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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K9은 기아차가 모든 역량을 담아낸 플래그

십(대표) 세단이다 경쟁차로수입고급대형세단을

내세울만큼첨단주행신기술과지능형편의사양

편안함을자랑한다

더 K9의 올해 국내 시장 판매 목표도 1만5000

대로 1세대 K9 출시 첫해인 2012년 판매량(512

월 7500대)의 2배수준에이른다

지난 25일 기아차가제공한신형 더 K9을 타고

기아차 광주공장순창IC강천산 군립공원까지

왕복 96를몰았다

1시간 50분가량직접몰아본 더K9은기아차가

오너드라이버를 위한 최고급 세단이라는 자신감

을갖기에충분했다

시승한 차량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등 3 가지 라인업 중 33 가솔린 터보

그랜드마스터즈풀옵션모델이다

럭셔리세단의감성드라이브에나서기위해

K9 운전석에 앉았다 운전석 양쪽으로 외부 가림

영역을 최소화하고 센터페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조작부)부터 도어트림까지 반듯하게 이어

지는일체감있는 파노라믹뷰 디자인으로시야가

탁 트이는 효과가 느껴졌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123인치 풀터치 대화면 내비게이션을 얹어 보다

넓은화면으로이용할수있도록했다

내비게이션에 신체 항목을 입력하면 운전석 스

마트 자세 제어 기능으로 시트 스티어링 휠 헤드

업 디스플레이영상 아웃사이드미러의위치가운

전자에맞춰졌다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다 천연 가죽에 크

롬도그스위치 중앙에는스위스시계브랜드인 모

리스 라크로와의 아날로그 시계가 부착됐다 플로

어콘솔 도어트림맵포켓등실내 16곳에는미국의

팬톤 색채 연구소와 협업한 앰비언트 라이트 무

드 조명을설치 럭셔리플래그십세단의이미지를

강조했다

뒷좌석에도 듀얼 모니터 센터 암레스트 휴대폰

무선충전시스템 냉방통풍시트 등을갖추고비행

기1등석못지않게안락함을높이는데중점을뒀다

신형K9은전장 5120 전폭 1915 전고 1490

 축거(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3105mm

로 기존K9에비해길이는 25 실내공간을좌우

하는축거는기존(3045)보다 60커졌다

묵직한 주행감에 뛰어난 정숙감 최첨단 기술

까지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음이 들리

지않을정도로정숙했다

운암동을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주행 성능

을알아보기도좋은구간이라가속페달을꾸욱밟

았다

핸들이 묵직해지면서 하체가 바닥에 깔리는 듯

탄탄해졌다 100를넘어속도계가빠르게올라갔

지만엔진소음 풍절음이거의들리지않았고노면

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거슬리지 않았다 기아차는

타이어공명음저감공명기휠탑재 뒷좌석샌드위

치 판넬 적용 엔진룸격벽구조적용및흡차음구

조최적화등을통해정숙함을극대화했다

가속페달을밟으면밟는대로치고나가는듯했

다 순식간에시속 160를뛰어넘었지만동승자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정도였다

무려 18개나 적용된 첨단 주행 신기술을 체험하

기에도충분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선택 방향 사

각지대 영상이 운전석에 나타나는가 하면 터널을

지날때는자동으로창문이닫히며공조시스템이가

동되는 터널연동자동제어 시스템은특색있는기

능으로꼽힐만하다

한편 더 K9의 판매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플래티넘I 5490만원플래티넘 II 5950만원 플래티

넘 III 6890만원 그랜드 플래티넘 7750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 마스터즈II 6650만원 마스터즈

III 7370만원 그랜드 마스터즈 8230만원 ▲50 가

솔린모델퀀텀 933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드러운주행에정숙감흠잡을데없는플래그십세단

지난25일순창강천산군립공원일대를달리고있는 더 K9 기아차제공

팔방미인기아차신형 더 K9 타보니 

더 K9은 기아차의 모든 역량을 담아낸 플래그

십(대표) 세단답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

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기능이풍부하게담겼다

기아차제공자료에따르면 THE K9에적용된

ADAS기능만 18개에달한다

우선 주행 안전 기술의 경우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시스템을 비롯 부주의 운전

시경고해주는시스템 야간시야확보를도와주

는하이빔보조시스템 그리고후측방사각지대

에대한시야확보를해주는후측방모니터가설

치됐다

또주행편의기술로는스마트크루즈컨트롤과

연계 차로중앙주행이가능하게조향속도를자

동으로 제어하는 차로유지보조 고속도로 주행보

조기능과곡선구간에서자동으로속도를줄여주

는기능도갖췄다

안전한주차를위해출차시교차차량과의충돌

방지를 해주는 시스템 접근 차량을 감지해 안전

하차를 보조해주는 시스템 주차 시 시야를 확보

해주는후방카메라와서라운드뷰모니터를적용

했다

여기에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물체와

의 거리를 알려주는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도 설

치됐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선택 방향 사각지대 영상이

운전석에나타나는가하면 터널을지날때는자동

으로창문이닫히며공조시스템이가동되는 터널

연동자동제어 시스템은K9에서만볼수있는특

색있는기능이다

세계적 색상 권위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협업으로 16곳에배치된무드조명 앰비언트라이

트 스위스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와와 협

업해설치된 아날로그시계 등도 더 K9의 고급

스러운존재감을높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후측방모니터서라운드뷰모니터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풍부

더 K9 이게다르다

일체감있는 파노라믹뷰디자인으로시야가탁트이는효과가느껴지는K9 실내공간

고출력역동성에소음없어

터널연동자동제어 등

최첨단주행신기술장착

천연가죽에크롬도그스위치

럭셔리세단감성이미지강조

방향지시등을켜면계기판에보이는후측방모니

터

주차 시 시야를 확보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서라

운드뷰모니터

차로유지보조시스템

기아차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