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톤®이 진행하는 더개러지와 GO 가 올해 12 월에도 로스앤젤레스오토쇼®와 

오토모빌리티 LA™에서 열려 

더개러지에 명차 , 애프터마켓 액세서리와 개조차량이 전시 

GO 에는 게스트들이 전기 자전거 , 스쿠터와 개인 이동 기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3천 

평방피트 면적의 야외 전시장이 신설  

로스앤젤레스, 2017년, 11월 8일 /PRNewswire/ -- 로스앤젤레스오토쇼 (LA Auto 

Show®)와 오토모빌리티 LA(AutoMobility LA™) 조직자들은 프레스톤(Prestone®)이 진행하는 

더개러지(The Garage)와 GO의 운영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가 두 번째로서 

사우스홀 남쪽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행사 더개러지에는 명차, 가장 인기 있는 애프터마켓 

부품과 액세서리, 개조차량 등을 전시한다. 사우스홀 아트리움과 옥외 통로에 위치하게 될 

GO는 스쿠터,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스마트한 이동 수단에 관심이 많은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즐거운 장소가 될 것이다. 

 

더개러지는 컨벤션센터 사우스홀 남쪽의 편리한 장소에 16만 평방피트 면적으로 설치되어 

30개 이상의 전시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토모빌리티 LA와 LA오토쇼 참가자들은 

더개러지에 들러 전시된 애프터마켓 제품을 구경하고,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며 개조차량을 

살펴볼 수 있다. 더개러지에서는 알앤드에즈오토사운드(Al & Ed's Autosound)가 개조한 

차량이 전시되며, 커스텀인그레이빙컴퍼니(Custom Engraving Company)가 만든 맞춤 자동차 

번호판을 살 수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소 걸스핏스탑(Girls' Pit Stop)에서 유튜브 

스타 제시칸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프레스톤은 창립 90 주년을 기념하여 링브라더스가 개조한 1971년형 드 토마소 판테라, 

"언룰리(Unruly)"라는 별칭의 1966년형 쉐보레 C/10 스트리트 트럭 개조 차량과 역시 

링브라더스가 최근 개조한 1972년형 AMC 제이블린 등 모두 25 대 이상의 차량을 전시한다. 

프레스톤은 또한 LA오토쇼에 앞서 진행될 예정으로 동사 9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하고 

다양한 개조차량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최고의 차량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올해의 더개러지에 프레스톤과 함께 참가하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http://laautoshow.com/
https://automobilityla.com/
http://prestone.com/


 에어울프 3D(AirWolf 3D): 에어울프 3D 프린터로 만든 3D 부품이 탑재된 2016 년형 

닷지 챌린저 SRT 헬캣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3D 프린터 부품으로 만든 

헬캣"을 살펴 보기 바란다. 

 아이반탐피커스텀스(Ivan Tampi Customs): 독학으로 공부한 이 자동차 디자이너는 

C7 콜벳 스팅레이를 위해 자신이 최근 디자인한 XIK 와이드바디 키트 등 콜벳 개조 

키트들을 전시한다. 

 K1 스피드(K1 Speed): 미국 최고의 이 카트 레이싱 회사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자신의 

대표적인 고카트 차량을 전시하며 스핀더휠 경품을 제공한다. 

 야마하(Yamaha): 이 유명 제조사는 수상 보트, e-바이크, ATV, 4x4, 오토바이와 

헬리콥터 드론을 전시하며 이와 함께 동사 음악 사업부와 협력하여 디스크라비어 

피아노, 앰프, 기타를 전시하고 개러지 밴드의 공연을 진행한다. 

LA오토쇼와 오토모빌리티 LA 사장인 라이사 카즈는 "우리 쇼에 오는 팬들은 매년 

더개러지와 Go에서 진행되는 전시 행사에 기대가 큰데 왜냐하면 이 두 행사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것, 즉 쿨하고 특별한 자동차(구형과 신형)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대안적인 운송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우리의 찬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전시된 개조 

차량 및 발명품과 기존 제품이 섞인 애프터마켓 액세서리들을 통해 미래 이동 수단의 다양한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O에 참가하는 회사 중에는 팬텀바익스(Phantom Bikes), 프로펠라일렉트릭바익스(Propella 

Electric Bikes)와 2016년도 탑텐 회사인 URB-E 등 최고의 개인 이동 수단 개발 업체가 눈에 

띤다. 또한 올해 GO는 로스앤젤레스컨벤션센터 웨스트홀 뒤에 있는 옥외 통로에 3천 

평방피트의 야외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 곳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전시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하기 회사들의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마이크로킥보드(Micro-Kickboard): 스위스 회사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Mobility)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스쿠터, 킥보드와 기타 개인 이동 제품들을 제조한다. 

 팬텀바익스(Phantom Bikes): 샌디에이고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동력을 갖춘 전기와 휘발유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설계하고 제조한다. 

 프로펠라일렉트릭바익스(Propella Electric Bikes): 전통적인 자전거의 모습과 느낌을 

갖고 있으며 간단하게 믿고 타기 쉽고 저렴하게 설계∙제작된 전기 자전거. 

 레이저 USA(Razor USA): 이 미국 회사는 2000 년에 설립되어 이제는 전설이 된 

킥스쿠터를 선보였으며 현재 전세계 시장을 위한 개인 운송 수단과 기타 전기 이동 

수단을 설계∙제조하고 있다. 

 URB-E: 2013 년에 설립되어 미래의 도시 교통을 위한 폴더블 전기 스쿠터와 e-차량 

개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https://airwolf3d.com/
http://www.ivantampicustoms.com/
http://www.k1speed.com/
http://www.yamaha-motor.com/
https://www.microkickboard.com/
https://phantom-bikes.com/
https://www.propellabikes.com/
https://www.razor.com/
https://www.urb-e.com/


더개러지와 GO는 오토모빌리티 LA 기간 중 미디어와 업계 전문가들에게 공개되며 

일반인들에게는 LA오토쇼 기간 중 공개된다. 

더개러지, GO와 올해 오토모빌리티 LA 및 LA오토쇼에서 진행되는 다른 행사에 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경우 Automobilityla.com 과 LAAutoShow.com 을 방문하기 바란다. 

로스앤젤레스오토쇼와 오토모빌리티 LA 

1907년에 시작된 로스앤젤레스오토쇼(LA오토쇼®)는 매년 열리는 오토쇼 중 북미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주요 오토쇼이다. 2016년에는 동 쇼의 프레스앤드트레이드데이즈가 커넥티드카 

엑스포(CCE)에 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운송과 모빌리티의 미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융합하는 업계 최초의 산업 

전시회인 오토모빌리티 LATM가 되었다. 오토모빌리티 LA 2017은 11월 27-30일 사이에 

로스앤젤레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제조사들의 신차도 여기에서 발표된다. LA오토쇼에 

대한 일반인 공개는 12월 1-10일이다. 오토모빌리티 LA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비즈니스가 

만들어 지고, 획기적인 제품이 선보이며, 전세계 언론사와 업계 전문가들 앞에서 전략이 

발표된다. LA오토쇼는 전 L.A. 신차딜러협회가 후원하며 ANSA프로덕션즈가 진행을 맡는다. 

오토쇼에 관한 최신 뉴스와 정보를 받아보려면 트위터 twitter.com/LAAutoShow, 

페이스북 facebook.com/LAAutoShow 혹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aautoshow/ 에서 LA Auto Show를 팔로우하기 

바라며 http://www.laautoshow.com/에서 얼랏 창에 사인업하기 바란다. 오토모빌리티 LA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경우 http://www.automobilityla.com/을 방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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