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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완성차 업계가 2년마다 열리는

2018 부산국제모터쇼를 계기로 미래 자

동차기술을선보일것으로알려지면서관

심이집중되고있다

19개 브랜드 최신 차량 200여대

다음달 7일 프레스데이를시작으로 8일부

터17일까지열흘간부산해운데벡스코에

서 열리는 2018 부산국제모터쇼(BI�

MOS 2018)는 혁신을넘다 미래를보다

라는 주제에 걸맞게 첨단 기술이 담긴 미

래자동차를엿볼수있는기회가될것으

로모터쇼사무국은기대하고있다

올해모터쇼에서는국내외 19개 완성차

브랜드가총 200여대의최신차량을선보

인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르

노삼성등5개승용브랜드와현대상용기

아상용 등 2개 상용 브랜드 순수 전기차

브랜드인에디슨모터스가참여한다

해외 업체로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

롯 랜드로버 렉서스 BMW 미니(MI�

NI) 도요타 인피니티 등 10개 승용 브랜

드와만트럭이참가를결정했다

특히메르세데스벤츠가월드프리미어

를준비하는등부산모터쇼에서처음선보

이는 차량은 25대에 이를 것으로 주최 측

은예상하고있다

친환경차자율주행 기술 체험 공간

으로올해 부산모터쇼는 전기차를 비롯

한친환경차 자율주행등첨단기술을입

은 혁신적 자동차들로 주목받을 전망이

다

친환경차의경우 2년전보다두배이상

많은차량이전시될예정으로전체비중이

20%에달할것으로보인다

단순히 보는 전시장이 아닌 자사의 첨

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람

객들을맞는다는게전시참가업체들의계

획이다

현대차는 업계 최대 규모로 참가 수소

전기차 넥쏘 고성능차 전기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자동차로 만들어가는 미

래 라이프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기아

차는 다양한 컨셉카 전기차 등으로 가슴

뛰는울림을 체험할수있는공간을제공

할계획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브랜드인

EQ를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를 선

보이고닛산도체험형부스를꾸며자사의

최첨단기술을경험토록할예정이다

도요타는첨단플러그인하이브리드기

술을적용한아발론하이브리드를중심으

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

드라이빙재미를즐길수있게꾸민다

자동차를 매개로 한 생활산업자

동차를 매개로 하는 부대행사도 다양하

다

한국자동차제조산업전은미국 독일등

7개국 130여개사가 참여 소재 부품부터

완제품 가공설비 엔지니어링기술등자

동차산업의최신흐름을엿볼수있고캠

핑카를 한자리에서 보는 캠핑카 쇼도 열

린다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동 휠 등의

전시행사와런웨이쇼가펼쳐지는퍼스널

모빌리티 쇼 등도 눈길을 끈다 친환경차

와자율주행차기술개발등이중점적으로

다뤄지는 한국자동차공학회학술대회와

자동차디자인공모전에선정된참신한자

동차 디자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소전기차넥쏘니로EV친환경차의향연

현대기아차가유럽소비자들사이에서

인기를끌고있다

21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는올해들어 4월까지유럽시장에서판매

된 차량은 36만4945대로 작년 같은 기간

(34만649대)에비해 71%증가했다

월평균 9만1000여대가팔린것으로 이

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판매대수가 100만

대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현대기아차

는 지난해 99만5383대(현대 52만3258대

기아 47만2125대)를판매했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하반기신차를대거

유럽 시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신차 출시

가 판매량 증대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연간 100만대 판매는 충분히

달성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밀리언셀

러에 오른다면 지난 1977년 유럽에 진출

한 이후 41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연간

100만대 이상판매된시장은미국과중국

에이어유럽이세번째다

현대기아차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꾸준

히 사랑받아왔다 지난 2008년 50만8574

대를판매한이후지난해판매량이 2배가

까운 99만5383대에달했다

모델별로는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

티차량) 투싼과 스포티지가 각각 15만

4056대 13만1801대 팔리며 양사의 판매

실적을이끌었다

소형해치백현대 i20가 10만2484대 준

중형 해치백 현대 i30 7만9764대 소형 해

치백 기아 리오(국내명 프라이드)가 7만

2688대 현지맞춤형전략차종씨드가 7만

2105대팔렸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도 급증했다 2015

년만 해도현대기아차의친환경차판매량

은 쏘울EV(전기차) 투싼FCEV 2종류에

서 6089대에 머물렀지만 2016년 K5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아이오

닉 HEV(하이브리드차) 모델이 추가되며

1만대(1만152대) 판매를 돌파했다 작년

에는 아이오닉 EV 아이오닉 PHEV 니

로HEV 니로 PHEV를투입 8개의친환

경차 라인업을 갖추고 6만5518대를 판매

했다

현대기아차는올해하반기에도▲코나

EV ▲ 니로 EV ▲ 신형 쏘울 EV 등 3개

의전기차모델과차세대수소전기차넥쏘

를유럽시장에투입할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각종 환경 규제

와맞물려작년부터본격적으로판매된친

환경차가유럽고객들로부터뜨거운반응

을 얻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친환

경차판매에힘써연간판매 100만대돌파

를위해힘쓸것이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차유럽판매호조 올 100만대 돌파기대

다음달 817일 부산국제모터쇼미래차 트렌드 제시

현대기아차벤츠르노 등 19개 브랜드 200여대 전시

현대차가 디자인을

바꾸고 다양한 캠핑 사

양을적용한 더뉴그랜

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출시했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

스 캠핑카는 작년 12월

출시된 더뉴그랜드스

타렉스의 외관에 실내

공간의 활용성과 편의

성을 개선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지 색상의 가죽

시트와 브라운 색상의 주름식 커튼 주

황색계열의팝업텐트 2열과 3열에 0도

부터 90도까지기울기조절이가능한쿠

션시트를적용했다

냉장고싱크 세트와 전기 레인지 접

이식 실내 테이블 등을 기본 탑재했고

탈부착이가능한간이외부샤워기와성

인 2명이샤워할수있는 50의물을담

을만한청수통을갖췄다

또빔프로젝터와 50인치스크린슬라

이딩식 모기장 배터리 방전에 대비한

쏠라패널과고속충전기를포함한캠핑

충전패키지등편의사양도마련했다

판매가격은 510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캠핑카 출시

한국지엠(GM)이

스파크의 부분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

을내놓고국내판매

정상화에나선다

한국GM은 오는

23일 미디어 쇼케이

스를 열고 쉐보레 신

형 더 뉴 스파크 를

공개한다

더 뉴 스파크는안

정성에다 디자인을 세련되게 가다듬고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한국GM이 디자인과 설

계를주도한쉐보레브랜드의핵심라인

업이다

동급 최초로 전방 추돌 경고시스템

(FCA)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사각지대 경고시스템(SBSA) 등 첨단

안전사양을 탑재했고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HSA) 전자식 차체 자세 제어 시

스템(ESC)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등을갖췄다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총 6945

대 판매돼 미쓰비시 미라지(5532대)와

피아트 500(1309대) 등 경쟁 모델을 제

치고경차급 1위를차지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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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쉐보레신형 더 뉴 스파크 공개

금호타이어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투어링카 레이싱(TCR) 경기를 공식 후

원한다

금호타이어는 21일 TCR 코리아의공

식 프로모터인 코리아모터스포트브릿

지와 TCR 코리아투어링카시리즈후

원에대한파트너십을체결했다

금호타이어는 TCR 코리아의공식타

이어로 지정돼 올 한해 이 대회를 후원

하게된다

TCR은 2015년 처음 출범한 양산차

기반의국제모터스포츠대회로 지난해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230경기가 펼쳐

졌다

TCR 코리아 대회는 8월 25일26일

(영암 KIC)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9월

29일30일(인제 스피디움) 11월 3

일4일(영암 KIC) 등 6라운드로 치러

진다

각 대회에서 예선과 결승전이 2회씩

열리며대회우승자에게는 2018년 TCR

국제대회참가자격이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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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투어링카레이싱경기공식후원

올들어 36만여대판매전년도보다 71% 증가

하반기 투싼스포티지 등 신차 앞세워 목표 달성 예상

코나일렉트릭 스포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