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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BMW 순수 전기차 ‘iX xDrive40’ 시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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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전의 즐거움’ 철학…iX에 옹골차게 담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세로형 키드니그릴+미래형 외관
전기변색 차광 루프 새로운 시도
1회 충전 주행 거리 복합 313km
고속 코너링시 정숙성·안정감 굿

르노 5 EV 콘셉트카

르노 5 재해석한 EV 콘셉트카
퓨처 모빌리티상 승용차 대상
르노삼성자동차는 ‘2021 올해의 퓨처 모빌리티(Futu
re Mobility of the Year awards: FMOTY) 상’ 시상식
에서 ‘르노 5 EV 콘셉트카’가 승용차 부문 대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원장 장
인권) 주최로 시행된 ‘퓨처 모빌리티 상’은 세계 자동차
전문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가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초의 콘셉트카 시상이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는 “르노 5 EV 콘
셉트카는 르노의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고 전기차 시대
에 새로운 모빌리티를 나타내는 르노 그룹의 핵심 미래
차”라고 말했다.
르노 5 EV 콘셉트카는 올해 초 르노 그룹이 새로운 경
영전략 르놀루션(Renaulution)을 발표하며 함께 선보
인 르노의 미래전략을 담은 모델이다. 1972년 출시되어
1985년까지 세계적으로 550만대 이상 판매되며 프랑스
의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던 ‘르노 5’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했다.
원성열 기자

BMW는 내연기관에서 얻은 브랜드의
명성을 전기차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보여주는 차량이 플래그십 순
수전기 모델이자 BMW의 첫 번째 대형
전기 SUV인 ‘iX’다.
BMW코리아에서 22일 공식 출시한 iX
는 2000대 이상이 사전계약되며 대형 S
UV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벌써부터 돌풍
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 영종도 BMW 드
라이빙 센터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왕복
180km 구간에서 BMW iX xDrive40 모
델을 시승했다.
뀫사전계약만 2000대, 이미 흥행 성공
BMW iX는 BMW가 2014년 첫 번째 전
용 전기차 ‘i3’를 선보인 이후 7년 만에 선
보인 순수전기차다. 당시엔 전기차라는
존재 자체가 파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막
개화하기 시작한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
서 존재감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
로 새로운 디자인 감각과 드라이빙 능력
으로 무장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가격을 살펴보자. BMW iX는 iX
Drive40 모델이 1억 2260만 원, iX xDri
ve50 모델이 1억 4630만 원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1억 원대
모델이 사전계약 2000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BMW라는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드
라이빙의 즐거움이 전기차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다

BMW의 플래그십 순수전기차인 iX는 BMW 특유
의 정교하고 중후한 주행 감각과 미래지향적이면
서 고급스러운 실내외 디자인, 한층 진화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의 약
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는 것을 의미한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미래지향적
이다.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전체
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개
인적으로는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느껴진다.
실내는 경쟁 전기차들과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준다. BMW가 오랜 시간 고집하던
실내 디자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도 곳곳에 럭셔리한 포인
트를 준 새로운 인테리어로 거듭났다.
지붕에는 전기변색 차광 기능이 탑재
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스카이 라운
지’를 적용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

만으로 루프의 유리를 투명하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바꿀 수 있다.
시트와 대시보드 소재는 올리브 잎 추
출물로 가공된 친환경 천연가죽을 사용
했고, 센터 콘솔은 FSC 인증 목재로 제
작한 패널을 적용해 편안한 라운지 감각
을 더했다.
iDrive 콘트롤러와 볼륨 조절 다이얼,
기어 셀렉터, 시트 조작 및 메모리 버튼
은 크리스털로 제작해 럭셔리함을 강조
했다.
뀫독보적인 주행 감성과 사운드
BMW iX의 운전석에 앉으면 BMW 그

룹 최초로 적용된 육각형 스티어링 휠이
운전자를 반긴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B
MW 특유의 날카로운 핸들링을 만끽하
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시승 모델인 iX xDrive40의 최고 출력
은 326마력이며 제로백(0∼100km 가속
시간)은 6.1초,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복
합 기준 313km다.
공도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의 제
로백을 갖춘 전기차들이 많지만 iX xDr
ive40은 패밀리 SAV(Sports Activity V
ehicle)를 지향하는 만큼 보통의 운전자
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가속 성능을 낮
추고,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적용해 굉장
히 밀도 높은 출력을 일관되게 발휘하도
록 세팅했다. BMW 특유의 운전의 즐거
움은 누리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 주행과 고속 코너링시의 정숙성
과 안정감도 뛰어나다. BMW iX의 차체
는 동급 최초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
임 구조에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
P), 고성능 열가소성 수지, 고강도 강철,
알루미늄 등을 사용해 무게는 줄이고 강
성은 높였다.
전기차 특유의 밋밋한 가속 사운드도
BMW답게 손봤다. 세계적인 작곡가 한
스 짐머와 공동 개발한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적용했는데 기분 좋
은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센터 콘솔 아래쪽의 수납공간, 도
어 패널 팔걸이 부분 등 운전자의 손과 팔
이 닿는 곳곳에 히팅 기술을 넣은 히트 컴
포트 패키지를 적용해 겨울에도 에너지
소모 걱정 없이 따듯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새롭다.
파주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국타이어 ‘TCR 시리즈 독일 대회’ 독점 공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하 한국타이어)가 독일
자동차운전자협회(ADAC)
가 주관하는 ‘TCR(Touring
Car Race) 시리즈 독일 대
회’에 2022년 시즌부터 고
성능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한국타이어의 고성능 레이싱 타이 공급한다. 한국타이어는 T
어를 장착한 TCR 대회 차량.
CR 독일 대회가 시작한 20
사진제공 ｜ 한국타이어
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타이어를 독점 공급했다. TCR 독일 대회는 이번에 다
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한국타이어의 초고성능 브랜
드 ‘벤투스(Ventus)’의 레이싱 타이어를 선택했다. TCR
은 2018년부터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WTCC)과 통합
하며 만든 세계대회 ‘WTCR’이 세계 3대 모터스포츠로
올라서며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이
같은 대규모 투어링카 대회에 또 다시 독점 공급하면서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현대차 ‘아이오닉 5’, 독일 올해의 차 선정
“운영 콘셉트·배터리 기술 획기적”
포르쉐 911 GT3 등 제치고 우뚝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2022
독일 올해의 차(German Car Of The Yea
r)’로 최종 선정됐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단
으로 구성된 독일 올해의 차 심사위원은 실
용성, 주행 성능, 혁신성, 시장 적합도 등을
기반으로 실차 테스트와 면밀한 분석을 통
해 차량을 평가한다.
독일 올해의 차 선정은 올해 독일에서 출
시된 신차 총 45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
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선정된 쟁
쟁한 후보 차종을 제치고 아이오닉 5가 최
종 선정됐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 차종은 콤팩트(구
매가 최대 2만5000 유로, 약 3374만 원 미
만)부문 푸조 308 ▲프리미엄(구매가 최대
5만 유로, 약 6749만 원 미만)부문 기아 E
V6 ▲럭셔리(구매가 50000 유로 이상)부문
아우디 E-TRON GT ▲뉴 에너지(전기차,
수소전기차 등)부문 현대차 아이오닉 5 ▲
퍼포먼스(고성능 차량)부문 포르쉐 911 G
T3이다.
독일 올해의 차 심사위원이자 주최자인
젠스 마이너스는 “아이오닉 5는 유니크한
디자인, 에너지 효율성, 주행의 즐거움 등
모든 평가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
를 획득할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고 평가했으며 “특히 아이오닉 5의 순수 전
기차 운영 콘셉트와 배터리 기술은 획기적
이며, 아이오닉 5가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2022 독일 올
해의 차’ 로 최종 선정됐다. 마이클 콜 현대차 유럽
권역본부장이 상을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
는 모습.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전기차로
서 선두권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장 마이클 콜 사장
은 “경쟁이 극심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이루어 낸 이번 아이오닉 5 수상은 현대차
의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 내 경쟁모델

들 사이에서 우수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갖
춘 제품인 것을 입증하는 한편 특히 유럽
소비자들이 순수 전기차들을 선호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5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콤팩트, 프리미엄, 럭셔리, 퍼포먼스 부문
의 후보 차종을 제치고 뉴 에너지 분야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은 전기차가 주도하
고 있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반영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
체 오토익스프레스(Auto Express)의 뉴 카
어워드에서 ‘2021 올해의 차’, 중형 업무용
차’, ‘프리미엄 전기차’ 등 3개 부문을 휩쓸
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영국 탑기어(TopGe
ar)의 일렉트릭 어워드와 카 디자인 리뷰
(Car Design Review), IDEA 디자인 어워
드 등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유럽 내에
서 최고의 전기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
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낱말문제

■ 스도쿠정답

■열쇠
01.아들 많은 집의 외딸. 02.딸을
귀엽게 이르는 말. 03.여자를 이용
해 남을 유혹하거나 꾀는 술책.
04.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05.여름철 우리

나라와 일본 혼슈 연안에 정체돼 있
는 전선. 06.가난하던 사람이 부자
가 됨. 07.주가 되는 사물에 딸려 붙
어 있는 물건. 08.떨어지는 물의 힘
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빻는 기구.
09.몸이아플때 몸을 두드리면서 쓰
는말. 10.교외로 나가 노는 모임.
11.자동차 등이 어떤 목적지에 도착
후 다시 돌아서 원 출발지로 향하는
지점. 12.쓴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
우는 데 쓰는 물건. 13.어떤 모임이
나 대회 따위를 주최하여 여는 나라.
14.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
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15.태
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16.술을 권하는 노래. 17.집안 살림
에 드는 비용. 18.상품의 수요가 많
지 아니한 시기. 19.기세가 매우 높

고 힘찬 모양. 20.사람의 크기와 같
게 만든 불상. 21.둘 이상의 음이 동
시에 날 때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음.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바칸
을 이어놓으면 가요 제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