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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형그랜드스타렉스출시

2209만원∼3090만원

현대자동차는 2020 그랜드 스타렉

스 어반, 왜건, 밴, LPi를 본격판매한

다.

가격은▲어반(9인승)프리미엄 2720

만원, 프리미엄 스페셜 2865만원, 익스

클루시브 3090만원▲왜건(11 12인승)

스타일 2365만원, 스마트 2440만원, 모

던 2750만원▲밴(3인승) 스타일 2209

만원, 스마트 2294만원▲밴(5인승)스

타일2254만원,스마트 2319만원,모던

2594만원 ▲LPi(12인승) 2370만원이

다.

9인승 모델인 어반(익스클루시브 등

급)에는스타렉스중처음으로블루링크

를지원하는내비게이션이적용됐다.

실내관리가쉬운장판형바닥재(리놀

륨플로어카펫)를프리미엄과프리미엄

스페셜등급에포함시켰다.

후방모니터를원하는고객의비용부

담을낮추기위해 7인치디스플레이오

디오후방모니터등으로구성된 멀티미

디어라이트패키지도넣었다.

그랜드스타렉스의모든디젤모델은

배출가스환경규제인강화된유로6기준

을충족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ngju.co.kr

현대차 디자인경영 통했다
IDEA디자인상 3년연속수상…제네시스첫금상

1974년출시포니 전기차콘셉트카부활추진

현대자동차가세계적디자인상인 IDEA디자인상을 3년연속

수상했다.프리미엄브랜드제네시스는처음으로금상을차지했다.

현대차는또 1974년출시한국내최초독자모델포니의콘셉트

카를45년의세월을담고여기에현대적감각을입혀전기차(EV

)콘셉트카로재탄생시키는작업을진행중이다.

이는현대차그룹 디자인경영의성과다.

현대차는지난 2006년피터슈라이어현대기아차디자인경

영담당사장을영입하면서본격적인디자인경영을이어가고있

다.

이후루크둥커볼케현대차디자인담당부사장, 크리스토퍼

채프먼수석디자이너,알렉산더셀리파노브제네시스유럽디자

인팀디렉터등을영입했다.

최근에는BMW,GM등에서차량디자인을담당했던서주호

자동차디자이너를현대디자인이노베이션실장으로영입했다.

◇3년연속 IDEA디자인상 수상

26일현대자동차에따르면콘셉트카 르필루즈와신형쏘나

타가최근 2019 IDEA디자인상의자동차운송부문에서 파이

널리스트(Finalist) 를수상했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상은 독일의

iF디자인상 , 레드닷디자인상과함께세계3대자인상으로꼽

힌다.

현대차는이번수상으로 IDEA디자인상에서 3년연속수상기

록을세우게됐다.

앞서현대차는 2017 IDEA디자인상에서쏘나타뉴라이즈와

i30가파이널리스트에올랐고, 2018 IDEA 디자인상에서는싼

타페와코나,넥쏘가은상을받았다.

이번에수상한르필루즈는지난해 3월제네바모터쇼에서처

음으로공개된콘셉트카로현대차의새로운디자인방향성인 센

슈어스스포티니스를처음으로반영했다.르필루즈는올해 2월

2019 iF 디자인상 수송디자인분야에서본상(Winner)을수

상했다.

신형쏘나타는새롭게시작된디자인방향성인 센슈어스스포

티니스를적용한첫양산차로,쿠페스타일의세단이다.

현대차프리미엄브랜드제네시스의콘셉트카 에센시아콘셉

트는 2019 IDEA 디자인상의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금상

(Gold)을거머쥐었다.

제네시스가차량디자인으로세계3대디자인상에서정상에오

른것은이번이처음이다.

지난해 3월뉴욕모터쇼에서공개한에센시아콘셉트는제네시

스가처음으로선보인전기차기반의GT(그란투리스모)콘셉트

카로수작업을통한커스텀테일러드방식의인테리어가특징이

다.제네시스의디자인철학인 동적인우아함을세련되게재해

석했으며향후제네시스차량에적용될미래기술력의비전을제

시했다.

◇현대차포니,전기차로부활하나

현대차는최근미래전기차디자인의방향성을담은 EV콘셉

트카 45 의티저이미지를공개했다.

현대차는 1970년대에공개된현대차최초의콘셉트카디자인

을재해석한 45의상세제원을다음달 10일(현지시각)부터 22

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45는포니탄생45주년이라는의미를담았다.현대차의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

를 토대로제작돼현대차디자인의과거-현재-미래의연결고리

가될것으로기대된다.

포니를 탄생시킨 콘셉트카 뷔크란(Bucrane)은 이탈리아의

디자인거장인조르제토주지아로가만들었다.

이번콘셉트카는전동화를기반으로한개인맞춤형고객경험

전략인 스타일셋프리(Style Set Free) 의개념을담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파이널리스트(Finalist) 를수상한콘셉트카 르필루즈 .

추석때셀토스K9타고고향가세요

기아차 300명시승이벤트

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맞아 300대

의귀향차량을고객들에게무상대여해주

는 5박6일시승이벤트를연다.

기아차는 전국 지점을 통해 셀토스와

K7프리미어를비롯해더K9, 스팅어등

을 추석 귀향 차량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3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추첨을통해대상자 300명을선

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11~16일까지 5박6일간귀향차량을시승

할수있다.

기아차관계자는 민족대명절인추석을

맞아고객들이기아차와함께안전하고편

안한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시승 이벤

트를마련하게됐다고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중증장애인15개가정을선정하여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무상 지원하는

기아차초록여행 이벤트도진행한다.

이번이벤트에선정된중증장애인 15개

가정에는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6박7

일간카니발이지무브차량이지원되며,유

류완충여행경비귀성선물등혜택도주

어진다.이벤트참여를원하면이달30일까

지초록여행홈페이지에서신청하면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세라티 다음달 10일까지추석무상점검서비스

엔진오일 배터리등점검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

라티가 26일부터다음달 10일까지 2주동

안전국 9개마세라티공식서비스센터에

서 2019추석맞이서비스캠페인을실시

한다.

이 행사는 추석 귀성길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각종안전사고방지와쾌적한주행

을위한점검차원에서마련됐다.

마세라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차종

을 대상으로 엔진 오일, 엔진 에어필터,

에어컨 항균필터, 와이퍼, 배터리, 벨트

류,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

압, 타이어마모,휠토크,브레이크패드

디스크 등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

공한다.

서비스센터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

하면 더욱 신속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

다.

행사 기간 중 유상 수리 항목에 대해서

는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액세서리

및머천다이즈구입시 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무상점검을받기위해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고객에게마세라티카드지갑을

선착순으로증정한다.

자세한내용은전국 9개마세라티서비

스센터를통해상담받을수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9 IDEA디자인상 금상수상한제네시스에센시아콘셉트. 현대차포니를재탄생시킨EV콘셉트카 45 티저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