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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혜택받으세요…車업계2월할인경쟁

기아 카니발150만원모닝90만원할인

현대 제네시스G80체험고객100만원

쌍용 신차구매첨단주행안전기술무상

르노삼성 SM3Z.E.현금구매600만원할인

쉐보레 더블제로무이자할부혜택

자동차업계가 2월새차구입을고민하는소비자들을

위해노후차교체특별할인과전기차할인,무이자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으며 할인 경쟁에 돌입했

다.

◇기아,메가세일(MEGASALE)특별이벤트=기아자

동차는 2월기본조건에생산월별조건등을합쳐카니발

과스포티지는 150만원,모닝 90만원, K3 60만원을할

인해준다.쏘렌토는최대8%저렴하게구입할수있다.

또더블캐시백혜택으로기아레드멤버스전용카드를

이용해 1500만원 이상 결재하면 스팅어와 K9은 최대

100만원, 쏘렌토는 60만원을할인하고, 500만원이상

결재시 모닝과 레이는 최대 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10년경과노후차개별소비세감면출고고객은승용

차와RV차량을구매할때 30만원할인(경차전기차모

하비제외)한다.

이밖에이달기아차전시장을방문한고객을대상으로

추첨을통해라이카디지털카메라(1명),턴테이블블루

투스 엔틱오디오(5명), 기아차 계약금지원 10만원

(2000명),보아르미니멀히트전기난로(20명),메가박

스 2인 패키지(100명), CU 빼빼로 쿠폰(100%) 등도

제공한다.

◇현대,200만굿프랜드=현대자동차는굿프랜드구축

후 1개월 이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아반떼와 벨로스

터, 쏘나타,더뉴그랜저등국내사업주요차종에대해

10만원할인혜택을제공한다.

준중형이하(1700cc 미만)차량보유조건에한해아

반떼와 투싼, 산타페는 20만원 할인, 쏘나타(HEV제

외) 30만원을할인한다.

10년이상노후차조건으로는국내사업주요차종 30

만원할인을진행하고, 제네시스G80품질체험이벤트

를신청한모든고객은 G80 구매시 100만원을할인받

을수있다.

여기에직계존비속및배우자중에서현대차신차구

매이력이있는 20~30세대가차량을구매하면최소 20

만원부터 4대이상구매시50만원까지할인한다.

또표준형할부(금리 4.5~5.0%)를이용하는고객의

초기할부납입금도지원한다. 아이오닉(EV제외)과벨

로스터(N제외), i30,아반떼, 코나(EV,HEV제외), 투

싼에한해 36개월은할부원금의 4%, 48개월 60개월은

3%지원등이다.

◇쌍용,첨단주행안전기술무상적용=쌍용자동차는

2월한달간코란도, 티볼리, G4렉스턴등신차를구매

하는고객을대상으로첨단주행안전기술무상적용과

노후차교체특별할인등혜택을제공한다.

우선 코란도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사각지대 감지

(BSD)와차선변경경보(LCA), 후측방접근충돌방

지보조(RCTAi), 탑승객하차보조(EAF)등으로구

성된 딥컨트롤 패키지Ⅰ 무상 장착을 제공한다. 이를

원하지않을경우 50만원할인을선택할수있다.

G4렉스턴경우긴급제동보조(AEBS),차선이탈경

보(LDWS),스마트하이빔(HBA),전방차량출발알

림(FVSA)이포함된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를비롯

해블랙박스와프리미엄틴팅으로구성된스페셜패키지

를무상제공한다.역시 100만원할인선택으로대체할

수있다.

◇르노삼성 노후차 교체전기차 할인=르노삼성자동

차는 SM6 구매고객중 5년이경과한노후차를교체할

경우50만원을할인해준다.또 10년이지난르노삼성노

후차를교체하면 80만원의할인혜택을제공한다.

SM6 GDe나 LPe를구매하면최대 250만원상당의

구입비지원이나현금최대 200만원지원중한가지혜

택을고를수있다. SM6 LPe 렌터카용은 50만원상당

의구입비나현금30만원지원중선택할수있다.

SM6와 QM6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최대 36개월간

1.9%나최대72개월간 3.9%등저금리혜택도받을수

있다. 이밖에준중형세단전기차모델인 SM3 Z.E.를

현금으로구매하는고객에게 600만원의할인혜택을제

공한다.할부구매시최대60개월무이자할부프로그램

도지원한다.

◇쉐보레 더블제로무이자할부 =쉐보레는이달 더

블제로무이자할부를진행한다.선수금과이자부담을

모두없앤프로그램으로,차종에따라일부재고에한정

해적용된다.

무이자할부기간은스파크트랙스이쿼녹스36개월,

카마로SS 50개월, 볼트EV 60개월이다.

무이자할부를택하는것을대신해특정금액이나차량

가격의일부를할인받을수도있다. 스파크 80만원,트

랙스 최대 8%, 이쿼녹스 7%, 카마로 10%, 볼트 EV

300만원이다.

말리부의 경우 최대 72개월 2.9% 이율의 저리 할부

혹은 100만원의현금지원혜택도제공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현대차사우디에쏘나타공항택시대량수주

알사프와에 1000대공급계약

현대자동차가중동지역최대자동차시

장인사우디아라비아에신형쏘나타(DN

8)를공항택시로대량수주하는등 중동

시장에서의입지를강화하고있다.

3일현대자동차에따르면현대차는최

근사우디아라비아최대 운수기업인 알

사프와 (Al-Safwa)에 신형 쏘나타

1000대를 공항 택시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

바이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 1232대

공급계약을체결한것에이어중동시장

확보에박차를가하고있는모습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대중교통국

(PTA)과 관광국가유적위원회(SCTH

)는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택시에

▲외장색상초록색통일▲총운행기간

5년 이내로 제한▲최첨단 결제통역 스

크린장착등을의무화한바있다.

이번수주는사우디아라비아운행택시

에대한신규정책이발표된이후현대차

가완성차업체최초로변경된규정에부

합하는택시를공급했다는점에서의미가

크다는분석이다.

또현대차는지난해사우디아라비아에

서쏘나타,코나,싼타페등총 12만5625

대의차량을판매해시장점유율23.4%를

기록하는등중동시장내입지도확보해

하고있는상황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미언론선정최고가성비차쏘울 쏘렌토 카니발 K3뽑혀

쏘울부스터EV 쏘렌토 K3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성능 가격등 5년소유비용종합

미국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최고 가성비 자동차

(Best Cars for theMoney)에쏘울을비롯한기아자

동차4개차종이이름을올렸다.

3일 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앤월드리포트 (U.S. News&World Report)가

선정한올해최고가성비차에기아차쏘울과쏘렌토,카

니발, K3가뽑혔다.

최고가성비차는성능과가격,연료비등 5년간총소

유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만족을주는모델을부

문별로가려,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 6개,세단

(Sedan)부문 5개등총 11개부문을선정했다.

기아차쏘울은 SUV부문에서 최고의준중형 SUV

에 올랐고, 쏘렌토는 최고의 3열(6∼7인승) SUV 에

뽑혔다.

카니발(현지명 세도나)은 최고의 미니밴에 선정됐

고, 세단부문에서K3(현지명포르테)는 최고의소형

차로뽑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전시장방문고객에 발렌타인이벤트

16일까지전국10개전시장

이탈리안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0개 전시장에서 고객에

게다양한선물을증정하는 핫윈터발렌

타인데이프로모션 (Hot Winter Val

entine s Day Promotion)을 진행한다

고3일밝혔다.

행사기간신차를계약하거나구매하는

고객을대상으로 10명을추첨해조식중

식석식이포함된 2박 3일럭셔리리조트

물리아발리 숙박권을증정한다.

이외전시장을방문하거나차량시승을

한 고객에게는 마세라티 수제 초콜릿을

비롯해마세라티Q4모델을포함한전차

종의시승기회도제공할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10개마세라티전시장을통해상담

받을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국내완성차업계, 1월판매감소…기아차나홀로증가

국내완성차업계 1월 판매 실적이 작

년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일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GM) 르

노삼성쌍용차발표에따르면 1월5개업

체의국내외완성차판매는 55만3558대

로작년같은달과비교해 6.0%줄었다.

업체별로보면기아차만1월실적이소

폭증가했다.

기아차는 전체 판매가 21만5112대로

작년동월보다 2.5%증가했다.내수는 3

만7050대로2.5%줄었지만,해외판매가

17만8062대로 3.6%늘어나며이를만회

했다.

현대차는전체판매가30만4076대로작

년1월보다 3.6%감소했다.국내에서는 4

만7591대로21.3%감소했지만, 해외에서

는 25만6485대를팔아 0.6%증가했다.

한국GM은 전체 판매가 2만484대로

47.1%나줄었다.내수판매가 5101대로

0.9%늘어난반면, 수출이1만5383대로

무려 54.3%가감소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총 6233대를 팔아

54.5% 줄었다. 내수판매 4303대, 해외

1930대로 각각 16.8%, 77.3% 감소했

다.

쌍용차는 전체 판매가 7653대로

33.0% 감소했으며, 내수가 5557대로

36.8%, 수출은 296대로 20.4% 줄면서

전체실적을끌어내렸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