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모빌리티축제 부산국제모터쇼오늘팡파르

2022부산국제모터쇼에마련된기아전시관전경. /기아제공 2022부산국제모터쇼에마련된제네시스전시관전경. /현대차제공

제네시스 엑스스피디움쿠페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더기아콘셉트 EV9.

8개국 120개사참여신차선봬

아이오닉6,공력성능극대화적용

콘셉트EV9, E-GMP기반모델

제네시스, 미래전기차디자인제시

시승체험 맥주축제등행사풍성

코로나19로중단됐던부산국제모터쇼가 4년

만에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Next

Mobility,ACelebration) 를주제로 15일정

식개막한다.

15일부터 24일까지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

서열리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는 총 8개국

120개사가참여해다양한신차및관련서비스

를선보일예정이다.완성차브랜드로는현대차

그룹 산하 3개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 제네시

스, BMW그룹의BMW, 미니,롤스로이스 3개

브랜드등총 6개브랜드가참여한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현대차는 지속가능한모빌리티라이프의경

험 을주제로한전시부스에서 아이오닉6 최

초공개와함께구체적인제원과세부사양을선

보일예정이라고발표하면서관심이쏠리고있

다.

아이오닉6 는현대차의전기차전용플랫폼

에서출시되는첫번째세단으로,바람의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의 디자인과 더불어

공력성능극대화를위한기술들을대거적용해

현대차에서 가장 뛰어난 공기저항계수 0.21을

달성하기도했다.

이외에도현대차는지난해 11월미국 LA오

토쇼에서처음공개한대형전기SUV콘셉트카

세븐 과수소트럭 엑시언트 등친환경차량

을소개할계획이다.양산차중에서는경차 캐

스퍼 , 캐스퍼밴 과미니밴 스타리아라운지

리무진 을선보인다.

◇기아 콘셉트EV9 더뉴셀토스

기아는 기술 디자인 고객 경험 을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 각 주제에 맞는 차량과 조형물

등을전시해 진보하는기아의모틸리티 를알

리겠다는계획이다.

이와더불어 더기아콘셉트EV9(이하콘셉

트EV9) 와 더뉴셀토스 도첫선을보인다.

콘셉트 EV9는 E-GMP를기반으로하는기

아의두번째전용전기차모델을예고하는콘셉

트모델이며, 더뉴셀토스는 2019년출시이후

3년만에선보이는셀토스의상품성개선모델

로두모델모두기아의디자인철학 오퍼짓유

나이티드 가반영됐다.

이외에도 첫 순수전기차 EV6와 니로 플러

스 , 니로EV 등친환경차량과 K8하이브리

드 , 스포티지HEV , 레이1인승밴 등양산

차도선보인다.

◇제네시스 제네시스엑스스피디움쿠페

제네시스는콘셉트카로지난4월뉴욕제네시

스 하우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쿠페 를국내최초공개한다.

제네시스가예상하는미래전기차디자인방

향을공유하고자제작된이차량은제네시스의

대표적인디자인요소인 두줄 과 윙페이스

가전동화시대에맞춰진화한모습을확인할수

있다.

최근에출시해역동적인주행성능으로인기

몰이중인스포츠세단G70슈팅브레이크와함

께GV60, GV70 EV, G80 EV등신차시승경

험도제공한다.

한편 4년만에열리는행사인만큼체험프로

그램을늘리는등다양한부대행사도열린다.

모터쇼조직위측은 온라인자동차경주대

회나 드랜드별 신차 시승 체험, 오프로드 체험

시승, 전기오토바이 시승, 극소형 전기차 시승

등다양한시승프로그램과관람객들의오락을

위한맥주축제도대회기간내내야외광장에서

진행할계획 이라고말했다. /오지현기자

2,322.32(-6.29) 766.08(+2.90) 3.260 %(+0.049 %p)
코스피 코스닥 국고채(3년)

1,312.10원(+5.20원)

원달러환율
182022년 7월 15일 금요일Car life

기아오토랜드광주, 친환경세제제작 전달

임직원봉사단, 사회공헌활동

기아오토랜드광주는기후위기를알리고지

역사회나눔문화확산을위한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기아오토랜드광주는지난13일임직원봉사

단의참여아래지역사회이웃들에게전달할친

환경주방세제와물비누제작에나섰다.

이날제작된세제와비누는광주시사회복지

협의회에전달했다.

이 물품은 5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예정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 봉사단이 만든

친환경주방세제와물비누는소비자가가져온

다회용기에제품의알맹이만판매하고,분리수

거해온쓰레기는모아재활용하는제로웨이스

트샵인알맹상점에서원재료를구매해제작했

다. /오지현기자

차음유리 스티어링휠신규적용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준중형

SUV 2023 투싼 을출시하고본격적인판매

에돌입했다.

새롭게출시된 2023 투싼 은연식변경모

델로,현대차는고객선호사양을새롭게적용

하고전체트림에신규사양인지능형속도제

한보조와진동경고스티어링휠을기본탑재해

편의성을높였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도로 표지판 또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속도 위반 및 제한

속도를준수할수있도록하며,진동경고스티

어링휠은차량이차선을벗어나주행하면스티

어링휠진동을통해운전자가알아챌수있도

록경고한다.

또한현대차는투싼의엔트리트림인모던에

▲8인치오디오▲후방모니터▲버튼시동및

스마트키를,인기트림인프리미엄에▲10.25

인치내비게이션▲블루링크▲오토디포그▲

레인센서▲듀얼풀오토에어컨등을기본화했

다.최상위트림인스퍼레이션에는 1열이중접

합차음유리, LED 실내등을기본으로적용했

으며,터널연동자동제어기능을개선해고객

만족도를높였다.특히 1열이중접합차음유리

는투싼에는처음적용된사양으로,운전중외

부소음을줄여실내정숙성을개선한다. 터널

연동자동제어기능은차량이터널을벗어나면

공조기 뿐만 아니라 창문도 기존 상태로 자동

복귀시켜주는기능이다. /오지현기자

현대자동차 2023 투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