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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sh Urban Vehicle

2006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 CR-V 2WD (배기량 2,354cc, 공차중량 1,495kg, 자동 5단), 연비: 10.6km/ℓ, 등급 : 2등급(6군: 2,000~2,500cc) ● CR-V 4WD(배기량 2,354cc,공차중량 1,570kg, 자동 5단),연비: 10.2km/ℓ, 등급: 3등급 (4군: 2,000~ 2,500cc)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상태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혼다 고객센터 080-360-0505  

:  Honda Cars Doosan (서울강남점) 02-545-0119 /Honda Cars ILJIN (서울서초점) 02-580-8000 /Honda Cars KCC (서울용산점) 02-6090-6000 /Honda Cars D3(부산광안점) 051-710-3000HondaCars Network
수입SUV 12개월연속판매 1위 CR-V 출시 1주년기념, 10월구매감사혜택은딜러사에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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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혼다가족여러분! 
고객여러분의성원에보답하고자만든‘혼다스타일’을통해여러분들에게인

사드리게되서매우기쁩니다. 또한작년과올해여러분이보여주신열렬한지

지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작년5월20일판매를시작한후열흘동안200여

명의고객께서ACCORD를보지도않은상태에서계약을하는것을지켜보며한

국에서도ACCORD의마니아층이두껍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저는혼다자동차가한국시장에서몇위를하고, 또누구한테이기고하는것

은부차적인문제라고생각합니다. 혼다코리아는판매대수, 시장점유율도중

요하지만고객에게진정한사랑을받기위해서는혼다의기본이념인3가지기

쁨(사는기쁨, 파는기쁨, 만드는기쁨)을철저하게실천함으로써고객의기대

치를뛰어넘는CS, 즉고객만족을실현해CS No.1이되는것을최대의목표로

삼고있습니다. 저희는반드시이목표를달성하여 로벌혼다내에서새로운

가치관의CS를전개하는모델이되고자합니다.

혼다자동차가많이팔리면서AS서비스에대한주변의우려가높았습니다

만국내수입차가운데전딜러가‘중정비시설’을갖춘곳은혼다코리아가유

일합니다. 혼다코리아는차량고장, 정비등고객들의불편사항을적시에완벽

하게처리할수있는원스톱AS서비스를갖추고있기때문에고객여러분께서

는안심하셔도좋을것입니다.  

또한혼다코리아는창업주인‘혼다소이치로’의정신을계승해나갈것입니

다. 저는국내소비자들이혼다코리아만큼은끝까지남아서제품을공급해줬

으면좋겠다고기대하는, 기업가치를인정받는자동차업체가되길바랍니다.

혼다는창립후단한차례도적자를낸적이없는데, 이같은혼다정신이밑받

침되지않았다면불가능했을것입니다.

과거수입차업체들이명품브랜드를국내시장에들여왔지만국내소비자

들에게크게관심을끌지못했습니다. 이제품들이고가여서고소득층을제외

하고는구입하기가어려웠기때문입니다. 

혼다는이같은틈새를파고들어어느정도성공을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링카인ACCORD의가격을국내중대형차급수준으로낮춰한국소

비자들의선택의폭을넓혔습니다. 저는국내에‘수입차대중화의원년’을연

점에강한자부심을느끼고있습니다. 

혼다코리아는모터사이클과자동차모두향후고객에게새로운가치가가미

된상품과서비스를제공, 더많은고객에게사는기쁨을선물하기위해각고의

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혼다코리아에여러분의많은지원과성원을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다코리아(주) 대표이사

대한민국을질주하는꿈과열정

Honda Korea Vision CEO Message

October  2005 o1

‘혼다만의스타일’을
펼쳐보이겠습니다

도심의도로에는수많은차가달리고있습니다. 이중사람들의시선을사로잡는차도있을겁니다. 

어떤차는겉모습이화려해서, 어떤차는성능이좋아서, 어떤차는안정성이뛰어나다고해서사람들은그차를바라봅니다. 

우리는우리나라의도로를달리는혼다자동차가얼마나많은사람의시선을끌고있는지모릅니다. 

혼다자동차가대한민국의도로를처음달리기시작한때부터지금까지수많은사람이혼다자동차의소유자가됐습니다. 

왜냐하면혼다자동차는단지시선을끄는차가아니라꼭스타일을소유하고싶은차이기때문입니다. 

움직이는모든것에대한혼다의꿈, 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혼다의열정과도전은대한민국에서도계속되고있습니다. 

혼다코리아는스스로혼다마니아가되기를원하는고객에게대한민국을질주하는꿈과열정을드리고자합니다.

그저‘바라만보는자동차’가아닌혼을싣고‘달리는자동차’로말입니다. 



October  2005 o3o2 Honda STYLE October  2005 o3

More Dynamic Sporty Sedan 

New 2006 ACCORD
가장빠른동물인치타에게 감을얻은7세대ACCORD가더욱날렵하고매서운모습으로우리곁을찾아왔다. 
2006년형New ACCORD는더욱스포티한디자인을선택하고한국실정에적합한편의장비와안정장비를추가해상품성을높 다. 
우리곁에찾아온다이내믹스포티세단‘New 2006 ACCORD’를살펴본다.

Hot & New

ACCORD의날렵한모습

은 사람들로부

터사냥감을향해전속력으로달려가는맹수를상

상하게한다. 노려보는듯한차의앞부분을지나쳐

공기마저도비껴갈듯한미끈하게빠진측면은그

야말로사람들을매혹시키기에충분하다. 

2006년형ACCORD는디자인뿐만아니라, 한

국의실정을고려한편의장비와안정장치들을추

가해새롭게태어났다. 모토인‘More Dynamic

Sporty Sedan’이잘어울리는ACCORD는전체적

으로고급스러운매력을잃지않으면서강함을드

러내고있기때문에진한남성적인멋이느껴진다.

새로운ACCORD는겉모습뿐아니라그내부,

즉엔진과안전장치까지변화됐다. 엔진은혼다의

독자적인 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VTEC’엔진이탑재된다. ‘VTEC’엔진은높은

출력과토크, 그리고고연비의탁월한성능을발휘

한다. 

새로운ACCORD 어떻게달라졌나
New 2006 ACCORD는익스테리어의변화에많은

노력을기울인것같다. 우선프런트그릴를살펴보

면지저분한선을없애고, 예전에비해서조금더단

순화하면서세련되게변모됐다. 새로운ACCORD

는야생성과남성적인멋으로혼다의미래형모델을

예언한다.  전체적인디자인은움직임, 즉역동성

에두었지만조금만유심히살펴보면운전자의안

전이그바탕에있음을알수있다. 

범퍼와안개등을살펴보면어두운저녁에도멀

리까지볼수있도록안전에신경을썼고차체의

전체적인균형을조절해안정감을높 다. 또한휠

의크기와디자인을변화시켜품격을높 다. 

ACCORD는보여지는모습이상강력한힘의엔

진을가지고있다. ACCORD 3.0기준으로리터당

9.4km로1등급의효율을가지면서도240마력이

라는엄청난출력을낸다. 또한배출가스를실린더

안으로유입시켜다시사용함으로써환경적인면

도고려했다.

그밖에아웃사이드미러에열선을적용하고전

동식 리스선루프를적용했다. 리어컴비네이션

램프(후미등, 정지등, 방향지시등, 차폭등)는미적

인감각을느낄수있도록사선으로디자인되었다.

하이마운트스톱램프를달아스타일을살렸고, 배

기관도새롭게설계되어멋을더한다. 

안전적인면에서후퇴등을따로설계하고, 리어

백업센서를2개에서4개로늘려보이지않는장애

물에의한피해를줄 다. 

또한, 운전자의움직임을파악하는센서를이용

해만약의경우에발생할수있는에어백으로인한

충격을줄이도록노력했다.  



ACCORD 2.4 i-VTEC ACCORD 3.0 V6 VTEC
차량형식 CM5 CM6
치수/중량 전장(mm) 4,865 4,865

전폭(mm) 1,820 1,820
전고(mm) 1,455 1,455
축거(mm) 2,740 2,740
윤거전/후(mm) 1,555/1,555 1,555/1,555
공차중량(kg) 1,455 1,545

승차정원(명) 5 5
엔진 엔진형식 K24A8 J30A4

엔진종류 직렬4기통 i-VTEC V형6기통VTEC
연료공급장치형식 전자제어연료분사식 전자제어연료분사식
배기량(cc) 2,354 2,997
최고출력(ps/rpm) 170/5,800 240/6,250
최대토크(kg·m/rpm) 22.4/4,000 29.3/5,000
내경×행정(mm) 87×99 86×86
압축비 9.7:1 10.0:1
사용연료 무연휴발유 무연휴발유
연료탱크(ℓ) 65 65

변속기 변속기종류 전자제어식자동5단 전자제어식자동5단
구동방식 전륜구동 전륜구동

섀시 서스펜션(전/후) 더블위시본/5링크더블위시본 더블위시본/5링크더블위시본
제동장치(전) 벤틸레이티드디스크 벤틸레이티드디스크
제동장치(후) 디스크 디스크
타이어규격 P205/60R/16 P205/60R/16
최소회전반경(m) 5.5 5.5

<기본사양>

NHTSA 5 STAR 미국고속도로안전교통국(NHTSA)이 실시한 출동시험에서 5

STAR를획득하 다.

OPDS 탑승자의위치감지시스템(OPDS)를통해서아동이나작은성인이에어

백의전개경로에탑승할경우, 신체보호를위해조수석에어백팽창을막아준다. 

ABS 정지가쉽지않은미끄러운노면에서의안정된핸들링을돕는다. 제동력자

동분배(EBD)시스템은적재하중변화시균형을잡아준다. 

VTEC(Variable valve timeing and lift electronic control)전자식가변밸브타

이밍리프트기구로이를통해서모든엔진회전 역에서고른출력을발휘한다. 

<New 2006 ACCORD 2.4 i-VTEC>

2.4 i-VTEC의엔진 기존대비한단계업그레이드되어최고출력이10마력증

대된170마력에달한다. 연비는동급최고수준인리터당11.2Km로연료소비효

율1등급연비를자랑한다.

DBW(drive-by-wire)기술적용 F1에서개발된선진기술인이시스템을적용

하게되었다. DBW 시스템은추월시에는다이내믹한가속감을제공해주고출

발과저속시내주행시에는보다안전하고부드러운출발과가속을가능케한다.

ACC(Auto Cruise Control)기술가속페달의조작없이도정속주행이가능하

도록한기술로, 발목에부담을줄 다.

<New 2006 ACCORD 3.0 V6 VTEC>

3.0 V6 VTEC 엔진 240마력3.0 VTEC의엔진을통한최고의성능으로다이

내믹한드라이빙을가능하게한다. 2.4 i-VTEC과함께1등급연비를자랑한다.

VSA(Vehicle Stability Assist) 급제동이나갑작스런핸들조작등에의한예측

불가능한상황에서횡방향미끄럼까지억제할수있다. 횡방향미끄럼까지억제

할수있어제동방향의ABS, 주행방향의TCS와함께주행, 선회, 정지등어떤

주행조건에서도한층더부드럽고안전한주행성능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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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 2006년형주요제원

‘전설’이라고표현되는ACCORD의탁월한핸들링은
5링크더블위시본서스펜션에서비롯된다. 
프런트와리어의스태빌라이저바장착으로재빠르게코너링할수있고
정교하게제작된스티어링은주행의자유를보장한다. 

ACCORD 2.4 i-VTEC ACCORD 3.0 V6 VTEC
외장 전동식 라스썬루프 ● ●
Exterior 안개등(프런트) ● ●

LED 리어컴비네이션램프 ● ●
LED 하이마운트스톱램프 ● ●
16인치알로이휠 ● ●
열선내장전동접이식아웃사이드미러 ● ●
턴시그널일체형아웃사이드미러 - ●

내장 듀얼존컨트롤오토매틱에어컨디셔너 ● ●
Interior 셀프일루미네이션인스트루먼트클러스터 ● ●

풋일루미네이션 - ●
AM/FM 라디오, 인대쉬6매CD 체인저 ● ●
운전석8 way 전동조절시트 ● ●
조수석4 way 전동조절시트 - ●
스티어링휠리모컨스위치(오디오/정속주행장치) ● ●
프런트암레스트(슬라이딩/2단수납공간) ● ●
리어헤드레스트/암레스트(컵홀더) ● ●
리어 라스(열선및안테나내장) ● ●
앰비언트라이트 ● ●
열선내장프런트시트(2단조절) ● ●
사이드스텝가니쉬 - ●
스키쓰루시트 ● ●

안전 프런트SRS, 사이드에어백(운전석/조수석) ● ●
Safety 사이드커튼에어백 - ●

ABS ● ●
VSA - ●
트 크비상탈출장치 ● ●
리어백업센서(4 센서타입) - ●

편의 이모빌라이저 ● ●
Convenience 세이프티파워윈도우(운전석) ● ●

높이조절3점식ELR/ALR 시트벨트및프리텐셔너 ● ●
정속주행장치 ● ●
틸트& 텔레스코픽스티어링휠 ● ●
무선도어잠금장치(트 크열림기능내장) ● ●

가격(VAT 포함) Price 3,490만원 3,940만원

ACCORD 2006년형기본장착품목

정부공인표준연비및등급

ACCORD 2.4 i-VTEC : 2.4 DOHC (배기량 :2,354cc / 공차중량: 1,455kg / 자동5단) 11.2km/l, 

1등급(6군 : 2,001~2,500cc)

ACCORD 3.0 VTEC : 3.0 SOHC (배기량 : 2,997cc / 공차중량 : 1,545kg / 자동5단) 9.4km/l, 

1등급(7군 : 2,501~3,000cc)

※위연비는표준모드에의한연비로서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및정비상태에따라실주행

연비와차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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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06 ACCORD Launching

2006년형New ACCORD 마침내그베일을벗다
국내혼다마니아들을기다리게한2006년형New ACCORD가드디어베일을벗어던졌다. 
지난9월22일열린‘2006년형ACCORD Launching’에서수십명의기자들의눈이쏠린가운데ACCORD는마침내
그날렵하고역동적인모습을드러냈다. 

등장했다. 더욱강해지고날렵해진전면과확바뀐후면은참석한기자들의입

에서탄성을자아내게만들었다. New 2006 ACCORD에서눈에띄는곳은

LED 타입리어콤비네이션램프(Rear Combination Lamp ; 후미등, 정지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리어범퍼, 트 크등확달라진후면디자인. 기자들은새

로운ACCORD의후면디자인을보고술 거리기시작했다. 

후면디자인변경과함께라디에이터그릴, 안개등, 프런트범퍼등전면디

자인, 알로이휠디자인등옆면디자인의변경은기존ACCORD를더욱스포

티하고다이내믹한스타일로만들었다. 성능의개선도기자들의관심을끌었

다. 새로운ACCORD 2.4 i-VTEC은출력이증대되었고DBW (Drive-by-

Wire) 시스템장착해안정성이더욱높아졌다. 동급최고수준의연비도감탄

을자아내기에충분했다. ACCORD 3.0 V6 VTEC에VSA 시스템, 4센서타입

의백업센서를장착, 운전자의안전성을강화한것과국내소비자취향에맞춘

편의장비를추가한것도기자들에게좋게평가받았다. 특히풀모델체인지나

다름없는변화에도가격은크게오르지않은점도호평을받았다. New 2006

ACCORD의국내시판가격은ACCORD 3.0 V6 VTEC의경우3,940만원,

ACCORD 2.4 i-VTEC은3,490만원이다(VAT 포함).

o6 Honda STYLE

‘ACCORD가확실히달라졌다’, ‘풀체인지나다름없

는변화다’, ‘역동성이살아있다’등각기다

른말이었지만새로운ACCORD를보는기자들의반응은크게다르지않았다.

더욱다이내믹해지고세련된ACCORD에대한찬사가이곳저곳에서쏟아져나

왔다. 

지난9월22일서울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한층발전된다이내믹스포

티세단을표방한‘New 2006 ACCORD’를최초로공개하는발표회를열었다.

이번에공개된New ACCORD는익스테리어디자인이나인테리어뿐아니라업

그레이된성능으로자동차전문기자들의관심을모았다. 

더욱새로워진ACCORD의등장
행사장인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앞쪽에는혼다의엠블럼모양의대형얼음

조각이놓여사람들의시선을끌었다. 행사를시작하기전삼삼오오모여든기

자들은대부분수년또는수십년간자동차와자동차업계를취재해온베테랑

전문기자들. 행사장앞에서는혼다코리아정우 대표이사와스즈끼요시유키

부사장이내외빈과기자들을맞이하며인사를나눴다. 

차분하면서도세련된이미지로우리에게친숙한박나림아나운서의사회

로진행된론칭행사는혼다의열정과꿈을보여주는홍보 상을보는것으로

시작됐다. 혼다베스트셀링카뿐아니라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 아시모,

제트기까지‘움직이는모든것에대한꿈과열정’을보여주는멋진 상이관

객들의눈을사로잡았다. 뒤이어혼다코리아정우 대표이사의인사말이이

어졌다. 정우 대표이사는혼다ACCORD와CR-V의성공적인한국시장진

출에대해감사인사를했고달라진New ACCORD를간략하게소개했다. 또

혼다코리아의향후계획을말했다.  

‘New 2006 ACCORD’의등장에앞서‘New 2006 ACCORD’의변화에대

해혼다직원이상세하게설명했다. 그다음으로북소리와춤이잘어우러지는

공연팀의다이내믹한퍼포먼스와ACCORD 역사에관한 상이벤트가펼쳐

졌다. 1976년첫출시후세계곳곳에혼다마니아들을만들어온7세대에걸쳐

풀모델체인지된ACCORD의역사가화려한 상으로꾸며져ACCORD의변

모를한눈에볼수있었다. 상에딱어울리는다이내믹한음향역시기대감에

찬참석자들의심장을두근거리게만들었다. 세련미와역동적인힘이느껴지는

7세대ACCORD 상이끝난직후화려한조명속에‘New 2006 ACCORD’가

2006년형ACCORD 발표회에참석해주신내외신기자여러분과각별한애정과관심

으로저희혼다를항상격려해주시고지도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 올립니다.

저희혼다는작년한국시장에진출한이래고객평생관리프로그램과시승장려책, DB

만들기, 금융서비스의다양화를실시해왔습니다. 또한전시장서비스체크를위해암

행조사를실시해혼다스탠더드를철저히지키도록하여고객이즐겁게전시장을방문

할수있도록힘썼습니다.

그결과모델이두개뿐인데도불구하고시장에진입한후부터금년의8월까지3,000

대이상의판매를달성하 고그중ACCORD 2,000대, CR-V에대해서는수입SUV

카테고리에서출시이래11개월연속, No.1를획득하고있습니다. 작년ACCORD 출시

이후, 고객의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철저하게고객조사를실시했습니다. 그리고오늘

발표하는2006년형ACCORD는고객의요구를최대한반 하려고노력했습니다. 

향후의계획은2006년에레전드와어코드하이브리드를한국에투입할계획을추진

하고있습니다. 또한이외의다른모델의도입도검토하고있습니다. 이러한모델투입

에맞춰분당, 대전, 대구, 광주등에신규딜러를오픈하여연간5,000대판매체제구

축을완료시킬예정입니다. 저희혼다코리아는한사람한사람의고객에게최대의만

족을줄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혼다코리아(주) 정우 대표이사발표문

1

2 3

4

7 8 9

5 6

1혼다의꿈과열정이한데녹아있는2006 New ACCORD

가그모습을드러냈다.  2이번론칭행사는확연히달라

진2006 New ACCORD를자세히살펴볼수있는자리

다.  3혼다의엠블럼이조각된얼음조각은많은이들

의시선을끌었다.  4“ACCORD의새로운변화는세계

적인요구를반 한것이다.”라고말하는스즈끼요시유

키부사장의기자회견모습.  5자동차업계의베테랑기

자들도새로운ACCORD의모습에반해내부를둘러보

며고개를끄덕인다.  6혼다의기술력소개와한국시장

의비전에대해말하는정우 대표이사.  7행사사회를

맡은박나림아나운서.  8ACCORD 앞에매력적인미녀

가포즈를잡고있다.  9사진세례를받고있는2006 New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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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on Your Happiness 
2006 CR-V

콤팩트SUV의최대강점은승용차의주행성

과RV(레저용차량)의실용성,다목적성을

겸비했다는점.여기에고가에다무겁고긴차체,투

박한디자인,시끄러운소음과진동등기존SUV의

단점을보완하면서중형세단과의경쟁에서우위

에올라선것이다. 여러 SUV 중에서뛰어난도심

주행성능과콤팩트한디자인의2006년형CR-V

는단연눈에띈다. 

세련된자연주의자의선택‘CR-V’
지난2005년8월17일부터판매된CR-V는수입

SUV중12개월연속판매1위를달리고있는혼다

의모델. 

2006년형CR-V는화이트, 실버, 레드, 베이지

등기존4가지컬러에블랙을추가해도시형SUV

에어울리는세련된이미지가더욱강화됐다. 특히

2006년형CR-V에추가된블랙CR-V는전세계

에서많은소비자들에게스타일리시한컬러로인

기를끌고있다. 

2006년형CR-V는2005년형과마찬가지로직

렬4기통2.4ℓi-VTEC 엔진을탑재한2WD, 4WD

의 두 모델로 출시된다. 또한 혼다가 자랑하는

2.4ℓi-VTEC 엔진은최고출력160마력, 최대토

크22.4 kg·m로, 승용차수준의동력성능과정숙

성을갖추고있다. 

CR-V는SUV의장점인넓은화물적재공간및

오프로드구동력뿐만아니라스커트를입고도부

담없이승하차할수있는편안한시트높이와가솔

린자동차특유의편안한승용차감각의SUV로국

내를포함해세계적으로여성운전자들에게좋은

반응을얻고있다. 2006년형CR-V의판매가격은

기존가격과변동없이2WD가2,990만원, 4WD

가3,390만원(VAT포함)이다.

혼다기술력이만든뛰어난안정성
CR-V의섀시는승용차와같은FF(앞바퀴굴림)방

식의 모노코크 보디를 기본으로 개발되었으며,

CR-V 4WD 에는주행안정성을높이기위해리

얼타임4WD 시스템을적용했다. 리얼타임4WD

시스템이란트랜스퍼케이스에유압식다판클러

치가들어있는방식으로앞뒤차축의회전수차이

가없을때는FF(앞바퀴굴림) 상태로달리

다가노면상태에따라

DBW(Drive by wire) 혼다의F1 레이싱을통해개발된

기술로 기계적인 연결에 따른 작동이 아닌 전기 신호로

스로들을 조절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여달리는즐거움을줄수있는힘있는가속력을제공

한다.

Real Time 4WD System 정상적인주행조건에서는거

의전륜구동으로연비를향상하고, 출발이나가속시또는

악천후시등의4륜구동이필요한경우네개의바퀴에골

고루토크를분배해주어차량의구동력을향상시킴으로써

항상최적의운전을가능하게해준다.(4WD기본)  

G-Force Control Technology 충돌시충격을제어함

으로써승객및보행자의상해를저감시키는혼다의독자

적인충격안전기술G-Force Control Technology를적

용하여전방위충돌에대한높은안전성을실현하 고다

양한주행상황에맞는운전성능과승차감을양립하기위

해차체강도를최적화하여설계했다.  

EBD ABS 4휠디스크브레이크에서ABS 기능과더불어

안정성과제동성능을향상시키기위해승객, 화물의위치

에따라제동력을적절하게분배시키는시스템이다. 차량을

제동시킬경우프런트와리어의휠스피드의차이를기반으

로ABS 컴퓨터는적절한제동압력을분배하여EBD 기능

을작동시키고, 리어휠에는유압컨트롤액츄애이터에의

해작동되며, 하중이클경우강한제동력을위하여최대량

의제동력이리어휠로전달된다. 

TCS 눈길이나빗길등다양한도로조건에서도불필요한

구동바퀴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에 적정한 구동

력을 전달함으로써 가속성능 및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

준다.

Airbag system 운전석과조수석SRS Airbag을전차종

에기본으로적용하여정면충돌시승객보호성능을향상

시켰다(2WD, 4WD공통). 또한사이드커튼에어백은측면

충돌시앞뒤좌석의효과적인보호 역과재빠른전개속

도를실현하여측면충돌시보호기능을향상시켰다(4WD

기본).

Issu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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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대기업의 주5일 근무제로 SUV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SUV는승차감은세단형승용차수준이면서도비포장도로를쉽게달릴수있는4륜구동
기능이있어평일에는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레저용으로사용하기에편리하다는평가를
받고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김소림이사는‘이같은추세대로라면SUV 비중이전체
승용차시장의50%까지확대될것으로본다’고말한다. 

앞뒤차축의회전수에차이가나면즉시4바퀴모

두에동력을분배해, 주행안정성을향상시킨시스

템이다.

또한CR-V는스마트에어백을설치해운전자

뿐만아니라동승자까지보호할수있는각종안전

장치를강화했다. 전차종에기본으로적용된스마

트에어백은조수석동승자의몸무게에따라팽창

압력이자동으로조절된다. 프런트듀얼에어백을

비롯해앞좌석사이드에어백, 사이드커튼에어백

을설치해, 높은안전성을확보해운전자들의신뢰

를얻고있다. 이외에도ABS, TCS는물론급제동이

나갑작스런핸들작동에도미끄럼을방지해주는

VSA(Vehicle Stability Assist) 시스템까지더해최

고의안전장치사양을갖추었다. 

편리한인테리어와기능성
CR-V 인테리어의장점은앞뒤좌석간의워크쓰

루(Walk Through)가가능할정도로내부공간이

넓다는것. 또한2열롱슬라이딩시트및2열시트

더블폴딩등뒷좌석을쉽게조절할수있게설계해

실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이를 활용하면

MTB 자전거를분리하지않고도실을수있을만큼

뒤공간이넓어진다. 이외에도운전자의편의를위

한다양한기능을갖추고있다. 패션트랜드는화려함이나단순함을양축으로시대에따

라변한다. 그러나두모델이비등한평가를받을때는항

상기본에충실한지를따져본다. 혼다CR-V가바로겉

치장은빼고기본에충실한자동차다. 목적지인안면도를

향해 차를 몰고 서울의 복잡한 시내를 지나 서해안고속

도를달리다‘도시형SUV’라는컨셉트를한눈에읽을수

있었다. CR-V의엔진은승용차에가까운정숙성을유지

해 복집한 시내주행 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도

피로감이덜했다. 서부간선도로를진입하면서시속80∼

90km까지쭉밟는과정이매끄럽게진행됐다. 고속도로

에서시속130km 이상달리면고급세단에비해순간가

속도와정숙성이떨어졌지만기대이상으로차떨림현상

이적었다.

CR-V는 공간 활용의 미학에서 실속의 묘미를 제대로

읽을수있다. 기어쉬프트레버와사이드브레이크가계기

반옆에장착돼운전석과조수석사이공간에여유가생겼

다. 이부분에는접이식중앙테이블이있는데이테이블

을아래로잡으면뒷좌석으로도수월하게이동할수있다.

CR-V 실속의백미는바로거품을제거한차값에있다. 2

륜구동이2,990만원, 4륜구동이3,390만원이다. 최고의

성능과디자인을만끽하면서합리적인가격을원하는실

속파소비자에게적합한모델이CR-V가아닌가싶다. 

·조창원(파이낸셜뉴스기자)

승용차에가까운정숙성유지

2006 CR-V의기술과성능

Issue Point

CR-V 시승기

Take on Your Happiness 
2006 CR-V



KCC모터스(주)의이상현대표이사는서울의심장부인광화문및

교통의중심지인서울역과용산역에인접한용산구갈월동의

‘Honda Cars KCC’전시장에서혼다의혼을소개하는젊은CEO.  용산혼다

전시장은800여평규모로그동안수입차시장에서다소소외되었던강북지역

을중심으로 업을해왔다. 

“혼다의주고객층은386세

대로저와나이대도비슷하고

생각이많이통합니다. 그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있기에좀더쉽게그들의마음

을열수있죠.‘혼다의기술과

열정’을설명하다보면그들도

자연스럽게혼다자동차를좋

아하게되더군요.”

최고의전시장과서비스
혼다와관련된모든서비스를국내최고의수준으로원스톱해결이가능한KCC

모터스전시장은특히Q/S(퀵서비스) 5개의차량워크베이(작업공간)를완비하

여최정예서비스맨이최단시간에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배려하 고,

견인용, 긴급출동서비스차량을별도로운 하여고객의불편함을최소화했

다. 또한전시장내부에는서비스를받는동안고객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고

객라운지가완비되어있어고객편의를최우선하 다.  이상현 사장은혼다

ACCORD의첫시판이후수입차전체시장에서단일차종으로베스트셀러2위

를차지하는등혼다자동차에대한자신감이있다며최고의상품으로‘Honda’

와‘KCC모터스(주)’가지닌가치와감동을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

고말한다. 

고객들과혼다의혼, 열정을공유
이상현사장은혼다의판매대수보다혼다라는브랜드가우리가쉽게다가서기

힘든‘수입차’라는벽을넘어서고객들에게가깝다는사실을높이평가한다. 그

래서KCC모터스(주)는혼다의강북지역딜러로서고객들을기다리지않고찾

아가는또찾아오게하는적극적인서비스를펼치고있다. 지난6월미니모터

쇼를열어고객들에게호평을받은것도KCC모터스(주) 서비스를단적으로보

여주는예이다.   

“대부분혼다를세계적인‘모터사이클’제조업체로나‘ACCORD’라는자동

차로 로벌진출에성공한자동차업체로만인식합니다. 또Honda라고하면

떠올리는것이‘기술’또는‘성능’같은단어이더군요. 물론그런인식도옳은

것이지만저는혼다자동차의철학은의외로‘인간’을존중하고‘고객과기쁨을

함께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철학을지닌기업이만든자동차
혼다가발상의전환과연구개발을위한무한한도전그리고항상지금이아닌

미래의꿈을실현해가는기업이고, 그꿈을위하여노력하는젊은기업이기에

우리의젊은세대와코드가잘맞아떨어질것이라고그는말한다.

이상현사장은혼다의사시, 즉‘Honda Philosophy’를소개하는것으로인터

뷰를마무리지었다. “세계적인시야로전세계의고객을만족시키기위한질높은

상품을적정한가격으로공급하는것에전력을다한다는게혼다의철학입니다.

KCC모터스(주) 역시모든힘을다하여고객분께사는기쁨과타는기쁨을느낄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심재학(편집부)│사진·연제승(아프리카스튜디오)

o2 October  2005 11

지난3월많은이들의이목이용인스피드웨이에집중되었다. 그이유는

다름아닌김한봉선수와S2000 때문이었다. 시대최고의레이서와명

차의만남이었기에더욱많은화제를뿌렸다. S2000으로새롭게시작하는김

한봉선수를만났다.

카레이서는나의꿈
그가처음카레이서로들어서게된것은1987년겨울이었다. 아직도그때를생

각하면그는웃음이난다. 자동차경주에대한규정도없고, 레이싱할수있는

도로도없었지만, 뜻을같이해서모인33명이함께불도저로땅을직접닦고, 엉

성하기이를때없는복장으로레이싱을했기때문이다. 그당시20대이던김한

봉선수는최연소이기도했는데, 그래서1세대로서가지는자부심은남다르다. 

일반인들사이에서는김한봉선수를파리다카르랠리에서처녀출전으로완

주를한사람으로기억한다.

물론그것은세계에서아직

까지도유례가없는일이다.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까지제작되어방 되었다.

오랜시간이지났지만그때

를생각하면그는할말이많

다. 하루에20시간이상을사

막에서달리고, 체력적으로

포기하고싶은적이한두번

이아니었다. 한번은본능적

으로차를세웠더니바로앞

이절벽이었다고. 그에게파

리다카르랠리는아직도아찔한기억으로남아있다. 

가슴이터질것같은혼다S2000과의만남
김한봉선수는작년까지현대에서스폰하는스포츠룩카인티뷰론과투스카니

로대회에출전했다. 그러나그는4년전부터좀더새로운것을원했고, 일본의

스피드웨이에서S2000을타보고그매력에흠뻑빠져들었다. 

“처음컨테이너의문이열렸을때, 가슴이터질것같았죠. 겨울이었는데, 너

무나설레서차를타고근처를달렸어요. 눈물이다날것같았죠.”

그는S2000으로국내의대회를다니면서순위안에입상했다. 특히주목할

만한점은보통잔뜩튜닝을한다른레이싱카와는달리김한봉선수의차는혼

다의양산차그대로라는것. 레이싱에서양산차자체로탁월한성능을보여주

는그의S2000은혼다자동차의우수성을여실히보여주는움직이는증거다.

“혼다자동차는뛰어난기술력으로레이싱에서꼼꼼함과섬세함, 그리고안정

성을추구하는제모든취향을만족시켜줍니다.”붉은혼다S2000을마치자

식처럼사랑스러운눈빛으로바라보며던지는그의말이다.  

여전히꿈을찾아달리는카레이서
카레이서1세대들이모두감독과코치로자리를옮길때도그는여전히선수로

남기를원한다. 그의꿈은여전히‘카레이서’이기때문이다. 한때는순위에도

신경을썼지만이제는자동차와자신이하나가되는것만을즐긴다. 혼다S2000

과하나가되는순간그는카레이서로서최고의만족을느낀다고한다. 김한봉

선수는여전히어린시절의꿈을찾아달리고있는카레이서다. 그래서그의레

이싱은언제나현재진행형이다. 그런이유인지불혹을넘긴나이지만그는여

전히꿈을꾸는소년같은눈빛과웃음을지녔다. 꿈을향한끊임없는그의질주

에는늘혼다자동차가함께할것이다. 

·김정상(편집부)│사진·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Honda Mania Honda People

Feeling Dynamic Speed S2000

Car Racer Kim, Han Bong
Honda Cars KCC 

이상현대표이사



혼다ACCORD는소형차CIVIC의대성공으로자동
차메이커로입지를굳힌혼다가70년대발표한세단.
ACCORD는1976년처음발표되어현재까지7번의
풀모델체인지를거쳐세계적으로성능좋고저렴한
중형자동차의대명사가됐다.

The Story 

5세대ACCORD(1993년) 
전폭 1,760mm의 본격적인 3 넘버 와이드 보디를 채택해 실내 공간도 역대 모델에 비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5세대

ACCORD는전력강화의주요목표가되었던북미시장의요구가우선시되었다. 엔진도3 넘버와이드에적합한2.2리터가

중심으로190마력의DOHC VTEC 엔진이적용되었다. 

93년ACCORD 2.2SiR

엔진 : 직렬4기통DOHC 배기량 : 2,156cc 최대출력 : 190hp/6,800 최대토크 : 21.0kg·m/5,500

2세대ACCORD(1981년) 
1981년풀모델체인지되어2세대모델로새롭게태어난

ACCORD는초기CVCC를발전시킨CVCC-II 1.8리터

와 1.6리터엔진을탑재했다. 따라서출력기110과90마

력으로향상되었다. 

81년ACCORD 1600EX 

엔진 : 직렬4기통 배기량 : 1,601cc 1,829cc  

최대출력 : 90hp/5,300 110hp/5,300  최대토크 : 13.5kg·

m/3,000 15.2kg·m/3,500

3세대ACCORD(1985년)
초기ACCORD의이미지를이어나간2세대모델과는달리3

세대ACCORD는스포츠성을전면에내세웠다. 4도어세단

에는리트렉터블헤드램프(개폐식)는혼다팬들사이에서도놀

라움의대상이었다. 1개월늦게출시된에어로데크는전위적

인3도어해치백의새로운스타일을창출했다. 

85년ACCORD 2.0Si 

엔진: 직렬4기통DOHC 배기량: 1,958cc

최대출력: 160hp/6,300 최대토크: 19.5kg·m/5,000

4세대ACCORD(1989년) 
89~91년3년간미국내판매량1위를자랑하던ACCORD

의4세대모델은스포츠성을유지하면서더폭넓은고객층

의확보를위해편안한세단으로다시태어났다.

89년ACCORD 2.0Si

엔진 : 직렬4기통 배기량 : 1,997cc

최대출력 : 150hp/6,100 최대토크 : 19.0kg·m/5,000

1세대ACCORD(1976년> 
보디는혼다의특기인3도어해치백스타일로시빅과비슷하지만, 전장4m를넘는긴보디와4점식헤

드램프로 변신했다. 최고급 장비를 갖춘 ACCORD의 고급 모델 EX에는 고속감응식 파워 스티어링,

AM/FM이장착된카세트스테레오등럭셔리한아이템들이표준으로장착되었다. 

76년ACCORD 1600EX 

엔진 : CVCC 직렬4기통 배기량 : 1,599cc  

최대출력 : 80hp/5,300  최대토크 : 12.3kg·m/3,000 

6세대ACCORD(1997년)
세계적 추세이던 플랫폼 공유를 실용화시킨 혼다는

일본, 미국, 아시아, 유럽에 각각 전용으로 설계된

ACCORD를투입시켰다. 

97년ACCORD 2.2SiR

엔진 : 직렬4기통DOHC 배기량 : 1,997cc

최대출력 : 180hp/7,000 최대토크 : 19.6kg·m/5,000

The History of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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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세대 ACCORD(2003년)
혼다의다이내믹스포티중형세단으로어코드는변모했다. 7세대ACCORD는동급사양중주행성능, 안전성및품질, 내구

성이탁월한세계적인베스트셀링모델이다. 한차원업그레이드된VTEC 엔진을탑재함으로써동급에서도우수한동력성능

과연비를확보했고배출가스를최소화시킨점에서기존세단과는차별화된다이내믹스포티세단. 3.0L의6기통엔진은동

급최고인240마력을자랑하며, 최대토크는29.3/5,000(kg·m/rpm)을발휘한다. 

2006년형ACCORD 3.0 V6 VTEC 

엔진 : V형6기통24밸브 배기량 : 2,997 cc

최대출력 : 240PS/6,250rpm

최대토크 : 29.3kg·m/5,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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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ke ‘Sporty’ to the style 

New CIVIC
CIVIC은1973년일본에서출시돼대표적인소형차의자리를차지하고있다.  
CIVIC의가장큰특징은해치백디자인을적극적으로활용해넓은실내공간을확보했다는것. 
9월발표된새로운8세대CIVIC에대해서알아보자.

지난3월열린제네바의오토살롱에서많은이들의주

목을받은컨셉트카가있다. 독창적이고미래적인스

타일이그대로살아있는그컨셉트카는9월발표된혼다의8

세대CIVIC에그대로적용되었다. 짧고낮아진차체대신에

스포티한주행성능을고려해너비를키웠다. 또한엔진은혼

다에서자체개발제작한고성능고효율을그특징으로하는

1.8x를비롯해3종류로다양하게선택할수있다.

CIVIC의변화는화제
1973년첫선을보인이후CIVIC은혼다의기술의정점으로

고집스럽게7세대를이어온베스트셀링모델이다. 또한모델

체인지를할때마다큰화제를불러온것도사실이다. 6세대

모델까지는스포티한스타일과주행성능에중점을둔전형적

인2박스해치백의핵심차종이었다면, 2000년선보인7세

대모델은MPV 스타일로바뀌면서혼다특유의스포티한이

미지가많이사라진것아니냐는지적을받아왔다. 그러나8

세대에서는그본래의모습에신세대적인시각을더해많은

이들에게호평을받았다.

파격적인스타일에효율적인엔진까지
7세대에서많은혼란을겪은탓인지몰라도8세대에서는새

롭게 내놓은 컨셉트카도 논란을 일으켰다. 소형차로서 이런

스타일을가질수있다는사실도놀라웠지만, 그들이제시한

미래 자동차의 상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CIVIC이 속한 유럽의 C세그먼트에는 폭스바겐 골프, 푸조

307, 오펠·복스홀아스트라, 포드포커스등이포진하고있

지만, 시장규모가커지면서최근에는BMW 1시리즈, 아우디

A3 등도프리미엄소형차시장에뛰어들어경쟁이치열하다.

그중에CIVIC은이차들보다훨씬스포티한주행성능과함

께파격적인스타일로주목을받는다.

성능, 공간최대의효율을추구한다
무엇보다CIVIC은누구를닮은모델이기보다는새로움을추

구하는모델이다. 대부분의새모델들이차체를키우는데반

해CIVIC은현재보다짧고낮아진길이×너비×높이가4,250

×1,760×1,460mm로7세대모델보다길이와높이가35mm

작고너비는65mm 늘어나안정적인모습을갖췄다. 차체의

크기를줄이면서도공간활용도와핸들링반응성을높인것이

다. 그러기위해휄베이스와앞뒤트래드를늘렸고플랫폼은

피트재즈에쓰 던 로벌스몰플랫폼의개념을이어받았

다. 이런설계는연료탱크를앞좌석아래에배치하게되어뒷

좌석배치가자유로우며적재공간의활용도가높아진다.

엔진은1.4X 83마력, 1.8X 140마력두종류의휘발유엔진

과 2.2X 140마력 디젤엔진을 준비했다. 이 중 새로 개발된

1.8X  엔진은i-VTEC 인공지능밸브조절기구와전자식드로

틀, 가변흡기장치등첨단기술과소재를써성능과효율을높

다. 1.8X 모델의발진가속성능은현재의2.0X 엔진과비교

해서손색이없을정도로성능과효율에서뛰어남을자랑한

다. 1.8X모델의발진가속성능은현재의2.0X 엔진과맞먹고,

연료소비효율은1.7X 엔진모델보다6% 이상향상되었다. 유

럽형모델은C세그먼트소형차중에서처음으로모든모델에

6단수동변속기를기본으로갖추었고, 휘발유엔진모델에는

수동기능이있는6단자동변속기를선택할수있도록했다.

또한모든모델에차체자세제어장치인VSA가기본으로장

착되고시트벨트더블프리텐셔너, 사이드커튼에어백등다

양한안정장비도달수있다. 유럽형모델은 국스윈든공

장에서생산되며, 판매는내년초에시작될예정이다.

CIVIC HYBRID
CIVIC HYBRID 모델은 11월 22일발표할예정으로되어있

고판매는4,200대이상으로기대하고있다. 일본에서는세

단만 생산되기 때문에 5도어와 3도어의 차량은 유럽형에서

만찾아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

CIVIC의보디사이즈는전체길이4,540mm, 전폭1,750mm

이며, 휠베이스는 2,700mm이다. 또한 프런트의 폭은

1,500mm, 리어의폭은1,520mm로구성되어있다.

새롭게출시예정인CIVIC HYBRID의가장큰장점은리

터당30km의연비이다.  

기존CIVIC의컴팩트클래스에서미디엄클래스로등급이

상승되어생산될이번모델은프리우스나프레미오와비슷한

가격대로나올거라예상된다. 내년1월부터는유럽전역에서

CIVIC HYBRID 모델을만날수있을것이다.

Retake ‘Sporty’ to the style 

New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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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자동차, 
열정과 광의F1 이야기

혼다의모터스포츠역사는크게3세대로나뉜다. 혼다의F1 데뷔시기인

1964년~1968년이1세대, ‘기술의혼다’로거듭나면서다시F1에참가

해최고의기록을달성한1983년~1992년이2세대이며, 지난2000년부터현재

까지가3세대이다.

불굴의도전, 혼다F1 1세대
혼다가F1 세계에정식으로발을들여놓은해는1964년의독일GP(Grand Prix)

다. 이곳에서처음으로일본산F1 머신으로혼다의엔진과섀시를장착한첫

작품RA271를선보 다. 그러나그해3회의레이스에참가해모두리타이어하

고만다. 그러나이듬해인1965년RA272로최종전인멕시코GP에서우승해신

화창조의서막을열었다. 전년의경험을살린철저한경량화의성과 다. 그러

나혼다는시대적여건때문에1968년F1을떠난다. 

광과환희, 혼다F1 2세대
F1을떠나있는동안혼다는세계최고의자동차회사로거듭발전하면서1983

년다시F1에진출했다. 혼다의열정은결국F1에서‘기술의혼다’, ‘황금시대’

(Golden Era)라는타이틀이붙을만큼화려한2세대를맞이한다. 이기간중특

히1988년은혼다모터스포츠에서최고의해로기록에남았다. 1988년맥라렌

혼다는아일턴세나(Ayrton Senna)와혼다의RA168E 엔진을탑재한MP4/4

로환상의수퍼팀을이루었다. 이해맥라렌혼다는F1 세계선수권대회에서16

전중15승을거두는압승을기록하며최다승리기록수립과함께컨스트럭터

스챔피언십(Constructor’s Championship)과드라이버스챔피언십(Driver’

s Championship)의더블타이틀을획득하는신화를창조한다. 이후혼다는세

나(Senna), 프로스트(Prost) 콤비의맥라렌과함께4년동안3번의F1 타이틀을

거머쥐는쾌거를이뤄냈다. 

꿈을이어간다, BAR Honda Challenger
혼다는지난1월16일BAR  Honda의2005 챌린저를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공

개했다. 지난해2004 컨스트럭터스챔피언십에서2위를차지한BAR팀은혼다

의적극적인지지와함께Nick Fry를중심으로매니지먼트시스템을대대적으

로개편해올해가장약진이예상되는팀이다. 

Racing Glob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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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포뮬러=규격)이란레이스의규격을뜻한다. 1947년FIA(국제자동차연맹)에서규정했고세계자동차회사들의
기술시험의무대가되는한편, 자동차와사람이하나가되어인간의한계에도전하는모터스포츠가바로F1이다.  
F1은혼다기술발전의원동력이됐으며, 혼다의기술을세계로널리알리는무대가됐다.

혼다, 도쿄모터쇼전시모델발표

Automobiles to be
Displayed at the
39th Tokyo 
Motor Show

혼다자동차가 39회 도쿄 모

터쇼에서전시할혼다자동차

모델을공개했다. 이번에공

개된 모델은 2005년 10월

22일토요일부터2005년11월

6일일요일까지일본의치바현마쿠하리메세에서열리는39회도쿄모터쇼에전시될

자동차들.

올해도쿄모터쇼에서의혼다자동차전시의주제는‘Feel FINE’으로새로운가치를

창조하고고객에게흥분을주는새로운자동차, 모든기대를뛰어넘는독특한감성을

전달하는혼다자동차를표현했다.

이번도쿄모토쇼에서는진보된기술과흥미진진한디자인이적용된혼다자동차들이

대거등장한다. 따라서관람객들은개성이강하고새로운아이디어로가득찬새로운착

상의혼다자동차들을만날수있을듯싶다. New CIVIC과New CIVIC HYBRID와함

께전시될여러혼다자동차들은혼다의발전된안전기술과뛰어난주행성능을가진

환경친화성파워트레인들.

도쿄모터쇼‘컨셉트카존(Zone)’에서는미

래의혼다자동차들을전시될예정이다.

4도어‘Sports 4 Concept’는운전자

가 유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

었고, ‘W.O.W Concept’은애완견처

럼친근하고충성스러운성능과디자인

을가진재미있는자동차다. 또‘FCX Concept’

은우수한연료전지자동차로진보한지능기술과낮은바닥, 낮은무게중심, 최대크기

의실내공간을자랑한다.

‘도시형자동차존(Zone)’에서는최신의9세대New Civic과New Civic Hybird를

전시한다. 새로개발된혼다의신세대지능형파워트레인을까까이서볼수있는좋은

기회다. 

‘진보기술 존(Zone)’에서는 혼다 LEGEND에 장착된 SH-AWD(Super Handling

All-Wheel-Drive) 시스템을비디오와실제자동차전시를통해알려준다. 또한인텔

리전트나이트비젼시스템과 혁신적인CMS(Collision Mitigation Brake System;충

격완화브레이크시스템)와같은진보된안전기술도선보인다.

‘자동차스포츠존(Zone)’에서는‘F1’과‘IndyCar2⃞Series’에서의혼다운전자들

을자세히볼수있고또한곧발매될보다진보된기능의새로운S2000 자동차도감

상할수있다.

‘특별 주문 자동차 존(Zone)’에서는

STEP WGN 측면을 들어올린 좌석

자동차를 선보이고 혼다의 Franz시

스템을 장착한 Fit와 기술집약 주행

보조시스템이장착된자동차들이주문제작된혼다자동차들과함께전시된다.

혼다경주무대에서는‘CBR1000RRW’의경주용자동차와2005년 Suzuka 8시

간내구력경주의RC211V, 혼다의고성능MotoGP Machine 등혼다의진보된기술

과도전정신을엿볼수있다.

지난9월12일에개막한프랑크프루트모

터쇼에서새로운CIVIC이모습을드러냈

다. 새로운CIVIC의데뷔는혼다부스의최대하이라이트가됐다. 제네바모터쇼에서컨

셉카로모습을비쳤던혼다의뉴CIVIC은완전히달라진8세대CIVIC으로이번모터쇼

에CIVIC HYBRID 모델과함께관객들의눈길을끌어모았다. 컨셉트카를연상케하는

독특한디자인과1400~2200cc급중소형해치백인데도넓은실내공간과넉넉한트

크(456ℓ)를갖춘것이특징이다. 기존모델보다차길이는35mm 줄어들었지만너비

는65mm 늘어났다. 중소형세단인새로운CIVIC은연비는무려ℓ당30km. 혼다뉴

CIVIC은내년1월부터유럽전역에서판매가될계획이다.

이번모터쇼에서는다양한면에서강화된새로운ACCORD와다시돌아온스포츠카

Honda S2000도많은관심을받았다. 2006년형뉴ACCORD는발전된안전시스템

과밤길에효과적인운행시스템이돋보인다.

프랑크프루트모터쇼의혼다자동차
유럽을겨냥한NewCIVIC 새로운CIVIC은내부는물론이고외부디자인의섬세한부

분에까지신경을썼다. 새로운CIVIC은풍부한수납공간과함께멋스러운스타일을갖

추었다. CIVIC은옆면과앞면의충돌실험에서유럽NCAP에서별다섯개를마크했다.

또한보행자의안전에별세개, 그리고아이들을보호할수있는안전성에별네개를마

크해스타일링에버금가는최고의성능을인증받았다.

2006년형NewACCORD 혼다는새강화한ACCORD를이번행사에공식출품한다.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의 풍부한 표현에 중점을 뒀고 ADAS(Advanced Driving

Assist Systems)기술과ACC(Adaptive Cruise Control)를새롭게추가해더욱안정

성을높 다. 

더욱강력해진S2000 혼다의S2000의주행능력은더좋은계기반제어와엔진관리

를위한DBW (Drive-by-wire) 시스템에의해강화됐다. 완전해지고개선된기어에서

도새로운변화가느껴진다.

날짜 국가 도시

03.06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03.20 말레이시아 세팡

04.03 바레인 사히르

04.24 산마리노 이몰라

05.08 스페인 바르셀로나

05.22 모나코 모나코

05.29 유럽 뉘르부르그링

06.12 캐나다 몬트리올

06.19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07.03 프랑스 마니꾸르

날짜 국가 도시

07.10 국 실버스톤

07.24 독일 호켄하임

07.31 헝가리 헝라로링

08.21 터키 이스탄불

09.04 이탈리아 몬차

09.11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09.25 브라질 인테라고스

10.09 일본 스즈카

10.16 중국 상하이

2005 F1 GP일정(19전)

2005년프랑크프루트
모터쇼에서
새로운시빅공개

<SPORT 54CONCEPT>

<W.O.W CONCEPT>

<FCX 54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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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음악을싣고……
음악처럼인간생활과 접한예술장르가어디또있을까?
무심코틀어놓은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리고길거리에서흘러나오는음악소리까지…….
우리는하루24시간음악에노출된삶을산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이렇게우리인생에감초역할을하는
음악은인간의실수로인해발생하는자동차사고를예방하는데도좋은치료제가된다.

자동차여행을할때10명의운전자중평균7명은카라디오에서나오는

음악을듣는다는통계가있다. 이것은음악이운전할때발생하는스트

레스를풀어주기때문에사람들이자연히많이찾는다는것을보여주는좋은예

라고할수있다. 운전자가심리적으로안정할수있는조용하면서도명쾌한음

악, 이것이바로현재유행하고있는드라이빙뮤직의캐릭터이다.

드라이빙뮤직은20세기초미국에서시작되었다. 지구촌에서자동차생활시

대를가장먼저연미국인들이자동차의경이로움에매혹되자, 자동차를갖고싶

은욕망과찬사로뒤범벅이되어있을때이다. 자동차의나라인미국도초기에

는이과학의이기(利器)가귀해부자들은쉽게소유할수있었지만, 서민들은핸

리포드가대량생산방식으로자동차를홍수처럼쏟아낼때까지는그저그림속

의떡일뿐이었다. 그리고서민들의이런그리움이노래도승화된것이바로드

라이빙뮤직의기원이되었다.

드라이빙뮤직의시조는‘나의즐거운올즈모빌을타고’
미국자동차산업의개척자렌섬올즈는1901년값싸고간편한자동차커브드대

시(Curved Dash)를대량생산해미국사회에자동차생활시대를열었다. 이후

올즈는이자동차의실용성을선전하기위해1905년커브드데시를미국대륙

횡단에투입했고, 이를계기로사람들은자동차의위대함에놀라기시작했으

며, 이차는폭발적인인기를누리게되었다. 그리고이를기념하기위해 당시

컨트리송뮤지션이었던빈센트브라이언이작사하고, 거즈에드워드가작곡한

‘신나는나의올즈모빌을타고(In my merry Oldsmobile)’가발표되었다. 이노

래는첫해에100만장의악보가팔릴만큼크게히트하 고지금까지미국음

악사에서가장위대한노래중의하나로기록된다.

한때미국의젊은이들이열광했던모터스포츠를찬양한노래도나왔다. 1910

년대초에등장한자동차경주전용트랙은미국의젊은스피드광들을흥분의도

가니로몰고갔다. 그리고이를상징한노래‘스피드웨이(Speed way)’와호기

카마이클이작곡한‘인디아나폴리스마치’는미국최대의자동차경주가열리

는인디아나폴리스시를기념하는노래이자, 미육군사관학교전용행진곡으로

그인기를지금까지이어오고있다. 

유행에민감한음악가들이이를놓칠리없었다. 이때가장유행하던‘모터킹’,

‘스피드킹’등은이시대를표현하는대표적인카레이스노래이다. 카뮤직들은

1930년대까지미국에등장하여일반적인블루스나재즈에버금가는인기를누

리다가제2차세계대전이터지면서사라졌고, 종전후1950년부터는자동차홍

수시대를맞아교통사고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하자뮤직이안전운전을위한

드라이빙뮤직으로서서히변신했다.

안전운전에는뉴에이지음악이특효약
조용한분위기의드라이빙뮤직은90년대초부터팝뮤직스타들에의해전세

계속으로조용히확산되었다. 격렬한락뮤직보다부드럽고잔잔한뉴에이지

(New Age Music)장르의음악이안전운전에큰도움을준다는것이다. 템포가

빠르고, 리듬이격렬한음악을들으면심장의박동수가빨라지고혈압이올라

가기때문에과속및난폭운전을하게된다. 그러나뉴에이지뮤직은조용한멜

로디와부드러운리듬그리고경쾌한가사로만들어져도시인의스트레스와피

로를풀어주는데안성맞춤이다. 이장르의음악은바로스타들의교통사고경

험에의해서널리추천되었다. 그예로 국의엘튼존은락뮤직을들으면서운

전하던중큰사고를일으킨이후부터, 조용하고부드러운음악을들으며운전

을했더니훨씬차분해지고안정감을갖게되었다고고백했다.

빌리조엘도락음악을듣다가큰사고를일으킬뻔한이후친구들에게뉴에

이지뮤직을적극권장했고,

스테이지에섰다하면현

란한율동으로관객을사

로잡는마이클잭슨과마돈

나도신문을통해락음악은

안전운전을저해한다고주장하

으며, 롤링스톤즈도운전할때

는경쾌한클래식이나뉴에이지

를듣는다고한다. 

혈액형에따른다른드라이빙뮤직
미국의국제보험회사인AIU사는90년대초2천건의자동차사고를

혈액형별로나누어분석한결과각혈액형별로좋아하는음악이있다는것을

알았다. 혈액형에따라좋아하는음악에도차이가있다는것이다. 혈액형에따

라좋아하는음악취향은O형의경우멜로디풍의음악을좋아하고A형은하모

니타입을좋아하며, B형은리듬타입을좋아하고AB형은복합타입을좋아한

다는것.

구체적으로예를들자면, O형은선율이뚜렷한쇼팽의작품이라든지프랭크

시나트라의‘마이웨이’같은곡을좋아하거나‘아라비아의로렌스’, ‘아웃오

브아프리카’같은스케일이큰 화의테마음악을즐기는타입이다.

A형은바하의칸타타같은종교음악에심취하며스티비원더, 라이오넬리치

등개성이강한팝아티스트의노래를즐기고‘러브스토리’, ‘로미오와줄리엣’

같은로맨틱한 화음악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B형은롯시니나요한스트라우스의왈츠를즐긴다. 팝뮤직은로맨틱한노래

보다비트가강한락뮤직을좋아하고, 뮤지컬 화음악에관심이많다는것이

일반적이다.

AB형은바그너나그리그의작품에애착이강하다. 팝넘버중에서는가사에

메시지를담은사이먼과가펑클의작품이나레너드코헨을즐기며, 음악취향

의수준이상당히높은사람이많다는것.

광적인재즈팬중에서AB형을많이찾아볼수있으며, 심플하고로맨틱한것

보다는뭔가메시지가담긴것과음악적으로도세련된작품들을선택하려는개

성적인면을갖고있다.

·전 선(한국자동차연구소소장)

Driving Music

장르별드라이빙뮤직

컨티넨탈팝 냇킹콜‘투 ’, 도리스데이‘케세라’, 엘비스프레슬리‘블루하와이’, 팻분‘모

래성’, 렌 러악단‘차타누가추추’, 킴로버트슨‘달빛’, 이븐슨‘Tropic of Paradaise’

뉴에이지뮤직 마이클호페‘잊을수없는사랑’, 아디무스‘춤의찬미’, 시크릿가든‘신세

계의여명’, 앙드레가뇽‘바다위의피아노’, 유키구라모토‘고요한섬’, 릭베위르‘빛속으로’

클래식

피곤할때_ 비발디의협주곡4계절중‘봄’, 드뷔시의교향시중‘바다’

불안할때_ 헨델의조곡중‘수상음악’, 바하의‘로카타와푸가G단조’,

불안할때_ 스트라빈스키의발레음악‘불새’중제1악장

슬플때_ 모차르트의교향곡제40번G단조‘시벨리우스의원무곡’

명랑해지고싶을때_ 바하의이탈리아협주곡F장조,

명랑해지고싶을때_ 요한슈트리우스의‘아름답고푸른도나우’

잠을쫓고싶을때_ 베토벤의교향곡제6번F장조‘전원’, 라벨의‘볼레로’

안정을취하고싶을때_ 헨델의조곡‘수상음악’과

안정을취하고싶을때_ 바하의관현악조곡제2번B단조



35년전필자가처음운전면허를따고몰아본차신진퍼블리카는최고

속도가시속90km이었다. 그때개통한경부고속도로의최고제한

속도는시속100km이었다. 최고제한속도는말그대로넘겨달릴수없는

역이다.

오랜시간이지나자동차는훨씬빨라졌고, 안전해졌다. 요즘어지간한승용

차의최고속도는시속200km를넘나든다. 길도좋아졌고운전은편해졌다. 경

부고속도로역시그동안많이넓어졌고, 길도곧바르게고쳐졌지만최고속은

시속100km 그대로다. 국내도로여건은아직많은개선의여지가남아있지만

35년전보다빠른속도로달려도무방하다.  

좋은도로위를천천히달리는차는운전자의인내심을요구한다. 지나치게

낮은속도를요구하는법은옳은가그른가, 항상제한속도를지키는것이어려

워해보는생각이다. 이렇게좋은길로왜이렇게천천히달려야하나, 잘포장

된도로가원망스럽다. 좋은길로천천히달리는것이국가전체적인효율을얼

마나떨어뜨리는것인지한번따져볼만하다.

고속도로가시속100km로제한되면그아래급도로는그보다낮은속도로

제한된다. 요즘일반국도는얼마나잘되어있는지고속도로와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는전국도로의중복, 과잉투자가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시원하게

뻗은도로에서시속80km의제한속도는인내심의시험장이되고있다. 비현

실적인제한속도는국민을고통속으로몰아넣는다.

미국이1차석유파동이후한때시행하던시속55마일(시속88km) 제한에서

다시속도를상향조정한이유중의하나는국민이법을무시하는버릇이생길

까봐 다. 지키지않는최고제한속도에익숙해진국민은혹시나다른법도무

시하지않을까걱정했다. 준법정신에투철한국민은교통질서부터확실하게지

키는데서시작된다.

속도가빨라진다고사망률이비례하는것도아니다. 미국의경우속도를높

이자오히려교통사망률이줄어드는결과를낳았다. 항상55마일속도제한폐

지를꾸준하게요구했던미국자동차전문지에서즐겨인용하는사례다. 느긋

이달리는졸음운전보다긴장하고달리는운전이안전한지모른다. 

자동차에관한문제는우리보다앞선선진국의예를따라도무방할듯싶다.

속도제한이없는독일의아우토반은그렇다하더라도유럽의대부분국가고속

도로최고속은시속130km 이상이다. 우리고속도로제한속도를올리자는것

은남들보다천천히달릴이유가없다는뜻이다.

미국의경우도제한속도가주마다다르지만대략시속120~130km 이상이

다. 몬태나주의경우낮에는속도제한이없다. 속도제한이없는독일의환경이

고속의스포츠카를만들었다면최고속도30km 정도의상향조절은상당한자

동차공업기술발전도가져올것이다.

지난달출장을다녀온이탈리아의고속도로도최고속이130km/h이었다.

필자가달린길은모두우리보다좁은4차선이었다. 시속130km로쌩쌩내달

리는차들은모두가작은소형차 다. 안전성이부족한소형차로빨리내달리

는그들이바보스러워보이지는않는다.

최고속도상향조절은자연스러운변화로받아들이고싶다. 국민의스트레

스를덜어주고, 좀더준법정신에투철한국민성을길러낼것이다. 도로의효율

중대로국가의생산성에도움이되고, 국산자동차의성능과경쟁력향상에도

기여할것이다. 혹시나속도위반단속으로얻어지는지방세의감소를걱정하여

제한속도상향조절이늦춰지는안타까운일은없어야하지않을까.

·박규철(자동차칼럼니스트)│일러스트·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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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anner?
자동차에서의손님맞이

오너드라이버라면내차에다른사람을태우는경우가종종있다. 가족에

서부터개인적이거나업무적인이유로다양한지위의사람들을태우게

된다. 그러나우리는아직올바른운전자세, 운전예절, 법규준수등에만매달

릴뿐자동차안에서의매너와에티켓은언급조차하지않는다. 더구나가뭄에

콩나듯나오는자동차예절은대부분오너드라이버용이다. 

흔히자동차를‘제2의집’이라고도표현한다. 그만큼개인적이고도우리의

일상중많은시간을보내는공간이기때문이다. 바퀴달린‘제2의집’에다른

사람을태우는것은내집에그사람을들이는것과마찬가지라는것을아는가. 

서양에서는기차나버스, 자동차등을타고내릴때의예절이그옛날마차시

대때부터전해내려오고있다. 우리에게는다소생소하게느껴질수있지만승

차예절에대해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다.

다른사람을탑승시키는운전자가가장기본적으로지켜야할예절은바로

내외부로차를깨끗하게하는것. 아무리운전자가말쑥한모습를하고있어도

차가지저분하면타고싶은마음조차없어진다. 내집에손님이방문했다면우

리는당연히대문을열어그를맞아들인다. 자동차에서도이와마찬가지다. 비

록탑승자가손윗사람이나상사, 또는여성이아니더라도내차에타는손님을

위해손수문을열어주는매너를보인다면상대방은작으나마감동을받게된

다. 차에서내릴때도먼저내린뒤문을열어주는것이예의다. 손수대문까지

마중나가문을열고환대하는것처럼뒷문을열어주고탑승을도와주는제스

처는상대방을존중한다는대단히정중한표현이다. 

동승자를배려하는정중한운전태도도꼭필요하다. 난폭운전이나과속운

전을하는것, 갑자기경적을울려동승자를놀라게하는행위, 다른운전자를

욕하는행위등도동승자에게예의가아니다. 아무리자신이운전하고있지만

동승자가함께타고있다는것을항상기억해야한다. 동승자가안정감과편안

함을느낄수있도록운전을하는것이좋다.여성이자동차를탈때는엉덩이를

먼저옮긴뒤양다리를가지런히붙여옮기는것이예의이다. 또한자동차안에

서는동승한사람이있을경우담배를피우지않는것이기본예의다.

내집에초청한손님에대한배려를아끼지않듯자동차에서도마찬가지이

다. 승차예절은안전성과쾌적함을고려해대접하는것이기본으로보통좋은

자리는‘앉은기분이좋은장소’라고이해하면된다. 다만도중에내리는사람

이있을경우에는약간바뀔수도있다.자동차좌석의상석순위는잘알려진대

로뒷좌석오른쪽→뒷좌석왼쪽→뒷좌석가운데→운전석옆좌석(조수석)이다.

자가운전인경우운전석의옆에승차하는것이예의이며, 모를때는‘어디에타

면좋겠습니까’라고물어보는것이바람직하다. 운전자의부인과같이타는경

우에는운전석옆자리가부인석이다.

뒷좌석왼쪽자리를권할때는(상황에따라) 호스트또는운전기사가자동차

왼쪽문을열어주도록한다. 통행량이많고대단히위험한경우가아니라면손

님이오른쪽문을통해들어가왼쪽좌석까지힘들게이동하게만드는실례는

피하는것이좋다. 또운전기사가탑승자가모두안전하게탑승했는지를확인

한다음마지막으로탑승하는것이예의다. 모시는손님이모두윗사람이라면

운전기사가차밖에서있다고하더라도호스트가손님보다먼저탑승하는것

은결례다. 

다른사람의차를탔을때에도기본예절을명심해야한다. 승하차시감사의

인사도잊지않아야하며, 창을임의로여닫는행동, 라디오볼륨을만진다든지

내부시설을함부로만지지않아야한다. 또한여성은차의거울로화장을고치

는행동, 2인이상승차시자기들끼리떠드는것도예의에어긋난다.

Mobile Column Driving Etiquette

18 Honda STYLE

도로를달리는차를보고‘인격이다닌다’라는표현을쓴
다. 사람은뒷모습에서그인품을엿볼수있다고하는데,
운전자의인격은그가어떻게차를다루는지를보면알수
있다. 차안에서의매너와에티켓에대해당신은얼마나알
고있는가? 당신의자동차인격은몇점?

최고제한속도를올려야하는이유
빨리달리자는말은하기어렵다. 폭주족을대변하는듯하기때문이다. 최고속도제한을20~30km/h 상향조절하자는의견은
사망률을높이자는뜻이아니다. 자동차선진국만큼평균속도를올려경쟁력을갖추자는표현이멋져보일까? 
지난수십년간내버려둔시스템을한번검토해보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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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먼트카를아십니까? 
한타한타에웃고우는투어프로들에게골프클럽은전쟁터에서군인의생명

을지켜주는총과다름없다. 만약치열한순위싸움이펼쳐지는현장에서이처

럼소중한골프클럽에예기치못한문제가생겼다면? 

선수들에게는생각하기조차싫은끔직한일이겠지만불행은예고없이찾아

오는법. 지난2003년미국LPGA 투어CJ나인브릿지대회를앞두고연습중

이던제니스무디에게아찔한사건이발생했다. 라운드1시간30분전, 드라이

빙레인지에서샷을가다듬던중그녀는

웨지와아이언헤드다섯개가빠졌

다는사실을알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놓인무디가선택할수

있는방법은세가지뿐이었다. 

첫째는헤드가빠진클럽을

제외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 둘째는새로운클럽을공

수해오는것, 셋째는빠른시간안에클럽을수리하는것. 하지만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첫째방법을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가슴을졸이던무디는대회를포기하고집으로돌아가야하는상황이었

지만 웅은위기에서빛을발한다고했던가? 그녀를구원해준것이바로토너

먼트카다. 당시무디는브리지스톤토너먼트카의도움으로헤드가빠진클럽

다섯개를완벽하게수리하고대회에참가할수있었다. 

토너먼트카는선수들의‘수호천사’
미국이나일본에서투어가열리는대회장에

가보면국내투어에서는생소한현장을목

격할수있다. 대회장한쪽에줄을지어서

있는대형버스가그것. 선수단을위한전

용버스도아니고, 그렇다고대회장이단

체수학여행을떠나는집합소도아닐진대

도대체무슨일일까? 더이상한점은수십

여대에이르는대형버스에선수들이몰려든다는것이다.

대형버스를개조한토너먼트카는미국이나일본등선진투어에서는빠지

지않고등장한다. 이토너먼트카에서프로들은클럽을점검하거나교체한다.

실제로헤드와샤프트교체는물론로프트각, 라이각등을빠른시간안에수

리할수있다. 다시말해토너먼트카는클럽이주요환자인응급‘앰뷸런스’로

투어프로들이있는곳이라면어디든지달려가서대회장에서발생할지모르는

만약의불상사에대비하는프로선수들에겐‘수호천사’인셈이다.  

국내에2001년토너먼트카첫선
국내투어현장에토너먼트카가도입된것은최근의일이다. 일본브리지스톤

의국내정식수입사인석교상사(대표이민기)에서지난2001년매경오픈에국

내최초로첫선을보 다. 당초소속프로들의클럽피팅을위해석교상사가도

입한이토너먼트카는일반갤러리들사이에토너먼트카의용도를놓고이동

식클럽판매점이나커피숍, 스낵바로착각하는등해프닝이일어나기도했다. 

피팅센터를그대로옮겨놓은토너먼트카는차량가격과알토란같은기능

성을알게되면이동식스낵바나커피숍이라고한것이무안해진다. 차량가격

은시설비포함무려1억3천만원으로개조하는데3개월이나걸린다고한다.

토너먼트카에서는일반피팅전문숍에서할수있는모든일을할수있다. 헤

드무게중심조정, 납튜닝, 아이언과퍼터등라이, 로프트조정, 샤프트·헤드

교체등프로골퍼들이원하는모든작업이가능하다. 최근에는투어골퍼들에

게라운드전클럽을점검하는동시에각종정보를교환하는사랑방으로도인

기가높다. 

토너먼트카를운 하는석교상사의한승철클럽피팅센터실장은“토너

먼트카가생소한시절에는많은프로가차주위를맴돌다그냥가곤했어

요. 그러나최근에는 담을나누고차를마시는장소로인기가높아요.”라

고말한다.

브리지스톤의토너먼트카운 으로그필요성이새삼부각되면서테일러메

이드코리아(지사장심한보)에서브리지스톤에이어올해SK텔레콤오픈을시

작으로토너먼트카를도입했다. 1년여에걸친특수제작과정으로탄생한5톤

규모의피팅차량은최첨단시스템으로최고급피팅룸을투어차량에옮겨놓

아테일러메이드소속프로선수들의경기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클럽

의크고작은문제점을즉각보완할수있어경기력을향상시키고안정감을줄

수있게됐다.

한편, 이토너먼트카에는피팅전담직원두명이동승해피팅서비스를담당한

다. 이를운 하는데연간6천만원이들어간다고한다.

·유경완(골프다이제스트기자) | 사진제공·레이크힐스골프&리조트, 골프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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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윙웨이트스케일을통해스윙웨이트측정.  2로프트, 라이벤딩머신은아이언헤드의로프

트, 라이바운스앵 및페이스프로그레이션을조정.  3헤드와샤프트를조립하는과정.  4 1억

3,000만원짜리토너먼트카내부에는클럽하나를새로만들수있는다양한장비를갖추고있다.

5헤드 엑스트라타(헤드분리기)를가지고헤드와샤프트를분리하는작업.  6바이스로샤프트를

고정시킨후드릴로샤프트팁내부에에폭시를제거하는작업

1

2

4

5 6

3

토너먼트카에서이뤄지는응급처치
전문피팅숍을옮겨놓은토너먼트카는다양한피팅서비스가가능하다. 피팅전문전담

직원이상주해현장에서예기치못하게발생하는만약의불상사에대비해신속, 정확한서

비스를제공한다. 3개월의개조시간이필요한토너먼트카의대당가격은최소 1억3천

만원에서최대1억7천만원선.

투어프로와함께투어현장을누비는토너먼트카(Tournament Car). 이미미국이나일본등선진투어현장에서필수가된
토너먼트카는투어프로에게발생할지도모르는비상사태에대비한클럽응급앰뷸런스다. 
이동식커피숍이나스낵바를연상시키는토너먼트카의내부는어떻게생겼고그안에서과연어떤일이벌어질까?

1억3천만원짜리‘클럽응급병원’

토너먼트카(Tournament Car)

Enjoy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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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출신CEO, 세상을바꾸다
- 혼다창업자‘혼다소이치로’이야기-

2차대전후일본경제를일으켜모든일본인들의존경을받으며일본을세계에알린경 자중한사람인혼다소이치로는동양인최초
로미국자동차명예의전당에입성해‘기술의혼다’를이룩한창업자로서그명성을인정받았다. 자동차엔지니어로서뿐아니라초기일
본자동차경주에초석을다진드라이버이자정비사로, 또한일본모터스포츠의메카인스즈카F1 경주장을설립한주인공으로도그의
이름은칭송될만하다.

도요타자동차는일본의오늘이고, 혼다자동차는일본의내일이라고한

다. 그만큼일본에서가장주목받는기업이혼다기연공업(本田技硏工

業)이다. 혼다의창업자혼다소이치로는일본의전설이다. 그는2003년니혼

게이자이신문이조사한가장존경할만한일본의경 자에마쓰시타고노스

케와공동으로1위를차지했다. 불같은열정과아름다운퇴진때문이다. 

그는1973년후지사와다케오부사장과동시에은퇴하는데이후회사일에

전혀관여하지않는다. 저승가는길도남달랐다. 그는1991년8월5일간암으

로85세에세상을떠나는데집안가족끼리조용하게치른다. 그는장례식과

관련해이렇게말한다. “자동차를만들고있는내가거창한장례식을치러교

통체증을일으키는어리석음을피하고싶다.”

엉뚱했던소년소이치로, 포드를보다
그는1906년시즈오카현하마마츠시의작은마을에서대장장이의아들로태어

나 어려서는문제아로취급당할정도로장난꾸러기이자호기심이많았다. 금

붕어를파란색으로칠하기도하고, 배가고프면절의종을직접울려식사시간

을앞당겼다는후일담은그의장난기어린호기심이결코평범하지않았음을

말해준다. 

아버지가일하는철공소에서금속조각을모아혼자서뚝딱거리며장난감

을만들고놀던세살배기꼬마는동네정미소에기계가새로들어오자그움

직임이신기해매일출근하다시피하며날이저물때까지자리를떠나지않았

다고한다. 

6살때마을어귀에서처음본포드모델T는그의인생의향방을가름하는

일대중요사건으로자리잡는다. 자동차에감동을받은사람은그뿐만이아니

어서그의아버지또한자동차수리일을겸업하게되었고, 어느날아버지가

보던자동차잡지에난구인광고를보고그는자동차가있는꿈의도시도쿄

로상경을결심한다. 

10대부터아트상회라는자동차수리공장에서실력을쌓으며자동차레이

싱의꿈을키운다. 아트상회에들어간지6년만에그에게더는가르칠것이

없다고생각한사장은독립을권유했고, 때마침아버지도그의귀향을바라던

바이기에고향에서‘아트상회하마마츠지점’을개점한다. 그의나이22세로

1928년의일이다. 1937년에는‘동해정기중공업주식회사’를설립하고피스톤

링제작을시작한다. 

발을대신할그‘무엇’
태평양전쟁의발발로동해정기도군수산업의일환으로이용되었으며, 전쟁

이끝나자동해정기를도요타에매각하고1946년10월, 내연기관제작을목표

로새로운조직을설립하는데, 이것이혼다기술연구소로지금의혼다자동차

의원류라고할수있다. 

이즈음혼다소이치로의머리에는오직자동차제작만이가득하 으나전

쟁후어려운상황에서고가의자동차를살사람은없었다. 또한자동차를갖

고있다고해도휘발유판매를정부가규제했기때문에돈이있어도구하기어

려운실정이었다. 이런상황에서사람들이가장원하는것은무엇일까생각하

던중‘발을대신할그무엇’이라는결론을내리고, 전쟁중군대에서사용하

던통신기용소형엔진이대량남아있는것에주목해이를자전거에얹어사

용하면되겠다고생각했다. 배기음을그대로본따‘바타바타’라는엔진을생

산하기시작했고, 그성공에힘입어1948년9월혼다기술연구소를혼다기연

공업주식회사로정식설립인가를받기에이른다. 

1962년처음자동차를발표한혼다에대해남들은뒤늦은출발이라고우려

했다. 그러나그가만든첫자동차S360, S500 등S 시리즈는그런우려를불

식시키기에충분할정도로우수했다. 엔진의성능은말할것도없고디자인도

세계유수의스포츠카들에비해조금도손색이없는당당한모습이었다. 그후

아무도혼다에게역사와전통을자랑하지않았다. 

혼다는일본모터리제이션에발맞춰속속새로운경소형차를발표하며국

내에서신임을얻었으며, 세계적으로유명한모터사이클경주에서연속적인

승리를거두며모터사이클계에‘혼다시대’를일구어세계최초로연간생산

100만대이상을기록했다. 

실수하라, 그래야발전한다.
혼다는기술의혼다다. 역대사장은모두기술자출신이다. 그는기술뿐이몰

랐다. 그는아이디어가떠오르면잠자는것도잊었다. “엔진을생각하면머릿속

에서엔진이돌아가멈추지않았다. 그래서잠을잘수없었다.”

그가연구에빠져남긴일화이다. 그가반드시참석해야만하는가족행사에

는부인이가는종이에메시지를적어그의안경에매달았다고한다. 그렇지

않으면잊기때문이다. 그는직원들에게항상기존수준을뛰어넘는무리한기

술을요구했다. 

실수에대한생각도독특하다. 퇴임식에서도그는‘나는많은꿈을이루었

지만실패도많았다. 그러나실패를부끄럽게생각하지는않는다. 그실패로

지금의혼다가여기에있기때문이다’라고말하며무한한도전과실패를기업

의최고가치로확립시켰다. 

기적을만드는모빌리티회사의창업자로
그는성질이고약한것으로유명하다. 성질이나면스패너와해머를집어던

지고, 욕도잘했다. 술도좋아하고, 잘놀았다. 일은엄격했지만노는것은매

우호쾌했다. “놀고싶은욕구가없다면새로운발상이나올수없다. 일을잘

해야잘놀수있다.”는것이그의철학이다. 

하지만직원들은그를따랐다. 솔선수범했기때문이다. 1973년퇴임하기

까지그는출시되는모든자동차와모터사이클을직접시험해보고자신의의

견을제품에반 했다. 

초등학교출신의CEO 한사람이세상을이렇게바꿀수있다는게기적이

라고생각한다. “꿈을가질것, 끊임없이도전할것, 어떤일이있어도그꿈을

단념하지말것”혼다소이치로의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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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소이치로의손
그가1973년은퇴후에집필하 다는자서전이름은『내손이말한다』 다. 과연그의손

은무엇을, 어떻게말하고있는가. 그는이렇게말했다.

“손바닥크기와손가락모양을비교해오른손과왼손이이렇게까지다른손은드물것

이다. 나는이손으로제대로된기계하나없던때부터자동차를수리해서여러가지것을

만들었다가는부수고, 부수고는다시만들어왔다. 손톱은수없이깨져그때마다뽑히고

말았다. 그런데도용케다시나주었다. 손끝도몹시깎 다. 오른손과왼손의엄지와집게

손가락은지금도2센티미터는다르다. 왼손이깎여짧아졌다. 손가락을조금줄인셈이다.

왼손은진짜잘버텨주었다.”

손가락이닳아서줄어들정도로자신의일에충실한혼다소이치로, 혼다기연의끊임없

는발전의비 은바로그의손에있었던것이다.

<혼다소이치로1906~1991, 일본>

Honda History

1962년, 12기통엔진의초대F1과소이치로

1968년, 테스트드라이브전N360AT를살펴보고있는소이치로와하토리

1962년, 제9회동경모터쇼에전시된
S360에몰려든인파

1966년, 소이치로60세에3리터RA300엔진앞에서
F1팀매니저나카무라요시오와함께

1965년, 9월선보인L7000 Light Van 
조립생산라인

1968년, 테스트드라이브전N360AT를살펴보고있는소이치로와하토리

1962년, 제9회동경모터쇼에전시된
S360에몰려든인파

1965년, 9월선보인L7000 Light Van 
조립생산라인

1962년, 12기통엔진의초대F1과소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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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점

Honda Cars Doosan
가장처음혼다자동차의딜러가된두산모터스는

고객의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고객서비스

체제를갖춰‘혼다의가치’를전달하고있다. 두산

모터스는 혼다자동차 공급으로 수입차의 진정한

대중화를이루고혼다자동차가추구하는행복한

모빌리티의 이념을 전파할 계획이다. 두산모터스

의강남매장은400여평에전시장, 부품및Q/S

(Quick Service)등 3S개념을도입하여고객들이

한자리에서혼다와관련된모든서비스를받을수

있도록배려하고있다. 또한고객바와라운지를설

치하여최대한의고객편의를추구하는시설을갖추고혼다의우수한성능과스타일을내세

워30대고객층을집중공략하는등공격적 업을전개하고있다. 성수동에자리한두산모

터스의서비스센터는1,500평규모로판금및도장을포함한모든정비가가능하며혼다본

사에서정규교육을이수한국내최고의기술진을보유한곳이다. 성수동서비스센터에는수

면실을비롯하여넉넉한휴식공간을갖추어차량

을정비하는동안고객들이편안하게기다리실수

있도록충분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강남전시장02-545-0119, 

성수서비스센터02-2215-5452, 

www.hondacarsdoosan.co.kr

서울서초점

Honda Cars IL JIN
일진자동차는고객을위한정도 업과투명경 으로고객들에게호평을받고있는혼다딜

러. 일진자동차㈜의서초동전시장은외관에서부터내부구성요소하나하나기존전시장과

는완전히차별화된자동차판매, 수리의전용건물로혼다의통일된CI를유지하면서도건물

의현대식조형미를살린곳이다. 연건평800평의지상4층, 지하2층건물내에서판매(Sales),

부품(Spare) 및서비스(Service)의3S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건축되었으며고객에게

최상의서비스를받으실수있도록준비하

고있다. 예술의전당인근에자리잡은이곳

전시장은지역적인특성을최대한살려각

종전시회를계획하고있으며고객을위한

고품격문화공간으로서자리매김을할예

정이다. 서초동전시장과12Km (약12분소

요) 떨어진 인덕원사거리에 위치한 안양서

비스센터는연면적580평의2층건물로판

금및도장을포함한첨단정비시설을갖추

고있으며혼다본사로부터정비교육을이

수한풍부한경험의기술진이고객에게최

고의서비스를제공한다.

서초전시장02-580-8000, 

안양서비스센터031-278-8001,  

www.hondacarsiljin.co.kr

Dealer INFO

서울용산점

Honda Cars KCC
서울강북지역첫번째딜러인KCC 모

터스는800여평규모의국내최대전

시장에전시, 판매, 부품, A/S까지원스

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갖췄다. 1층에

있는쇼룸은250평규모에동시7대전

시차량가능한공간이확보되어있으며

별도의고객납차시설을갖추고있다. 2

층에있는Quick Service 센터는엘리

베이터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번거로움

없이직접엑세스가가능하고동시에5

대의차량을정비할수있는별도의세차공간도확보돼있다. 2층퀵서비스바로옆에넉넉

한고객대기실에서직접전면유리문또는CCTV를통해퀵서비스공간에서수리점검중인

차를고객이직접확인가능하며, 인터넷, 홈시어터, 드라이빙시뮬레이션등이설치되어있어

언제든사용할수있다.

수입차시장에서다소소외되었던강북지역을중심으로본격적인 업에들어간 KCC 모터

스는고객을위한최정예서비스맨이최단시간

에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고견인용, 긴급출동

서비스차량을별도로운 하여고객의불편함

을최소화했다.

용산전시장02-6090-6000, 

www.hondacarskcc.co.kr

부산광안점

Honda cars D3
부산 광안리에 자리한 혼다

코리아의첫지방딜러인D3

모터스는 지하1층, 지상3층

의2,100평으로자동차쇼룸

과 AS센터 및 정비시설, 고

객편의시설 등이 한곳에 자

리잡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고있다. 국내최대규모

의 시설로 세계적으로 까다

롭기로유명한혼다자동차전문전시장 로벌스탠다드인1ROOF 3S SYSTEM(판매, 정비,

부품)을완벽히충족시킨전시장이다. D3 모터스는전시장을고객라운지를배치하고 인터

넷카페, PDP 화관, 미니칵테일바, 갤러리등의편의시설과계절별테마공간을운 , 기존

매장의수동적인서비스와단순전시장인아닌차별화된고품격문화, 전시공간으로도활용

하고있다. A/S 및정비시설은층별최첨단전자정비시설을배치해혼다고객만을위한최

적의고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D3모터스는고객만족서비스(CS, NO1)를최고가치

의목표로삼아고객중심의자동차문화를선도

하고지역사회발전에도일익을담당하고있다.

부산광안전시장051-710-3000, 

서비스센터051-755-2111, 

www.hondacarsd3.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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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New ACCORD 출시이벤트
9월New ACCORD 출시와더불어참여한사람중150명을선정해딜러가

직접방문해ACCORD를시승해볼수있는기회를주는‘The Most Wonderful

Escort’이벤트가진행되고있다. 참여한모든사람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

명품스타일리시선물을제공한다고하니혼다차를생각만하던사람들에

게좋은기회가될것이다.  

기간: 2005년9월22일~ 10월21일 신청: www.hondakorea.co.kr

발표: 2005년10월30일개별통보및홈페이지

시승기간: 2005년11월1일~ 11월30일까지

혼다코리아, 상반기수입차시장점유율 10% 육박
혼다코리아가지난6월까지판매를집계한결과를발표했다. 210대로국내

수입차업체가운데톱4 내의위치를계속유지하면서상위권업체로굳게

자리잡았다. 가장많이팔린모델인‘ACCORD’는6월한달만에105대

를등록하는등꾸준한판매실적을보여국내수입차베스트셀러에올랐으

며, CR-V는전월대비30% 이상의성과를보이며판매1위를고수했다. 

이와관련해혼다코리아측은적은판매모델수에도불구하고, ACCORD

와CR-V가모두세계시장에서오랜시간을거쳐소비자들에게검증이된

베스트셀링모델이라는점과3,000만원대의합리적인가격, 동급최강의

우수한성능등으로소비자에게좋은반응을얻은것같다고말했다. 

9월수입차등록2,935대
혼다차종의상승세돋보여

한국수입자동차협

회(KAIDA)가 지

난 9월 중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를공

식 발표했다. 9월

수입차신규등록대

수는 8월 2,714대

보다 8.1% 증가한

2,935대로 집계되어 2005년 누적 21,347대를 기록했다. 9월 등록

대수 2,935대는 전년 9월 등록 1,956대 보다 50.1% 증가했으며 9

월 누적 21,347대는 전년 9월 누적 16,894대 보다 26.4% 증가했다.

9월 브랜드별 등록대수에서 혼다(Honda) 차는 314대로 가장 큰 성

장세을 보 다. 특히 혼다 ACCORD 3.0 V6 VTEC은 151대로 9월

중 가장 많이 등록된 모델 중 하나로 꼽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윤대성 전무는“9월 수입차 신규등록은 브랜드별 다양한 신

차발표와 프로모션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CR-V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1,205대(2004년 누적합계

319대, 2005년 9월까지 누적 합계 886대)를 판매하면서 12개월 연

속 수입SUV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다.

Hot NEWS   
05혼다코리아2006년형CR－V 시승행사

혼다코리아는 CR-V 국내 출시 1주년 기념으로 딜러가 직접 고객을 방문,

2006년형CR-V의시승기회를제공하는‘Better Stylish Festival’행사를

실시해9월30일까지혼다코리아홈페이지에서응모를받았다. 혼다코리아

는총100명을선정해, 오는10월12일부터31일까지딜러가직접고객을방

문해, 2006년형CR-V을시승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CR-V는지난해10월출시된이후줄곧국내수입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1위를기록하고있는혼다의대표적인베스트셀링모델이다. 혼다코리

아는이번행사에참여하는사람중시승외에도추첨을통해구찌시계(1명),

페레가모지갑(2명), 불가리선그라스(3명) 등명품도제공할예정이다.

혼다코리아, 생애고객관리프로그램가동
혼다코리아는혼다본사의대표적고객관리시스템인생애고객관리(LLC) 프

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당시 담당

딜러점의 업팀직원과서비스팀직원이한팀이돼고객이차를바꿀때

까지꾸준히 1 대 1 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평생관리개념의프로그램이

다. 혼다코리아의딜러직원들은고객이혼다차를전달받는날을기념하기

위해‘납차식’을한다. 이후정기적으로고객들과연락을통해만족도를조

사하고, 불편사항을체크한다. 차량전달도별도운송차량을이용해집앞

까지배달한다.

Hot News

일산KCC 공장 10월중오픈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서울시서초구잠원동29-21 
한골빌딩2F (주)지펠라스‘Honda Style’담당자앞

성명 :                          

주소 :

우표를

붙여주세요

Stylish Urban Vehicle

2006

1 3 7 9 0 4



1‘Honda Style’의내용을어느정도보셨습니까?

(가) 거의다읽었다 (나) 70% 이상읽었다 (다) 50% 이상읽었다 (라) 50% 미만읽었다

2‘Honda Style’의내용에만족하십니까?

(가)  매우만족 (나) 대체로만족 (다) 보통 (라) 다소불만족 (마) 매우불만족

3 기사중가장좋았던기사2개를골라제목을적어주세요.

4 앞으로다루었으면하는기사나추가했으면하는기사를적어주세요.

※ 엽서를보내주신고객중20분을추첨하여기념품을보내드립니다.      

고객분들께여쭙습니다

※‘Honda Style’은항상독자여러분들의의견에귀기울이고있습니다. 많은관심과참여를바랍니다.

‘Honda Style’은고객여러분에게혼다자동차에대한폭넓은

정보를제공해고객의자동차문화와생활에도움이되고자

격월로발행되는뉴스레터입니다. 

고객여러분께서보내주시는의견은

뉴스레터제작에소중하게쓰이게됩니다.

‘Honda Style’은고객여러분에게혼다자동차에대한폭넓은

정보를제공해고객의자동차문화와생활에도움이되고자

격월로발행되는뉴스레터입니다. 

고객여러분께서보내주시는의견은

뉴스레터제작에소중하게쓰이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