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는아이오닉5 구매고객을위한전

기차 멤버십 특화서비스 아이오닉 디 유니크

(IONIQTheUnique)를선보인다고29일밝혔

다.

아이오닉디유니크는현대차의첫번째전용

전기차이자본격적인전기차시대를알리는아이

오닉 5의 구매고객을 위한 멤버십 특화서비스

다.멤버십에가입한고객은취향에따라▲충전

▲카케어▲레저▲라이프컬쳐등 4개카테고

리에포함된9개서비스중한가지를선택해무

료로이용할수있다.

충전카테고리에서선택가능한서비스는7㎾

또는11㎾홈충전기제공과30만원상당의공용

충전선불카드제공이있다.카케어카테고리에

서는 방문세차 이용권과 차량 맞춤형 프리미엄

세차이용권,생활스크래치를보호하는필름시

공이용권등서비스를선택할수있다.

레저 카테고리에는 글램핑 숙박 이용권, 차박

캠핑용품과밀키트제공서비스와라이프컬쳐카

테고리는스트리밍서비스연간이용권, 커피, 와

인,친환경키트등정기구독서비스제공이있다.

아이오닉디유니크가제공하는서비스선택은

아이오닉5를출고한고객이블루멤버스회원가

입후마이현대앱에서신청할수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멤버십 특화서비스

아이오닉디유니크로고객들에게새롭고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선사할것이라며 앞으로도아

이오닉5 멤버십고객들에게차별화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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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전용전기차출시로

경쟁이뜨거운올해국내자동차시장이대형세단

의잇단출시로또한번뜨겁게달아오를것으로보

인다.

최근렉서스가신형LS를출시한것에이어조만

간메르세데스-벤츠가 7세대완전변경모델S 클

래스의국내출시를앞두고있다.여기에제네시스

도연말신형G90출시를앞두고있다는점에서올

해플래그십세단의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우선 렉서스는 지난 16일 플래그십 세단 뉴

(New) LS 500 와 LS 500h 를공식출시했다.

이번에출시된뉴LS는장인정신과첨단기술이

집약된렉서스의플래그십세단으로LS의DNA이

라할수있는정숙성과안락한승차감을한층개선

한게특징이다.

29일렉서스에따르면하이브리드와가솔린2가

지모델로출시되는 NewLS 는전모델풀타임4

륜구동시스템(AWD)과전자제어에어서스펜션

을적용해다양한주행환경에서도탁월한주행안

정성과편안한승차감을제공한다.

특히, 하이브리드모델LS 500h에는 멀티스테

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고, 모의 10단

변속제어를통해더부드러운변속을실현했다고

관계자는전했다.

LS에는안전하고편안한주행을지원하는예방

안전기술및다양한편의기능을강화했고, 전모

델에직관적인주행정보를제공하는 24인치대형

헤드업디스플레이, 사용자편의성을높인 12.3인

치터치디스플레이,예방안전기술패키지인렉서

스세이프티시스템플러스(LSS+), 후측방제동

보조 시스템(RCTAB), 주차 보조 브레이크

(PKSB)가장착됐다.

가격은LS 500 AWD모델이등급에따라최소

1억2740만원에서 1억5200만원, 하이브리드모델

인LS 500h AWD는 1억4750만~1억6750만원이

다.

메르세데스-벤츠도 다음달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더뉴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의출격을

앞두고있다. 7년만에완전변경모델로돌아온7세

대모델로, 1951년첫출시이후지금까지전세계

에 400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에서국내소비자들의기대도크다.

더뉴S클래스는짧은프론트오버행,긴휠베이

스,균형잡힌후방오버행으로완벽한비율의클래

식한세단형태를보여준다.전면부의높은위상을

상징하는라디에이터그릴과현대적인휠디자인이

적용됐다.

130만이상의픽셀로이전보다더선명해진고해

상도 조명 시스템을 탑재한 디지털 라이트

(DIGITAL LIGHT) 기술이 적용된 헤드램프도

장착됐다.실내공간은고급스러운인테리어와3D

계기판, 12.8인치OLED디스플레이, 에너자이징

컴포트프로그램,액티브앰비언트라이트등편의

사양이탑재됐다.

이와함께진보된주행보조시스템과브랜드최

초로적용된뒷좌석에어백등다양한안전기능도

갖췄다. 또 리어-액슬 스티어링(rear-axle

steering)이탑재돼쾌적한승차감과민첩함이동

시에발휘되는인상적인주행경험을선사할것으

로기대된다. 공개된 4종의세부라인업과가격은

▲더뉴S 350d(1억4060만원) ▲더뉴 S 400d 4

MATIC(1억6060만원) ▲더뉴S 500 4MATIC

(1억8860만원) ▲더 뉴 S 580 4MATIC(2억

1860만원)등이다.

이에 맞서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가 신형

G90출시로맞불을놓는다. 2015년EQ900이라는

이름으로출시된이후2018년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와함께차명이 G90으로바뀌었다. 첫 모델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이라는

점에서높은관심을끌고있다.

신형G90에는새로운디자인테마가적용되고,

첨단기술이탑재될것으로알려져있다.세계최초

로 2개의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한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도적용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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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녀석들이온다

현대차스타리아 아반떼 투싼넘었다
사전계약첫날 1만대돌파…지능형안전기술기본탑재주효

현대차의새로운MPV(다목적차

량, Multi-Purpose Vehicle) 모

델 스타리아가사전계약첫날 1만

대계약을돌파했다.

29일현대차에따르면지난25일

부터전국영업점을통해사전계약

에들어간스타리아의첫날계약대

수는1만1003대를기록했다.

이는준중형세단및스포츠유틸

리티차(SUV) 시장에서현대차대

표모델인아반떼(1만58대)와투싼

(1만842대)의사전계약대수를상

회하는 수치다. 스타리아가 기존

MPV시장의외연을승용시장까지확대하는가능

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스타리아는현대차의미래모빌리티디자인테마

인사이드아웃 이반영된점이특징으로, 우주선

을연상시키는유려한곡선의외관과넓은실내공

간개방감을갖췄다.또현대차최초로지능형안전

기술을전모델기본적용한점도고객들의좋은반

응을이끌었다는평가다.

현대차관계자는 스타리아가혁신을통해미래

형 모빌리티의 경험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고객들에게좋은반응을얻었다고생각한다며 특

히스타리아라운지는주행감및편의안전사양을

극대화한고급모델로고객들의다양한차량라이

프경험을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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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차 플래그십세단 경쟁

벤츠 7세대완전변경모델S클래스

연말신형G90출시앞둔제네시스

렉서스 뉴LS 500 LS 500h 나와

아이오닉 5만의특별한맞춤서비스
현대차 충천 케어 레저등9가지중한가지무료제공

AMG드라이빙아카데미

벤츠 상반기참가자모집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AMG Driving Academy) 상반기참

가자를모집한다고29일밝혔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메르세데스-

AMG 본사에서 개발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드

라이빙프로그램이다. 전세계최초의AMG브랜

드 적용 트랙인 AMG 스피드웨이 (AMG

SPEEDWAY)에서주행뿐아니라, 차량제어부

터코너링,레이싱테크닉등다양한주행기술을배

울수있다.

4월11일시작되는2021년AMG드라이빙아카

데미는입문자를위한 AMG스타터를비롯해▲

AMG 익스피리언스 ▲AMG 퍼포먼스 ▲AMG

GT 익스피리언스▲AMG 어드밴스드등총 5개

프로그램으로진행된다.

모든프로그램은AMG차량으로이뤄지며다양

한AMG차량들을직접운전해볼수있다.

만 18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라면누구나참여

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메르세데스-벤츠코리

아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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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S클래스 렉서스New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