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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디젤신차 수입디젤차에정면도전 대세

는레저용차량

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지난 29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

로부산컨벤션센터에서 11일간의축제에들어갔다 모터쇼현장

은역대최대규모의행사답게뜨거운취재열기로가득찼다 7회째를

맞은부산모터쇼는 자동차의바다 세계를품다라는주제로 자동차생산

세계 5위 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산업 위상에 걸맞게국내외 22개 완성차

메이커211대의차량이출품됐다

현대와기아 쉐보레 르노삼성등국내브랜드들은 2012년에이어 2000

이상의대형부스를마련하고세계최초로선보이는월드프리미어카콘셉트

카 등 신차를 대거 앞세워 안방 수성에

나섰다

기아차 올 뉴카니발 첫선이날

국내일반인에게첫공개된 올뉴카니

발은 가족을위한안전과프리미엄공

간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패밀리 미니

밴이다 이전 모델보다 세련되고 볼륨

감있는디자인에세계최초의 4열팝업

싱킹시트를적용해공간활용성을극대화하고가족을위한안전성까지높였

다

9년만에선보인 3세대카니발은최근레저용차량의인기세에따라뛰어난

공간활용성이강점이다 특히기아차최초로유로 6 규제를만족시키는동시

에국내저공해차 인증도획득해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요

금감면등의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도큰장점이다

이삼웅기아차사장은 카니발은대한민국에미니밴시대를활짝연주역

으로 올 뉴 카니발은 이러한 역사를 계승하고 한 단계 높아진 품격과공간

활용성등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미니밴의새로운가치를시장에전파하는

선구자가될것이라며자신감을드러냈다 기아차는 올뉴카니발외에도

콘셉트카 GT4 스팅어와 니로를부산모터쇼를통해국내에최초로선보였

다 GT4 스팅어는 20 터보 GDi 엔진과 6단 수동 변속기를탑재해최고출

력 315마력(hp)의 강력한동력성능을확보했고 조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향장치를 장착해 더욱 역동적인 주행

이가능하다

현대차 독일 수입디젤차 정면 겨냥현대차가 비장의 카드로

마련한 AG(프로젝트명)는이번모터쇼의하이라이트다 그랜저와제네

시스사이에위치한AG는전륜구동방식이며그랜저보다덩치를키우고편

의사양은제네시스급으로맞췄다 수입차 시장에서줄곧 1위를 차지하고있

는 BMW의 520D 모델을 직접 겨냥하고 벤츠의 E클래스도 사정권에 넣었

다 디젤수입차의높은인기속에이번모터쇼에출품된 2015년형그랜저디

젤은국산최초의준대형디젤세단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m

의 힘을 내는 R22 EVGT 엔진을 탑재했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AG와 그랜저 디젤

은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대차의 결과물

이라고설명했다

일본차 수입차 시장 승부수수입차 시

장의 70%를독일차가차지하는상황에서일본

메이커는 디젤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면에

내세웠다닛산은올해하반기한국시장에도입할첫디젤모델을이번모터

쇼에서아시아최초로공개했으며스포티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 쥬크

와 프리미엄패밀리 SUV 패스파인더 등을내놨다 인피니티는디젤및하

이브리드차량에주력했다 올해초인피니티판매돌풍의주역인럭셔리스

포츠 세단 Q50 디젤과 Q50S 하이브리드 국내 최초의 7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인 럭셔리 크로스오버 QX60 하이브리드 등 디젤과 친환경차 시장을

노렸다

렉서스 역시 하이브리드에 초점을 맞췄다 10월 출시될 렉서스 컴팩트

SUV 하이브리드 NX 300h 11월 출시예정인 RC F 와 프리미엄 하이브

리드 쿠페 컨셉트인 LFCC 등은 모두 하반기에 소비자와 만날 친환경 차

량이다

부산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014 부산 국제모터쇼 가보니

현대자동차가 독일 수입차 열풍

을막기위해비장의카드로출시한

AG(프로젝트명 왼쪽)와 그랜저

디젤 부산모터쇼조직위제공

현대차독일차겨냥 AG그랜저디젤출품

日 디젤하이브리드 차량 내세워 승부수

기아차올뉴카니발첫선

인피니티의 홍보대사인 배우 이

서진(오른쪽)씨가 최신 모델인 Q

50 하이브리드 옆에서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부산모터쇼조직위제공

메르세데스벤츠의 홍보대사인

배우 조인성(왼쪽)씨가 신형 벤츠 E

클래스를 뒤에 두고 기념촬영을 하

고있다 부산모터쇼조직위제공

미니밴 시대

활짝열었다

지난 30일 개막한 2014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가 9년 만에

선보인 올 뉴 카니발이 일반인에게

첫공개됐다 <기아차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