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인증으로제네시스카페이이용
생체인식활용편의성 안전성향상…이달공개GV70에탑재

제네시스브랜드는생체인식을활용해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지능형 자동차 기술을 개발해

12월공개예정인GV70에탑재한다고지난 30일

밝혔다.

이날제네시스에따르면GV70에적용될신기술

은 차량내간편결제제네시스카페이연동지문

인증시스템과레이더센서기반 어드밴스드후석

승객 알림 (Advanced ROA, Rear Occupant

Alert)이다.

고객은결제전본인인증단계에서기존방식인

여섯자리숫자비밀번호를입력하는대신시동버

튼하단에적용된지문인식센서로지문을인증해

간편하게제네시스카페이를이용할수있다.

또다른사람에게차를맡겨야하는주차운전대

행 서비스 이용 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집 주소,

전화번호부등고객의개인정보가나타나지않도

록해주는발레모드(ValetMode)에서도지문인

증시스템을사용할수있다.스마트키없이도스마

트폰의제네시스커넥티드앱을통해차문을원격

명령으로 열고, 지문 인식만으로 시동을 걸 수 있

다.

후석승객알림은차량뒷좌석에승객이탑승한

경우실내에장착된레이더센서로이를감지한뒤

운전자에게 단계적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기술이

다.

차량뒷문의개폐여부로 2열에사람이타고있

는지유추한뒤운전자가시동을끄고운전석문을

열었을때클러스터경고메시지및경고음을통해

1차적으로승객이남아있음을알려준다.

운전자가1차알림을인식하지못하고차에서내

리게되면실내천장에내장된레이더센서가 2열

의승객을감지해탑승여부를판단한뒤,비상등을

켜고경보음을울리게되며동시에운전자에게문

자메시지를발송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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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월별수입차판매현황 (단위:대)

수입차 코로나불황없다…연말공세로판매신기록쓰나
10월까지 21만6004대신규등록…지난해보다14.2%증가

벤츠6만147대 최다…연말 7~10%할인등대대적판촉

올해1~10월국내수입차누적판매1위를기록한메르세데스-벤츠E300 4매틱.

1월 17 640

2월 16 725

3월 20 304

4월 22 945

5월 23 272

6월 27 350

7월 19 778

8월 21 894

9월 21 839

10월 24 257

올해국내자동차시장에서수입차의질주가이어

지고있다. 지난 10월까지누적판매 21만6004대

를돌파하면서전년대비14.2%증가한데다,연말

수입차업계가할인공세에나서고있다는점에서

역대최고실적을돌파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도

나오고있다.

지난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

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수입승용차는총21만6004대를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9194대에 비해

14.2%나증가한것으로, 단순히수치로보면매달

평균2만1600대가판매되고있는셈이다.

지난 10월한달만보면 2만1839대가등록돼전

년같은기간2만2101대보다9.8%증가했다.브랜

드별로는메르세데스-벤츠가 6576대로가장많이

판매됐고,이어BMW 5320대,아우디2527대,폭

스바센1933대, 볼보1449대등순이었다.

수입차의판매는올해 1월과 2월각각 1만7640

대, 1만6725대 이후 3월 승용차개별소비세인하

가시작된뒤2만304대가팔리며2만대선을돌파

했다.이후 4월2만2945대, 5월2만3272대, 6월2

만7350대로판매가늘었다.

7월 들어서는 개소세가 상향되면서 1만9778대

로잠시주춤했다가 8월다시판매가늘기시작해

2만1894대를기록한뒤 9월2만1839대, 10월2만

4257대로꾸준히오름세를보이고있다.

올해가장큰인기를누린수입차브랜드는단연

메르세데스-벤츠로 1~10월 누적 판매 기준 6만

147대로전체수입차점유율의 27.85%를차지하

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 4만7093대

(21.80%), 아우디1만9498대(9.03%), 폭스바겐

1만2209대(5.65%), 볼보 1만179대(4.71%) 등

순이었다.

베스트셀링모델역시메르세데스-벤츠E 300 4

매틱(7794대)로왕좌자리를지켰으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7077대), BMW 520(5975대),

메르세데스-벤츠E 250(5201대)가뒤를이었다.

특히국내자동차시장에서의수입차판매는역대

최고치를기록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일

본제품의불매운동으로부진을겪던일본차브랜

드가올여름이후판매량을늘려가고있고,수입차

업계가연말할인행사를이어가고있다는점에서

2018년역대최대판매기록인 26만705대를뛰어

넘을가능성이점쳐지고있기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주요

모델을 7~10%이상할인하는등대대적인연말판

촉에나섰다는점에서11월수입차판매는더늘어

났을것이라며 수입차일부브랜드의신차가잇달

아출시되고있어판매량은더늘어날것으로보인

다고밝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챔피언십 드라이버 팀통합우승

금호타이어는 지난 28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0CJ대한통운슈퍼레이스챔

피언십 8라운드를 끝으로 슈퍼

6000 클래스올해드라이버와팀

모두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고지난30일밝혔다. <사진>

이번시즌결과는지난 2016년

드라이버, 팀 종합우승 이후 4년

만이다.최종전인8라운드에서팀

의에이스정의철선수는2위를기

록하며 팀에 우승 포인트를 안겼

고, 개인적으로는 누적 점수 1위

로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에 등극

했다.

지난해처음 6000클래스에데뷔한신예듀오노

동기,이정우선수도전날열린7라운드에서1, 2위

원투피니시로포디엄을장식해팀의시즌우승을

도왔다.

금호타이어와 엑스타레이싱팀은 과거 열악한 환

경속에서도 15~16 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하는 등

뛰어난기술력과오랜팀웍을갖추고있다. 금호타

이어가경영정상화과정을거치는등부족한지원속

에서도지난3년간꾸준히2위를기록하기도했다.

한편타이어업체들은모터스포츠의제품공급과

대회성적을통해타이어기술력을입증받는다.레

이싱타이어는200~300㎞를넘나드는속도와압력

을견디며급제동과급가속,급커브등극한의상황

을극복해경기의승패를결정짓는가장핵심부품

이기때문이다.

금호타이어관계자는 이번우승을통해금호타

이어는다시한번기술의명가의이름을되찾았다

며 올해맞은창립 60주년발표한 2025년글로벌

10위재진입을위한 비전 2025 의기틀을마련했

다고밝혔다. /박기웅기자pboxer@

영국 2021카바이어어워드

기아쏘렌토 2관왕

기아자동차는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

(SUV)모델쏘렌토가최근영국온라인자동차전

문평가사이트카바이어(Carbuyer)가주관하는

2021 카바이어 어워드 (2021 Carbuyer A

wards)에서 올해의 차와 최우수 대형 패밀리

카로선정됐다고지난30일밝혔다.

카바이어 어워드 시상식은 50만명이 넘는 구독

자를보유한카바이어웹사이트와유튜브채널에서

동시에진행됐다.

카바이어공식웹사이트는월190만명이방문하

고유튜브채널의경우월 400만조회수를기록하

는자동차전문온라인매체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카바이어 어워드는 차

종을19개부문으로나누어각부문별최우수차량

을선정하며, 최종으로전부문에서 올해의차 1

대를선정한다.

기아차는지난2011년스포티지가제1회올해의

차를수상한데이어지난해에는니로EV가최우수

전기차로선정된바있다.올해는쏘렌토가 최우수

대형패밀리카 (Best Large Family Car)와 올

해의차 (Overall Car of the Year) 2개부문동

시수상을기록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