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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살계획있다면지금이기회

코로나로세계車시장급랭…업계5월대고객프로모션

기아차 K9 150만원 모닝70만원 스팅어70만원할인

토요타 초기차관리지원…렉서스 무이자할부서비스

코로나19사태로글로벌판매가급

감하면서자동차업계가 5월내수시장

을확대하기위한프로모션을내걸고

시장공략에나서고있다.

11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

는코로나19등으로어려운내수경제

의활성화에동참하기위해대고객프

로모션을시행한다.

기아차는 5월구매고객및전시장

방문고객들에게 지역 시장을 기반으

로사용되는온누리상품권을제공하

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위

축된지역경제활성화에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달구매고객에게모닝(70만원),

K3(30만원), 스팅어(70만원), K9

(150만원),스포티지(50만원), 카니

발(50만원)등차량별로온누리상품

권을 제공한다. 온누리 상품권 또는

차량가격할인중선택이가능하다.

또기아차재구매고객중 100명을

추첨해20만원상당의국민관광상품권

을제공하는추첨이벤트도마련했다.

여기에차량구매와상관없이기아

차전시장을방문한고객들중 400명

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온누리

(200명),해피머니(200명)상품권을

제공하는추첨이벤트도진행한다.

한편,기아차는임직원포상등에도

다양한상품권을적극활용하여내수

소비진작활성화에앞장선다는방침

이다.

특히 5월 기아차 판매대수당 1000

원씩적립해코로나19로피해를입은

아동가정에생활안정및학습물품을

지원하는 해피모빌리티나눔캠페인

도실시하는등코로나19극복을위한

다양한활동을전개할방침이다.

기아차관계자는 코로나19등의영

향으로어려운시기를극복하기위한

국민적움직임에동참하고자이번프

로모션을기획하게됐다며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

기위해앞으로도관련활동을꾸준히

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

토요타코리아도 5월 한달 간 고객

의 구매 패턴에 따라 초기 구매 비용

및 보유 기간 동안의 차량 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우선,아발론하이브리드나캠리하

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한다. 현금과

금융프로그램을통해구매한경우모

두해당한다.

라브4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

우스 C의 경우에는 최초 구매고객에

한하여,차량보유기간동안교환주기

에따라무상으로엔진오일및오일필

터를교환할수있는혜택을제공하는

것에더해,현금구매시가격할인및

할부구매시저금리적용등으로부담

을크게줄였다.

시에나는최초구매고객에한해차

량보유기간동안교환주기에따라무

상으로엔진오일및오일필터를교환

할수있는혜택은물론,현금구매시

가격할인,할부구매시 36개월무이

자혜택을적용한다.

토요타코리아관계자는 고객의구

매패턴에맞춘특별프로모션을준비

했다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토요타

차량을 보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좋은기회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

렉서스코리아도이달한달동안전

차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어썸

케어 프로모션 (Awesome Care

Promotion)을실시한다.

이번프로모션은자신의구매성향

에따라3종의프로그램중하나를선

택할수있다.

24개월무이자할부혜택을선택하

고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금

융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권장소비자

가격의 50%를 선수금으로 지불 후

24개월간이자없이할부금을납부한

뒤차량을구매할수있다.

또 엔진오일및오일필터 20회 무

상교환서비스를선택하고현금구매

를하는경우, 10년/20만㎞동안해당

항목의비용부담을덜수있다.

1년/2만㎞ 연장보증 프로그램과

렉서스PMS패키지를선택한뒤현

금구매를하면, 해당기간안전한드

라이빙을위한필수항목점검과정해

진소모품항목의교환서비스를무상

으로받을수있다.

렉서스코리아관계자는 고객의구

매패턴에따른맞춤형혜택을제공해

보다쉽고편하게렉서스모델을구입

할수있도록프로모션을준비했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

K9

스팅어

스포티지

모닝

국내대형SUV고급화바람

현대 기아차 최상위트림신설출시

디자인차별화 편의사양범위넓혀

현대차 팰리세이드

국내완성차업계의대표대형스포츠유틸리티차

(SUV)에고급화바람이불고있다.

11일 현대차에따르면현대차는최근 2020년형

팰리세이드를 출시하면서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

피를신설했다.

이번에추가된최상위트림 캘리그래피는전용

라디에이터 및 인테이크 그릴, 휠, 스키드플레이

트,바디컬러클래딩등차별화된디자인요소를적

용했다.

내장은 앰비언트 무드램프, 퀼팅 나파가죽 시트

와퀼팅가죽을감싼도어트림, 반펀칭가죽스티어

링 휠 등을 적용하고 소재를 변경해 고급스러움을

강화했다.

아울러 12.3인치풀LCD클러스터(계기판), 헤

드업디스플레이, 뒷좌석수동식도어커튼등다양

한편의사양을기본적용했다.

특히캘리그래피트림을기반으로 2열의상품성

을극대화한스페셜모델 VIP 도선보였다.

2020 팰리세이드가격은개별소비세 1.5%에가

솔린3.8 기준으로(디젤 2.2 트림별150만원 추가)

트림별 ▲익스클루시브 3497만원 ▲프레스티지

4047만원▲캘리그래피 4567만원▲VIP 5137만

원이다.

이에맞서기아차도최근모하비더마스터의디

자인차별화모델 그래비티를출시하고본격적인

판매에돌입했다.

이번에 추가된 그래비티는 기존 모하비 더 마스

터의최상위트림 마스터즈를바탕으로차별화된

디자인요소를적용해실내외고급감을높였다.

신규 블랙라디에이터그릴과블랙도장 20인치

휠을 기본 적용해 강인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

했다고기아차는설명했다.

실내는스티어링휠, 센터콘솔, 1 2열도어암레

스트및도어센터트림에부드럽고내구성이좋은

고급소재 알칸타라를입히고동승석크래쉬패드

에만적용했던무드램프도1열양쪽도어트림까지

확장시켰다.

그래비티 모델 가격은 개소세 1.5% 기준▲5인

승 5547만원▲6인승 5652만원▲7인승 5612만원

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드라마속車타고드라이브어때?

벤츠 이태원클라쓰 등등장차테마전국8개전시장서시승행사

벤츠 ThenewEQC

메르세데스-벤츠공식딜러더클래

스효성은 5월을맞아최근인기리에

종영한드라마 이태원클라쓰와 하

이에나에등장한차량을테마로하는

시승행사를전국 8개전시장에서개

최한다고11일밝혔다.

이번행사는두드라마속에서스타

일리시하고 우아한 외관으로 시청자

들의이목을집중시킨다양한라인업

의메르세데스-벤츠차량을고객들이

직접타볼수있는기회다.

전기차와 관련 기술 브랜드 EQ의

첫순수전기차 The newEQC ,개성넘치는해치

백 The new A-Class 및 럭셔리플래그십세단

The newS-Class 등주인공들이타던차량을직

접시승하며,드라마속감성은물론메르세데스-벤

츠의성능과기술을경험할수있다고관계자는전

했다.

해당 차량을 테마로 전시장별로 다양한 테스트

드라이브 코스를 마련해 고객들이 메르세데스-벤

츠만의 고성능 주행 기능을 통한 드라이빙의 재미

를느낄수있도록할계획이다.

시승행사는14일용인수지전시장, 15일강남대

로분당정자안양평촌청주천안구리전시장, 22

일송파전시장에서진행되며, 각전시장에서는고

객들을위한다양한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과풍성

한혜택도제공할계획이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쇼룸을 방문하는 고객

들에게 흥미로운 테마로 차별화된 시승 경험을 제

공하고자이번시승행사를기획하게됐다며 5월

가정의달을맞아고객들에게기쁨을선사할수있

도록 다채로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

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