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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셀토스

현대차 베뉴

제네시스첫 SUV GV80 하반기합류

SUV라인업 14개모델…세단앞서

판매비중도매년증가올 37.6%역대최고치

현대기아자동차의라인업이스포츠유틸리티차(SUV)중심으

로재편된다.

기아차광주공장에서생산하는 셀토스와현대차 베뉴가조

만간출시되고,제네시스첫SUV인 GV80 이하반기에합류할

예정이기때문이다.이렇게되면현대차그룹은세단보다SUV가

많아진다.

1일현대차그룹에따르면 SUV가인기를끄는시장추세에맞

춰SUV중심으로라인업을짜고있다.

현대차와기아차가현재판매중인 SUV 라인업은모두 11개

모델이다.코나,투싼,넥쏘,싼타페,팰리세이드(이상현대차)와

쏘울, 스토닉,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이상기아차) 등

이다.

세단라인업은 12개모델이다.엑센트와아반떼, 쏘나타, 그랜

저(이상현대차), K3, K5, K7, K9,스팅어(이상기아),G70,G

80,G90(이상제네시스) 등이다.

이는현대차의아이오닉, i30, i40, 벨로스터와기아차의모닝,

레이 등 해치백과 왜건으로 분류되는 승용 모델은 제외한 것이

다.

SUV가세단보다 1개적지만,하반기에역전된다.

이달기아차광주공장에서소형SUV셀토스가생산되고,현대

차베뉴도출시된다. 또하반기에는제네시스의첫 SUV인 GV

80이 합류할 예정이어서 SUV 라인업은 14개 모델로 늘어나게

된다.그렇게되면SUV 14개,세단12개모델이다.

현대차그룹의 라인업은 2014년만 해도 세단이 12종으로,

SUV(6종)의 2배수준이었다.이후세단모델수는정체됐지만,

SUV신차가잇따라출시되면서 5년만에 SUV 모델수가세단

을넘어서게됐다.

이처럼현대차그룹이제품라인업의중심을 SUV모델로옮기

면서SUV모델의판매량과판매비중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

현대기아차의 SUV 모델 판매량은 2014년 23만3624대에서

지난해 35만8626대로 4년만에53.5%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15만752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증가해두자릿수성장률을보였다.

이에따라상용차를제외한승용모델가운데 SUV 모델이차

지하는판매비중은 2014년 25.5%에서지난해에는 35.4%로높

아졌다. 올해 1∼5월판매비중은 37.6%로역대최고치를기록

했다.

현대차는팰리세이드의돌풍에싼타페의꾸준한인기등에따

라 5월까지 SUV모델판매비중이 40.8%까지오르며처음으로

40%선을넘어섰다.

사전계약을받고있는기아차셀토스와현대차베뉴가출시되

면신차효과에따른판매신장은더욱가팔라질것으로전망된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셀토스 베뉴 이달출시

현대기아차 SUV중심재편

금호타이어,교체용타이어시장점유율 1위감사이벤트

금호타이어는국내교체용(RE)타이어

시장에서 2년연속시장점유율 1위달성

을기념하며프리미엄타이어구매고객들

을대상으로오는 4일부터사은품을제공

하는이벤트를실시한다고 1일밝혔다.

금호타이어는승용차와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용타이어 4개를구매하는고

객을대상으로오는17일까지사은품을증

정한다.

행사제품은금호타이어의승용차용프

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9 솔루스 TA

91 , 솔루스 TA31 과스포츠유틸리티차

량 전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크루젠 HP

71 , KL33 등이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제품을4개구매한고객에게 또로안전소

화기 , 쿨러백 , 고급비치타월 중하나

를제공한다.

세부경품내역은▲토트넘핫스퍼경기

관람권과 항공숙박권 4명(동반 1인 포

함) ▲토트넘핫스퍼 1군선수단싸인유

니폼 4명▲손흥민선수싸인액자 4명▲

토트넘선수단싸인볼 30명이다.

추첨 발표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

다. 금호타이어 사은 이벤트에 대한 자세

한내용은금호타이어홈페이지를통해확

인할수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와함께즐거운여름휴가보내세요

500명고객렌탈시승기회

써머홀리데이이벤트

현대자동차가여름휴가기간동안고

객들에게현대차를직접체험해볼수있

는특별한기회를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6일부터 30일,

다음달2일부터6일까지두차례에걸쳐

4박5일간총500명의고객에게렌탈시

승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자동차 써머

홀리데이(Summer Holiday) 렌탈이

벤트를실시한다고 1일밝혔다.

이번 행사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다.

이벤트대상차량으로아반떼, i30,벨

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그랜저HEV,

코나, 투싼, 싼타페등총 250대를마련

했다.

참여를원하는고객은오는 10일까지

현대차홈페이지(www.hyundai.com

)에서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

해신청하면된다.

현대차는이벤트응모고객중추첨을

통해총500명의당첨자를홈페이지및

개별공지방식으로오는16일발표할계

획이다.

현대차관계자는 여름휴가기간동안

그동안타보고싶었던현대차를체험하

면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즐겁고 알

찬추억만드시길바라는마음으로이번

이벤트를준비했다며 현대차가마련한

써머홀리데이4박5일렌탈이벤트를통

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벤츠코리아,제품마케팅총괄에마크레인부사장선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신임제품마케팅부

문총괄에마크레인 메르세데스-벤츠말레이시아

세일즈마케팅부문부사장을선임했다고 1일밝혔

다.

마크레인신임부사장은 2015년 1월부터 4년간

메르세데스-벤츠 말레이시아 세일즈마케팅 부문

을총괄하며말레이시아지역의판매신장을이끌어

왔다.

또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인도네시아와싱가포

르를잇는동남아시아허브를구축하는데기여했다

는평가를받았다.

앞서마크레인부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

지메르세데스-벤츠글로벌세일즈부문총괄대표

를보좌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메르세데

스-벤츠중동에서세일즈플래닝프로덕트매니지

먼트매니저를역임한바있다.

마크레인신임부사장은그동안동남아,중동, 유

럽등다양한지역에서의경험을통해쌓은전문성

과 증명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벤츠코리아의 제품

마케팅경쟁력을강화하고, 한국고객의다양한니

즈를만족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