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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IENT Fuel Cell



친환경 운송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높은 충전 효율을 갖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짧은 충전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운휴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편안한 차량 운행과 계획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위스 도로에서 입증된 안전성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수소 누출 감지 시스템, 차단 밸브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통해 안전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로
수출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2년 3월 현재 단 한건의
안전 사고 없이 종합 누적 거리 3,000,000 km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염 물질 제로
수소와 산소가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물은 배출됨으로써 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400 km 이상의 주행 거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1회 충전으로 실 도로 주행 기준 400 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친환경 차량 대비 압도적인 수치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Uncompromising
Performance 
with Zero CO2.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핵심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90 kW 급 연료전지 스택 2개로 이뤄진 180 kW 급 연료전지 시스템은 한 번 충전으로
400 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충전시간도 짧아 운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순수한 물만 배출함으로써 오염 없는 친환경 주행이 가능하며,  
수소연료탱크에 적용된 다양한 안전 장치들은 사고 시 누출이나 파열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든든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Higher EfficiencyUltimate Eco-friendliness Extra Green Miles Field Proven Reliability



Hydrogen and Hyundai.
Progress for the future.
현대자동차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재생 가능한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목하고,  
전 세계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간의 노하우들이 집약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세계 물류 시장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모빌리티가 될 것입니다.



Boldly leading the way.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차별화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보조 기능의 효율을 배가하는 다양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독창적인 V-Shape 크롬 디테일은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와이드 LED 헤드램프에서 크롬 코팅 휠에 이르는 모든 부분은 디자인과 기능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고정형 범퍼 스텝은 차량 점검 시 한층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낮게 설계된 흡기구를 통하여 연료전지 스택으로의 원활한 공기 흐름을 구현했습니다.

V-Shape 크롬 디테일 매쉬 패턴 적용 라디에이터 그릴 고정형 범퍼스텝



Effortless driving.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인체 공학적 설계를 통해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운전자 지향적인 레이아웃은 운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직관적인 메뉴 스크롤 및  
선택이 가능한 8 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쉽고 편리한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햅틱 스티어링 시스템을 통해
주행 편의와 안전의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조향 제어 시스템 & 햅틱 스티어링 휠
조향 제어 시스템은 고속에서 주행 시 스티어링 휠 조작을 무겁게, 저속에서는 가볍게 하여
한층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또한 햅틱 스티어링 시스템은 주행 중 위험 감지 시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일으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차로 이탈 경고(LDW),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도 함께 적용됩니다.

LCD 클러스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시인성 높은 그래픽을 통해
다양한 운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8 인치 LCD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이 쉬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직관적인 메뉴 스크롤,
스마트폰 미러링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자 이탈 경고
운전자가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디스플레이에
시동이 켜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후방 카메라
주행 중 후방 상황을 볼 수 있는 광각 디스플레이가
주행 편의성과 안전을 높여줍니다.



Driving comfort rises to 
the next level.

멀티 열선 통풍 운전석 시트
전동식 조절 시트로 신체 유형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시트에 내장된 에어 쿠션이 주행 중  
충격과 진동을 흡수해 안락함을 높여 줍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운전 공간에는 수십 년간 상용차를 개발 및 생산해 온 현대자동차의 노하우가 집약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와 회생 제동, 무선 충전 장치 등 차량의 모든 기능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쉽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열선 통풍 운전석 시트가 적용되어 더욱 안락한 운전 공간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절약 유틸리티 모드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장시간 대기 시 유용합니다.
유틸리티 모드 선택 시 구동계와 스티어링 시스템의 전원은 차단되지만  
실내 조명, 에어컨, 인포테인먼트 등에는 전원이 공급되어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여 줍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스마트폰을 트레이에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전류 차단 안전 회로를 적용해  
편의성을 배가했습니다.

리타더 및 회생 제동 장치
레버로 손쉽게 제어되는 회생 제동 장치와 리타더가 에너지 절약을
도와줍니다. 특히 두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제동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버튼 시동 & 스마트 키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단 도어 잠금 해제 기능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운전석 잠금을 해제하고,  
두 번 누르면 전 좌석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램프 체크 버튼을  
통해 램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수천 시간 운행한 운전자들은 차량의 정숙성, 고성능, 그리고 조향 제어 시스템(MAHS)으로 인한
가벼우면서도 정확한 조작감을 높게 평가합니다. 플릿 운영사들은 연료전지 스택의 높은 내구성과 낮은 유지비용에 감탄합니다.  
아울러 차량에 적용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경고(LDW),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
안전 및 편의를 높여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ccelerate into a new era.



XCIENT Fuel Cell in Swiss

Ready for work with field-proven
efficiency and durability.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짧은 충전 시간으로도 1회 충전 기준 400 km 이상 주행함으로써 친환경 운송 수단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컴팩트하면서도 뛰어난 출력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최고 출력 350 kW 급 모터는 동급 디젤 트럭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며,  
72 kWh 배터리는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수소연료탱크는 1.5 m 낙하, 총격, 화염, 파열 시험 등 다양한 안전 검사에서
엄격한 유럽 표준을 충족함으로써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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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운행 누적 주행거리 
3,000,000 km 돌파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022년 3월 기준)

하이테크
수소 &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 안전 메커니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수소연료탱크는 안전합니다.
총격, 화염, 파열 시험 등 가혹한 시험 조건에서 뛰어난 
안전성을 재차 증명하였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  

31 kg H2
(350 bar)

1 배터리 

72 kWh
(24 kWh × 3 ea)

2 연료 전지 스택 

180 kW
(90 kW x 2 ea)

3 모터

350 kW /
2,237 Nm

4

최고의 친환경 주행 성능

충전 시간이 짧고,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길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높은 운행 효율

1회 충전 시 400 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주행거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요소수와 엔진 오일이 필요하지 않아  
이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경제성

* 주행거리 및 충전시간은 주행 환경, 충전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소음과 진동이 적어 보다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주행



Carry more per trip.
Suitable for any business. 

캡 경량화를 통해 적재량과 연료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캡 경량화

4x2 샤시와 6x2 샤시를 운영함으로써  
비즈니스 타입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라인업

과적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최적의 적재 운행을 지원합니다.

효율적인 적재 작업

트레일러 램프 스위치
대시보드의 트레일러 램프 스위치를 활용하면 트레일러 램프를 빠르고
간편하게 연결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후륜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공기압 및 공기량 제어로 차량 자세를
조정함으로써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차고 높이 조정을 통하여 적재물을  
보다 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리어 액슬 스티어링 (RAS)
필요에 따라 태그 액슬을 유옹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 액슬 하강 시 적재량을, 상승 시 연료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축 조향이 전축과 연동되어 짧은 회전반경을 제공합니다.
(6x2 모델)

축별 하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축별 하중을 표시하여 보다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4x2 GVW 19.5톤 / 6x2 GVW 27톤
(GVW : 차량총중량)

*당 카탈로그의 수치는 유럽 기준이므로 국내 적용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샤시 경량화를 통해 적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장력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층 강화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축 당 하중 분포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운전자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4x2 모델과 태그 액슬이 장착된 6x2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은 비즈니스 타입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fer driving with 
advanced technology.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에는 첨단 능동 및 수동 안전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주행 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차량 전복 혹은 수소 누출 시 수소연료탱크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수소 공급을 자동 차단함으로써 2차 사고를 방지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운전자가 미리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LDW)
주행 중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탈할 시 경고를 울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
전방 추돌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동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충돌 피해를 줄여줍니다.

차체 자세 제어 (VDC)
주행 중 차량의 미끄러짐이나 전복 위험이 감지될 때
엔진 출력 및 브레이크 자동 제어를 통해 차량 자세를 안정화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합니다.

언덕길 출발 보조 (EHS)
경사로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보조하여 안전한 출발을 돕습니다.

수소 탱크 안전 시스템
충돌 사고 발생 시 고압선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동시에
수소연료탱크 밸브를 잠가 감전 및 2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Join the movement.
Ride the hydrogen wave.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 수소사회로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도하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강력한 주행 성능은 물론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운송 솔루션입니다.
이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과 함께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현대자동차의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Specification 

• 위의 수치는 내부 테스트 결과이며 최종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카탈로그에 설명되거나 설명된 일부 장비는 표준 장비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는 사전 예고 없이 사양 및 장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표시된 컬러 플레이트는 인쇄 과정의 한계로 인해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색상 및 트림에 대한 전체 정보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항목 4 x 2 Cargo 6 x 2 Cargo

제원 (mm)

축거 5,130 5,000 + 1,350 (Tag)

전장 (샤시캡)

전장 9,745 ←

전폭 2,540 (사이드 프로텍터. EU & CH) ←

전고 3,730 (기본 스포일러) /3,900 (애드온 스포일러) ←

윤거 전/후 2,055 / 1,845 2,055 / 1,845 / 2,055

오버행 (샤시캡) 전/후 1,540 / 3,075 1,540 / 3,205 (RR1~FRM)

중량 (kg)

* 차량총중량 (GVW)
19,500 27,500

전/후 8,000 / 11,500 8,000 / 11,500 / 8,000

최대차량조합중량 (GCW) 38,000 42,000

* 최대 차량총중량 (GVW)에는 허용 타이어 하중을 기준으로 한 전방 및 후방 차축 하중이 포함됩니다.

성능

최대 속도 km/h 85 kph

최대 등판각 tanθ 4 x 2 : 0.28 / 6 x 2 : 0.23

파워트레인

연료전지 시스템 최대 스택 출력 180 kW (90 kW x 2 기)

고전압 배터리

타입 리튬 이온

공칭 전압 630V

에너지 용량 72 kWh (24 kW x 3 기)

모터 순 파워/토크 350 kW (476 ps) / 2,237 Nm

보조 브레이크

리타더 + 회생 제동
리타더: 유압식

회생 제동: 전자식

서스펜션

전/후 에어 스프링

트랜스미션

유형 자동 변속기 (전진 5단, 후진 1단)

T.G.S. (transmission gear shift) 다기능 스위치 RH 레버 시프트

타이어 및 휠

타이어 (전/후/태그) 315 / 70 R22.5

휠  (전/후/태그) 22.5 x 9.00

캡

유형 전동식 유압 틸팅

마운팅 에어 풀 플로팅

시트 멀티 펑션 타입

전기 장비

램프

헤드 램프 (LED, 하향등만 해당)

전면 콤비네이션 램프 (LED)

전방 안개등

프런트 엔드 아웃라인 마커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후방 안개등

리어 엔드 아웃라인 마커 램프

리어 사이드 마커 램프

주간 주행등 (LED)

번호판 램프

백업 램프

Features

Exterior
Color options

대형 정비 패널

태그 액슬 리모컨 경사형 3단 도어 스텝 도어 커티쉬 램프315/70 R22.5 타이어

아웃사이드 열선 미러

USB / iPod 및 AUX 단자12 V / 24 V 파워 아울렛 기어 노브 파킹 브레이크

풀오토 에어컨 유용한 수납공간

크리미 화이트 (YAW)

운전석 에어백

스트롱 그레이 (P7A)

롤 타입 운전석 커튼

하이퍼 실버 (Z5S)

와이드 LED 헤드램프 전방 안개등

1,845 (2,055: 6x2)2,055

2,540

1,540 5,130

9,745

3,075 1,540 5,000

9,745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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