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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의엔진및주행성능이향상되면서 완성차업체마다

스포츠모드를채용한차량을출시하고있다 스포츠모드에대

해살펴봤다

스포츠모드란?

수동변속기 기능을 추가한 자동변속기로 속도와 엔진 회

전 수에따라 변속이 가능하도록한 자동변속기를말한다 전

진주행중 + 쪽으로움직이면 1단에서최대변속단까지변

속이가능하고 쪽으로움직이면최대변속단에서 1단으로

변속이가능하다

스포츠모드자세히알아보기

주행 중 속도가 일정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측으로 조

작해도업쉬프트(UPSHIFT)가되지않는다

주행 중 속도가 내려가면 변속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

동으로저단으로변화되며정지시에는 1단으로변속된다

주행중 감속요구시(급커브 눈길 빗길 등) 다운쉬프트

(DOWN SHIFT) 해엔진브레이크작동이가능하다

기아자동차광주서비스센터박원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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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모드

속도와 엔진 회전수에 따라 변속 가능

주행중 속도 내려가면 자동 저단 변화

포프모빌 쏘울의판매량이급증했다

지난 21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쏘울을

타기로한소식이알려진뒤방한나흘전인11일부터출국다음

날인 19일까지 하루평균 계약대수는 325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하루평균계약량200대보다625%나증가한수치다

교황이출국한 18일에는 52대의계약실적을기록하기도했

다 배기량 1600㏄급의소형박스카인쏘울은교황이방한기

간에 의전차량으로 이용한 차량이다 국내에서는 17월간

모두 2740대가 판매됐다 쏘울계약대수는휴가시즌이었던 1

일부터 8일까지 영업일수 6일간 하루평균 183대로 상대적으

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교황 방한 주간이었던 11일부터 확 늘

어나기시작했다이미이달들어305대의계약실적을올린추

세대로라면올해들어월평균판매량 391대를훌쩍뛰어넘을

것으로예상된다 임동률기자exian@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준대형급 전륜구동

세단 AG(프로젝트명)의 차명을 아슬란(ASLAN)으로

확정했다

아슬란은사자라는뜻의터키어로현대차는신차의당당

하고품격있는외관 안정적인승차감과정숙성을사자의특

성에투영해이같은차명을선정했다고 24일밝혔다

아슬란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의 프리미엄급 세단

으로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E클래스 아우디A6

등독일고급차모델에대응하기위해개발됐다

판매가격대는 4000만원초중반대로올하반기공식출시

된다

지난 5월부산모터쇼에서외관이공개된아슬란은현대차

특유의 플루이딕 스컬프쳐20 디자인이 적용됐다 현대

차는 아슬란 개발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쳐 정밀 튜닝 및

승차감 테스트 등을 진행해 고객들이 원하는 승차감을

찾아내는 한편 전방위 소음 및 진동 대책을 통해 최고급

세단 이상의 정숙성을 구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슬란은 개발 단계부터 차명 선정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시장분석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했

다며 아슬란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슈퍼카 시장 급팽창

현대차하반기출시신차이름 아슬란

판매가 4000만원대 중초반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

교황이탄차쏘울 계약확늘었다

포프모빌 지난 11일19일 하루평균 32대

프란치스코교황이고급스러운대형차가아닌국산소형차

쏘울을 이동용차량으로선택한것으로도방한첫날부터화

제를모았다 교황의이런선택이더도드라져보이는이유는

수억원대를호가하는슈퍼카시장이국내에서급팽창하는현

실과도무관하지않다

최근자동차업계에따르면마세라티와벤틀리롤스로이스

포르셰등럭셔리차업체들이올들어국내시장에서판매를

급속히늘리며쾌속질주하고있다 일부업체는판매신장률

이두자릿수를가뿐히넘어세자릿수에도달했을정도다

이탈리아슈퍼카마세라티는상반기국내시장에서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5%늘어난 280대의자동차를팔아치우며폭

발적인성장세를기록했다이같은수치는120대를기록한지

난해총판매량보다도 2배이상많은것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주할 때 이용한 차량으로 눈

길을 끌기도 한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벤틀리는 상반기 판매량

이 이미 지난해총판매량을넘어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

내에서팔린벤틀리차량은지난해(75대)에비해 1347% 늘어

난 176대에 달한다 차 1대값이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초고가

럭셔리 차량메이커인롤스로이스도 올해 7월까지 한국 시장

에서 26대나팔려나갔다 이는지난해(19대)에비해 368% 증

가한것이다

독일슈퍼카포르셰는 7월까지 1524대를팔아지난해(1194

대)에 비해 276%의 판매 신장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레인지

로버를 앞세워 프리미엄 SUV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랜드로

버 고급차의대명사로꼽히는벤츠등프리미엄브랜드역시

국내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랜드로버의

경우 7월까지 2312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1647대)에 비

해 404% 늘었고 벤츠도전년동기(1만4225대)보다 405% 증

가한 1만9991대를판매했다

이탈리아 초고가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상반기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하

반기국내시장에각각새로선보인캘리포니아 T 우라칸등

신차종이 판매 호조를 보이는 터라 올해 전체 판매량은 지난

해보다늘어날것이라는게업계의예상이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경우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의 공식가입 업체가 아니라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

하긴 힘들지만 등록 대수 기준으로 상반기 판매량이 각각 27

대 7대에그쳐지난해같은기간판매량 39대 13대에서감소

세를나타냈다

업계에서는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특성을 나타내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국내 슈퍼카 시장의 팽창은 당분간 이어질 것

으로전망한다

수입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황이라고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며국내시장에슈퍼카를살수있는여력을가진사람

이충분한것으로보고있다며 슈퍼카의성장세가이어지며

한국 시장이 글로벌 고급차 업체의 또 하나의 각축지가 되고

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마세라티롤스로이스등쾌속질주

일부 판매 신장률 세자릿수 기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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