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스튜디오스튜디오스튜디오스튜디오, , , , 향후향후향후향후    법법법법    집행집행집행집행    향방향방향방향방    예측예측예측예측 ----    제제제제    9999 회회회회    LA LA LA LA 오토쇼오토쇼오토쇼오토쇼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대회대회대회대회    우승자우승자우승자우승자, 11, 11, 11, 11 월월월월    29292929 일일일일    발표발표발표발표 로스앤젤레스, 2012 년 11 월 15 일 /PRNewswire/ -- 획기적인 기술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다시 쓰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 제 9 회 LA 오토쇼 디자인 대회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더욱 복잡한 도로와 전기적으로 통제되는 교통, 인간행동의 상당한 변화를 예측했다. 매우 치열했던 올해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 디자인 스튜디오는 2025 을 위한 법 집행 순찰 자동차를 고안해냈다. 육지와 공중에서 관찰, 추적, 행동할 수 있는 무인 기술에서 지형학 스캐너를 장착한 재생에너지 자동차까지 올해의 출품작들은 다이내믹한 도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보도자료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산은: http://www.multivu.com/mnr/59176-la-auto-show-design-challenge-law-enforcement-patrol-vehicle (사진 :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1115/MM12951)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060612/LAM005LOGO) BMW 그룹,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 혼다(Honda),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스바루(Subaru)의 디자인 팀들은 각자의 혁신과 통찰력을 사용해 새로운 고속도로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도전을 받아들여 디자인 대회에 참여했다. 우승한 디자인은 11 월 29 일 LA 오토쇼 프레스 데이에서 공개된다.   



심사기준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가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미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속도와 명민함; 솔루션의 창의성; 특정 지역의 배출량 준수; 관리와 재활용 등 환경적 민감도. 2012 디자인 대회 참가자: BMW Group DesignworksUSABMW Group DesignworksUSABMW Group DesignworksUSABMW Group DesignworksUSA    ----    BMW Group DesignworksUSA 팀은 2025 E-Patrol (Human-Drone Pursuit Vehicle)의 대상 도시로 로스앤젤레스를 선정했다. 그들의 연구는 로스앤젤레스가 더 많은 교통, 더 빠른 자동차, 더 많은 대체에너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자인은 모듈 설계와 무인 기술을 중심으로 팀워크와 접근성을 늘렸다. 핵심 구조는 3개의 드론(drone)을 가지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순찰할 때 두 개의 주요 구조에 앉아 있는 순찰자는 비행 드론 또는 싱글 휠 드론을 가동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메인 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다.  제너럴제너럴제너럴제너럴    모터스의모터스의모터스의모터스의    첨단첨단첨단첨단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켈리포니아켈리포니아켈리포니아켈리포니아    ----    제너럴 모터스는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고속도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 자동차 시스템인 Volt Squad 을 발명했다.  Volt Squad 는 관찰, 추적, 행동이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자동차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CHP 를 위한 최고의 유연성, 존재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아키텍처의 최고봉은 VOLT 첨단의 전기 추진 시스템이다.  혼다혼다혼다혼다    R&D Americas, Inc., R&D Americas, Inc., R&D Americas, Inc., R&D Americas, Inc., 첨단첨단첨단첨단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스튜디오스튜디오스튜디오스튜디오, , , ,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    혼다의 첨단 디자인은  2025 년을 위한 자동차 기반의 시스템인 CHP Drone Squad 를 개발해 새로운 기반시설 없이 효율적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극심한 환경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Drone 



Squad 는 2 자동차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며, Auto-Drone 은 유인 또는 Moto-Drone 를 배치한 무인 미션 제어를 가동한다. Moto-Drone 은 다중 응답 또는 구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오토바이 있다.   혼다혼다혼다혼다    R&D Company, Ltd., R&D Company, Ltd., R&D Company, Ltd., R&D Company, Ltd., 첨단첨단첨단첨단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스튜디오스튜디오스튜디오스튜디오, , , , 도쿄도쿄도쿄도쿄    ----    혼다 R&D 일본의 "CHiPs" 2025 Traffic Crawler 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중앙국이 2025 년 기존의 교통 문제와 더불어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대신 더욱 커진 자동차 크기에 대한 추가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주요 기능을 담고 있다. 안전한 자동화 운전으로의 전환기임에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문화가 다시 꽃피우는 시기에 교통 환경은 복잡해지고 있다. 엄격한 교통 질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혼다는 스포티한 이동성과 극심한 교통 상황도 감당할 강도를 가진 새로운 순찰 자동차를 디자인했다.  메르세데스메르세데스메르세데스메르세데스----벤츠벤츠벤츠벤츠    Research & Development North America, Inc.: Research & Development North America, Inc.: Research & Development North America, Inc.: Research & Development North America, Inc.: 첨단첨단첨단첨단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센터센터센터센터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2025 까지 법 집행 요원들은 전기적으로 관리되고 제어되는 교통, 더 많은 인구, 인간 행동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가장 친환경적인 SUV 로써 "Mercedes-Benz Ener-G-Force"는 이 조건을 충족하며, 전 세계 경찰들의 편에 선다. 디자인에 관하여 Ener-G-Force 는 G-클래스에 기반을 둔다. 1970 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된 오프로드 대표 자동차는 구조적, 기술적으로 진화한 SUV 로써 계속해서 미래를 형성해가고 있다.  스바루스바루스바루스바루    Research and Development, Inc. Research and Development, Inc. Research and Development, Inc. Research and Development, Inc. 하와이의 반짝이는 새로운 섬 사이의 고속도로가 공개된 이후 스바루는 첨단 SHARC(Subaru 고속도로 자동화 반응 콘셉트, Subaru Highway Automated Response Concept)를 데뷔시켰다. SHARC 고속도로 순찰 자동차는 24시간 고속도로 관리, 보호, 빠른 응급 반응을 위한 혁신적인, 저렴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솔루션이다. 하와이의 엄격한 UltraGreen 무탄소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세계적으로 절감된 고속도로 예산에 대한 반응으로 무배출량 SHARC 자동차는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며, 무인 작동이 가능해 많은 고속도로 순찰 스태프의 필요성을 제거했다.  출품작은 샌프랜시스코 Academy of Art University 산업디자인학부 학과장 톰 마타노(Tom Matano); 디트로이트 College for Creative Studies 교무처장이자 학장 임레 몰나(Imre Molnar); 페서니다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수송 디자인 학장 스튜어트 리드(Stewart Reed) 가 심사한다. 올해의 특별 심사위원은 브루스 메이어(Bruce Meyer)는 California Highway Patrol 11-99 재단의 이사회 회원이자, 전 레이서이자 Petersen Automotive Museum 의 전 회장이었다. LA 오토쇼 디자인 대회는 자동차 좌석, 배출량 제어 기술, 인테리어 시스템, 자동차 외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공급자 Faurecia 와 미국, 유럽, 일본의 최신 콘셉트카를 위해 타이어를 개발하는 Yokohama Tire 가 후원한다. 디자인 로스엔젤레스를 가능케 한 그 외 후원자에는 Association of the Nonwoven Fabrics Industry (INDA), Lacks Enterprises, Inc., Dassault Systemes, Eastman, Autodesk, Bose 등이 있다.  Design Challenge 에 대해 디자인 챌린지는 매년 LA 오토쇼 프레스 데이인 2012 년 11 월 28 ~ 29 일에 개최된다. 지난 9 년동안 매해 새로운 디자인 챌린지 테마가 선택됐으며, 메이저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재능을 선보여왔다. LA 오토쇼 프레이 데이는 전 세계의 디자인 산업 리더들을 한데 



모으는 디자이너 나이트(Designers' Night) 파티를 포함하여 북미지역의 디자인 전문가들을 모으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가장 크고 다양한 활동들을 주관한다. 디자인 챌린지는 아시아, 유럽, 미국대류의 저널리스트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미지를 포함한 추가 정보는 LAAutoShow.com/DesignChalleng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오토쇼(Los Angeles Auto Show)에 대해 이번 시즌 북미 첫 주요 오토쇼인 2012 LA 오토쇼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데뷔의 무대가 되며, 올해 나머지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날짜는 언론에게는 11 월 28-29 일, 대중에게는 11 월 30-12 월 9 일이다. 이메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은 11 월 16 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프레스 데이 후 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찾는 쇼가 된다. 최근 뉴스와 정보는 LA 오토쇼 트위터 twitter.com/LAAutoShow 에서 팔로우 할 수 있고, 페이스북 facebook.com/LosAngelesAutoShow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LAAutoShow.com 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문의: 제시카 슈미트(Jessica Schmidt), Rogers Finn Partners, +1-310-552-4177, LAautoshow@FinnPartn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