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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타이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표준 타이어(OE)로  

 ‘듀얼러 H/P 스포트 AS’ 공급 

 

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의 한국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브리지스톤 ‘듀얼러 H/P 스포트 AS(Dueler H/P Sport AS)’를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쉽 대형 SUV 팰리세이드(Palisade)의 표준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장을 비롯해 북미 및 전세계 시장에 판매될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에 

장착되는 브리지스톤 ‘듀얼러 H/P 스포트 AS’는 실리카 함량을 높여 젖은 

길에서의 주행, 제동 및 코너링 성능을 향상한 SUV용 프리미엄 제품이다.  

 

카본 분자구조 설계기술, 컴퓨터를 응용한 소재 최적화 시스템, 단일 케이블 심을 

사용한 타이어 비드 기술을 적용한 브리지스톤 ‘듀얼러 H/P 스포트 AS’는 이전 

모델보다 강화된 안전성 및 내구성을 자랑하며, 동시에 최상의 안락함과 

정확하고 예리한 핸들링 성능을 보여준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에는 브리지스톤 듀얼러 H/P 스포트 AS 18인치와 20인치 

두 종류가 공급된다. 

 

모델 타이어 패턴 타이어 사이즈 하중지수 속도 기호 

현대 팰리세이드 듀얼러 H/P 스포트 AS 245/60 R18 105 H 

현대 팰리세이드 듀얼러 H/P 스포트 AS 245/50 R20 102 V 

 

http://www.bridgesto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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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러 H/P 스포트 AS 특징> 

▲타이어 고무를 강화하고 고무특성을 안정화하기 위한 카본소재 분자구조 

설계기술(Long Link Carbon)을 적용했으며, ▲컴퓨터 응용 소재 최적화 

시스템(COCS: Computer Optimised-Component System) 기술을 사용해 트래드 

디자인, 케이스 형태, 재료, 타이어 성형의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냄으로써 타이어 

성능을 극대화시켰다. ▲타이어 비드에 단일 케이블 심을 사용해(O-bead 

technology) 타이어가 타이어 림을 균일하게 잡아줌으로써 타이어 전체의 

승차감을 높였다. ▲여기에 더해 실리카 함유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젖은 

노면에서의 접지력을 한층 강화해 빗길에서도 뛰어난 주행/코너링 성능과 

제동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사진: 브리지스톤 듀얼러 H/P 스포트 AS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주요 사양>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쉽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디젤 2.2, 가솔린 3.8 두 종류의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젤 2.2 모델은 최고출력 202 마력(ps), 

최대토크 45.0kgf〮m, 복합연비 12.6km/리터의 엔전성능을 갖췄으며, ▲가솔린 3.8 

모델은 최고출력 295 마력(ps), 최대토크 36.2kgf〮m 의 성능에  복합연비 

9.6km/리터를 나타낸다(※ 2WD, 7인승, 18인치 타이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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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스톤에 대해 

브리지스톤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기업으로, 2008년 타이어 매출 기준 281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 1달러=1,131원, 2017.09.11 환율기준)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전세계 타이어 랭

킹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출처: 미국 Tire Business 誌). 브리지스톤은 약 140,000명의 직원이 

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150여 개국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파트너(The Olympic Partner)' 계약을 2014년 체결

해, 2024년 올림픽까지 '올림픽 톱 파트너(TOP Partner)'로 활동한다. 브리지스톤이 국제올림픽위원

회와 맺은 올림픽 파트너십에는 브리지스톤이 생산하는 타이어, 내진 분리 베어링, 비전동 자전거

의 올림픽 후원도 포함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올림픽 파트너십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브리지스톤의 기술력

과 브랜드를 알리는 소통의 기회와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 있는 브리지스톤의 노력

을 한데 모아 브리지스톤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올림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