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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코리아는 6월한달간가족단위로도요타전시장

을 방문해 시승하는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밝혔다

선물은 4인 가족 호텔식사권부터 레고 장난감과 영화관

람권까지 준비된다 월말에 전시장별 추첨을 거쳐 고객에

게전달된다

토요타는 또 6월에 중형 세단 캠리(가솔린하이브리드)

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

다

고객이현금으로구매할경우 10년 20만까지엔진오일

과엔진오일필터를무상교환할수있는쿠폰도받을수있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을멀찌감치제치고 1위자리를견고히할전망이다

중국은향후전기차구매의사가전세계주요국가중가

장 높았으나 미국은 최하위에 머물러 성장동력 측면에서

큰격차를보였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독일 컨설팅회사 롤랜드버거

가최근전세계 10개국 소비자 1만253명을대상으로조사

한결과전기차구매의사가가장높은나라는 중국이었다

주요 10개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포함됐다

중국은전체응답자 10명중 6명(60%)이 다음차량구매

시 전기차를 선택하겠다고 밝혀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좋았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5명(54%)이 전기차 구매 의향을 나

타내중국에이어 2위에올랐다 3위는차세대거대자동차

시장으로떠오른인도(51%)가차지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의사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

이었다

미국은다음차로전기차를고려한다는답변이 10명중 2

명(20%)에 그쳐 전기차의 인기가 가장 낮았다 일본 역시

구매의향이있는소비자가 22%에불과했다

글로벌 정보분석업체 닐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중국의친환경차시장 전망이상당히밝은것으로분석됐다

닐슨의 2017 친환경 에너지시장 통합조사에 따르면 중

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52%)은 친환경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밝혔다 이 중전기차는 27% 하이브리드차는 25%

를각각차지했다

중국의 친환경차 구매 의향은 20122013년 3%에서

2014년 19%로급증한뒤2015년 22% 2016년 36% 2017년

52%로꾸준한성장세를보인다 연합뉴스

연비를 주로 따지던 국내 소비자들이 운전의

즐거움에도 관심을 돌리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

벌업체들이속속비싼고성능모델을출시고성

능차시장경쟁에나서고있다 모터스포츠차량

급 첨단 기술을 갖춘 모델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소개되고있다

5일업계에따르면현대기아자동차와메르세

데스벤츠 등 국내외 업체들이 고성능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국내 고성능차 시장이 자동차

업계의새로운격전지로떠오르고있다

국내 업체인 현대차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

고성능브랜드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지난

2014년 BMW 고성능차개발총괄책임자인앨버

트 비어만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뒤 관련 기술력

개발에힘쓰고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는 N이다 N 브랜드

첫 번째 양산차인 i30N이 하반기에 유럽부터

출시된다

현대차는가혹한주행조건속에서 i30N의내

구성과 성능을 점검하며 출시 준비에 전력을 기

울이고 있다 아울러 고성능 스포츠카 개발에도

본격적으로착수한상태다

기아차역시고성능차량전용앰블럼인 GT

를 도입했다 최근 K5 라인업에서 국내 처음으

로 GT모델을출시했고스팅어의최고사양모

델인 33 터보에도 GT를적용했다 기아차는앞

으로 출시될 신형 K3에도 GT를 적용하는 방안

을검토하고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고성능차를통해기술력을홍보하거

나 관련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는 추세가 확산

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도 대중이 애용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만드는 메이커라는 한

계를넘어서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외국차 업체는 고성능차 시장 경쟁에서 이미

앞서있다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메르세데스벤츠의AMG가꼽힌다 50년역사를

자랑하는AMG는 1인 1엔진이라는철학에따라

빠르고강력한성능을가진차량을내놓고있다 1

인 1엔진은엔지니어한명이 AMG 엔진하나의

조립을처음부터끝까지전담한다는뜻이다

AMG는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S클래스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여러 모델로 출시

되고 있다 메르세데스AMG는 지난 서울모터

쇼를 통해 E 43 4MATIC 모델을 선보였고 올

해 E 63 S 4MATIC+ 모델도출시할예정이다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면서 국내 판매량도 빠

르게 늘고 있다 2014년 연간 판매량이 776대에

그쳤지만 지난해 2057대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4월까지이미 905대가팔렸다작년같은기간보

다 185%늘어났다

BMW의 고성능 브랜드는 M이다 일반도로

에서즐길수있는새로운스포츠카라는개념아

래 1984년M5 모델이처음출시됐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판매가시작됐으며지

난해에는 620대가 팔렸다 전 세계 11위 규모로

아시아에서는중국일본에이어세번째로M브

랜드판매량이많다 올해도 4월까지 238대의M

모델이 팔렸다 지난 11월에는 최고 출력 370마

력에제로백(정지상태에서시속 100에도달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이 43초에 불과한 뉴 M2 쿠

페를출시해화제를모은바있다

BMW는 M3M4 컨버터블X5MX6M모

델을중심으로국내판매량이늘고있다고설명

했다

이밖에도 아우디는 S 폭스바겐은 R 렉서스

는 F시리즈를통해각각업체의자존심을건고

성능모델을과시하고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운전이 즐거우면 잘 팔린다고성능차 경쟁

더뉴메르세데스AMG E 63 S 4MATIC+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 기아차 스팅어 기아차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S클

래스를표방하는최고급플래그십SUV 더뉴GLS의최상위모

델인 더뉴GLS 500 4매틱을지난 2일국내에출시했다

최고급플래그십 SUV인 더뉴GLS는작년 10월디젤모델이

국내에먼저선을보였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GLS의 최상위 모

델 더 뉴 GLS 500 4매틱은 V형 8기통의 강력한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455마력 최대 토크 714kgm의 다이내믹한 주

행성능을발휘한다

또 이 차에는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와 오프로드 주행 프

로그램이추가된 6가지주행모드를제공하는다이내믹셀렉트와

에어서스펜션 최신 4매틱상시사륜구동시스템이탑재됐다

국내판매가격은 1억5100만원(부가세포함)이다

이와함께벤츠코리아는중형사이즈 SUV쿠페 더뉴GLC쿠

페의 고성능 모델인 더 뉴메르세데스AMG GLC 43 4매틱 쿠

페를국내에출시했다

SUV와 쿠페를 결합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LC 43 4매틱쿠페는더뉴 GLC 쿠페라인업최초 고성

능버전이다

최고출력 367마력 최대토크 530kgm의성능을내는 30리터

V6바이터보가솔린엔진이탑재돼동급최고수준의강력한퍼포

먼스를발휘한다

벤츠코리아는지난 4월더뉴 GLC 쿠페를국내에출시하며총

7종의 SUV 패밀리를 완성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 중 가장 다양

한 SUV라인업을갖췄다

국내판매가격은 9760만원(부가세포함)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더뉴GLS 500 4매틱

더뉴메르세데스AMG GLC 43 4매틱쿠페

벤츠 더 뉴 GLS 500 4매틱 국내 출시

기아차 스팅어 최고 사양 모델 33 터보에 GT 적용

현대차 i30N 하반기에 유럽 출시 스포츠카 개발

벤츠AMG 올 E 63 S 4MATIC+ 모델 출시예정

최고급플래그십 SUV S클래스

AMG GLC 43 4매틱 쿠페도 나와

가족과 함께 토요타 시승하면

호텔식사권영화관람권드려요

토요타중형세단캠리 토요타코리아제공

중국 친환경차 시장 쑥쑥

전기차구매의사가장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