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고 MPG 가솔린 차, 2013 년 올해의 녹색 차 영광을 향해 경쟁 

 

우승자는 11 월 29 일 LA 오토쇼 기자회견서 발표 

 

로스앤젤레스, 2012 년 10 월 25 일 /PRNewswire/ -- 5 대의 뛰어난 자동차가 Green Car Journal 의 

2013 올해의 녹색 차®(2013 Green Car of the Year®) 결승후보에 올랐다. 8 년 연속 올해의 녹색 차는 

자동차 분야의 환경 리더를 선발한다. 우승자는 11 월 29 일 LA 오토쇼의 언론 보도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의 결승 진출자는 닷지(Dodge) Dart Aero, 포드(Ford) C-MAX, 포드 Fusion, 

마쯔다(Mazda) CX-5 SkyACTIV, 토요타(Toyota) Prius c 이다.  

 

보도자료 관련 멀티미디어 자산은 http://www.multivu.com/mnr/58908-la-auto-show-2013-green-car-

of-the-year-hono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1025/MM98886 )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060612/LAM005LOGO ) 

 

Green Car Jouranl 편집장이자 출판가 Green Car Institute 회장 론 코건(Ron Cogan)은 "올해의 녹색 

차 프로그램에게 지금은 흥분되는 시간이다” 면서 “20 년 동안 Green Car Journal 은 자동차 산업의 

‘녹색화’를 목격했다. 하나의 콘셉트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프로그램까지 지금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수는 놀랄 만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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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건은 ‘녹색’ 자동차로의 전환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운전하는 기쁨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코건은 “가장 어려웠던 과제는 뛰어난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5 명의 

후보자만 추리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013 올해의 녹색 차뿐만 아니라 Green Car Journal 의 우수한 ‘2013 5 대 녹색 차’를 대표하는 5 대의 

결승 진출자는 자동차 산업이 효율과 테일파이프/CO2 배출량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반영한다. 고 mpg 

닷지 Dart Aero 와 마쯔다 CX-5 SkyACTIV 는 전통적인 동력의 내부 연소 장치를 지닌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의 효율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토요타의 Prius c 는 Prius 이름 하에 새로운 고 

mpg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전통을 잇는다. 포드 C-MAX 와 Fusion 은 대중적인 모델이 

다양한 고효율 기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C-MAX 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선택권을 

제공하고, Fusion 은 동력 선택과 더불어 연료효율적인 EcoBoost 옵션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모델이 대량 시장에 적합한 가격대에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완전한 기능과 대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 운전에 연료 사용과 전반적인 배출량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승자는 Sierra Club 상무이사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 Ocean Futures Society 회장 쟝-미셸 

코스투(Jean-Michel Cousteau), Global Green USA 최장 매트 피터슨(Matt Peterson), Tonight Show 

MC 이자 자동차 마니아 제이 레노(Jay Leno), Green Car Journal 스태프 등 국가 최고의 환경 리더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 대해 

이번 시즌 북미 첫 주요 오토쇼인 2012 LA 오토쇼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데뷔의 무대가 

되며, 올해 나머지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날짜는 언론에게는 11 월 28 일부터 29 일까지, 



대중에게는 11 월 30 일부터 12 월 9 일까지이다. 이메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은 11 월 9 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언론 보도일 후 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찾는 쇼가 된다. 최근 

뉴스와 정보는 LA 오토쇼 트위터 twitter.com/LAAutoShow 에서 팔로우할 수 있고, 페이스북 

facebook.com/LosAngelesAutoShow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LAAutoShow.com 에서 가입할 수 

있다.  

 

Green Car of the Year®에 대해 

GCOY 어워즈는 자동차 산업에서 환경을 보전하려는 Green Car Journal 의 목적 중 중요한 부분이다. 

1992 년부터 Green Car Journal 는 자동차, 에너지, 환경의 조화를 생각해 처음에는 업계 신문과 

유명한 자동차 잡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늘날 잡지는 고연료효율, 저배출, 첨단 기술, 대체연료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영리 Green Car Institute 는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의 녹색 차®는 Green Car Journal 과 RJ Cogan Specialty 

Publications Group, Inc 의 등록상표이다.  

 

문의: 제시카 슈미트(Jessica Schmidt), Rogers Finn Partners, +1-310-552-4177, 

LAAutoShow@Fin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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