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르노 그룹, 알피느 계획 공개 
 
-- 고급 스포츠카 시장에 출시되는 흥미진진한 신형 알피느 비전 
-- 연말 전에 미래 생산 모델 공개 예정  
-- 알피느 - 르노 그룹, 르노 스포츠 및 포뮬러 원의 힘 이용 
 
(몬테카를로, 모나코 2016년 2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몬테카를로 랠리의 고장이자 경주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는 투리니 
고개에서 르노 그룹이 오늘 새로운 알피느 스포츠카 계획을 발표하고, 알피느 비전 쇼카를 
공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62651-groupe-renault-unveils-plans-
for-alpine/ 
 
르노 그룹의 회장 겸 CEO인 Carlos Ghosn은 “모터스포츠와 스포츠카는 우리 르노 그룹의 
DNA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며 “이달 초 르노 팀을 꾸려 포뮬러 원에 다시 합류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오늘은 알피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로와 트랙 간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사 전략에서 흥미진진한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 앞으로 고급 스포츠카 
부문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피느 비전 쇼카는 전 세계 애호가들로부터 사랑과 찬사를 받았던 멋진 알피느 A110 
베를리네트를 이어 받아 관능적인 디자인에 뛰어난 민첩성을 결합했다. 알피느 비전에는 
르노 스포츠 전문가들이 만든 새로운 4실린더 터보차지 엔진이 탑재된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4.5초 내에 0에서 100 km/h를 돌파할 수 있다. 이는 미래 생산 모델의 
목표이기도 하다.  
 
알피느는 르노 그룹 내 열정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관리하게 된다. 이 팀의 
유일한 사명은 까다로운 고급 스포츠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그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Michael van der Sande가 알피느 상무이사로, Antony Villain이 
알피느 설계 책임자로 활약할 예정이다.  
 
알피느는 르노 그룹과 르노 스포츠의 방대한 자원을 이용할 예정이다.  
 
알피느 상무이사 Michael van der Sande는 “우리 알피느 팀은 전 세계 스포츠카 
애호가들에게 다시 알피느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리의 임무는 
과거 유명했던 알피느를 충실하게 재해석해서, 아름다운 디자인과 민첩한 고성능의 
스포츠카를 통해 알피느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이다. 알피느 비전 쇼카는 보는 즉시 
알피느라는 걸 알 수 있는 동시에 확실히 현대적이기도 하다. 올 후반기 생산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피느 팀은 향후 12개월 동안 디자인, 중량, 핸들링, 민첩성 및 디테일에 대한 주의 
측면에서 오늘 공개된 쇼카와 아주 유사한 뛰어난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념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로는 팀과 네트워크 구성 및 경주 대회 참가 등이 있다. 현 시그너텍-알피느 
경주팀은 이미 두 유럽 내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작년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내구대회 LMP2 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르망을 포함하여 세계 내구 대회에 
두 대의 알피느 LMP2를 출전시킬 계획이다.  
 
프랑스 디에프에서 만든 신형 알피느는 2017년 유럽을 시작으로 판매에 들어가고, 차후 
다른 국제 시장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edia.renault.com - http://www.renault.com 



팔로우: @Groupe_Renault, @Alpine_cars 
http://www.facebook.com/alpinesportscars 
#AlpineIsBack 
사진: http://www.flickr.com/photos/signatech-alpine/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215/333187 ) 
 
알피느 기자 회견은 Periscope에서 트위터 @Groupe_Renault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출처: 르노 그룹(Groupe Rena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