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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올뉴K7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사용방법과 차량관리 요

령등을설명해주는 레이디케어(Lady

Care) 서비스를자동차업계최초로실

시한다 고객이서비스를신청하면요청

한장소로전문엔지니어가방문해차량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기능의 사용

방법과 일상적인 차량 점검 응급조치

요령을설명해준다

출고 100일 이내의 올 뉴 K7을 운행

하는여성고객이면누구나레이디케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기원하는운전자는 5월 4일까지기아

레드멤버스 홈페이지(httpred

kiacom)를통해신청하면된다

실제 차량 소유주가 남성이라도 운전

자가여성인경우에는신청할수있다

이 서비스는 기아차 멤버십 브랜드

기아레드멤버스가 제공하는 고객서

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아차는

지난 2월부터 신청고객을대상으로레

이디 케어 서비스를 실시해 여성 운전

자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기아차는 신청 고객에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기아차

가직접제작한운전교육관련콘텐츠 

드라이빙가이드북도함께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뉴K7 여성고객차량응급조치설명해드려요

기아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

(SUV) 모하비가돌아왔다 8년만에부분

변경모델로출시된 더뉴모하비는고급

스러워진 디자인에 유로6 기준에 맞춘 디

젤엔진을탑재했다

14일 시승에 앞서 마주한 더 뉴 모하비

첫인상은 크다였다 전장만 4930로 전

작의 4935보다 살짝 짧아졌지만 모하비

특유의웅장한외관을그대로이었다 특히

큰덩치에각진차체가강인함을더했다

실내는 외관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다

묵직한차문을열자퀼팅무늬의나파가죽

시트와클래식한우드그레인이먼저눈에

들어온다

플래그십 SUV다운고급스러움과안락

함이다 센터페시아에는 기존보다 1인치

커지고 UVO기술 적용으로 사용이 편리

해진 신규 내비게이션과 공조 버튼들이

직관적으로잘정렬되어있어편리한조작

이가능하도록했다

두툼한 스티어링휠과 선명한 계기판 역

시 새롭게 바뀐 부분으로 고급 세단에 필

적하는질감과조작편의성을갖춰국산최

고의SUV라고하기에부족함이없었다

시승코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발

해 제2순환로를 지나 무등산장과 원효사

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약24km구간이다

무등산 일주도로 구간으로 가파른 계곡

급한코너링에오프로드와비슷한구간이

다

운전석에오르자주변차들은모두아래

로 보였다 주행중에는강력한 힘을느낄

수 있었다 실제국내 전통 SUV 중 30

급 엔진을 탑재한 것은 모하비가 유일하

다

최고출력 260마력 최대토크 571kgfm

에 달한다 대형차지만 연비는 당 10

수준을유지하며경제성도어느정도만족

시켰다

시동을켜자 6기통엔진특유의 그르렁

하는묵직한배기음이인상적이다 디젤엔

진이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언뜻

가솔린차량과구별하기힘들정도로소음

과진동이억제되어있는모습이다

호남고속도로를지나제2순환도로에올

라속도를높여봤다 더 뉴 모하비는육중

한 덩치가 무색하게 빠른 응답성을 보이

며 무섭게 속도를 올린다 빠르고 높고

거대한 차체 속에서 길을 아래로 내려다

보는 기분은 마치 내가 도로를 지배하는

듯한느낌이었다

추월가속을위해다소급하게차선을변

경하며 가속해봤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탄탄하게자세를잡아큰덩

치에도 전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구매고객 70%가남성인 남자의차 모하

비가 안락함까지 더한 느낌이 들었다 코

너링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는 전륜

서스펜션에유압식리바운드스프링을장

착하고 쇽업쇼버(완충기)도 새롭게 튜닝

한 효과다 다만 고속주행에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

이남았다

도시를 벗어나 무등산 일주도로에 진입

하자오프로드모하비의본능과직접만날

수있었다 덩치큰대형 SUV여서가속감

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종일관

넉넉한출력을뿜어내는엔진과완벽한조

화를 이루는 후륜8단 변속기의 실력 앞에

그걱정은기우였음을확인할수있었다

파워 외에도 다양한 편의ㆍ안전장비는

운전자의피로를덜어주고시종일관믿음

직스러운 주행을 하게 해 과연 대한민국

최고급대형 SUV 다운 면모를자랑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동승석

워크인디바이스▲원격시동및공조제어

등 유보(UVO) 20 ▲후측방 경보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등을장착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레이디케어 서비스

14일기자가탄더뉴모하비차량이무등산일주도로옆비탈길을힘차게오르고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SUV 더 뉴모하비 타보니

정숙함에파워까지 코너링도안정적

디젤엔진 탑제 불구 소음진동 적어

대형차지만 연비 리터당 10 수준

메르세데스벤츠의 더뉴C클래스쿠페

(The New CClass Coupe)가 오는 2분

기에국내출시된다

벤츠 코리아는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16메르세데스팬스나이트 행사

에서이차량을국내최초공개하고올해2

분기에판매하겠다고 14일밝혔다

이차량은벤츠C클래스중가장스포티

한모델이다

경량 구조와 뛰어난 공기역학 고성능

이지만효율적인엔진도돋보인다

더 뉴 S클래스 카브리올렛(The New

SClass Cabriolet)은 1971년 이후 벤츠

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4인승 럭셔리 오픈

탑모델로오는 3분기출시된다

더 뉴 SLC(The New SLC)는 프리미

엄 콤팩트 로드스터 SLK의 페이스리프

트 모델로 오는 3분기에 국내에 선보인

다

연합뉴스

벤츠 더 뉴 C클래스쿠페 2분기 국내출시

메르세데스팬스나이트서공개

벤츠 C클래스중가장스포티

세단못지않는민첩성  오프로드주행감도탁월

시승차량사양

트림명더 뉴모하비 30 디

젤프레지던트상시 4WD풀옵션

차량가격5029만원

연비복합 102km (도심

90km고속 122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