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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부딥블랙마세라티 네리시모 출시
차체 도어핸들 라디에이터그릴등짙은검은색

맞춤형주문 나만을위한차 국내 50대한정판매

이탈리아자동차브랜드마세라티가최근출시한 네리시모 에디션. <마세라티제공>

차체뿐아니다. 도어핸들,라디에이터

그릴과휠도모두짙은검은색이다.

감각적인외관디자인과스포츠카의강

력한 성능, 개인 맞춤형 인테리어 디자인

등으로차별화를강조해온이탈리아고성

능럭셔리카브랜드마세라티가최근출시

한 네리시모 (Nerissimo)에디션은차량

내외부전체를딥블랙(Deep Black)색

상으로꾸민게특징이다.

블랙 색상의 차체를 비롯, 작은 디테일

까지블랙색상을적용해 완전한블랙으

로 조화를 이뤘다는 게 마세라티 설명이

다.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개인 맞

춤형인테리어제작서비스를제공, 나만

을 위한 차라는 느낌을 갖게하는 마세라

티만의차별성이돋보인다는평가가나온

다.

차량 내외부에 장착 가능한 다양한 옵

션을 마련, 맞춤형 주문으로 이뤄지면서

장인 정신이 느껴질 뿐 아니라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나만을 위한 차라는 느낌을

들게한다.

네리시모에디션은기블리, 콰트로포르

테,르반떼의그란스포트(GranSprot)등

으로나뉘며▲기블리1억2500만원~ 1억

4400만원 ▲르반떼 1억3800만원 ~ 1억

4100만원 ▲콰트로포르테 2억3700만원

이다.전세계450대,국내50대만한정수

량으로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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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인기비결은희소성 특별함”

마세라티국내수입 판매사FMK김광철대표

이탈리아 카 브랜드 마세라티는 100년

넘은 스포츠카 전통을 이어받은 기블리

(Ghibli 사하라사막의열풍)와브랜드역

사상최초로출시한SUV모델인 르반떼

(Levante 지중해의바람)를내세워국내

에서바람을일으키고있다.

최근에는차량내외부가모두검은색인

네리시모 (Nerissimo)에디션으로자동

차매니아들의눈길을붙들고있다.

수입차 1세대인 김광철〈사진〉

FMK(포르자모터스코리아) 대표는인기

요인을 마세라티만의 특별함을 첫 손에

꼽았다. 마세라티는 지난해 국내에서

2000여대가팔리며 2016년에비해 54%

성장했다.

광주에서도대부분의라인업이1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올해 판매 계획을 지난

해(129대)보다늘어난150대로올려잡을

정도다.

마세라티주고객층은다른수입차브랜

드보다젊은30~40대로,이들은감각적외

관 디자인, 엔진소리도 작곡한다고 할 만

큼으르렁거리는배기음을좋아한다는게

김대표설명이다. FMK는페라리와마세

라티국내공식수입판매사다.

그는 1979년 동아자동차(현 쌍용자동

차)에입사해자동차업계에발을담갔다.

1991년 볼보자동차 세일즈를 담당했고,

1996년 BMW코리아에 들어가 영업담당

부장을 맡으며 수입차 시대를 열었다. 벤

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 대표,

효성도요타대표이사로일했다. FMK 대

표는 2015년부터맡고있다.

김 대표는 명차에 대한 향수는 끝까지

남을 것이라며 마세라티만의 희소성과

특별함을갖추고국내운전자들과의접점

을늘려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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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마케팅 파격할인

비수기車시장선점하라

기아차 월드컵승리기원할인

현대차 새출발이벤트혜택

쌍용차 최대200만원할인

여름철은 자동차업계의 비수기다.

하지만국내완성차업체들은시기를가

리지않고치열한판매경쟁을벌이고있

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차별화된 판매조

건을내걸고전년도같은기간에견줘늘

어난판매량을계속이어가겠다는구상

이다.

◇기아차, 월드컵 마케팅=기아차는

러시아월드컵을겨냥한 비더레드멤

버스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드컵

승리를기원하며K5,K7을구매하는고

객이러시아월드컵한국팀첫경기가치

러지는오는 18일까지차량을출고하면

50만원을할인해준다.

16강진출을기원하며특별혜택으로

2018년형스팅어와 2018년형카니발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스팅어의 경우

0.16%저금리할부또는 5%할인, 카니

발은 0.16%저금리할부또는 7%할인

을제공한다.

호국보훈의달을맞아 5 18민주유공

자등국가유공자,경찰,군인,소방공무

원등이승용차(K9제외),스토닉,스포

티지, 니로등레저용차량(RV)을구매

하면 20만원을할인해준다.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신입

사원,신혼부부고객중이달내K3와스

토닉을 출고하면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새출발 이벤트도 마련했고 스포티지

출시 25주년을맞아 5년이상된차량을

보유한고객이스포티지를구입하면월

드컵 승리기원 80만원 할인에 추가로

30만원을할인해준다.

◇현대차, 새출발 이벤트=현대차는

2018년형쏘나타뉴라이즈와아반떼, i

30, 투싼, 코나 구입 고객들에게 최대

1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로

는쏘나타뉴라이즈2018과아반떼의경

우 100만원과 1.9% 저금리또는 30만

원의캐시백을, i30와코나는 50만원과

1.9%저금리또는30만원의캐시백 ,투

싼은70만원에같은저금리캐시백을받

을수있다.

또 벨로스터를 구입하는 고객이라면

2000cc 이하 차급 또는 현대차의 터보

차량을구매한이력이있는경우 50만원

을할인해주고 벨로스터1+2이벤트를

진행, 1%금리와 20%의선수금으로하

루 1만원 이하만 납입하면 벨로스터를

구입할수있는이벤트도진행한다.

◇쌍용차, 최대 200만원까지할인=쌍

용차는코란도 C나투리스모일부모델

의 경우 일시불 또는 정상할부 구매 시

150~200만원,티볼리아머또는에어일

부모델은100~200만원을할인해준다.

또렉스턴스포츠를포함한전모델에

스페셜유예할부프로그램인 내맘대

로스마트 할부를운영하고있다. 6~48

개월(유예율 0~80%) 내에서 할부기간

및 유예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하면 월 24만원의 할부금(Lux

ury 모델, 선수금 10% 납입 48개월기

준)으로G4렉스턴을구입할수있다는

게쌍용차설명이다.

◇GM, 최대 300만원까지 파격 = 쉐

보레는스파크의경우최대 195만원,말

리부최대 350만원, 트랙스최대 300만

원의할인혜택을제공한다.

2018년형 스파크는 차량가격 최대

10%를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내걸었고

말리부와트랙스구매고객에대해서는

▲특정기간 재고분 최대 200만원 할인

과할부프로그램(4.9%, 72개월) 제공

이나 ▲차량가격 할인, 보증기간 연장

(7년14만㎞)혜택을제공하는프로그램

을선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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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보러부산국제모터쇼가볼까

벤츠캠핑카등한자리에

국내외다양한캠핑카를접할수있는

기회가마련됐다.

부산국제모터쇼(8~17일)기간 중 7~

10일까지열리는 캠핑카쇼는국내최

고가벤츠스프린터캠핑카및최신캠핑

카,카라반등을만나볼수있다.

캠퍼들에게인기가많은국산캠핑카

인 에이스캠퍼와를 비롯, 제일모빌, 다

온티앤티, 에어밴, 스타모빌등국내캠

핑카의전모델을한자리에서관람할수

있다.

독일 명품 카라반인 비스너와 펜트,

LMC, 영국을 대표하는 카라반 브랜드

인코치맨, 루나, 미국을대표하는캠핑

카브랜드로는위네바고와로드트랙,소

노마등도만나볼수있다.

부산모터쇼측은 전세계대표캠핑카

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최근 RV시장의흐름과해외최

신트렌드를접할수있을것이라고기

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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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디자인 첨단안전사양 싼타페인스퍼레이션 출시

싼타페에프리미엄디자인과첨단안전

사양을 보탠 스페셜 모델 인스퍼레이션

이출시됐다.

싼타페 인스퍼레이션은 차별화된 외장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풍부

한안전사양등이특징이다.

외관전면부에는스키드플레이트(오프

로드주행때엔진하부를보호하는장치),

LED(발광다이오드) 안개등등이적용됐

고앞좌석에차음윈도글라스를적용해정

숙성을향상시켰다.

특히안전장치로▲전방충돌방지보조

전방충돌경고차로이탈방지보조등지

능형주행안전기술▲안전하차보조뒷자

리 승객 알림▲후방교차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충돌 방지 보조 등을 기본 사양

으로장착했다. 가격은가솔린 2.0 터보

가 3580만원,디젤 2.0이 3920만원,디젤

2.2가 411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스포티한스타일 코란도C익스트림스포츠에디션 나와

쌍용차가 코란도 C에 스포티한 내외

관스타일을적용하고안전성을업그레이

드한 코란도 C 익스트림스포츠에디션

을새로내놓고본격판매에들어갔다.

스포츠 에디션은 기존의 익스트림 에

디션 에▲사이드 커튼에어백▲스포티

한 디자인의 18인치 블랙 알로이휠 ▲

SUS(steel-use-stainless 내식성을강

화한스테인리스스틸)리어범퍼스텝등

을 새로 적용, 안전성과 디자인을 높였

다.

또스포티한이미지의블랙라디에이터

그릴, 탄소섬유 소재의 아웃사이드 미러

덮개, 스포츠 알로이 페달, LED(발광다

이오드) 룸램프등기존익스트림사양들

도 그대로 장착된다. 가격은 상품성을 높

였지만익스트림에디션과똑같은2649만

원으로 책정,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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