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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현대차쏠라티에타이어단독공급
기존포트란KC53제품업그레이드

내구성 핸들링성능향상등 눈길

금호타이어는 현대자동차의 미니버스

쏠라티리무진에 20인치규격신차용타

이어(OE)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21일밝혔다.

금호타이어는올해부터쏠라티리무진

에기존포트란KC53제품을업그레이드

해신규공급중이다. 포트란KC53은금

호타이어의경상용차(LCV)전용스테디

셀러제품으로마일리지향상및이상마

모방지, 내구성향상, 핸들링성능을향

상시킨점이가장큰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의 16인치 타이어 대신

20인치제품의수요가증가할것이란전

망에따라각타이어사에신규개발을의

뢰했으며금호타이어가단독으로개발에

참여해최종성공했다.

경상용차(LCV)타이어는높은하중을

견뎌야하므로낮은편평비를적용하면서

도기존의승차감과연비를유지하는기

술력이요구된다.

금호타이어는고강도컴파운드및카

카스를적용해내구성능을강화하고패

턴 내마모 설계와 숄더부 강성 강화 등

을통해세계처음으로저편평비의 20인

치 LCV 규격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윤창금호타이어 LT개발팀장은 쏠

라티리무진20인치규격OE단독공급은

금호타이어의기술력이여전히건재하다

는방증이라며 앞으로도독자적인기술

력을바탕으로고객사와소비자의요구에

맞춰최적이자최상의타이어를개발하기

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김태엽기자esaca@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기아차 유럽법인 홍보(PR) 담당 파누 바이나모(Panu

Vainamo)와UEFA후원담당기욤사브란(GuillaumeSabran) /기아차제공

기아차-UEFA아동재단 축구화기부캠페인

요르단자타리난민캠프어린이들에전달

기아자동차㈜가UEFA아동재단과함

께요르단자타리난민캠프의어린이들

을위한축구화기부캠페인을진행한다

고21일밝혔다.이번축구화기부캠페인

은UEFA유로파리그공식후원사인기

아차가주최한 UEFA유로파리그트로

피투어 기간동안진행됐다.

기아차는제네바를시작으로▲세비야

▲베를린▲런던▲밀란▲모스크바▲파

리▲바쿠등유럽전역의 8개도시를순

회하며남녀노소축구팬들로부터축구화

를기부받았다.

또한 FC포르투, FC바르셀로나, 첼시

FC등에서활약했던유럽축구의레전드

데쿠(Deco)도UEFA유로파리그결승

전을 앞두고,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의

대표들을만나축구화를기부했다.

데쿠(Deco)는 유럽의축구팬들이축

구화를기부함으로써난민어린이들이더

나은환경에서뛸수있는기회뿐만아니

라,평생기억에남을행복한추억을만들

어주게될것이라며 기아차와UEFA아

동재단이난민어린이들을응원할수있

는좋은기회를마련해줘서감사하게생

각한다고말했다.

경기장, 축구공등에비해축구화는그

동안지원이잘되지않던품목이라,이번

축구화기부캠페인을통해난민어린이

들이보다좋은환경에서꿈을키워갈수

있을것으로기아차는기대하고있다.

기아차는현재까지700여켤레이상의

축구화를기부받았으며, UEFA유로파

리그결승전경기이후요르단자타리난

민캠프에축구화를전달할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중한 축구화를 아

낌없이기부해주신유럽전역의팬들에게

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 기아차는앞으

로도 고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글로벌브랜드가될수있도록

끊임없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이문수기자zkj0000@

2019년경기도수소전기차충전소보급계획. /경기도제공

경기도수소충전소9곳추가설치

수소연료전지차예산확보…총 600대보급

경기지역수소충전소가올해 16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정부 1차추가경정예산확보

와환경부민간자본보조사업응모를통

해올해연말까지수소충전소 9곳을추가

로설치할계획이라고 21일밝혔다.

도는 정부 추경 예산으로 수원, 화성,

안성,남양주등4곳에수소충전소를추가

설치한다.

환경부가진행한수소충전소설치민간

자본 보조사업 공모에는 고양(2곳), 수

원,화성,성남등5곳이사업대상자로선

정됐다.

이에따라경기도에는안성 3곳, 수원

고양화성평택 각 2곳, 성남부천 남양

주하남여주각 1곳등모두 16곳에수소

충전소가올해안에들어선다.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는 안성휴게소

(상하행),여주휴게소(강릉방향)등3곳

에지난달개설됐으며,평택시(2곳)와부

천시,하남드림휴게소등 4곳에설치작업

이진행중이다.

아울러도는정부추경예산으로수소

연료전지차보급예산 202억6천만원(당

초예산을합쳐총예산 209억1천만원)을

추가확보했다.

이에따라애초보급예정이었던200대

와추경예산으로확보한 400대등모두

600대의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할 예정

이다. /연합뉴스

쌍용차 베리뉴티볼리 사전계약시작

계약금 10만원지원…7월출고해도개소세인하전가격

쌍용차는다음달티볼리새모델을내

놓기 앞서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쌍용차는다음달 4일소형스포츠유틸

리티차량(SUV)티볼리의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베리뉴티볼리를출시한다.

쌍용차에선처음으로가솔린터보엔진

이적용돼성능은강력해지고실내정숙

성은크게개선됐다고쌍용차는말했다.

외관에SUV고유스타일요소가가미

되고내부엔동급에선처음으로 10.25인

치디지털클러스터와 9인치AVN 스크

린을포함하는디지털인터페이스블레이

즈콕핏(Blaze Cockpit)을기반으로한

하이테크인테리어가적용되는등디자인

이크게바뀌었다.

또한동급최대 427ℓ(VDA기준) 적

재공간도그대로라고쌍용차는말했다.

사전계약으로구매하면출고선물로티

볼리X커버낫(Covernat)콜라보한정판

티셔츠와계약금 10만원을받을수있다.

개별소비세혜택이종료되고 7월에출고

돼도인하된가격을보장한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모델▲V1(M/T)

1천668∼1천718만원 ▲V1(A/T) 1천

828∼1천878만원 ▲V3 2천40∼2천90

만원▲V5 2천193∼2천243만원▲V7 2

천355∼2천405만원, 디젤 모델 ▲V1 2

천45∼2천95만원 ▲V3 2천230∼2천

280만원 ▲V5 2천378∼2천428만원 ▲

V7 2천535∼2천585만원수준에서결정

될예정이다. /이문수기자zkj0000@

GM군산공장인수 MS그룹

전기차공장7월시험가동준비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인수를확정

한MS그룹컨소시엄이전기자동차공장

시험가동을위해본격적인준비에들어갔

다.MS그룹은7월부터공장을시험가동

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계획이다.

20일전북도에따르면MS그룹은최근

GM본사측과군산공장인수를위한조

건 등에 합의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이나기존군산공장직원의고

용승계여부등세부조건은공개되지않

았다.

MS그룹은다음달 19일공장인수본

계약을체결하고28일까지잔금을납부할

예정이다.특히7월 4일에는소유권이전

을위한최종계약을체결해공장을완전

히넘겨받은후, 군산공장시험가동에들

어간다는계획으로알려졌다.

이를위해군산대학교에사무실을마련

하고임원을군산에상주시켜공장시험

가동을필요한생산설비라인등을점검

하고있다.아울러연구개발인력도채용

할것으로전해졌다.

MS그룹은그룹자체인력을투입해우

선 7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한후근로자를본격적으로채용할것으

로알려졌다.

이후 2천억원가량을투입해 2021년부

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전기차양산에돌입,초기에는한해5만대

를만든후점차생산량을늘릴계획으로

전해졌다.

MS그룹은특히 2025년부터는자체브

랜드의전기차 15만대를만들어중국등

지에판매한다는계획을세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