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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 Energy(뉴욕, SPAQ)
(Fisker 전기차 스펙주와 합병상장)
기업개요
피스커는 2005 년에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 LA 에 본사가 있다. 지금까지 약 2,000 대의
자동차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친환경적인 고급 모빌리티 솔루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여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피스커 전기차 회사는 7 월 13 일
SPAQ 라는 스펙주와의 합병을 통해 2020 년 4 분기에 뉴욕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합병의 예상 주식 가치는 29 억 달러(약 3 조 4800 억원)이며 차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회사의 사업전략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이다.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스커는 2012 년 카르마라는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소개했으며 2013 년 회사경영과 품질문제로 재무가 악화되어 파산을 했었고
이를 중국 완샹 그룹이 인수해 2014 년 카르마 오토모티브가 만들어졌었다. 헨릭 피스커
CEO 는 2016 년 다시 피스커 INC 를 설립하였고. 다양한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였다.
회사차량은 2022 년에 생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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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Fisker Ocean 은 프리미엄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전기 SUV 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운전자
편의와 접근성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설계되었다. 2020 년 초 CES 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수많은 상을 수상한바 있다. 오션 SUV 는 2022 년에 3 만 7499 달러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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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와 비슷한 형태로 앞뒤 차축 2 개의 전기모터를 연결해 움직인다. 4 륜구동과 300 마력이상이며 제로백은 2.9 초다. 1 번의
충전으로 300 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0 년 8 월 10 일 미국 친환경 자동차 메이커 피스커는 독일 마그나 슈타이어가 자사의 ‘피스커 오션’을 몇
달안에 생산 계약에 대한 최종 합의할 것으로 밝혔다. 마그나 슈타이어는 2022 년 4 분기정도에 생산이 가능할것이라고 하였다. 합의
1 주일 전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가져다 쓰려는 협상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선 250 달러를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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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리에 통합된 최첨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대형 16 인치 중앙 터치스크린과 9.8 인치 클러스터 스크린으로 보완된다. 내부에
노래방기계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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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컨셉을 내세워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것도 특징이다. 낡은 나일론 그물과 타이어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해 카펫을
제조하였다.
비건 내부는 100%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표면과 100% 화학 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레이온 베킹으로 보강되었다.
인테리어 트림은 폴리에스터 섬유, 재활용된 병 플라스틱과 병들로 재활용화 되었으며 이산화 배출을 80%까지 줄여준다.

차량 지붕에 설치된 솔라루프를 통해 연간 최대 1000 마일(약 1600km)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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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도 열리는 특징이 있으며 9 개의 유리창과 패널을 한번의 터치로 열 수 있다. 높은 개방성을 자랑한다.

피스커 이모션 EV 다. 아직 양산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전망
피스커는 2022 년에서 2027 년사이에 100 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2025 년까지 라인업을 4 대의 차량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NOTICE
본 조사자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본 자료에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