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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친환경대형세단SUV

새해 신차 경쟁 뜨겁다

오는 11일미국에서막을올리는디트

로이트 모터쇼에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

드제네시스의전용관이운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모터쇼에서

특정차종을위해전용관을운영하는것

은창사이래처음이다

기아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콘셉트카 KCD12를 세계 최초

로 공개하며 더 뉴 K3는 북미에서 최

초로선보일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이런 내용의

전시를통해글로벌완성차업체로서위

상을뽐낼계획이다

우선현대차는코보컨벤션센터내마

콤브홀에지난해와마찬가지로 1530

규모의전시장을차린다 제네시스G90

을포함해쏘나타 쏘나타HEV 엘란트

라(국내명아반떼) 벨로스터터보 엑센

트 싼타페 투싼등 13대를전시하며벨

로스터 랠리 튜닝카와 비전GT 투산

NFL은 쇼카 또는 콘셉트카로 내놓는

다

제네시스 G90의 경우별도전용전시

관이마련된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G

90은국내에서는 EQ900으로 12월출시

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모델이다 G

90은올해하반기미국시장에도출시될

예정이라 제네시스는 G90을 위한 럭셔

리 전시장을 조성해 메르세데스 벤츠

BMW렉서스에못지않은품질과고급

스러움을강조할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직접 디트로

이트로건너가G90 전용전시장에서제

네시스브랜드발표를할예정이다

기아차는 홀A에 1373 규모로 전시

장을꾸미는데완성차및콘셉트카 23대

가동원된다

K9(현지명 K900) K7(현지명 카덴

자) 올뉴K5(현지명옵티마) 더뉴K3

(현지명포르테) 프라이드(현지명리오)

등 양산차와 함께 쏘렌토 옵티마의 쇼

카도선보인다

기아차가 이번에 내놓는 비장의 무기

는 콘셉트카 KDC12다 이미 스포티

지 쏘렌토 모하비 등 SUV로 큰 성공

을 거둔 기아차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명해주는모델이기때문이다

더뉴K3는북미출시를앞두고이지

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모델이라 현지

의관심이뜨거울것으로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美디트로이트모터쇼에제네시스전용관

현대차 해외 모터쇼특정차종전용관처음

현대기아자동차와 벤츠코리아가 이 달 나란히 새 차를 내놓으며 새해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친환경차 전용모델과 대형세단 SUV 등 차종도 다양하다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K7

벤츠 M클래스

국산대형 SUV 모하비가생산중단 6

개월만에다시소비자들을찾아온다

기아차는오는 2월 대형 SUV 모하비

의 상품성 개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현대차

[005380] 베라크루즈의 단산과 8월 기

아차 모하비의 생산중단 이후 사라졌던

국산 대형 SUV가 시장에 다시 부활하

게됐다

모하비상품성개선모델은유럽의강

화된배출가스기준인유로6를만족시키

는 3천cc급 디젤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편의안전사양도추가되고내

외장디자인도일부변경될예정이다

2008년처음선보인모하비는기아차

가 29개월간 2천300억원을투입해개발

한 대형 SUV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기아차사장시절에만들어진차여서

일명 정의선차로불리기도한다정부

회장이직접타고다니기도했다

지난해 모하비는 단산되기 전까지 최

고의인기를누렸다 작년 8월까지실적

은 8401대로전년동기대비 194% 증가

했다

모하비의 인기 비결로는 후륜구동 방

식의 견고한 차체와 강인한 남성적인 디

자인을꼽을수있다이런모하비가생산

중단된 것은지난해 9월부터 유로5 모델

을판매할수없게된데따른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모하비 귀환

지난해 11월 서울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발표하는 정

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대차 제공

생산중단 6개월만에

대형 SUV시장 부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이달에만M클래스후속격두종류를내놓는다

먼저미드사이즈 SUV인GLC는기존 GLK의풀체인지모델로새롭게디자인된

디자인과인테리어는물론최신주행보조시스템등이적용됐다

최신직렬 4기통디젤엔진과자동 9단변속기(9GTRONIC)가탑재됐고경량화

와 공기역학을 고려한 차체디자인이 눈에 띈다 국내에는 GLC 220 d 4MATIC과

GLC 220 d 4MATIC 프리미엄 2개모델로선보여질예정이다

부분변경 모델인 GLE도 출시한다 역동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변모했다

국내에는TheNew GLE 250 d 4MATIC과TheNew GLE 350 d 4MATIC두종

류의디젤모델이출시되고친환경가솔린엔진에멀티클러치 7단 스포츠변속기와

퍼포먼스 중심의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고성능 모델 The New Mercedes

AMG GLE 63 4MATIC 모델또한출시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는이달말쯤대형세단신형K7을출시할예정이다 24가솔린엔진과 33

가솔린엔진이적용될것으로알려졌다

현재공개된외관사진을전작과비교해보면우선전면부는라디에이터그릴과전

조등안개등의변화가눈에띈다

먼저라디에이터그릴이전작보다세로로얇아지고가로로는더욱길어졌다매쉬

형태의그릴도수직형그릴로변화가생겼다

또한 Z형상의 LED포지셔닝램프와스포티지와같이 4개의안개등이함께적용

돼첨단느낌이강조됐다

측면은날렵한루프라인이더욱날렵해졌고이에따라트렁크리드가짧아졌다전

체적으로캐릭터라인을간소화해모던한느낌을내면서도후방으로갈수록상향되

는벨트라인은속도감을강조한다

기아차 이달 말 대형세단 신형 K7 출시 예정

안개등첨단화 캐릭터라인간소화모던느낌

벤츠코리아M클래스후속 GLC GLE 나와

역동적트렌디 디자인 주행보조시스템 적용

현대자동차는이달 14일 브랜드 최초 친환경차 전용모델 아이오닉을 출시한다

오는 6일남양연구소에서언론대상프리뷰행사를진행한뒤 14일부터판매에돌입

할것으로알려졌다 아이오닉은아반떼와쏘나타의중간급해치백모델로울산2공

장 아반떼 생산라인에서 아반떼와 같이 생산된다 우선 이달 하이브리드(HEV) 모

델을 시작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순수전기차(EV) 모델을 순차 출시

할예정이다

아이오닉이라는 차명은 지난 2012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공개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컨셉트인 ioniq의 이름을계승한 것으로 전기적 힘으로 결합과분리

를통해새로운에너지를발생시키는 이온(ION)의 특징과독창성을나타내는 유

니크(Unique)를합쳐만들어진이름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은 차세대 이동수단을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시

작이자현대차미래를책임질주력차종이라고소개했다

현대차 친환경차 아이오닉 14일 판매 돌입

아반떼와쏘나타중간  미래 책임질차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