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자동차 A/S 부문 1위 (4년 연속)

’17년 인터브랜드 선정
Best Global Brands 69위

기아차 고객을 위한 특별한 자동차 생활 서비스 멈춤없는 드라이빙을 위한 KIA의 약속

KIA RED MEMBERS 카드
기아자동차 보유 고객에게 발급되며 

차량관리, 통합 포인트, 정보 제공, 생활 제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면썬팅, 광택, 자동차 용품 구매 등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 문화, 쇼핑, 레저 등 다양한 생활 

제휴처에서 포인트를 적립/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예약정비, 긴급출동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모품 사용 자동관리, 정비이력 조회 등 

한 차원 높은 Car Life Care를 위한 

신개념 차량관리 App

도어 투 도어 : AUTO Q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원하는 시간/장소에 차량을 인수/인도

※ 도어 투 도어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케어 서비스몰 다양한 생활 서비스 체계적 차량관리 서비스 Friends SMART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의 색상은 인쇄 등 제작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차량의 색상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사용방법 : 1.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맙시다.   2. 제품의 성능향상과 수명연장을 위하여 순정부품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물 제작 시점에 따라 수록 내용과 실제 판매 모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양의 일부가 협력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 구입 시 해당월의 가격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영업직 사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고 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인쇄물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함.

▶ 고객센터 : 080-200-2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a.com          

▶ 제작년월일 : 2018년 4월 23일.   1804-SK · SW-6.4 쏘렌토 가격표 다운로드

‘17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경형 / RV 부문 1위

소 비 자 중 심 경 영
공정거래위원회ㅣ한국소비자원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080-200-2000) 또는 KIA RED MEMBERS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은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KIA RED MEMBERS 사이트

본 PDF 파일은 참고용입니다. 
제작 시점에 따라 실제 판매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시에는 반드시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고 카마스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치 에스프레소 (DN9)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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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화이트 펄 (SWP)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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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화이트 펄 (SWP)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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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 브라운 컬러 패키지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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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6.  무선충전 시스템4.  폰 커넥티비티

차량 외부에 장착된 4대의 카메라가 주차공간과 
주행공간을 모니터링하여 협소한 공간에서의 
주차와 주행이 편리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별도의 케이블 없이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첨단 
편의장치입니다.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별도의 충전 패드 또는 충전 커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별도 수신장치 장착 불가 기종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아 T-MAP 미러링크, Apple CarPlay를 적용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스마트 폰의 다양한 기능을 
표시/조작할 수 있도록 더욱 향상된 커넥티비티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1.  내비게이션                   3.0 2.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3.  서버형 음성인식 시스템(kakao i)

8인치 터치스크린을 적용하여 시인성과 조작감이 뛰어나며 SD 카드방식으로 간편하게 지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는 차량 구매 후 8년까지 보장되며, 이후 당사 사정에 의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윈드쉴드 글라스에 입체감 있는 그래픽과 다양한 주행 정보를 투영시켜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와 드립니다.

카카오 통합 AI 플랫폼 'kakao i(아이)'를 활용한
서버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TERIOR
CONNECTIVITY . ENTERTAINMENT. CONVENIENCE

1

3 4

2

5 6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UVO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는 진보된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SOS 긴급 구난,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도난 경보 알림, UVO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그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 에어컨(히터)을
제어하여 탑승 전 미리 온도 설정

원격제어 길안내안전보안 컨시어지(부가서비스)차량관리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최적화 된
경로 안내

에어백 전개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UVO
센터를 통한 응급 서비스 (365일 24시간)

내비게이션 조작없이 상담원을 통해 음성으로
목적지 자동 설정 및 각종 교통정보 제공

※ 기본서비스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제공) :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 유료 부가 서비스 : 컨시어지 (6,600원/월)

※ 자세한 사항은 UVO 홈페이지 (http://uvo.kia.com)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장 발생 시 자동 진단부터 필요 시 정비
예약까지 One Stop 서비스

브릭 브라운 컬러 패키지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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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에스프레소 (DN9)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륜 8단 자동 변속기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R-MDPS)

부드러운 변속 응답성을 자랑하는 전륜 8단 자동 변속기 장착으로 
연비 향상은 물론 발진 및 가속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량의 속도에 따라 파워 스티어링의 응답력이 제어되는 장치로, 저속 주행 시에는 조향 감각을 
가볍고 부드럽게, 고속 주행 시에는 무겁고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안정감을 더합니다.

참고용 PDF _ 2018. 4. 23 참고용 PDF _ 2018. 4. 23



R2.2 E-VGT 디젤 엔진

R2.0 E-VGT 디젤 엔진

2.0 T-GDI 가솔린 엔진

202 45/

186 마력 / 41 토크

마력 토크

240 마력 / 36 토크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ABT)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 오토 홀드 4.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 5.  고급형 ISG 시스템(Idle Stop & Go)

버튼 조작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 및 해제되고, 
출발 시에는 자동으로 해제되어 편리합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ECO-SPORT-COMFORT
모드를 조정해주는 SMART 기능을 사용해 운전자
취향에 맞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켜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실연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1.  전자식 4WD 2.  패들 시프트

노면 및 주행 상태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하여 주행 성능을 높여 줍니다. 스티어링 휠에 변속레버를 적용하여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구현합니다.

PERFORMANCE
ADVANCED TECHNOLOGY

1

3 4

2

5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LOCK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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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 재출발)✽ 3.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BCA)              / 후측방 충돌 경고(BCW)

4.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5.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RCCA)              / 후방 교차 충돌 경고(RCCW)✽ 6.  후석 승객 알림(ROA)1.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 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설정한 차간거리로 유지해 주며, 선행차가 멈출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고,

선행차 출발 시 간단한 조작만으로 재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사양을 선택한 경우 고속도로 안전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감속하여 줍니다.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과 후측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 줍니다. 차선 이탈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차체 제어 장치가 미세한 제동 제어를 통해 충돌 방지 및 사고를

저감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주행 중에도 버튼 조작으로 후방 영상 뷰를 넓은 시계로 제공하여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 시 구현

후진 출차 중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 시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며, 

경고 조건에서 충돌 위험 발생 시 제동 제어를 통한 충돌 방지 및 사고를 저감합니다.

차량 뒷문의 개폐 여부로 후석 승객의 유무를 판단한 뒤, 운전자가 주행 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 도어를 열 경우 클러스터 경고 메시지 및 경고음을 통해 

1차적으로 운전자가 후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고 차량을 잠그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가 실내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작동하며 UVO 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모든 창문이 완전하게 닫혀 있지 않은 경우 알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을 확인해주십시오.

고속도로 주행 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정체 상황에서 브레이크나 엑셀을 계속 밟아야 하는 피로감을 덜어주고 

스티어링 휠 조종까지 보조하는 운전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차량속도 및 환경에 따라 작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NEW NEW NEW NEW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까지 최고의 안전성 제공을 목표로 

주행 환경을 스스로 분석하고 필요 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아의 ADAS 기술 브랜드입니다.

※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Hassle Free, Delightful Driving

안전을 넘어 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운전

1 2 3 5

4

6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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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초고장력 강판 적용✽ 운전석 / 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전좌석 시트 안전벨트 경고장치✽ 시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1.  전방 충돌 경고(FCW) /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2.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초고장력강 바디를 사용해 탑승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동승석에 유아 시트를 사용하여 유아를 탑승시키거나 

승객이 없을 경우 동승석 에어백이 미작동 되며, 

충돌 정도에 따라 에어백의 팽창 압력을 저압팽창과 

고압팽창으로 구분하여 에어백의 전개를 제어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하여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안전벨트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경고등 혹은 

경고음을 통해 승객에게 벨트 장착을 유도하여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센서가 충격을 감지 후 안전벨트를 되감아 

승객을 시트에 밀착시켜 몸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며, 

충돌 직후 안전벨트 압박 상태를 느슨하게 하여 

안전벨트에 의한 2차 상해를 경감시켜 줍니다.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에서 감지하는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행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 작동으로 운전자와 차량의 

피해를 경감시켜 줍니다.

전방 카메라로 주행 차선을 실시간 감지하여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 할 경우, 클러스터에 경고를 하고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여 차로 이탈을 방지하도록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S A F E T Y
SMART TECHNOLOGY

3.  운전자 주의 경고(DAW)

4.  하이빔 보조(HBA) /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DBL)

운전자의 피로/부주의 운전 패턴이 감지되면 휴식을 권하는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생시켜 주의 환기 및 운전자 휴식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면 유리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변의 조명 상황과 선행 차량의 광원을 인식해 

하이빔의 작동을 자동으로 ON/OFF 함으로써 야간 주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의 조향에 따라 헤드램프가 회전하여 진행 방향의 시인성을 

확보해 주는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적용하였습니다.

1 2 3

4

외부 충격에 강건한 차체 설계는 물론 최첨단 에어백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다양한 충돌 상황을 대비하는 동시에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Hassle Free, Delightful Driving

안전을 넘어 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운전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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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 브라운 컬러 패키지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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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테일게이트✽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 후면에 접근 시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려 사물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3.  운전석 파워시트 /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5.  2열 시트 리모트 폴딩4.  동승석 2way 럼버서포트 6.  2열 시트 슬라이딩✽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운전석 시트 위치를 편리하게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미리 설정한 
운전석 시트 위치를 기억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 버튼 
하나로 운전자에게 맞는 시트 위치를 재현합니다.

러기지룸에 수화물을 실을 경우 2열 위치로 
이동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2열 시트백 폴딩이 
가능합니다.

동승석 시트 허리 지지대의 위치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앞뒤로 슬라이딩시킬 수 있어 
편안한 승차공간을 제공합니다.

1.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운전자가 손쉽게 동승석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하여 뒷좌석 및 동승석 탑승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쿠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안락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CONVENIENCE
COMFORT SPACE

1

3 4

2

5 6

실키 실버 (4SS)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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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비티 블루 (B4U)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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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치 
전면가공 알로이 휠

18인치 
전면가공 알로이 휠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알로이 휠

1.

2.

3.

4.

5.

6.

7.

8.

9.

Full LED 헤드램프(LED 턴시그널 포함) + LED DRL

듀얼 프로젝션 헤드램프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LED 포그램프

프로젝션 포그램프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벌브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트윈팁 머플러

1.

2.

3.

4.

5.

6.

7.

8.

9.

슈퍼비전 클러스터(7인치 컬러 TFT LCD)

고급형 클러스터(3.5인치 모노 TFT LCD)

ECM & ETCS 룸미러(UVO형)

풀오토 에어컨

매뉴얼 에어컨

CDP 오디오(MP3 재생)

1열 통풍 시트 & 1~2열 히티드 시트✽

히티드 스티어링 휠✽

리어 에어컨(3열)

E Q U I P M E N T

Equipment of Exterior Equipment of Interior1 2

4 4

7

1

7

5 5

8

2

8

3

6 6

9

3

9

시트 배리에이션

2/3열 분할 폴딩 등의 편리한 시트 기능은 승차 인원수와 
적재물의 양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인승 기준)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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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ING

개별 아이템 성능 패키지

LED 라이팅 패키지

TUON 블랙 패키지

MAKE YOUR STYLE

듀얼 머플러

도어 스팟 램프

사이드 스텝

풋 무드 램프

냉온 컵홀더

번호판 램프

속업쇼버 스프링

블랙 리어 스키드7.

유광 블랙 루프랙

다크크롬 도어 가니쉬

유광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유광 블랙 19인치 알로이 휠

블랙 프런트 스키드

1.

3.

5.

2.

4.

6.

1

2

5

4

3

6

Interior color

Line-up

Exterior color

브릭 브라운 컬러 패키지(가죽 / 인조 가죽 시트) 블랙 원톤 인테리어(가죽 / 인조 가죽 시트)

스노우 화이트 펄 (SWP) 실키 실버 (4SS) 리치 에스프레소 (DN9)플라티늄 그라파이트 (ABT) 그래비티 블루 (B4U) 오로라 블랙 펄 (ABP)

※ 가죽 시트는 가죽 및 인조 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시트 이미지는 가죽 시트를 기준으로 촬영되었으며, 인조 가죽 시트의 경우 사양에 따라 재질 및 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R2.2 E-VGT 디젤 R2.0 E-VGT 디젤 2.0 T-GDI 가솔린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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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키 실버 (4SS)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Dimension

1,6391,628
1,890

1,685(1,690)

2,780
4,800

※ 전고 : (   )는 루프랙 장착 기준임    단위 : mm

Technical data

전   장                (mm)

전   폭                (mm)

전   고                (mm)

축   거                (mm)

윤   거
       전 (mm)

       후 (mm)

배기량                    (cc)

최고출력         (ps/rpm)

최대토크     (kg.m/rpm)

최대타이어

브레이크             전 / 후

서스펜션             전 / 후

4,800

1,890

1,685(1,690)

2,780

1,628

1,639

1,995

186 / 4,000

41 / 1,750~2,750

235 / 55R19

밴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맥퍼슨 스트럿 / 멀티링크

2,199

202 / 3,800

45 / 1,750~2,750

235 / 55R19

1,998

240 / 6,000

36 / 1,450~3,500

235 / 55R19

구        분 R2.0 E-VGT 디젤 엔진 R2.2 E-VGT 디젤 엔진 2.0 T-GDI 가솔린 엔진구        분

※ 전고 : (   )는 루프랙 장착 기준임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R2.0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5인승 18인치

R2.0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5인승 19인치

R2.0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7인승 18인치

R2.0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7인승 19인치

R2.0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5인승 18인치

R2.0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5인승 19인치

R2.0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7인승 18인치

R2.0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7인승 19인치

R2.2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5인승 18인치

R2.2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5인승 19인치

R2.2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7인승 18인치

R2.2 E-VGT 디젤 2WD 자동8단 ISG 7인승 19인치

R2.2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5인승 18인치

R2.2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5인승 19인치

R2.2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7인승 18인치

R2.2 E-VGT 디젤 4WD 자동8단 ISG 7인승 19인치

2.0 T-GDI 가솔린 2WD 자동8단 5인승 18인치

2.0 T-GDI 가솔린 2WD 자동8단 5인승 19인치

2.0 T-GDI 가솔린 2WD 자동8단 7인승 18인치

2.0 T-GDI 가솔린 2WD 자동8단 7인승 19인치

2.0 T-GDI 가솔린 4WD 자동8단 5인승 18/19인치

2.0 T-GDI 가솔린 4WD 자동8단 7인승 18/19인치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2,199

2,199

2,199

2,199

2,199

2,199

2,199

2,199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825

1,860

1,900

1,910

1,905

1,915

1,955

1,965

1,840

1,875

1,915

1,925

1,920

1,930

1,970

1,980

1,770

1,800

1,830

1,840

1,845

1,885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5

5

138

146

144

146

155

160

158

165

140

144

142

144

154

157

157

160

175

180

175

180

194

194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모델명 등급 복합 C02 배출량
(g/km)

15.4

14.7

14.8

14.7

13.7

13.4

13.5

13.0

15.3

15.1

15.3

15.1

14.0

13.7

13.8

13.6

11.9

11.3

11.9

11.3

10.4

10.4

고속도로연비
(km/ℓ)

12.7

12.0

12.1

12.0

11.5

11.1

11.3

10.8

12.5

12.0

12.2

12.0

11.4

11.2

11.2

11.0

8.2

8.2

8.2

8.2

7.6

7.6

도심연비
(km/ℓ)

13.8

13.1

13.2

13.1

12.4

12.0

12.2

11.7

13.6

13.2

13.4

13.2

12.4

12.2

12.2

12.0

9.6

9.4

9.6

9.4

8.7

8.7

복합연비
(km/ℓ)

※ 인치는 타이어 사이즈 기준임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ㆍ운전방법ㆍ차량적재ㆍ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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