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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동차 전쟁…국산·수입 신형 전기차 쏟아진다
2022년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수입 전
기차들이 진검 승부를 펼치는 원년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새해에는 올해의
3배 수준인 약 20여 종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
될 예정이다.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평가
받게 될 새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게 될
전기차는 어떤 차종일까. 출시를 앞둔 주요 신
형 전기차를 살펴봤다.

현대 아이오닉6, 프로페시 기반 디자인
기아, 신형 니로·고성능 EV6GT 출격
한국지엠은 첫 전기SUV 모델 선보여
벤츠 EQE, 실내 길이 늘려 공간 확보
폭스바겐 ID.4, 1회 충전 520km 주행

뀫국산 신형 전기차 대거 출시
현대차그룹은 올해 출시돼 국내외 시장에
서 호평 받았던 아이오닉5에 이어 전기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탑재한 두 번째 전기차
아이오닉6를 선보인다.
아이오닉6는 콘셉트카 ‘프로페시’를 기반
으로 디자인됐다. 73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483km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현대
차는 경형 SUV인 캐스퍼급 신형 전기 크로
스유틸리티차량(CUV), 스타리아급 미니밴
전기차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에서는 ‘디 올 뉴 기아 니로(이하 신
형 니로)’와 전기차 EV6의 고성능 버전인 E
V6 GT가 출격을 준비 중이다. 올해 서울모
터쇼를 통해 공개된 신형 니로는 1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량이다.

EV6 GT는 국내 최초 제로백(시속 0km에
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3.5초를 달
성한 고성능 전기차로 주목받고 있다.
제네시스에서는 올해 광저우모터쇼를 통
해 공개한 GV70 전동화 모델을 국내 시장
에 출시한다. GV70 전동화 모델은 77.4kW
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주행가
능거리는 400km이상이다. AWD(사륜 구
동) 단일 모델로 운영된다.
한국지엠은 브랜드 최초의 전기 SUV인
볼트EUV와 2022년형 볼트EV를 선보인다.
두 모델 모두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전
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
력, 최대토크 36.7kg.m의 퍼포먼스를 발휘
한다. 66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
로 볼트EUV는 403km, 2022 볼트EV는
414km를 주행할 수 있다.
쌍용차에서는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
(e-Motion)을 출시할 예정이다. 61.5kWh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39km(유럽 WLTP 기준)이다.

와 컴팩트 SUV 모델인 ‘더 뉴 EQB’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BMW에서는 4-도어 그란 쿠페 모델인 B
MW i4를 내년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BM
W i4 M50은 BMW 그룹에서 선보이는 최초
의 순수전기 M모델. 1회 충전으로 378km,
i4 eDrive40은 429km 주행이 가능하다.
폭스바겐에서는 첫 순수 전기 콤팩트 SU
V인 ID.4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
다. 77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20km(유럽 WLTP 기준)에 달하는 주
행거리를 자랑한다. 아우디는 상반기 중 콤
팩트 SUV ‘Q4 e-트론’을 비롯해 전기차 3종
을 출시한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순수 전기 세단 폴스타2를 선보일
예정이다. 폴스타2는 트림에 따라 최대 78k
Wh의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540km(유
럽 WLTP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토요타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의
순수전기차 UX300e를 출시하고 국내 전기
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뀫벤츠·BMW·폭스바겐도 새 전기차 출시
수입차 업계에서는 더욱 다양한 전기차 모
델을 대거 선보이며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3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차를 속속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
고 있는 E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EQE를
출시한다. E-클래스보다 실내 길이를 80m
m 늘려 더 넉넉해진 공간을 확보했다. 90k
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시
660km(유럽 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하
다. 이어 메르세데스-AMG 브랜드의 최초
순수 전기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2022년 국내 자동차시장은 국산 vs 수입 전기차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2022년에 올해의 3배 수준에 달하는 20여 종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쉐보레 볼트 EUV,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E, 폭스바겐 ID.4(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 기아 신형 니로

‘검은 호랑이의 해’…정몽구 명예회장, 호랑이띠 주식재산 1위
<현대차>

대표이사 1439명 중 호랑이띠는 139명
삼성 한종희 등 62년생 CEO 다수 포진
100억 보유 범띠 주주도 122명에 달해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기업의 호랑이띠 최고경영자
(CEO)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직
면한 가운데 호랑이띠 CEO들이 새해 희망찬
포효와 함께, 위기 극복에 고삐를 잡아당길 태
세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상장
사 내 호랑이 띠 주식부자 및 CEO 현황 조사’
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상장사 반
기보고서 기준 기업 대표이사 1439명 중 호랑
이띠 경영자는 13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

사 대상 기업 CEO 중 9.7%에 해당한다.
특히 1962년생 중에 전문경영인이 다수 포
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원 인사에
서 승진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과 LG전자
조주완 사장이 대표적이다. 또 포스코 전중선
사장, 삼성물산 고정석·오세철 사장, LG유플
러스 황현식 사장, GS건설 임병용 부회장, 삼
성SDS 황성우 사장, 한화솔루션 김은수 대
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수일 사장, 오
뚜기 황성만 사장, 현대백화점 장호진 사장,
롯데제과 이영구 사장,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
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의 호랑이띠 주식 부자도 눈길을 끈다.
24일 종가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주식재산을
보유한 호랑이띠 주주는 122명에 달했다. 가
장 나이가 많은 1938년생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눈에 띈다. 정 명예회
장의 주식평가액은 5조3419억 원으로 집계전
체 범띠 중에서도 주식재산이 가장 높은 주인
공이 됐다. 이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삼양통상 허남각 회장, 한국정보통신 박헌서
회장, 도화엔지니어링 곽영필 회장, 금화피에
스시 김성기 회장, 일동홀딩스 윤원영 회장,
신일제약 홍성소 회장, 보성파워텍 임도수 회
장 등이 포함됐다.
70대인 1950년생에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솔그룹 조동
혁 회장,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 샘표 박
진선 사장, 리노공업 이채윤 대표 등이 꼽힌
다. 이중 이채윤 대표는 주식재산이 1조461억
원으로 주식재산 랭킹 2위에 올랐다.
2022년 환갑을 맞는 1962년생에도 주식 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자들이 많다. 두산 박정원 회장, 이노션 정성
이 고문,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 동국제강 장
세욱 부회장,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나노신
소재 박장우 대표, 아주스틸 이학연 대표, 태
경산업 김해련 회장, 유니퀘스트 임창완 회
장, 대웅 윤재승 전 회장,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디와이피엔에프 조좌진 회장, 유니테스
트 김종현 대표 등으로 파악됐다.
40대 ‘젊은 호랑이’인 1974년생에는 현대백
화점 정교선 부회장, 이연제약 유용환 사장, 한
국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한미반도체 곽

조주완 LG전자 사장

동신 부회장, 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 태평
양물산 임석원 대표, 맥스트 박재완 대표, 상상
인 유준원 대표, 한미사이언스 임주현 사장, 코
리아써키트 장세준 사장 등이 꼽힌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경영학 관
점에서 호랑이의 특성을 지닌 인재는 열정과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잘 포착해
높은 목표 달성을 이뤄내는 경우에 속한다”며
“2022년에는 과연 호랑이 띠 기업가들이 어떤
전략으로 성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궁금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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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쇠 02.경마에서 말을 타는
사람. 04.남의 일에 참견함. 06.오래
된 김장 김치라는 뜻으로 말하죠.
09.과일, 꽃, 화병 따위의 스스로 움직
이지 못하는 물체들을 놓고 그린 그
림. 10.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잡은
터에 쌓은 돌. 11.섣달그믐이나 정초

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 13.종이
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 14.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 15.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는 순자(荀子)의 설. 17.수심 200미
터 이상의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18.기록경기 따위
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19. 어
떠한 일을 하는 데 적절한 시기나 경
우.
■세로 열쇠 01.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03.먹으로 짙고 엷음
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05.임금을 대
신하여 정치함. 07.제비·종달새 등이
지저귀는 소리. 08.석재(石材)를 떠
내는 곳. 11.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도의와 사람의 마음. 12.겨울 장군
이라는 뜻으로,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계절적
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 16.눈
내리거나 쌓인 경치. 20.우편·전보
따위의 통신을 받음. 또는 그런 일.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칸을 이
어놓으면 스타 이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