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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쉐보레이쿼녹스

기아차 더뉴K5

쌍용차 G4렉스턴

자동차한가위세일…새차타고고향가세요

기아차1ｔ봉고트럭 굿스타트특별할부 프로그램

한국GM쉐보레 선착순 4000명최대 11%할인

쌍용차티볼리브랜드모델따라최대 140만원저렴

국내자동차업체들이추석명절을앞두고판매혜택을강화해고객잡기에

나선다.

◇기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마케팅=기아차가 9월한달간시행하는 힘내

라대한민국캠페인은소상공인자영업자고객을위한특별판촉행사다.

우선,지난달 31일기준영업중인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승용및레저용차

(RV)전차종구매고객에대해 20만원의특별할인혜택을제공한다.단,카니

발,카렌스,전기차(EV)는할인대상에서제외된다.

1ｔ봉고트럭 굿스타트특별할부 프로그램도진행한다. 1t 봉고트럭은

소하리공장에서지난 2000년광주공장으로생산라인이옮겨진뒤현재까지

움직이는포장마차 , 생계형차량의대표주자로서민의발역할을톡톡히해

내고있다.

봉고초장축킹캡럭셔리트림(1590만원)의 경우계약금 10만원을제외한

할부원금 1580만원에 대해 초기 6개월간 무이자가 적용되고 이후 30개월간

4.5%의금리로약 56만원을납부하는방식으로구매가가능하다.

또모닝을구매하는자영업자는기아차의 9월 한가위페스타특별혜택과

중복으로적용이가능해최대90만원(한가위페스타 70만원+힘내라대한민국

20만원)을절감할수있다.

또명절조기구매특별혜택으로 9월 14일 이전에 모닝과 K5 K5 HEV,

K7 K7 HEV차량을출고하는고객에게는 20만∼30만원의혜택을제공한

다

K5구매고객의경우개별소비세인하혜택을포함해최대158만원(한가위

페스타80만원+힘내라대한민국20만원+개소세인하혜택최대58만원)을할

인받을수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한 달간 쏘나타 뉴라이즈(하이브리드 포함) 아반떼

(2017년형) i30에 대해 70만∼120만원(개별소비세 인하분 포함)의 할인에

1.9% 저금리또는 30만원캐시백혜택을주는 뉴스타트페스타 행사를한

다.

◇쉐보레쌍용,명절맞이할인=한국지엠(GM)쉐보레차량을구입할고객

이라면서두르는게좋다. 9월 한달간진행하는 추석맞이쉐보레세일페스

타는선착순4000명에대해최대11%까지할인해주는행사다.

스파크는선착순 2000대만 7%(최대 140만원)할인혜택을제공하고말리

부는 900대에대해서만 11%(최대 430만원)할인, 트랙스는 700대한정으로

8%(최대270만원)할인혜택을제공한다.

또임팔라는 150대한정최대11%(최대520만원), 이쿼녹스는 200대한정

200만원(최대250만원),카마로는 50대한정 5%(250만원)를할인해준다.

5년이상된차량을보유한고객을대상으로하는 노후차교체지원정책에

따라스파크와이쿼녹스에각 30만원,말리부와트랙스에는각 50만원의추가

할인을제공한다.

쌍용차가진행하는 한가위세일페스타도귀성비와장기초저리할부프로

그램등의혜택을제공한다.

한가위 세일페스타 기간 티볼리 브랜드(아머&에어)는 모델에 따라 최대

140만원,코란도C와투리스모는 200만원까지저렴하게구매할수있다.

G4 렉스턴을구매한고객의경우 10년이상노후차를보유하고있으면 100

만원 특별지원 혜택(7년 이상 50만원)을 받고 로열티 혜택과 결합 시 최대

170만원할인혜택을누릴수있다.

쌍용차는또 9월 G4 렉스턴구매시▲동급최대 5년/10만㎞보증기간▲

3년 3회소모품(엔진오일) 교환등으로구성된 프로그램을제공받을수있

다.

티볼리브랜드구매시▲선수율제로+이율 4.5%(60~72개월)+한가위귀

성비60만원▲선수율제로+이율 3.9%(36~48개월)+한가위귀성비 110만원

할부프로그램도이용할수있다.타사RV보유고객이라도코란도투리스모

구매시 20만원을할인하는등보유모델에따른할인혜택도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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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고급편의사항확대 2019티볼리 출시

쌍용자동차는맞춤형제작아이템을늘

려 나만의차를꾸밀수있도록하면서

고급편의사양을확대한 2019티볼리 (티

볼리아머티볼리에어)를출시했다.

우선, 외관에 생동감 있는 느낌을 표현

한 오렌지팝(Orange Pop)과 세련미를

강조한 실키화이트펄(Silky White

Pearl) 등 2가지색상을추가했다.

차 열쇠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 이상 멀

어지면자동으로차문이잠기는오토클로

징도어와부츠타입변속레버, 5∼30㎞/

h범위에서속도를변경할수있는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HDC)등고급편의사양도

새로들어갔다.기존두가지스페셜모델

(드라이빙, 스타일링)로출시됐던기어Ⅱ

는기어플러스(Gear Plus)란새로운이

름을달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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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차량무상점검해드려요

현대 기아차 한국GM쉐보레

완성차업체들이수해피해지역고객

을대상으로한차량점검서비스를실시

한다.

현대기아차는연말까지 수해차량특

별점검서비스를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수해현장에서침수및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엔

진,변속기를비롯한주요부품을무상으

로점검해준다.

현장조치가어려운차량은전국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

(기아)로 입고시켜 수리하고 자차보험

에가입하지않은고객에게 300만원한

도내에서수리비용을최대50%할인해

줄계획이다.

수리가끝난뒤에는세차서비스도무

상으로제공한다.

현대차는또수해차량을입고시키고

렌터카를이용한고객에게최장 10일간

렌터카비용의 50%를지원한다.기아차

는 고객이 수해 차량을 폐차 후 기아차

차량을재구매할경우최장 5일동안무

상으로렌터카를제공하기로했다.

양사는또수해로인해수리가불가능

한차량고객이 12월 31일까지현대기

아차의신차를구매하면서 수해차량대

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을

할인해준다.

앞서 한국GM의 승용차 브랜드 쉐보

레(Chevrolet)도 태풍장마로차량피

해를본고객을대상으로신차구입할인

혜택과수리비할인,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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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SUV 더뉴트랙스레드라인에디션 출시

블랙과레드로포인트를준소형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더 뉴 트랙스 레드라

인에디션이출시됐다.

3일한국GM에따르면더뉴트랙스레

드라인에디션은차량전면부에블랙그릴

과 블랙 보타이 로고 앰블럼을 채택한 것

이 특징이다. 측면부의 창문 몰딩에도 블

랙색상을적용했고사이드미러덮개역시

블랙색상으로마무리했다.

대신, 레드라인전용 18인치블랙알로

이 휠에 레드 색상의 포인트 라인을 넣어

역동적인느낌을강조했다.

쉐보레 레드라인 에디션은 지난

2015년 북미 세마쇼 (SEMA show)에

서 처음 공개된 이후 지난해 미국 시장에

서판매되는트랙스와말리부,카마로, 트

래버스,콜로라도등쉐보레의 9개제품에

적용됐다. /김지을기자dok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