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현대자동차가곧출시될대형스포츠유

틸리티차(SUV)인 팰리세이드에새롭게

장착될스노우모드실험영상을20일자사

미디어 채널인 HMG TV와 공식 SNS를

통해공개했다. 팰리세이드는현대자동차

SUV중크기가가장큰플래그십이다.

성능테스트는북극권에근접한스웨덴

북부의 소도시 아르예플로그(Arjeplog)

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겨울에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지역으로 눈길과

빙판언덕등자동차주행에가혹한조건을

갖추고있다.

현대자동차의스노우모드는이런환경

에서도주행이가능하도록각휠의구동력

을신속하게제어한다.

영상에등장하는차량은11월말공개될

예정인현대자동차의플래그십대형SUV

팰리세이드로국산SUV최초로스노우모

드가적용된다.스노우모드는4개의바퀴

중일부가눈길에서헛돌거나공중에떴을

때상대적으로접지력이높은나머지바퀴

에동력을집중시켜험로탈출을도와주는

기능이다.

영상에서는 항시 4륜 구동(AWD, All

Wheel Drive) 상태로 눈길을 주행하던

팰리세이드의왼쪽뒷바퀴가공중에떠서

헛도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차량 센서가

0.02초만에이를인식하고구동력제어가

시작된다.

제어과정은우선전륜의구동력일부를

후륜으로이동시키고이는다시접지력이

양호한바퀴로신속하게전달돼일반적인

항시4륜구동(AWD)으로는탈출하기힘

든상황을헤쳐나오게된다.

이같은현대자동차의스노우모드는항

시 4륜 구동(AWD)의 구동력배분과자

동차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의엔진토크및응답성제

어, 자동변속기 제어장치(TCU, Trans

mission Control Unit)의 변속패턴 제

어,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ESC,

Electronic StabilityControl)제동제어

등네가지기술이유기적으로상호작용하

며작동한다.

현대자동차는2년동안겨울철마다연구

원들을아르예플로그로파견해다양한노

면에서6000㎞가넘는테스트주행과정을

거쳐최적의제어로직을개발했다.

현대자동차는이같은 지능형지형반응

시스템을통해고객들이대형SUV로다

양한환경에서레저나캠핑등아웃도어활

동을안전하게즐길수있기를기대하고있

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오는 28일(현지시

간) 열리는미국 LA 오토쇼에서전세계

최초로팰리세이드를공개할예정이며,곧

이어국내고객을위한사전계약접수를시

작할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팰리세이드는운전석에서부터3열승객석

에이르기까지모든공간에직관적인사용

자 경험(Intuitive Usability Experi

ence)을 기반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패키

지,안전편의기술을적용해대형SUV시

장에새로운기준과가치를제시할예정이

다. /김경석기자pius97@

현대차 팰리세이드 영상공개…미국오토쇼서선봬

국산SUV최초스노우모드탑재…거친눈길도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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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서베일벗은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차는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의르메르디앙서울다빈치볼룸에서열

린 2018신한은행MYCARKBO시

상식에서 KBO리그 정규시즌 MVP

로 선정된 김재환 선수(두산 베어스)

에게부상으로K7을수여했다고20일

밝혔다.

2018KBO리그정규시즌MVP시상

에는KBO정운찬총재가시상자로나

섰으며,김재환선수에게MVP트로피

와K7을전달했다.

김재환선수는 훌륭한디자인과주행

성능을겸비한K7을부상으로받게돼

정말기쁘다면서 다음시즌에도좋은

활약으로팀에더큰도움이되고,팬분

들을즐겁게해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

다고말했다.

김재환선수가받게된K7은고급스

럽고카리스마넘치는디자인에부드러

운주행성능을갖춘것은물론,첨단주

행안전기술및편의사양이대거탑재

돼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대한민국대표준대형세단이다.

기아차관계자는 2018KBO리그홈

런상,타점상은물론MVP까지차지한

김재환선수에게품격있는디자인과안

정적인주행성능을고루갖춘K7이정

말잘어울리는것같다며 기아자동차

는 KBO리그 공식 후원사로서 앞으로

도국내야구발전과흥행을위해노력

하겠다고말했다.

한편,기아차는2012년부터7년연속

KBO리그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며 △2018 KBO 한국시리즈

MVP 선수스팅어수여△2018 KBO

올스타전MVP선수더뉴K5 수여△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홈런존 운영

△야구 유망주 장학금 전달 프로그램

타이거즈러브투게더 운영등다양한

활동을펼치고있다. /제갈대종기자

KBO리그MVP김재환 K7 탄다

기아차 김재환선수에K7증정…2012년부터공식후원

기아자동차는 19일르메르디앙서울시강남구의서울다빈치볼룸에서열린 2018 신

한은행MYCARKBO시상식에서KBO리그정규시즌MVP로선정된두산의김재환

선수에게부상으로K7을수여했다. /기아차제공

200대판매… 한국시장반응좋아추가증산요청

르노삼성자동차가 1t 트럭으로 대표되

는국내경상용차시장에변화를몰고오겠

다며출시한 마스터가출시한달새200

대팔린것으로집계됐다.

19일르노삼성차에따르면지난달15일

출시된르노마스터는이달15일까지200

대가판매됐다.사전계약물량까지포함하

면600대가이미계약이마감된상황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연말까지 300대

정도판매할것으로예상했는데시장의반

응이기대이상으로좋다고말했다.

사전계약 물량이 600대를 넘기면서 지

금계약하는차는내년3월이후에나인도

받을수있다고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르노본사에추가증산을요청했다며 내

년3월이후로는원활한공급이이뤄질것

이라고말했다.

마스터는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밴과

비슷한형태의트럭이다.차뒷부분이짐을

싣는화물적재공간인데이공간이일반트

럭과달리밀폐형구조다.

스타렉스밴과형태가비슷하면서도적

재함크기는더커고급가구나대형가전

제품등을실어옮기기에적합하다는게르

노삼성차의설명이다.

르노삼성차는 마스터를 기반으로 국내

상용차시장을공략해 2년이내에상용차

시장에서 수입모델의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목표다.

르노삼성차관계자는 마스터는국내경

쟁모델에비해가격은400만∼500만원정

도비싸지만전륜구동방식이어서눈길에

도 덜 미끄러지고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경사로밀림방지장치등의안전편의사양

이탑재돼가격차이를뛰어넘는경쟁력이

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르노상용차 마스터 ,출시한달새계약물량600대 쉐보레,전기차볼트EV올해도입분판매완료

한국GM의 자동차 브랜드 쉐보레는

전기차볼트EV(BoltEV)의올해국내

도입물량에대한판매를공식완료했다

고20일밝혔다.

한국GM은 올해 GM(제너럴 모터

스) 본사로부터 볼트EV 4천700대를

배정받아1월사전계약을시작했다.접

수첫날접속폭주로시스템이멈춰다

시접수를시작했는데 3시간만에 4천

700대가모두사전계약이마감됐다.

한국GM관계자는 사전계약을받은

이후실제차량을고객에게인도하는작

업을최근마무리했다며 전체판매물

량은당초배정된물량을조금상회한4

천715대였다라고말했다.

지난해국내에처음출시된볼트EV

는1회충전으로383㎞를달리는긴주

행거리와보조금혜택을받을경우2천

만원대로내려가는가격등의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

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