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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주고현금지원까지…자동차봄판촉전치열

현대차벨로스터구매 1%금리적용

기아차스포티지 쏘렌토50만원할인

르노삼성SM6고객현금 80만원지원

쌍용차동급최장보증연장서비스

국내완성차업계프로모션경쟁

국내완성차업체들이봄맞이프로모션을활짝펼쳤다. 왼

쪽부터 200만원할인혜택이주어지는현대차쏘나타하

이브리드,기아차광주공장에서생산하는스포티지더볼

드,르노삼성SM6,쌍용차코란도.

벚꽃만개한봄이다.꽃구경생각에엉덩이가들썩인다. 4월봄나

들이철을맞아국내완성차업계가할인할부등각종프로모션을내

세워소비자들을유혹하고있다.

기아자동차는RV와K시리즈하이브리드출고사은품이벤트로시

장공략에나섰다.

RV의경우글로벌 1500만대판매를기념해스포티지와카니발구

매고객에게50만원을,쏘렌토고객에게는 30만원할인해준다. 3개모

델구매고객모두에게3.0%특별저금리가적용된다.

K5하이브리드와K7하이브리드를출고한고객에게는LG퓨리케어

미니사은품이증정된다. 10년경과노후차보유고객이승용 RV차량

(경차전기차제외)구매시30만원,카니발은 40만원이할인된다.

또 모닝 최대 40만원 또는 0.5% 초저금리, K3는 20만원, K5는

180만원 또는 0.5% 초저금리+100만원, K5 HEV는 70만원, K7은

100만원또는 0.5%초저금리, K7 HEV는 50만원의구매혜택도마

련했다.

현대자동차는지난달에이어친환경차와승용차할인,노후차특별

할인혜택을제공한다.

쏘나타(LF) 하이브리드구매고객에게는 200만원할인과 1.25%

저금리혜택이주어진다. 쏘나타(LF)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구매

하면즉시 20만원현금할인된다.

벨로스터는 1+2 이벤트 중이다. 벨로스터 구매 때 1% 금리+

20% 선수금 조건이면, 하루 1만원 이하만 납부해도 차를 살 수 있

다.여기에벨로스터는70만원, i30은 50만원,엑센트는20만원을할

인해준다.제네시스브랜드의경우G70은36개월2.5%,G80은36개

월1.25%저금리금융혜택이제공된다.

개별소비세인하기념노후차특별할인도지속한다.최초등록기준

7년이상차량보유고객이현대차전차종(아이오닉EV, 코나EV,넥

쏘,신형쏘나타,팰리세이드, 포터, 스타렉스, G90 제외)구매시30

만원이할인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의 LPG 자동차 일반판매 허용을 기념해

SM5 2.0LPe, SM6 2.0LPe, SM7 2.0LPe등르노삼성차LPG모

델구매고객에게최고급형블랙박스또는현금 30만원중선택할수

있는특별프로모션을진행한다.

스페셜프로모션을통해서는모든 SM6 고객에게 120만원상당의

용품구입비나현금80만원을지원,또는S-Link 패키지무상장착중

한가지를선택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QM6 구입고객은현금

80만원과S-Link패키지무상장착중한가지선택이가능하다.추가

로SM6와QM6 고객은 123만원상당의해피케어보증연장(7년/14

㎞)서비스나현금80만원중혜택을선택할수있다. QM3고객에게

는현금30만원지원과함께전용태블릿내비게이션을무상으로제공

된다.

쌍용자동차는동급최장보증연장서비스와업체최고수준의노후

경유차할인혜택을준비했다.정부가시행중인개별소비세감면혜택

까지더해쌍용차전모델을90만원저렴한가격에구매할수있다.티

볼리브랜드보유고객이신차코란도로업그레이드를할경우 20만원

의특별할인혜택이제공된다.

워런티프로미스를통해티볼리브랜드는 5년/10만㎞와봄나들이

지원금20만원중선택,G4렉스턴은7년/15만㎞와5년/10만㎞보증

기간에지원금 100만원지원중선택할수있는동급최장보증연장

서비스를준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차량용공기청정기절반

미세먼지제거효과미미

소비자시민모임조사

차량용공기청정기절반가량이별다른청정

효과가없는것으로조사됐다.

8일소비자시민모임에따르면시중에서팔리

는차량용공기청정기 9개브랜드의성능과내

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

과,차량용공기청정기절반가량이차량내미세

먼지제거효과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단위시간당오염공기정화량인공기청정화

능력(CADR)을비교한결과, 9개가운데 4개

제품이0.1㎥/분미만으로공기청정효과가별

로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처리능력은

생산자모임에서제정한단체표준의소형공기

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수준이다.

제품별로보면 필립스고퓨어GP7101의단

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아이나비아로미에어ISP-C1 , 에어비

타카비타CAV-5S , 크리스탈클라우드 , 알

파인오토메이트G 등 4개는 0.1㎥/분미만으

로공기청정효과가없었다.제품에공기청정화

능력을표시한5개가운데3개는실제능력이표

시치의30.3∼65.8%수준에불과했다.차량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의제거능력을보면9개제품중7개가유해가스

제거율이기준(60%이상)에못미치는4∼23%

에그쳐유해가스제거효과가미미했다.

또 에어비타카비타 , 알파인오토메이트G

, 크리스탈클라우드 등음이온식차량용공기

청정기에서는오존이발생해밀폐된차량내부

에서사용할때주의가필요했다.소비자시민모

임은오존은기준치이하라하더라도실내에누

적되는경향이있고, 밀폐된차량내부에서장

기간노출시호흡기등에피해를줄수있다고

경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벤츠로얄고객수리비용할인

한성자동차서비스센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딜러한성자동

차는벤츠로얄고객을위한특별할인프로모션

을진행한다. 100만원이상일반수리비용발생

때순정부품 15% 할인또는이에해당하는신

세계상품권을지급하는행사다.

프로모션대상로얄고객은 2016년 4월 30일

이전 등록된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고객

이며, 다음달31일까지두달간전국한성자동

차서비스센터에서진행한다.

한성자동차는또오는6월29일까지한성자동

차서비스센터에서 2019 LAVAZZA coffee

for Premium Service Center 를 진행한다.

서비스센터에방문한고객에게이탈리아넘버

원 프리미엄 커피 원두(LAVAZZA)를 제공

하며, LAVAZZA 커피인증샷을인스타그램

에해시태그와함께업로드후리셉션에게보여

주면코스터를증정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울모터쇼관람객63만명찾았다

지난 7일열흘간의대장정을마친 2019서울모터쇼에는관람객63만여명이방문해자동차신제품과미

래기술을만끽했다. <서울모터쇼조직위제공>

테마관구성강소기업참여확대

지난 7일열흘간의대장정을마친 2019서울모

터쇼에는63만명의관람객이몰렸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29일부터 10

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지속가능하고 지능

화된이동혁명을주제로열린모터쇼에관람객62

만8000여명이방문했다고8일밝혔다. 지난 2017

년모터쇼(61만여명)보다1만8000여명증가해역

대최대다.이번모터쇼에는총 21개완성차브랜드

가참가해신차 40종을선보였다.

전기차전문브랜드 7개와통신사, 에너지기업,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등도 전시에 참여해 참가업

체는총 227개에달했다.

특히올해출품모델3대가운데 1대는하이브리

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수

소차(FC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였다. 이

중전기차가 42종으로가장많았으며, 하이브리드

차는 13종,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7종,수소차 1

종이었다.

조직위는올해 지속가능한에너지 , 커넥티드 ,

모빌리티 등 3개테마관으로모터쇼를구성해변

화를줬다.

모터쇼주제에맞춰 SK텔레콤이처음으로참가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동서발전 등도 전시에 나섰

다. 언맨드솔루션, 모빌테크, 차봇등 15개강소기

업도 신기술과 신제품을 현장에서 처음 공개할 수

있도록했다.

또개막공연축사등행사성위주프로그램을축

소하고참가업체들이직접자사의신기술과신제품

을소개하는키노트스피치를처음도입했다.올해

는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등3개사

가키노트스피치에참여했다.

전기차기업테슬라는서울모터쇼에처음참가해

기대를모았지만모델3를비롯해모델X, 모델S를

전시하는데그쳤다.차량내부도공개하지않아관

람객의아쉬움을자아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