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의 나르는 자동차 생산 모델이 탄생 했

습니다. 

 

이번 제네바 모터쇼, 부스 1210에서 3 월 6 일부

터 18일 (6일과 7 일: 기자에 한함, 8 일부터 18 

일: 일반 공개)까지 PAL-V는 세계 최초의 비행 자

동차 생산 모델 인 PAL-V Liberty를 공개 합니다. 

이는 PAL-V의 결정적인 이정표 일뿐 아니라 모든 

비행 자동차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인 돌파구 입

니다. 

PAL-V의 CEO 인 Mr. Robert Dingemanse는 이 

역사적인 이정표의 중요성에 대해 "생산 모델은 

허구과 사실 사이의 벽이 없어지는 진실의 순간

입니다. 생산 모델은 전체 생산 및 소비자에게 

인도를 위한 R & D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입니

다. 상업화에 필요한 모든 시험 검사를 위한  인

증은 이 생산 모델에 기초하여 부여됩니다. 이는, 

즉 개척자와 몽상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

니다. 

인증(Certification)은 비행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 

할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운전되며 하늘에 

날 수 있다는 승인입니다. Dingemanse 씨는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2021 년에 정식 인증이 취득

되며, PAL-V Liberty 열쇠는 첫 고객에게 전달될 

것 입니다. 

지난 수년간 PAL-V는 디자인 완성 과 생산 프로

세스 및 부품 공급망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Dingemanse씨는 이제 자신과 그의 팀이 

PAL-V Liberty를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각축장에 

네덜란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발표 합니다. 

제네바 모터쇼 직후, PAL-V Liberty는 각종 인증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시연을 거치게 됩니다. 

PAL-V 제작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Mr. Mike 

Stekelenburg는 "PAL-V Liberty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그는, "기존의 도로 및 항공 규정을   준

수한다는 우리의 설계 철학에 따른 노력 덕분에 

시장 출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새

로운 규제를 필요로 하는 미완성 또는 미성숙 된 

기술에 따른 비행기의 컨셉을 선택한 것이  아니

라 Flying Car를 위한 검증 된 기술과 디자인으로 

생산하여 현실적으로 첫 번째 제품 납기를 목전

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PAL-V의 선구자적 고객은 2021 년에 시

작되는 납품에 맞춰 전 세계의 비행 학교를 통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들의 Flydriving 을 위한 

Door to Door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PAL-V 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아래를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PAL-V.com 
 
Contact: Pressinfo@PAL-V.com 
 

Tel: +31 162 580 560 

  



 

 



 

 

http://www.pal-v.com/the-pal-v-one/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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