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델 ‘부산국제모터쇼’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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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6’ 첫 대면…전기차의 미래를 보다

2022년 7월 4일 월요일

현대차 대형 SUV 콘셉트 ‘세븐’ 공개

벤츠 전기 SUV ‘더 뉴 EQB 300’ 韓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급 대비
넉넉한 적재 공간과
주행 가능거리를 확보
한 패밀리 전기 SUV
‘더 뉴 EQB 300 4MA
메르세데스-벤츠 패밀리 전기 SUV TIC AMG 라인’을 국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
내 공식 출시한다.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EQA에 이어 두 번
째로 선보이는 콤팩트 SUV인 EQB는 선택사양으로 제
공되는 3열 시트를 추가하면 최대 7인까지 탑승할 수 있
으며,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을 비롯해 패밀리 SUV
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탑재한 것
이 특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넉넉한 실내 공간과 미래지향
적 인테리어다. 2729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여유
로운 공간을 확보했다. 더 뉴 EQB 5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좌석 헤드룸과 레그룸이 각각 979mm, 87mm로 여
유롭다. 또한 최대 1710리터의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2열 좌석은 6:4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며, 앞뒤로
140mm 가량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7인승 모델은 2개의 개별 좌석으로 구성된 3열 시트
가 추가된다. 3열 좌석은 신장 165cm까지의 승객이 탑
승할 수 있으며,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다.
더 뉴 EQB의 실내는 대시보드, 도어트림, 센터콘솔
등 곳곳에 사용한 알루미늄 소재와 대시보드 및 송풍구
등의 화려한 실내조명으로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2개의 10.25인치 고해상도 디
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와이드 스크린 콕핏과 MBU
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했다.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도 확보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
은 66.5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메르세데스-벤
츠의 지능형 열 관리 시스템을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313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770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 첫선
기아 야심작 ‘EV9’ 콘셉트 기대감 업
15일부터 벡스코서 열흘 동안 열려

현대차그룹이 15일부터 24일까지 열
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콘셉트카,
제네시스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엑
스 스피디움 쿠페’ 콘셉트카 등 전기차
라인업을 대거 전시한다.
뀫미래 보여주는 전동화 모델 대거 전시
현대차는 벡스코에 2700m²(약 817평)
규모의 대형 부스를 차리고 미래차 고객
들을 맞이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모델
은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
개될 현대차 아이오닉 6다. 아이오닉
6는 이달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첫 세단
형 순수전기차로 테슬라 모델 3의 강력
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
쇼에서 처음 공개해 주목받은 펠리세이
드급의 대형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
(Seven)’도 전시한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형 SUV 전기차이
기 때문에 모터쇼 현장에서 아이오닉 6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아이오닉 5와 수소 트럭 엑
시언트, 대형 버스 유니버스 등 친환경
차 라인업도 함께 선보인다. 양산차로는
현재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잇는
캐스퍼와 캐스퍼 밴, 레저용 차량(RV)
인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도 함께 선보
일 예정이다.
자동차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인기를 얻

현대차그룹이 15일 개막하
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
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 아이오닉
6(큰 사진),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 콘셉트, 기
아 EV9 콘셉트(작은 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을 것으로 기대되는 로봇 전시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
봇 개 ‘스팟’과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
듈(PnD 모듈)’을 기반으로 한 퍼스널모
빌리티,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 로보틱스를 함께 공개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1120m²(약 340평)
크기의 부스를 확보하고 전동화 모델을
주력으로 전시한다. 제네시스 부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모델은 국내에서는 처
음 공개되는 ‘엑스 스피디움 쿠페’다. 지
난 4월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미
국 언론을 대상으로 먼저 공개된 바 있
는 엑스 스피디움 쿠페는 지난해 3월 공
개되었던 ‘제네시스 엑스’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콘셉트카다. 엑스 스피디움 쿠
페를 통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미래
전기차 디자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제네시스는 순수 전기차인 GV
60과 GV70 및 G80 전동화 모델,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G90 롱휠베이스 모델
을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7일 출시 예정인 G70 슈팅 브
레이크를 전시하고 시승 프로그램도 운
영한다. 슈팅 브레이크는 스포츠 세단인
G70의 트렁크 적재공간을 40% 확장해
실용성은 강화하고, 스포츠 주행 성능은
유지한 모델이다.
기아는 2500m²(약 756평) 규모의 부
스를 준비하고 전기차와 친환경차를 대

거 전시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모델은
대형 전기 SUV 콘셉트카인 ‘더 기아 콘
셉트 EV9’이다.
지난해 11월 LA오토쇼에서 처음 공
개된 EV9은 현재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
기를 이어갈 플래그십 대형 SUV 전기
차 모델이다. 국내에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차는 아니지만 3년 만에 선보이
는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
토스의 신형 모델 ‘더 뉴 셀토스’ 실물도
최초 공개된다. 또한 순수 전기차 EV
6와 니로 플러스, 니로 EV, K8 및 스포
티지 하이브리드 등도 함께 선보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르노코리아, 인카페이먼트에 롯데리아 추가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드블레즈)는 차량
내에서 주문과 결제는 물론 상품 수령까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인카페이먼트(In Car Payment) 가맹점에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를 추가했다. 매장 방문 전
에 주문을 마치고 전용 픽업존에서 음식을 전달받기 때
문에 매장 대기 시간이 매우 짧은 점이 특징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인기 프렌차이즈 브랜드와 고객
추천 인기 맛집 등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인카페이먼트
가맹점을 확대해 가고 있다. 고객들의 이용률도 계속 증
가하는 추세다. 인카페이먼트 등록 차량 대비 누적 사용
율은 무선 통신 업데이트(OTA)로 이용 가능 차량이 확
대된 지난해 9월의 13%에서 올해 5월에는 57%까지 증
가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김태준 영업마케팅본부장은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드라이브픽업 서비스 생태계를 지속적
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1회 충전으로 600km 주행…BMW ‘i7’ 국내 첫 공개
대형 전기 세단, 부산모터쇼 출격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도 선봬
BMW 그룹 코리아(대표 한상윤)가
15일 개막하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
에서 순수전기 대형 세단인 BMW i7과
2세대 모델로 거듭난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BMW
7시리즈의 순수 전기 모델인 i7은 약
6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와 제로
백 4.7초의 성능을 갖춘 최상위 모델이

다. 또한 iX M60, i4 M50 등 BMW M의
노하우가 반영된 고성능 순수전기 모델
도 함께 전시한다.
고성능 모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뉴
M850i xDrive 그란 쿠페, 뉴 M240i xD
rive 쿠페, 뉴 M4 컴페티션 컨버터블 M
xDrive, 뉴 X3 M 컴페티션 등 고성능
내연기관 M 모델들을 통해 BMW가 추
구하는 ‘역동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소개할 예정이다.
MINI는 ‘MINI, 헤리티지로부터 미
래로(HERITAGE AND BEYOND)’를

주제로 고성능 브랜드 JCW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 에디션인 ‘MI
NI JCW 애니버서리 에디션’과 MINI
JCW의 전기화 버전인 ‘MINI 일렉트
릭 피스세터’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
다.
또한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모델인
‘MINI 일렉트릭’ 등을 전시해 MINI의
레이싱 DNA와 브랜드의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BMW 모토라드는 ‘라이더처럼 미래
를 즐겨라’를 주제로 모터사이클의 지속

BMW 7시리즈의 순수 전기 모델인 i7.
사진제공｜BMW코리아

가능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순수 전기 모터사이클 BMW CE 04, 럭
셔리 그랜드 투어러 뉴 R 18 트랜스콘티
넨탈 등 3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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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임금께 올리는 진지. 11.하던 일
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림. 12.깊숙이
박힌 물건의 밑동. 14.공격과 수비.
16.가정끼리 내왕하는 편지. 17.문식
과 무략을 다 갖추고 있음. 18.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남.
19.답안을 쓴 종이.

논. 11.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3.남을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름.
14.실천이나 실제의 결과가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 15.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17.성문
밖으로 내쫓던 가벼운 형벌.

■낱말정답
■가로 열쇠
01.나이가 썩 많은 사람. 03.대궐 안
에서 국을 맡아 끓이던 사람. 05.조선
시대에, 의관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 07.멀리뛰기·뜀틀
운동 시 뛰기 직전에 발을 구르는 판.
08.잘못 적음. 09.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

■세로 열쇠
01.쇠고기 등을 구운 음식. 02.돈을
투입구에 넣으면 지정한 상품이 저절
로 나오게 만든 장치. 03.빚·세금 등
을 온통 삭쳐 줌. 04.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계. 06.야구에서, 주
자가 누상에 있는 경우에 투수가 반
칙을 하는 행위. 08.도둑이나 죄인을
묶던 붉고 굵은 줄. 10.수리·관개 시
설이 잘 되어 가뭄에도 염려가 없는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