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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고객과함께만든i30N 벨로스터 커스텀핏 판매

현대차는 i30 N Line과벨로스터의커스텀핏인 i30 N Line 스포츠에센스에디션과벨로스터 익스트림드라이빙에디션을지난 1일

각각출시한다고밝혔다. /현대자동차제공

핵심사양 트림구성 최종명칭까지고객목소리반영

H-옴부즈맨 3기 상품혁신그룹고객들과함께개발

현대자동차는지난 1일소비자의견과

아이디어를반영해개발한 i30 N 라인과

벨로스터커스텀핏을내놨다고밝혔다.

스포티한주행성능사양만골라탑재

한 i30 N 라인스포츠에센스에디션은

두달간 50대한정판매한다.운전하는즐

거움을 강화한 벨로스터 익스트림 드라

이빙에디션은상시판매한다.

이는고객참여형소통프로그램인 H

-옴부즈맨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방

식으로개발한것으로, 핵심사양부터트

림 구성, 최종 명칭에까지 고객 의견을

담았다.

현대차는작년5월부터약 7개월간 H

-옴부즈맨 3기 상품혁신그룹고객 29명

과함께1.6터보엔진을기반으로하는 i

30 N 라인과벨로스터커스텀핏상품을

개발했다.

이렇게소비자의아이디어가실제판매

까지연결되기는2년전쏘나타커스텀핏

이후두번째다.

i30 N 라인은 고성능 타이어, 서스펜

션, 조향시스템, 변속로직튜닝으로고

성능주행감을갖췄다.

벨로스터1.6터보모델은현대차최초

로 오버부스트 기능을 적용해 2천∼4천

rpm 구간에서최대토크를넘어서는성

능을발휘한다.

i30 N라인스포츠에센스에디션은핸

드파킹 브레이크, 5인치 오디오, 매뉴얼

에어컨,운전석세이프티파워윈도우,후

방주차거리경고,틴티드글라스등을적

용하며가격을171만원낮췄다.

벨로스터익스트림드라이빙에디션은

승차감과조종안정성을높여주는빌스타

인의 쇽업소버 ,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현상을억제해선회시조종안정성과

추종성을개선해주는 스태빌라이저바 ,

차체비틀림을억제시켜안정적인핸들링

을돕는 언더브레이스바 , 차량자세를

낮춰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구현해주는

스프링 등신규사양이더해졌다.

판매가격은 i30 N라인스포츠에센스

에디션 2천208만원, 벨로스터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 2천607만원(개별소비

세 3.5%기준)이다.

/제갈대종기자dj2891@

중국부진에해외판매 6%감소…내수시장 0.3%감소

국내완성차업체 5개사의올해상반기

완성차판매가 5%감소했다.

1일각사에따르면현대차기아차한국

GM르노삼성쌍용차등 5개사의상반기

완성차판매량은 386만5천827대로지난

해상반기보다5.0%줄었다.

내수판매는75만5천37대로지난해상

반기보다 0.3% 감소했고, 해외 판매는

311만790대로 6.0%감소했다.

업체별로는쌍용차만1.9%증가했으며

나머지 4개사는모두역성장했다.

특히르노삼성차는노사분규장기화에

따라 상반기 판매실적이 31.9% 급감했

다.르노삼성은닛산로그물량의감소등

에 따라 수출이 42.0% 급감했으며 내수

시장에서도 모델 노후화 등에 따라

10.8%줄어점유율은4.8%(4위)를기록

했다.

한국GM역시지난해군산공장폐쇄등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상반기 판매가

6.2%감소했다.내수시장에서는신차부

재에 따라 16.2% 급감했으며 수출도

4.1%줄었다.

현대차는신형쏘나타와팰리세이드등

신차효과로내수판매가8.4%증가했지

만,베이징 1공장폐쇄등중국시장에서

의부진에따라해외판매가 7.6%감소하

면서전체판매량이5.1%줄었다.

기아차는중국시장부진에도해외판매

가 0.8%감소에그쳐상대적으로양호했

지만,내수시장에서모델노후화로9.3%

급감함에따라전체판매량은 2.4%감소

세를보였다.

현대차와기아차의내수점유율은각각

50.9%, 32.2%로 현대차그룹이 국내 완

성차시장의 83.1%를차지했다.

쌍용차는올해초렉스턴스포츠칸과

신형코란도를출시하는등신차효과로

내수판매가8.6%늘어점유율은7.4%로

확고한 3위를지켰다. 다만,수출은코란

도론칭을앞두고라인업을개편한여파

등에따라20.7%감소했다.

아울러6월한달간실적을보면 5개사

의완성차판매량은68만239대로작년동

월대비 8.8% 감소했으며 5개사모두마

이너스를기록했다.

업체별로는한국GM(-21.7%)의감소

율이가장높았고쌍용차(-18.3%),르노

삼성(-14.8),현대차(-8.3%),기아차(-

6.2%)등이뒤를이었다.

지난달 5개사의 내수 판매는 12만4천

963대로5.2%줄었고,해외판매는55만

5천276대로9.5%감소했다.

/김태엽기자esaca@

한국타이어, 독일투어링카마스터즈 독점공급연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일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DTM)에 2023년까

지타이어를독점공급한다고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부터 DTM에타

이어를공급해왔으며, 그동안 3년단위로

계약을맺다가이번에는4년연장했다.한

국타이어는 DTM의확고한신뢰감을다

시입증했다고말했다.

DTM은 BMW, 아우디, 애스턴 마틴

등세계적인프리미엄자동차브랜드들이

양산차기반경주차로승부를겨루는모

터스포츠대회다.

이번시즌부터는신규엔진규정이적

용되면서주행환경이가혹해져서타이어

에도높은기술력이요구된다고한국타이

어는말했다.

한국타이어는 1992년 국내 첫 레이싱

타이어인Z2000개발을시작으로모터스

포츠 마케팅을 펼쳐왔으며, F3 아메리

카 , 포뮬러르노유로컵 , CJ 슈퍼레이

스 등국내외대회에서레이싱타이어공

급과참가팀후원등을하고있다고말했

다.

/이문수기자zkj0000@

국내완성차5개사,상반기판매5.0%↓…쌍용차만성장
독일투어링카마스터즈출전차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제공

한국GM노사,임협교섭장소놓고갈등

노조, 회사밖 사측제안거부…또다시교섭지연

한국지엠(GM) 노사가임금협상단체

교섭을진행할교섭장소를놓고한달넘

게갈등을빚고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GM지부는1일

교섭대표회의를열고사측이제시한교

섭장소를거부하고다른장소를물색할

것을요구하기로결정했다.

앞서한국GM사측은노조에고용노동

부인천북부지청고용복지센터내회의실

에서교섭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

사측은중앙노동위원회가새로운장소

를선정해조속한시일내에성실히교섭

을진행하라고권고하자인천북부지청회

의실을교섭장소로제시했다.

노조의교섭장소거부에따라당초지

난5월30일시작할예정이었던단체교섭

은또다시지연될전망이다.

앞서한국GM사측은교섭장소를기존

한국GM본사복지회관동건물노사협력

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회의실로 옮겨줄

것을요청하면서노사갈등이시작됐다.

한국GM사측은기존교섭장에서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전례가있다며교섭장소교체를요청했

다.해당교섭장은출구가하나밖에없어

감금시임원진이대피하기어려우니출

구가여러곳인다른교섭장으로옮겨달

라는것이다.

그러나노조는기존교섭장은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곳으로상징성이있어교체할수없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