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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개성 지금이기회 …자동차업계한정판마케팅

토요타코리아 2021년형토요타GR수프라 20대사전계약

더뉴메르세데스-마이바흐S560 4MATIC에디션 선보여

마세라티올하반기에 노빌레에디션 출시계획

르노삼성 QM6볼드…쌍용차 G4렉스턴화이트 출시

르노삼성QM6볼드에디션 2021년형토요타GR수프라 마세라티기블리리벨레에디션

남들과 달리 특별한 것, 개성을 중요시

하는소비자들을공략하기위해자동차업

계가 잇달아 한정판 차량을 출시하고 있

다.

한정판출시차량은외관색상과인테리

어 등을 비롯해 다른 차량과 차별화를 둘

수있고, 지금이아니면살수없다는인

식도 한몫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위

기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토요타코리

아는 2021년형토요타GR 수프라를 20

대한정으로선보이며지난20일부터사전

계약에돌입했다.

지난 1월국내에첫선을보인GR수프

라는 운전이 주는 최상의 즐거움과 수프

림펀 투 드라이브 (Supreme Fun-To-

Drive)가개발컨셉이다.

3.0 직렬 6기통 엔진과 함께 휠베이

스 , 트레드 , 중심고의 세가지 요소를

조합해강력한가속성능과탁월한핸들링

성능을발휘하는토요타의정통스포츠카

라고관계자는설명했다.

엔진출력이향상된 2021년형GR수프

라는 20대 한정으로 내년 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사전계약 후 출고 고객에게는

국내정상급레이싱팀 ATLASBX모터

스포츠와함께하는 GR수프라레이싱클

래스에서레이싱이론교육과트랙주행을

직접체험할수있는혜택도제공한다.

앞서토요타코리아는지난2월 캠리스

포츠에디션을출시하고 200대한정판매

에들어간바있다.

기존캠리가솔린차량에스포티하고스

타일리시한디자인요소를가미해역동적

인 이미지를 강조한 모델로, 블랙과 실버

투톤의18인치휠,트윈팁머플러,사이드

로커패널과리어스포일러가더해져스포

티한스타일을추구해소비자로부터호평

을받은바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달 S클래스의

최상위급모델이자 2020년형으로만한정

판매되는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560 4MATIC에디션을선보였다.

모나코,뉴욕,마이바흐라운지, 로데오

드라이브 로스엔젤레스 에디션 등 4가지

모델로, 내외장 색상과 디지뇨 레더 패키

지(designo leatherpackage)등새로운

옵션들이적용됐다.

최근한정판스페셜차량을꾸준히출시

하고있는이탈리안럭셔리카마세라티도

올 하반기에는 노빌레(Nobile) 에디션

출시를계획하고있다.

노빌레에디션은르반떼 15대와콰트로

포르테 10대등두가지모델에적용될예

정으로,출시는올3분기가될가능성이큰

것으로알려졌다.

앞서마세라티는지난 4월 블랙컬러의

외관에레드컬러브레이크캘리퍼를적용

한 기블리리벨레에디션을국내15대한

정선보인것에이어5월에는 제냐펠레테

스타에디션을 20대 한정으로출시한바

있다.

이처럼한정판마케팅이소비자들의관

심을얻으면서국내완성차업계도한정판

출시에속속나서고있다.

르노삼성의 경우 외관은 블랙, 실내는

옐로골드색상을적용한 QM6 볼드에디

션을 1600대한정으로출시했다.

앞서온라인전용모델로 XM3온라인

스페셜에디션을 333대한정으로출시하

며 한정판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쌍용차도지난 4월 G4렉스턴의화이트

에디션을출시해효과를톡톡히거두기도

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기아차 미니밴신형카니발외장렌더링이미지공개

기아자동차는 국내 대표 미니밴 신형

카니발의외장렌더링이미지를최근공

개했다. <사진>

카니발은 1998년처음출시된다음전

세계에서누적200만대이상판매된베스

트셀링모델이자기아차를대표하는미

니밴이다.

신형카니발은 2014년3세대이후 6년

만에선보이는 4세대모델로, 기존의미

니밴과 차별화된 자신감을 담아 단단하

게표현된것이특징이다.

신형 카니발의 외장 디자인 콘셉트는

웅장한볼륨감 (Grand Volume)으로,

독창적이고웅장한건축물의조형에서느

껴지는 강렬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조화

를 기반으로 신형 카니발을 디자인했다

고기아차는설명했다.

기아차는오케스트라지휘자의균형잡

힌무대퍼포먼스를모티브로완성한라

디에이터그릴, 박자와리듬을형상화한

헤드램프로 신형 카니발 전면부의 역동

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고 덧붙였

다.

기아차관계자는 과감한시도를통해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

자인으로신형카니발을완성했다며 기

존 고객층을 넘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SUV)에관심을갖는고객도사로잡

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기아차 구글과함께 기아오너스매뉴얼앱 개발

기아자동차는최근구글클라우드와함

께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 취급 설명

서인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 (KIA

Owner s Manual App)을 개발했다고

22일밝혔다.

기아오너스매뉴얼앱은스마트폰카

메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 해당 기능의

명칭과핵심작동법을동영상으로상세히

설명해 주는 고객 편의 애플리케이션이

다.

운전자는책자형태의매뉴얼을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기

능을이해할수있다는게장점이다.

구글클라우드가보유하고있는독보적

기술인 AI플랫폼 기반의이미지학습모

델을 적용해 스위치 내 심볼을 어떤 각도

에서촬영하더라도정확한판별이가능하

도록했다.

실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스티어링

휠에있는 크루즈콘트롤 심볼을스캔하

면 서버 통신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해당이미지를인식,이에맞춰 크루즈콘

트롤의 상세 기능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재생된다.

기아차는이번구글클라우드와의협업

경험을살려앞으로도혁신적스마트기술

을 접목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발

한다는계획이다.

아울러 기아오너스매뉴얼앱은키워

드검색이가능한 디지털오너스매뉴얼

과 차량 계기판 경고등 이미지 목록과 설

명콘텐츠도함께제공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6월은자동차세내는달… 30일까지납부해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

록된차량에부과된 2020년제1기분자동

차세를오는 30일까지납부해야한다고 22

일안내했다.

이번에부과되는자동차세는올해 1월1

일부터 6월30일까지소유기간에대한세

금이다.자동차세는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1일)현재등록원부상자동차소

유자를대상으로매년 6월과 12월에부과

된다.

상반기중신차를구매했거나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

유한기간에대해서만계산된금액이부과

된다.

연간납부세액이10만원미만인자동차

는이번에전액부과된다.

자동차세는전국모든은행과우체국등

금융기관에서납부할수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