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소식

더뉴아반떼스포츠가새롭게

선을보였다. 지난 9월출시한 더

뉴아반떼에1.6터보엔진을장착

하고첨단주행지원시스템등을

적용한게특징이다.

더뉴아반떼보다한층역동적

인주행감성을강조해다크색상

의스포츠전용라디에이터그릴

과LED헤드램프및리어램프(다

크렌즈), 싱글 트윈 머플러 팁, 스포츠

전용18인치알로이휠등을갖췄다.

실내에는스포츠버킷시트와스포츠

전용슈퍼비전클러스터, D컷스티어링

휠,패들시프트등을적용했다.

이전 모델인 아반떼(AD) 스포츠와

비교해전장이50㎜길고더뉴아반떼보

다 전고가 5㎜낮아 전체적으로 날렵한

인상을준다.

차로이탈방지보조(LKA), 후방교차

충돌경고(RCCW), 운전자 주의 경고

(DAW), 공기청정모드등을장착했다.

더 뉴 아반떼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

MT트림1964만원▲7DCT트림2217

만원▲프리미엄트림2365만원이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한국GM 사양올리고가격동결 이쿼녹스

전트림에후방카메라등기본탑재…2945만∼3985만원

한국GM이중형스포츠유틸리

티차(SUV) 이쿼녹스의 2019

년형 모델을 출시,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2019년형이쿼녹스는안전편

의사양을 보강하면서도 가격은

올리지않아경쟁력을높이는데

초점을맞췄다.

우선, 동급 유일의 햅틱 시트

(무소음진동경고시스템)와시티브레

이킹 시스템(저속 자동 긴급제동 시스

템),전방충돌경고시스템,전방거리감

지시스템, 스마트하이빔, 차선이탈경고

및차선유지보조시스템,사각지대경고

시스템, 후측방경고시스템을 모든 모델

에기본적용한게특징이다.

또후방카메라,듀얼커넥션블루투스

핸즈프리, C 타입이 포함된 듀얼 USB

포트등도가격인상없이전트림에기

본탑재된다.

새로 추가한 LT 플러스 트림은 소비

자들의선호도가높은외관사양을합리

적인가격에제공하는모델이다.이모델

에는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 고담메탈릭그레이색

상의라디에이터그릴과사이드스텝등

이장착된다. 가격은 트림에따라 2945

만∼3985만원이다.

/김지을기자dok2000@kr

쌍용차 전남섬무상점검

오늘~9일청산도 신지도등

쌍용차는차량정비서비스를받기어

려운 전남 도서지역 고객들을 위한

2018 하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

스를실시한다.

쌍용차는완도청산도(6일보건소주

차장), 노화도(7일이목항 주차장), 보

길도(7일농협주차장), 소안도(8일수

협 주차장), 신지도(9일농협 주차장)

등을찾아쌍용차전차종을대상으로무

상점검을해준다.

무상점검서비스기간차량을입고하

는고객에게는▲와이퍼블레이드,밸브

류등소모성부품점검교환서비스▲

오일류와부동액,워셔액점검보충▲타

이어히터점검, 실내 살균탈취서비스

를제공한다.

문의는 고객센터(080-500-5582)로

하면된다. /김지을기자dok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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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국내질주…연간판매25만대돌파할듯

10월까지신규등록 21만7868대…전년비14.4%증가

벤츠 5만7117대 1위…10월6371대전년비40.4%급증

2014 2015 2016 2017

수입승용차판매량 <단위:대>

19만6359

24만3900

22만5279

23만3088

수입차가국내자동차시장을질주하고

있다. 역대처음으로 25만대를넘어설것

이라는낙관적전망이나온다.

5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발표한올들

어10월까지수입차신규등록대수는21만

7868대로, 작년 같은 기간(19만394대)

보다14.4%증가했다.

지난달신규등록대수도2만813대로,지

난해 10월(1만6833대)보다 23.6% 급증

했다.

수입승용차 판매량은 ▲ 2014년 19만

6359대▲2015년24만3900대▲2016년

22만5279대▲2017년 23만3088대등으

로증가추세다.

자동차업계는 월평균 판매량(2만1786

대)을 감안하면 연간 판매량이 25만대를

넘어설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시장을주도하는차량은메르세데스-벤

츠<사진>로,올들어10월까지국내에서5

만7117대가팔려점유율(26.21%) 1위를

기록하고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지난달에도 6371대

가팔려1년전(4539대)보다40.4%나급

증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달 가장

많이팔린수입차(2668대)에 E300이 오

르는가하면,지난달베스트셀링카10위에

4개 차종(E300, E300 4MATIC, GLC

350 e 4MATIC, E220 d Cabriolet)을

포함시키며독주체제를굳혔다.하이브리

드모델인GLC350 e 4MATIC의판매량

증가는친환경차에대한선호도가반영된

것으로보인다.

BMW는차량화재여파로소비자들이

외면하면서 판매량이 1년 전보다 51.6%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부회장은

지난달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

량확보및신차출시등으로판매량이증가

했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12월개소세인하종료 완성차업계판촉경쟁치열
현대차1.5%추가할인 1.5%저금리…수입차 제네시스보유고객100만원할인+캐쉬백

기아차조기구매최대140만원할인 120만원공기청정기…소상공인 자영업자특별할인

쌍용차70만~250만원할인 16일까지구매때 30만원할인 …한국지엠 10년초장기할부

국내완성차업체들의판촉경쟁이치열

하다.올해말,개별소비세인하혜택이끝

나면 차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연식변경을앞두고소비자

의 마지막선택을받기위해금리,할인,

서비스 등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

다.

현대차의 경우 이달 승용 RV(레저용

차) 전차종을대상으로개소세인하에더

해추가 1.5%할인, 1.5%저금리를적용

하는 트리플기프트프로모션을한다.다

만, 제네시스 브랜드와 전기차(EV), 넥

쏘,투싼은프로모션대상에서제외된다.

승용 RV차종을조기출고하는고객에

게는 출고 시기별로 고객 우대 조건을 적

용,판매하고쏘나타뉴라이즈하이브리드

의경우현대스마트센스옵션무상장착과

2년 4만㎞보증연장혜택을준다.

수입차나제네시스보유고객이기존차

량을팔고G70,G80, EQ 900을구매하면

블루멤버스 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100만원을깎아주고100만원을캐시백으

로 돌려주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운

영한다.

기아차는이달모닝, K5, K7 출고고객

을대상으로조기구매할인초저금리할부

사은품증정등 3개혜택중하나를제공

한다.

조기구매혜택에는출고일에따라모닝

은75만~ 90만원, K5와K7은최소 120만

~최대140만원까지할인받을수있다.

사은품을 선택하면 삼성전자와 제휴,

120만원상당의공기청정기나175만원상

당의에어드레서를받을수있다.

소상공인과자영업자에게는 힘내라대

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이벤트

를 통해 전기차와 카니발을 제외한 승용

RV전차종구매시20만원을깎아주고K

3,쏘렌토구입고객은20만원을할인받는

다.

쌍용차는 아듀 2018 세일페스타를통

해▲티볼리브랜드70만∼170만원▲G4

렉스턴 100만원▲코란도 C 150만∼350

만원▲코란도투리스모200만∼250만원

을할인해판매한다.

또 얼리버드 이벤트를열어오는16일

까지렉스턴스포츠를제외한구매고객들

을 대상으로 30만원을 특별 할인해주고

30일까지구매하면20만원, 12월구매고

객은10만원할인혜택을적용한다.

2019년 G4 렉스턴출시를기념해▲동

급최대 5년 10만㎞보증▲3년 3회소모

품교환등프리미엄케어서비스를제공한

다.

한국지엠(GM) 쉐보레는 연말에 내놓

는할인혜택을한달앞당겨내놓았다.

스파크는 할인 폭을 130만원으로 키우

고할인대상을전트림으로확대했다. 10

년초장기할부프로그램을마련, 월 10만

원으로경차를구매할수있도록했고 말

리부는최대510만원의할인혜택을전트

림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특별할인 등을

포함하면최대할인폭은임팔라620만원,

이쿼녹스(2018년형) 250만원, 카마로

450만원등이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현대 1.6터보엔진 더뉴아반떼스포츠

첨단주행지원시스템…1964만~2365만원

티볼리아머 쏘나타뉴라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