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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

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

rm) 기반의 전기차들이 주요 글로벌 충

돌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기록했

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충돌테스트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는

올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3종의 충

돌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제네시스 GV60는 모두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

P+ : Top Safety Pick+)’를 획득했다.

파생 전기차 모델도 IIHS로부터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제네시스 G80 전동

화 모델은 최근 발표된 충돌테스트 결과

에서 모든 안전 항목 평가 기준을 충족한

다고 평가받으며 TSP+를 획득했다.

IIHS로부터 TSP+ 등급을 얻기 위해

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스몰 오

버랩(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

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

nt) ▲측면 충돌(side) ▲지붕 강성(roof

strength) ▲머리지지대(head restrain

t)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 등급을 받

아야 한다.

또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

과 차량/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a

dvanced)’ 이상의 등급을, 전체 트림의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함 (acceptable)’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모델은 최고의 안전성을 보여줬다.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

ogramme)’에서 지난해 현대차 아이오

닉 5가 최고 등급인 별 다섯(★★★★★)

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5월과 9월에는 기

아 EV6와 제네시스 GV60이, 11월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최고 등급을 달성

하며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아이오닉 5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주관하는 자동

차 충돌 평가에서 별 다섯을, 지난해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2021 자동차안전도평

가 (KNCAP)’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6

가 나란히 최고등급인 1등급을획득했다.

이같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모델

들의 뛰어난 안전성은 E-GMP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 E-GMP는 배터

리, 모터, 차체, 섀시 등 전기차에 최적화

된 구조와 함께 획기적인 안전 설계를 반

영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2000년대 후

반 1세대 플랫폼을 시작으로 최근의 3세

대 플랫폼, 나아가 E-GMP에 이르기까

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차체 충돌안전성

발전 역사를 담은 기술 영상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에 공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차체 안전 기술력 외에도 세계 최초 기술

이 적용된 에어백, 그리고 차급을 불문하

고 적용하고 있는 ADAS 등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안전 평가 기관으로부터 호

평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안전 최

우선 철학을 기반으로 최상의 제품 개발

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현대차그룹전기차,글로벌충돌테스트 ‘최고등급’
美 IIHS·NHTSA·유로 NCAP븡韓 KNCAP

현대차아이오닉 5·기아 EV6·제네시스 GV60

그간 안전성 발전과정 담은 온라인 영상도 공개

현대차그룹의전기차전용플랫폼E-GMP기반의전기차들이주요글로벌충돌테스트에서모두최고등급을기록했다. <현대차그룹제공>

기아가 스팅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인 ‘트리뷰트(Tribute) 에디션’(사진)을

지난 22일부터 국내 200대(글로벌 포함

총 1천대) 한정 판매에 돌입했다.

26일 기아에 따르면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은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GT 트

림을 기반으로 전용 내외장 색상과 디자

인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외장 색상으로 애스코트 그린과

새로 추가된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등

2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10

0대씩 판매한다.

또 ▲19인치 휠 ▲아웃사이드 미러 ▲

캘리퍼에 블랙 색상을 적용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구현했다.

실내는 트리뷰트 에디션 전용 ‘테라코

타 브라운 인테리어’를 신규 적용하고

콘솔 상단과 도어 가니시(장식)에 카본

무늬의 소재를 사용해 고급감을 한층 높

였다.

더불어 차명에서 착안한 말벌 모양의

엠블럼을 헤드레스트에 적용하고 운전

석측 도어 스커프에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고유 일련번호를 새겨 트리뷰트

에디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한다.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의 판매 가격

은 4천825만원이다.

기아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지갑 ▲키홀더 ▲여권케이스 등 ‘스미스

앤레더’와 협업한 한정판 가죽 굿즈와

기념 인증패를 제공하고 추후 스팅어만

의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서킷 주행 이

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트리뷰트 에디션은

스팅어가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서 기아 브랜드에 공헌한 바를 기리기

위한 한정판매 모델”이라며 “새로운 내

외장 색상과 고유 일련번호 등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

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기아, 스팅어 ‘트리뷰트에디션’ 출시
신규디자인적용…국내 200대등전세계 1천대한정판매

기아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이 주관한 ‘건강친화기업’ 인증

을 획득했다.

기아는 최근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202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

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본격 실시된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

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

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선정한다.

기아는 건강친화경영·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직원만족도 4개 부문에

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

심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가 획득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

간은 오는 2025년 12월6일까지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하

고 고도화된 건강관리 사업체계를 구축

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기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기아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건강친화기업’인증을획득했다.사진은

지난21일서울보코서울강남에서열린 ‘2022건

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진영주 보

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왼쪽)과 조정현 기아 안

전환경센터장이기념촬영을하는모습.

현대자동차가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

말에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한

상생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는 협력사의 납품대금 3천531

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올해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충

격’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 속에

서 협력사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으로 부품 협

력사들은 현대차로부터 예정된 지급일

보다 최대 14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

다.

아울러 현대차는 1차 협력사뿐 아니

라 2, 3차 협력사들도 연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수희기자

현대차, 납품대금 3천531억 조기 지급

최대 14일앞당겨…2·3차협력사수혜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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