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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출시봇물… SUV대전 하반기더뜨겁다
기아 SP2 현대 베뉴로라인업강화

벤츠 포드등수입차도신차대전가세

SUV판매비중하반기 50%돌파주목

기아차하이클래스소형SUV렌더링이미지공개 메르세데스벤츠 더뉴GLE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시장의 성장을 이끈 스

포츠유틸리티차(SUV)의강세가하반기에도이어

질전망이다. 국내완성차뿐아니라수입차브랜드

까지SUV신차를잇따라내놓고있어서다.

안정적인승차감에커다란차체, 뛰어난공간활

용성등을갖추고있는 SUV에대한소비자들의수

요가 집중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고객 선점에 전력

하고있다. 국내시장에서 SUV판매비중이지난3

월 45%를 넘어선 가운데, 올 하반기 사상 처음

50%대를돌파할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

◇기아차광주공장소형SUV등출시

현대기아차는올하반기에SUV에서만4종의신

차출시를계획하고있다.

상반기 팰리세이드로 대형 SUV 시장에 성공적

으로안착한현대차는오는7월SUV 베뉴를선보

인다.지난4월뉴욕모터쇼에서세계최초로공개된

베뉴는현대차가선보이는첫초소형SUV세그먼

트모델이다. 베뉴출시를통해현대차는 베뉴-코

나(소형)-투싼(준중형)-싼타페(중형)-팰리세이

드(대형) 의SUV풀라인업을갖추게된다.

기아차는광주공장에서생산하는소형SUV SP

2 의출시를앞두고있다.지난해단종한카렌스공

정에서생산할계획이다.기아차는 SP2를통해최

근몇년간급성장한소형SUV 시장을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아차는 모하비 부문변경 모델을

통해대형SUV시장장악에도나선다.

제네시스도브랜드최초의 SUV모델인 GV80

을올해 4분기중에내놓을예정이다.

한국GM은최근국내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

대형 SUV 시장 진입을 위해 하반기 트레버스의

판매를시작한다.지난해하반기출시한중형SUV

이쿼녹스와 중대형으로 이어지는 SUV 라인업으

로판매강화에나선다는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코란도 신차로

선전했던쌍용차는이달출시하는티볼리의부분변

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베리뉴티볼리를앞세

워 하반기 SUV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입차브랜드도 SUV대전

수입차브랜드들도하반기SUV신차대전합류

를예고하고있다.

국내 수입차 판매 1 2위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각각SUV모델출시를앞두고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 하반기 준대형 SUV 더

뉴GLE와중형 SUV 더뉴G클래스를국내선

보인다.더뉴GLE는E액티브바디컨트롤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모델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시스템등한층향상된주행보조기술을지원한다.

오프로드에특화된더뉴G클래스에는벤츠의고성

능브랜드메르세데스AMG와의협업을통해개발

된새로운독립식서스펜션이탑재됐다.

BMW는 소형 SUV X1의 부분변경 모델인 뉴

X1 을 4분기출시예정이다. x라인과스포츠라인,

M스포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각모

델별특성을살린고유한디자인을적용한것이특

징이다.

포드는지난해국내수입차 SUV판매 1위모델

인 익스플로러의완전변경모델을하반기선보인

다. 하이브리드 등으로 파워트레인을 다양화해 선

택의폭을넒혔다.

시트로엥은 유럽에서 베스트셀링 소형 SUV 모

델로꼽히는 뉴 C3 에어크로스의국내판매를하

반기시작한다.또시트로엥고급차브랜드DS의소

형SUV모델인 DS 3크로스백도출시한다.

아우디는대형SUV모델인 Q8 을연내출시하

고,포드의고급차브랜드링컨은 13년만에새롭게

부활한 올뉴에비에이터를내놓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율주행등미래기술분야

현대차,신입경력뽑는다

현대자동차가미래스마트모빌리티사회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인

재확보에나선다.

3일현대차에따르면연구개발본부미래기술분야신입과경력사원

상시채용을시작했다.

모집직무는신입사원 12개부문, 경력사원 29개부문이다.자율주

행시스템, 인포테인먼트 SW 플랫폼, 인포테인먼트 UX, 환경차시

스템, 리튬배터리차세대 배터리, 상용차 자율주행커넥티비티전동

화 시스템, 차량전자시스템, 차량용통신기술, 차량용반도체개발

등이다.

모집대상은신입사원은국내외학사및석사학위취득(예정)자이

고, 경력사원은직무별관련경력을보유한학사및석박사학위취득

(예정)자이다.

모집일정은신입사원은오는 9일까지, 경력사원은기간제한없이

각공고에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hyundai.

com)를보면된다.

현대차와기아차는올해부터대졸신입사원공개채용을 정기공채

에서 상시공채로바꾸고, 채용주체도본사인사부문에서각현업부

문으로전환해직무중심으로선발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신차급변신 K7프리미어 렌더링공개

이달중사전계약

기아자동차의준대형세단 K7 이신차

에가깝게변신했다. 모델명은 K7프리미

어다.기아차는이달중사전계약에들어

간다.기아차는K7 부분변경모델명을 K

7 프리미어로정하고내외부렌더링이미

지를3일공개했다.

K7 프리미어의전면부는 2세대모델의

특징인 인탈리오(음각) 그릴의 크기를

키우고그릴내부에는두꺼운 버티컬바

를적용했다. 또K7의고유디자인요소인

제트라인(Z-Line) 주간주행등(DRL)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에서 헤드램프

아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로 바꿨다.

후면부는차체를가로질러좌우의리어램

프와연결되는형태의라이팅디자인이적

용됐다. 실내디자인은 수평형레이아웃

을 바탕으로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의 각

종편의장치가조화를이루도록변경했으

며, 원목의질감을구현한우드그레인소

재와크롬메탈을적절히조합해고급스러

움을구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세라티, 기블리카본에디션 50대한정판출시

차량외부탄소섬유카본적용

기블리105프로모션 실시

이탈리안럭셔리카마세라티가 기블

리카본에디션을3일출시헀다.

마세라티에따르면한국에 50대한정

판매되는기블리카본에디션은차량외

부에탄소섬유소재카본을적용했다.이

를통해차별화된디자인과마세라티레

이싱혈동을강조했다.

또사이드미러,도어핸들,후면스포

일러, B필러와C필러,도어실플레이트

등디테일을카본으로마감해간결하면

서도더욱스포티한모습을갖췄다.

마세라티는전국 10개마세라티전시

장에서 기블리 105프로모션을실시한

다.

이번프로모션은 36개월운용리스상

품으로,기블리카본에디션구입고객이

신차선수금35%를납부할경우최저월

납입금 104만1530원으로구매할수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