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로 
정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동차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고객들이 누리는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독창적인 감각을 PYL에 담아 새로운 카라이프를 만들어 갑니다.
블루멤버스 PYL 특화 프로그램   
[ Special One ] Welcome Gift, Special Taste, Thanks Gift      [ Special Day ] Fan Propose, Fan Class, Fan Driving, Fan Festival

*  본 서비스는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i30

시승센터
원효로 02-712-7365 성내 02-473-7365 잠실 02-421-7365 대방 02-812-7365 목동 02-2644-7365 강남 02-3452-7365 공릉 02-973-7365 인천동부 032-511-7365
인천서부 032-425-7365 분당 031-705-7365 일산 031-908-7365 의정부 031-872-7365 수지 031-264-7365 동탄 031-366-7365 안양 031-466-7365 안산 031-405-7365 
원주 033-745-7365 청주 043-234-7365 대전 042-621-7365 천안아산 041-573-7365 전주 063-282-7365 광주 062-366-7365 대구동부 053-525-7365 대구서부 053-355-7365 
포항 054-278-7365 부산중앙 051-465-7365 부산동부 051-517-7365 창원 055-267-7365 울산 052-295-7365

블루멤버스는 현대자동차 오너를 위해 차량 구매·운행·유지·관리부터 다양한 생활 제휴 혜택까지 제공하는 자동차 생활 종합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법인회원  
일반법인, 렌트/리스사, 렌트/리스 이용법인_ 0.3%

개인회원  Car Care  
8년 8회 정기점검, 홈투홈 서비스, 찾아가는 365 시승서비스, 긴급출동, 사고차 무상견인,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케어서비스, 보증 수리, 예약 정비 등

Lifestyle Care  
SK주유소, 현대오일뱅크, 현대해상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SPC그룹, 
인터파크 도서, 블루멤버스 쇼핑몰, 도미노피자, TV포인트 등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카드 및 포인트 이용 문의 I 고객센터 080-600-6000  블루멤버스 사이트 I BLUEmembers.hyundai.com  모바일 현대 I m.hyundai .com

신차를 구매할수록 더 많이 적립되는 블루멤버스 포인트 소중한 내 차를 위한 블루멤버스 서비스

*  상기 내용은 2016년 5월 조건 및 서비스 기준으로 제작 되었으며, 
    현대자동차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 RV, 소형상용 (포터, 스타렉스) / 상기 적립률은 고객이 차량 구매 시 지급한 최종 가격 기준이며, 
    대당 최대 적립액은 200만 포인트입니다.       *  본 서비스는 2013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  차량 계약 조건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개인/개인사업자 개인 택시 렌트/리스 이용개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0.7% 0.3%
0.7% 1.1% 1.5% 2.0% 2.5% 3.0%

*  본 서비스는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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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aL intuition

i30 Diesel
SuPerior inStinCt

i30 Dspec
효율적인 EURO 6 디젤 엔진과 7단 DCT 조합이 만든 실용주의 i30 Diesel. 

감각적인 디자인에 합리적인 유지비까지, 

새로워진 The New i30를 경험하세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The New i30 Dspec.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 튜닝된 핸들링과 서스펜션, 펀드라이빙을 위한 패들쉬프트, 

그에 더해진 강렬한 스타일까지.

Dspec만의 세련된 감각을 느껴보세요.

1.6 VGT PYL 풀패키지 (팬텀블랙) 2.0 GDi Dspec 풀패키지 (파이어리레드)

진화한 실용주의 i30를 경험하라 다이나믹 퍼포먼스 Dspec에 주목하라



euro 6 u-Ⅱ 엔진과 7단 DCt,
최적의 조합이 만든 효율성과 파워 

* 최고속도 및 가속력은 당사 측정치 기준

1.6 VGT PYL 풀패키지 (팬텀블랙)

euro 5 + 6at euro 6 + 7단 DCt

최고출력(PS/rpm) 128/4,000 136/4,000

최대토크(kg.m/rpm) 26.5/1,900~2,750 30.6/1,750~2,500

최고속도(km/h) 190 200

0 →100km/h(sec) 11.6 10.6

80 →120km/h(sec) 8.9 7.7

30.6kg.m 136PS



1.6 VGT PYL 풀패키지 (팬텀블랙)

7단 DCt (Double-Clutch transmission)

더블 클러치 방식으로 다이나믹한 변속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개념 변속기

17.3km/ℓ

iSG 시스템
차량 정차 시에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출발 시에 재시동되는 공회전 제한장치

엔진 성능의 극대화와 
최고의 연비 효율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합

euro 6 u-Ⅱ engine 
더욱 엄격해진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EURO 6의 기준을 충족시킨 새로운 1.6 VGT 엔진

euro 6 



i30 디젤의 실용주의를 담은
심플하고도 감각적인 스타일

a. 1.6 VGT PYL 풀패키지
B.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C. HID 헤드램프/LED 포지셔닝 램프
D. 신규 헥사고날 라디에이터 그릴
e. 17인치 메탈릭 그레이 알루미늄 휠
F. 슈퍼비전 클러스터(4.2인치 TFT LCD)
G. 가죽 클러스터페시아

BA D E G

F

C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창조된 감각적인 디자인.
모던한 그릴, 세련된 램프와 휠이 이루는 조화로움은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의 정제된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였습니다. The New i30만의 실용주의적 라이프스타일과 감성은 인테리어에서도 그대로 이어
지며,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배려한 센터페시아와 슈퍼비전 클러스터, 고급스러운 가죽 클러스터
페시아 등에서 현대자동차만의 프리미엄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i30 Diesel



1.6 VGT PYL 풀패키지 (팬텀블랙) / 2.0 GDi Dspec 풀패키지 (파이어리레드)



다이나믹 퍼포먼스와 그만의 
강화된 스타일이 만든 우월한 유전자

a. 다이나믹 드라이빙 시스템_서스펜션
B. 다이나믹 드라이빙 시스템_핸들링
C. 스타트 버튼 컬러데코링
D. 레드바이어스 카매트
e. 건메탈 가니쉬
F. 레드 투톤 버켓시트 & 레드 시트벨트
G. 패들쉬프트
H. 스포츠 그릴

2.0 GDi Engine

C

G H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한 최고의 선택 i30 Dspec.
2.0 GDi 엔진에 패들쉬프트가 더해져 펀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하며,  
튜닝된 핸들링과 서스펜션은 스포티한 주행감을 전달합니다. 
스포츠 그릴, 17인치 스피어 스포크 휠, 레드 인테리어 등 
특화된 디자인은 Dspec만의 특별한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i30 Dspec

2.0 GDi Dspec 풀패키지 (파이어리레드)

BA

E

D

F



SaFetY

무릎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ESC)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7 에어백 시스템

편안하고 실용적인 편의사양이 선사하는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며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첨단 안전사양

ConvenienCe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크루즈 컨트롤 
플렉스 스티어 

The New i30의 진정한 매력은 다양한 편의사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빙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장착된 사양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특히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와 6:4 폴딩시트는 
드라이빙 라이프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The New i30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30 Pragmatism

양쪽 시트백 폴딩
4쪽 시트백 폴딩
6쪽 시트백 폴딩

Seat variation  
6:4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P215/45R17타이어 & 
메탈릭 그레이 알루미늄 휠

P215/45R17타이어 & 
스피어 스포크 알루미늄 휠

P205/55R16타이어 & 
핀 휠 스포크 알루미늄 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내장앰프)
USB 충전기

운전석 전동시트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파워 아울렛(센터페시아/러기지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하이패스 시스템(ECM룸미러 포함)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히든 후방카메라
스마트 키

솔라글라스(앞면유리)
BEATS AUDIO 사운드 시스템 
일반 클러스터

뒷좌석 에어벤트
샤크타입 안테나 
CDP 오디오

LED 리어 콤비 램프
크루즈컨트롤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퍼들램프와 포켓라이팅

LED 포지셔닝 램프
오토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휠(MDPS)

HID 헤드램프
슈퍼비전 클러스터(4.2인치 TFT LCD)
6단 자동변속기

tire & wHeeL i30 PaCKaGe

HID 헤드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P215/45R17타이어 & 메탈릭 그레이 알루미늄 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StYLe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뒷좌석 에어벤트, 슈퍼비전 클러스터(4.2인치 TFT LCD), 오토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크루즈컨트롤ConvenienCe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내장앰프), 히든 후방카메라 MuLtiMeDia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솔라글라스(앞면유리)CoMFort

스마트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2.0, 히든 후방카메라, BEATS AUDIO 사운드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ECM 룸미러 포함), 샤크타입 안테나inFotainMent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선택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블루링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는 진보된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SOS 긴급 구난,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도난 경보 알림, 블루링크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기본 서비스 
 스마트 컨트롤, 
 안전보안, 
 차량관리, 
 드라이빙, 
 블루링크Apps 

- 유료 부가 서비스
 뉴 컨시어지

스마트폰으로  내 차를 제어하는 세상 (스마트 컨트롤)
모바일 혁명은 지금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스마트폰으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에어컨을 미리 켜거나 목적지를 미리 
전송해 둘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라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도와주는 비서 (뉴 컨시어지)  
운전 중에  복잡한 내비게이션 조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 운전자는 
룸미러의 블루링크 버튼만 누르고 상담원에게 원하는 목적지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설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 언제나 함께 합니다. (안전보안)   
블루링크 센터는 365일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 
되었을 때, 블루링크 센터에서는 사고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고객 상황에 맞게 경찰, 
구급차, 보험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자동 고장감지에서부터 편리한 수리예약까지 한번에 (차량관리) 
운행 중 실시간으로 차량의 고장을 감지하고 정기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차량
점검을 실시합니다. 차량에 고장이 감지되면 바로 전문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똑똑한 길안내와 목적지 검색 (드라이빙) 
현대자동차만의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제안해 드립니다. 새로 생긴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최신 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그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1899-0606  l  blueLink.hyundai.com



BLaCK LiGHt
더욱 강렬하고 감각있는 스타일을 원한다면 i30 TUIX Black Light에 주목하십시오. 
곳곳에 장착되는 특별한 아이템들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S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GDi_A/T : 복합 11.8km/ℓ(도심:10.5km/ℓ, 고속도로:13.9km/ℓ) I CO2 배출량:148g/km I 배기량:1,999cc I 공차중량:1,325kg I 자동6단(3등급)          

1.6 VGT_7단 DCT  : 복합 17.3km/ℓ(도심:16.6km/ℓ, 고속도로:18.4km/ℓ) I CO2 배출량:111g/km I 배기량:1,582cc I 공차중량:1,355kg I 7단 DCT(1등급)         

효율적 사용방법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인쇄물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인쇄물에 표시된 사양, 
컬러 및 제원은 차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엔진성능은 NET수치임. “NET수치”란 국토교통부에서 97년부터 적용을 요구한 법규사항이며 배기가스의 저항을 감안한 신측정법으로 기존의 GROSS 출력수치와 대비 할 때 약간의 수치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죽시트에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차량컬러는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의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지정하는 순정품(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량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신기술 및 신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iMenSionS & SPeCiFiCationS

단위 : mm, 윤거는 205/55R16(215/45R17) 타이어 기준

※ Dspec은 폴라화이트, 팬텀블랙, 스파클링메탈, 파이어리레드 선택 가능합니다.

1.6 VGT

←
←
←
←
←
←
1.6 VGT
1,582
136/4,000
30.6/1,750~2,500
←

2.0 GDi

4,300
1,780
1,470
2,650
1,555(1,549)
1,568(1,562)
2.0 GDi
1,999
172/6,500
21.0/4,700
50

  

전  장 (mm) 
전  폭 (mm)

전  고 (mm)

축간거리 (mm)

윤  거     전 (mm)

윤  거     후 (mm)

엔진형식
배기량 (cc) 
최고출력 (PS/rpm) 
최대토크 (kg·m/rpm)

연료탱크용량 (ℓ) 

Line uP

interior CoLor

가죽 시트

2.0 GDi PYL 풀패키지 (피닉스오렌지)

1.6 VGT PYL 풀패키지 (플래티늄실버)

폴라화이트 
[WAW]

플래티늄실버
[T8S]

스파클링메탈
[UYS]

피닉스오렌지
[PA7]

파이어리레드
[PR2]

팬텀블랙
[NKA]

BLaCK interior

RAYS 17인치 단조휠아웃사이드 미러 리어 스포일러

CraYon wHeeL
TUIX 전용 디자인 휠(6 컬러)과 바디컬러 조합을 통한 나만의 i30 컬러를 완성하세요. 
조금 더 개성을 연출하고 싶다면 3종의 독특한 배합컬러 휠도 선택 가능합니다. 

tuning is innovation & expression

TUIX는 현대자동차의 커스터마이징 대표 브랜드입니다.
The New i30에 유니크한 스타일을 더해보세요. 

TUIX 엠블럼

1,780

1,555(1,549)

1,568(1,562)

1,
47

0

4,300

2,650880 770

본 인쇄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최상위 모델 및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