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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어 세단

1.4 TURBO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0.4/3,000~4,500 kg.m/rpm
수동6단 - 복합연비(km/ℓ) : 13.8(도심 : 12.5, 고속 : 15.9) 2등급 CO2배출량 : 120g/km
자동6단 - 복합연비(km/ℓ) : 12.2(도심 : 10.8, 고속 : 14.4) 3등급 CO2배출량 : 138g/km

차종

M/T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13,850,000
12,590,909(1,259,091)

L

A/T

M/T

15,330,000
13,936,364(1,393,636)

14,970,000
13,609,091(1,360,909)

LS

LT

A/T

16,450,000

A/T

17,470,000

14,954,545(1,495,455)

15,881,818(1,588,182)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 파워트레인/성능 : 1.4 TURBO 엔진 동급유일 , 6단 수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 안전 사양 :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비상 삼각대, 오토도어록,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 - 통합형 ABS, TCS, HSA 포함), 전자식 진공펌프, 후방주차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등,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5"(195/65 R15) 타이어 & 알로이휠,
안개등, 틴티드 글래스, 바디 컬러 도어핸들, LED 보조제동등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젯 블랙 &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 다크 그레이 직물시트, 트렁크 룸램프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에스코트 헤드램프, 무선접이식리모컨키,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사이드 미러(전동조절 & 접이식, 열선내장), 운전석/동반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2열 폴딩시트(일체형 헤드레스트 포함),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시트 벨트 높이 조절장치, 시트높이 조절장치(운전석),
Day & Night 룸미러, 동반석 시트백 포켓, 앞좌석 틸트 헤드레스트
● 멀티미디어 : AM/FM 라디오, AUX 단자, 6 스피커

M/T 기본사양 및
GEN Ⅱ 6단 자동변속기(자동 중립 기능, 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L M/T 기본사양 및
● 외관 사양 : B 필라 블랙 테입, 안개등 크롬 베젤
● 내장 사양 : 젯 블랙 인조가죽시트, 실버 센터 패널,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크롬 도어핸들, 운전석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 & 커버, 2열 6:4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포함),
선글라스 케이스, 크루즈 컨트롤, 1열 열선시트,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 멀티미디어 : 고급형 MP3 라디오, USB 포트(iPod 지원),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M/T 기본사양 및
GEN Ⅱ 6단 자동변속기(자동 중립 기능, 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인조가죽 기어노브 포함)

LS A/T 기본사양 및
● 외관 사양 : 16"(205/55 R16) 타이어 & 티타늄&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휠,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 편의 사양 : 열선 스티어링 휠, ECM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레인센싱 와이퍼, 오토라이트 컨트롤

● 스마트 패키지 : 940,000
● 16" 티타늄 & 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 250,000

● 스마트 패키지 : 940,000
● 17" 티타늄 & 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 스노우 화이트 펄(GP5)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2만원
* 스마트 패키지 : 마이링크(7"터치 스크린, 음성 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앱은 별매, CDP 지원되지 않음), 후방 카메라,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크롬 도어핸들, 듀얼 USB 포트,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클러스터(LT 트림에서 스마트 패키지 선택시 하이글로시 블랙 베젤 적용)
*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 휴대폰 기종에 따라 호환이 안될 수도 있음. 상세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지원 기종은 브링고 한국어 홈페이지 참조(www.bringgo.com/kr)
* 통합형 ABS는 ESS(급제동 경고시스템) 포함
* 차량 구매 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 세트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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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어 해치백

1.4 TURBO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0.4/3,000~4,500 kg.m/rpm
수동6단 - 복합연비(km/ℓ) : 13.6(도심 : 12.4, 고속 : 15.3) 3등급 CO2배출량 : 122g/km
자동6단 - 복합연비(km/ℓ) : 12.1(도심 : 10.9, 고속 : 13.8) 3등급 CO2배출량 : 139g/km

판매가격

차종

M/T

14,920,000
13,563,636(1,356,364)

LS

A/T

16,400,000
14,909,091(1,490,909)

LT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A/T

17,640,000
16,036,364(1,603,636)

선택사양품목

● 파워트레인/성능 : 1.4 TURBO 엔진 동급유일 , 6단 수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 안전 사양 :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비상 삼각대, 오토도어록,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 - 통합형 ABS, TCS, HSA 포함), 전자식 진공펌프, 후방주차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등,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5"(195/65 R15) 타이어 & 알로이휠, 틴티드 글래스, 바디 컬러 도어핸들, LED 보조제동등,
B 필러 블랙 테입, 안개등 크롬 베젤, 시크릿 리어 도어, 리어 스포일러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젯 블랙 &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 젯 블랙 고급 직물시트,
트렁크 룸램프, 실버 센터 패널, 크롬 도어 핸들, 트렁크 러기지 커버, 트렁크 2단 선반, 운전석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에스코트 헤드램프, 무선접이식리모컨키,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사이드 미러(전동조절 & 접이식, 열선내장), 운전석/동반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2열 6:4 폴딩시트(일체형 헤드레스트 포함),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시트 벨트 높이 조절장치, 시트높이 조절장치(운전석), Day & Night 룸미러,
동반석 시트백 포켓, 선바이저 화장거울 & 커버, 뒷유리 워셔 & 와이퍼, 선글라스 케이스,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틸트 헤드레스트, 1열 열선시트,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 멀티미디어 : 고급형 MP3 라디오, USB 포트(iPod 지원),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6 스피커

● 스마트 패키지
: 940,000
● 16" 티타늄 & 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 휠
: 300,000
● 레더 패키지 : 300,000
● 선루프 : 400,000
●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 250,000

M/T 기본사양 및
GEN Ⅱ 6단 자동변속기(자동 중립 기능, 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 스마트 패키지
: 940,000
● 17" 티타늄 & 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LS A/T 기본사양 및
● 외관 사양 : 16"(205/55 R16) 타이어 & 티타늄&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휠,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 내장 사양 : 젯 블랙 인조가죽시트,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인조가죽 기어노브
● 편의 사양 : 열선 스티어링 휠, ECM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레인센싱 와이퍼, 오토라이트 컨트롤, 2열 6:4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포함)

* 스노우 화이트 펄(GP5)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2만원
* 스마트 패키지 : 마이링크(7"터치 스크린, 음성 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앱은 별매, CDP 지원되지 않음), 후방 카메라,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크롬 도어핸들(프론트 도어), 듀얼 USB 포트,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클러스터(LT 트림에서 스마트 패키지 선택시 하이글로시 블랙 베젤 적용)
*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 휴대폰 기종에 따라 호환이 안될 수도 있음. 상세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지원 기종은 브링고 한국어 홈페이지 참조(www.bringgo.com/kr)
* 레더 패키지 : 젯 블랙 인조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스티어링 휠, 인조 가죽 기어 노브(A/T 선택 시), 2열 6:4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포함)
* 통합형 ABS는 ESS(급제동 경고시스템) 포함
* 차량 구매 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 세트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S

스노우 화이트 펄 (GP5)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파티 레드 (GG2)

모던 블랙 (GB0)

INTERIOR COLORS

[L]

[LS]

[LT]

[LT 스마트 패키지]

젯 블랙 &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
다크 그레이 직물 시트

젯 블랙 &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
젯 블랙 인조가죽 시트 (세단)
젯 블랙 고급직물 시트 (해치백)
※ 해치백 : 레더 패키지 선택 시 젯 블랙 인조가죽 시트 적용

젯 블랙 &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
젯 블랙 인조가죽 시트

젯 블랙 &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
젯 블랙 인조가죽 시트
하이글로시 블랙 베젤 적용

WHEELS

15인치 알로이 휠

16인치 티타늄 & 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 휠

17인치 티타늄 & 실버 컬러 투톤 알로이 휠 (LT 옵션)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