마다금리가 15%씩

인하되는 마이너스할부 K시리즈구입 후 1개월

내 교환을 희망하면 스토닉 니로 스포티지 쏘렌

토등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기존 K시리즈를 구매했던

고객은 출고건을 합산해 최대 90만원까지 할인 혜

택을제공한다

기아차의 웰컴스프링세일즈 이벤트는모닝 40

만원 쏘울EV 350만원 스팅어 30만원 쏘렌토 디

젤 22 모델 30만원쏘렌토디젤 20 모델 20만원등

을지원해준다

3월중신규운전면허소지자나신입사원 신혼부

부가 3월 중 스토닉을 출고하면 30만원을 지원 만

18세미만자녀를둔고객은카니발구매시30만원을

지원하는 카니발 다자녀 우대고객 특별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공무원 공기업공공기관직원교직원

등을대상으로기아차전차종에대해 20만원씩추가

할인해주는 365일고객혜택캠페인도있다

현대차는 3월한달간사회초년생을위한특별프

로모션 새학기맞이뉴스타트페스타를한다

아반떼와 i30 코나를 구입하는 고객에 19% 저

금리 또는 30만원 캐시백 제공에 각각 현금 70만

원 50만원을지급한다 현대차코나를첫차로선택

한 고객은 20만원 상당의 후측방충돌경고 옵션을

무상으로장착 차령 5년 이상차량보유고객이투

싼을구매하면 30만원을지원해준다

쌍용자동차는 이달 한 달간 티볼리 브랜드를 구

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8인치 스마트미러링 내비게

이션(미선택 시 50만원 할인 현금 또는할부무관)

을 무상 장착해준다 또 G4 렉스턴과 코란도 브랜

드 구매시 ▲동급 최대 5년 또는 10만 무상보증

▲3년 3회무상점검▲1년 1회소모품(엔진오일)교

환등 뉴프로미스 531 프로그램을제공한다

한국지엠은 이달동안 쉐비 프로모션을 진행하

면서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등세 차종에 대해 보

증기간을 3년또는 6만에서 5년또는 10만으로

확대했다 크루즈와 올란도 캡티바 등 3개 모델은

3년후중고차가치를55%까지보장하는중고차가

치보장할부프로그램을제공한다

르노삼성차는 교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M6

17년형구매시 100만원을지원한다 QM3 50만원

SM3SM5SM7QM6 등은 30만원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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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쏟아진봄수소전기차살까기아차K시리즈살까

기아차 올뉴K3 현대차 넥쏘

도요타는 2000만원대 소형 하이브리드

차(HEV) 프리우스C 판매에나섰다

도요타 코리아는 최근 프리우스C 출시

행사를열고본격판매에들어갔다

프리우스 C는 프리우스 라인업의 막내

에 속하는 소형차로 작년까지 152만대의

글로벌 누적 판매를 기록한 인기 모델이

다

1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

로 한 194의 높은 연비효율과 친환

경성 젊고세련된 감성의 12가지 외장색

상을강점으로내세운다

도심혼잡통행료감면 공영 주차장이

용료 최대 80% 할인 하이브리드메인배

터리 10년 또는 20만무상보증등의혜

택도 받을 수 있다고 도요타 코리아는 설

명했다

프리우스C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

함해 2490만원으로 고객 인도는 다음 달

2일부터이뤄진다

프리우스C의 올해 판매 목표는 800대

이며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100대의

사전계약이 이뤄졌다고 도요타 코리아는

밝혔다 연합뉴스

도요타소형하이브리드 프리우스C 판매 나서

기아자동차광주공장에서생산되는스

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의 누

적 판매량이 출시 25년만에 5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차는지난 1993년 7월출시된스포

티지의세계시장누적판매대수가올해 2

월말현재 500만3537대에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68만4186대가 팔렸고 수출

되거나해외공장에서생산된스포티지도

각 1966만6414대 235만2937대 판매됐

다

기아차모델가운데 판매 500만대 기

록은 올해 2월까지 602만여대가 판매된

기아차 해외 전략형 소형 승용차 프라

이드(해외명 리오 중국 K2 포함)가 지

난 2015년 달성한 뒤 두 번째다 현대차

중에서는 쏘나타(2월 현재 약 850만대)

아반떼(약 1250만대) 투싼(약 570만대)

등 3개모델이이미 500만대를뛰어넘었

다

스포티지는현재국내공장과중국슬

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돼 세계 각지로

판매되고있다 지난해에만 46만886대가

팔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아차 안

에서 최다 판매 차종자리를지켰다특

히 2016년(57만5520대판매)의경우기아

차차종중 역대최다연간판매 기록까

지세웠다

1991년 10월 도쿄 모터쇼에서 선 보인

스포티지는 승용차 감각의 소형 SUV로

주목을받았고 사실상최근세계자동차

시장을주도하는도심형소형SUV의 기

원으로 평가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

다 이후 도요타 RAV4 혼다 CRV 등

에도영향을미쳤다

스포티지 1세대 모델은 출시 첫해 1만

4024대를 시작으로 2003년 단종될 때까

지 55만7668대(국내 9만4602해외 46만

3066대)팔렸다

특히 2000년에는 스포티지 1세대 모

델의수출량이11만195대에이르러 기아

차창사이래 SUV 차종으로는 처음 수

출연간 10만대이상타이틀을얻었다

2004년출시된 2세대스포티지는승용

차 방식인 모노코크 보디(차체)를 적용

개선된승차감으로인기를끌었다

2세대 스포티지는 2016년까지 ▲국내

20만9746대(20042010년) ▲수출 52만

7783대(20042010년) ▲해외공장 판매

48만6247대(20072016년) 등 모두 122

만3776대가판매됐다

2010년 등장한 3세대스포티지의경우

2006년 기아차디자인최고책임자로 영

입된 피터 슈라이어의 영향으로 기아차

의디자인상징(symbol) 타이거노즈(호

랑이코) 그릴이처음적용됐다

2010년 iF디자인어워드(상)를시작으

로같은해굿 디자인어워드 2011년 레

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기도 했다 3세대

스포티지는 2014년에누적판매량 300만

대를돌파했다

최신 4세대 스포티지는 특히 해외에서

큰인기를얻어 2015년 9월출시이후지

난달까지 ▲국내 12만5492대 ▲수출 34

만2898대 ▲해외공장 판매 56만8557대

등 103만6947대가팔렸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포티지는 프라이

드와함께명실상부기아차의대표모델

이라며 올해하반기출시25주년을맞아

디자인을 개선하고 최신 사양을 대거 적

용한상품성개선(부분변경) 모델을선보

일것이라고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스포티지 25년만에누적판매량 500만대넘었다

1993년 판매이후올 2월말현재 500만3537대 기록

완성車업계 3월 신차출시판촉행사로고객잡기주력

5개사 지난달 판매량 전년보다 822% 줄어 위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