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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7 프랑

크푸르트모터쇼(IAA)가 12일(현지시간)

독일프랑크푸르트메세에서언론사전행

사를시작으로막을연다

24일까지이어지는올해행사에는 40여

개국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첨

단기술로무장한전기차와열풍을이어가

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터쇼의 꽃

인고성능차가대거등장해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선사할전망이다

전기차 군단 독일 3사의 자존심 대

결11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

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등독일 3사

는차세대전기차를전면에내세우며안방

에서치열한자존심싸움을벌인다

벤츠는전기차브랜드 EQ의첫소형콘

셉트카인 EQ A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다

이차는 2도어해치백형태로 2020년양

산이 목표이며 테슬라 모델3 닛산 리프

쉐보레 볼트EV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해 파리모터쇼에서 EQ 브랜드를

출범한 벤츠는 소형차부터 최고급 세단

SUV 컨버터블 등 모든 세그먼트에 전기

차투입계획을발표한바있다

벤츠는 또수소연료전지플러그인하이

브리드(PHEV) SUV인 GLC FCELL

EQ파워를처음으로선보인다

중형 SUV GLC 기반인이차는장거리

주행과짧은수소충전시간 무공해주행

등의강점을결합한양산형모델이라고벤

츠는소개했다

BMW는순수전기차 i3의 새로운 모델

인 뉴 i3를 글로벌무대에처음공개하며

맞불을놓는다

뉴 i3에 탑재된 전기모터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m의 힘을 낸

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3초이며 1

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290300

다 고성능모델인 뉴 i3s는 184마력의힘

을발휘하고제로백은 69초로더빠르다

식지 않는 SUV 열기와 기술력 앞세

운 고성능차전 세계를 강타한 SUV의

인기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엿볼

수있을전망이다

국내 업체로는현대차와기아차가유럽

출시를 앞둔 소형 SUV 코나와 스토닉

을나란히선보인다

쌍용차의 대형 SUV G4 렉스턴도 이

번모터쇼를통해유럽에데뷔한다 G4렉

스턴은내구성검증차원에서지난달중국

베이징을 출발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해

프랑크푸르트로향하고있다

해외 브랜드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SUV출품작은폴크스바겐 티록이다

티록은 폴크스바겐의 SUV 중 가장 작

은차로아우디 Q2와 플랫폼을공유한다

2014년 제네바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공

개된 데 이어 올해는 양산형 모델로 첫선

을보인다

BMW는내년에양산예정인럭셔리대

형 SUV X7의 콘셉트카 X7 i퍼포먼스

와 전 세계 150만대 이상 판매된 중형

SUV X3의새모델을공개한다

독일의선진자동차기술을자랑하는모

터쇼답게다양한고성능프리미엄차들도

만나볼수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메르세데스벤

츠의 고성능차 브랜드 메르세데스AMG

는 고출력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메

르세데스AMG프로젝트원을내놓는다

벤츠는 더 뉴 S클래스 쿠페와 카브리

올레의부분변경모델도함께선보일예정

이다

BWM는 뉴 8시리즈 쿠페의 본격 출시

에 앞서 국제 레이싱 대회에 출전할 플래

그십모델인 뉴M8 GTE를공개한다

이차는 BMW의트윈파워터보기술을

적용한V8엔진을탑재해 500마력이상의

강력한힘을발휘한다

이밖에벤틀리 3세대컨티넨탈 GT와

페라리의 8기통 컨버터블 GT 스포츠카 

포르토피노가 전시된다 현대차는 i30N

i30 패스트백등고성능모델을일반에공

개한다 연합뉴스

벤츠전기차 EQ A 첫공개현대 코나 기아 스토닉 선보여

2017 프랑크푸르트모터쇼 어떤차나오나

차주가 생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수

리할 엄두를내지못하는낡은차를현

대차가맡아무상으로고쳐준다

현대차는 1020년 된 노후 차량 2대

를골라내외장을복원하고정비해주는

H리스토어(Restore) 서비스를 진행

한다

수리를 원하는 고객이 11일부터 24일

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

hyundaicom)를 통해 차에 얽힌 사연

수리에어려움을겪는이유등을제출하

면현대차는 2대를선정해 10월중개별

통보할예정이다

1998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고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는

누구나신청할수있다

현대차분야별 전문 정비사 20명으로

구성된 드림팀은 최종 선정된 차량 2

대의 내외장을 복원하고 정비해 고객

에게 전달한다 수리 기간 중 고객은 현

대차가제공하는렌트차량을무상이용

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프리미엄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A의

부분변경(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더 뉴

GLA를 11일국내에출시했다

GLA는 메르세데스벤츠가 2013년 내

놓은첫콤팩트 SUV로 세련된디자인과

실용성을겸비해고객영역을젊은층까지

확대했다는평가를받는다

더 뉴 GLA는새로운 LED 헤드램프와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적용돼

날렵하고역동적인이미지를부각했다

파워트레인은 최신 기술의 직렬 4기통

20 터보가솔린 엔진이국내 최초로탑

재됐다 더 뉴 GLA 220와 더 뉴 GLA

220 프리미엄 모델에장착된엔진은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306m의 힘

을발휘하며 더뉴 GLA 250 4매틱 모델

에 탑재된 엔진은 최고 출력 211마력 최

대토크 357m의힘을낸다

앞차와의충돌을방지하는능동형브레

이크 어시스트(ABA)와 새로운 8인치 고

해상도디스플레이 360도카메라등다양

한안전편의사양도갖췄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에 고성능 모델인

더뉴메르세데스AMG GLA 45 4매틱

과 AMG의 50주년을기념하는 50대한정

모델인 더뉴메르세데스AMGGLA 45

4매틱 50주년 AMG 에디션을 함께 선보

인다

두모델에탑재된AMG 20직렬 4기

통 가솔린 엔진은 동급 최강인 최대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484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

속100에도달하는데걸리는시간)은 4

4초에불과하다

더뉴 GLA 라인업의판매가격은부가

세를포함해 4620만78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추석연휴를맞아일반고

객을대상으로귀향시승고객을모집한다

기아차는올해출시한프리미엄퍼포먼

스세단스팅어 40대를비롯해스토닉 쏘

렌토 각 40대 K7 K5 모하비 스포티지

각 10대 등 총 160대의 일반 시승 차량과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카니발 이지

무브차량 13대등총173대를준비했다

일반 시승 차량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

허소지자로운전에결격사유가없는사람

이라면오는 17일까지기아차홈페이지에

서신청할수있다 최종당첨여부는 21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승 차량

은추석연휴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10

일까지 11박 12일간제공된다

이와함께기아차는교통약자들의이동

권 향상을 목표로 운영중인 기아차와 함

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사업의 일환으

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13대를 지원한다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은 장애인들이 직

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핸드 콘트롤

러와승하차를쉽게해주는슬라이딩시트

등을탑재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기아차 추석 연휴귀향시승고객모집

벤츠BMW폭스바겐안방서전기차자존심싸움

쌍용차 대형 SUV G4 렉스턴 유럽서 첫 데뷔전

벤츠전기차 EQ 현대차 i30N

현대자동차(주)가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고객의소중한추억이담긴노후차량

의 외형을 복원하고 정비해주는 H리스토어(Restore) 캠페인의 참가자를 모집

한다 현대차제공

추억 담긴낡은차새차처럼수리해드려요

1020년 노후차 2대 선정

현대차 H리스토어 서비스

벤츠 더 뉴 GLA 국내 출시

더뉴메르세데스AMG GLA 45 4매틱 50주년AMG에디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

스팅어등 173대 12일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