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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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부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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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쇄물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080-200-2000   •SK-K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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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52021

제작년월일가격표 다운로드

03 /  01

본 PDF 파일은 참고용입니다. 

제작 시점에 따라 실제 판매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고 

영업직 사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빛이 켜지는 순간,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바라보지만 머물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는 도시의 시선들과

일하고, 놀고, 떠나지만 역시 평범할 뿐인 일상들을 뒤바꿀 새로운 즐거움이 시작된다.

새롭고 즐겁고 놀랍고 아름답고. ‘일상은 좋은 순간들의 연속이야’라고 말하는 자동차.

그리고 첨단 인터랙션 테크놀로지로 미래형 세단의 시작을 알려준 존재. 

멈칫할 만큼 강렬하게 다가와 일상을 새롭게 플레이시키다. K5.

1.6 가솔린 터보 _ 요트 블루 (DU3)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Stop &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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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 김영철 
@talkwg_331young

# Eyes stop

1.6 가솔린 터보 _ 요트 블루 (DU3)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 가솔린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첫눈에 그 강렬함과 매력을 각인시키다.

과감한 시도나 뜻밖의 반전을 좋아하지만 나만의 취향이나 기준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건 나의 기대를 압도하는 순간과 아직 만나지 못해서였다. 

혁신과 파격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성을 완성한 새로운 존재.

뻔한 감탄사로는 부족하다. 지금 내 눈앞의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멋지고, 가장 남다른 자동차. 강렬한 새로움으로 마음에 각인된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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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stop # 1.  시선이 멈춘다는 건 마음이 흔들렸다는 즉각적인 신호.

                      한순간 도시의 수많은 이미지와 사운드를 배경화면으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만들고, 

                      그 무대를 압도해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차, K5.

2.0 가솔린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Play&Stop

1.6 가솔린 터보 _ 요트 블루 (D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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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stop # 2.  질주할 때도, 멈춰 있을 때도 빛나는 감각.

                       평범한 일상도 톡톡 튀는 활기로, 똑같은 경험도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는 기술은

                       이 차가 나와 같은 부류라는 증거. 나와 즐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 

1.6 가솔린 터보 _ 요트 블루 (DU3)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Play&Stop

2.0 가솔린 _ 인터스텔라 그레이 (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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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솔린 터보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Always play

1.6 가솔린 터보 _ 요트 블루 (DU3)

일하다. 놀다. 쉬다. 만나다. 떠나다. 시도하다.

그 앞에 공통으로 붙여 넣을 수 있는 수식어는 ‘즐겁게’.

K5가 지능형 편의 기술과 최첨단 주행 안전기술로

당신의 밋밋한 일상에 흥미와 재미를 팝업 시킨다. 

소통과 공감이 주는 따스함을 일깨운다. 

이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감동에 익숙해져야 할 때. 

K5는 당신을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참고용 PDF _ 2021. 3. 1 참고용 PDF _ 2021. 3. 1



1.6 가솔린 터보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SBW)

테마형 클러스터

날씨, 시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클러스터의 배경 화면이 변화합니다.

공기청정 시스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음성 인식 차량 제어

음성명령으로 창문,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및

통풍, 뒷유리 열선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카투홈

가정의 조명, 에어컨, 가스밸브 등 홈 IoT(사물인터넷)

기기의 작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 안내

주차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도보 이동)까지 UVO 앱을

이용하여 나의 위치와 최종 목적지 위치를 안내합니다.
스마트키 미소지 상태에서 NFC 카드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도어 및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웹용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인터랙션 기술

Play interactive

운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하던 기존의 자동차 개념을 넘어, 

운전자나 주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일상 속에서 미래형 모빌리티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리모트 360O 뷰 (차량 주변 영상)

스마트폰의 UV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주변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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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까지 당신보다 한발 앞서 살피고 대응하다. 

최종 목적지 안내  차량이 정차한 후 현재의 위치와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최종 목적지가 다를 경우 

UV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 주차 후 내 위치와 목적지까지와의 거리가 200m~2km 내에서만 서비스 지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량 외부에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 제어하여,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하도록 

도와줍니다.

리모트 360
O

 뷰 (차량 주변 영상)  운전자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의 UV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주변 상황 및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원하는 대로 쉽고 간편하게
Play&Stop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차량 속도 및 환경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취급설명서 참조) 

음성 제어

공조 시스템

음성 제어

윈도우 시스템

음성 제어

열선 스티어링 휠 

음성 제어

열선/통풍시트 

Feel free to play

"에어컨 켜줘'와 같은 직관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와 같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얘기할 경우에도 그에 맞춰 공조를 제어해주며, 창문 / 스티어링 휠 열선 / 시트 열선 및 

통풍 / 뒷유리 열선 등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음성 인식 차량 제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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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빙의 새로운 재미와 편리까지

지능형 편의 기술로 주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확인하다. 변속의 순간순간을 즐기다.

Play&Stop

빌트인 캠  주행/주차 중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기록하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빌트인 영상기록 장치입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SBW)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다이얼 타입 적용으로 편안한 그립감과 고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Fun to play
원하는 그대로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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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to play
명석하고 슬기로운 대처

Play&Stop

주행 편의 기술을 적용해 가장 앞선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선행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 및 안전 속도에 맞춰,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로를 인식하여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 주행 상황에 맞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로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선행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안전구간/곡선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주고, 안전구간/곡선로를 벗어나면 원래 설정한 속도로 주행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內 안전구간/곡선로)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차량 속도 및 환경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취급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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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스마트스트림 G2.0 엔진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

더 다양해진 드라이빙 경험

Power to play

Play&Stop

# 차세대 파워 트레인의 놀라운 성능으로  

최고출력과 최대토크의 정교한 조화로 저속에서 고속까지 드라이빙의 감흥을 유지하다. 

20.0
160 ps / 6,500rpm

kgf.m / 4,800rpm

최고출력

최대토크 19.5
146 ps / 6,000rpm

kgf.m / 4,200rpm

최고출력

최대토크 27.0
180 ps / 5,500rpm

kgf.m / 1,500~4,500rpm

최고출력

최대토크

1.6 가솔린 터보 _ 요트 블루 (DU3)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6 가솔린 터보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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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ay to play

미래 자동차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옮겨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상 속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작고 유용한 습관들을 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실천법도 있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실현한 K5 하이브리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미래가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2.0 하이브리드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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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트림 G2.0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제공하며, 가솔린 대비 동일한 크기의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 가능 거리를 증가시키는 ‘솔라루프’를 장착해 연료비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솔라루프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 16인치 전면가공 휠 17인치 전면가공 휠 18인치 전면가공 휠

20.1 km/ℓ 19.2 205kgf.m Nm152 38.6/ /ps kW
가솔린 엔진16인치 타이어 기준 전기모터

복합연비 최고출력 최대토크

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K5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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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K5 _ Interior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윈드쉴드 글라스에 입체감 있는 그래픽과 다양한 주행 정보를 투영시켜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와드립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주행모드에 따라 칼라가 변화하여 운전자의 감성적 몰입감이 향상됩니다.

(도어 앰비언트 라이트 칼라 블랜딩 효과 적용 / 전문가 추천 색상 한정)

테마형 클러스터

날씨(맑음, 흐림, 비, 눈), 시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뀌는 12.3인치 클러스터로 

운전의 즐거움과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UVO 개통 시)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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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Pay

Kia Pay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카드로 제휴 가맹점에서 내비게이션 

화면 터치만으로 주유, 주차 요금 등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 가맹점은 지속 확대 예정이며 실시간 가맹점 리스트는 내비게이션

    및 Kia Pay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5 _ Convenience

스마트키 미소지 상태에서 NFC 카드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도어 및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연동 블루투스 기능 제공으로 약 10m 이내에서 스마트키처럼 활용 가능) 

※ 디지털키 앱은 안드로이드 OS 7.0(Nougat) 이상 스마트폰에서 지원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내비게이션 화면에 자신의 키, 몸무게, 앉은키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신체 조건에 최적화된 

운전석 시트, 아웃사이드미러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위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차량의 터널 진입 및 비청정 예상 지역을 지날 때, 윈도우가 

개방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도어 윈도우를 닫아주며, 공조 시스템을 내기 순환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화 프로필

여럿이 함께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디지털 키로 문을 열거나 내비게이션 화면 내 

사용자 선택을 통해 차량 설정이 자동으로 개인에게 맞춰집니다. 

카투홈

차량에서 집 안의 홈 IoT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집안의 조명(침실, 거실, 주방 등), 온도(에어컨, 보일러), 

가스밸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시스템과 연동되는 기기 한정

공기청정 시스템 (미세먼지 센서 포함)✽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공조창에 표시하고,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일 경우 고성능 콤비 필터를 통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입니다.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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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PDF _ 2021. 3. 1 참고용 PDF _ 2021. 3. 1



K5 _ Safe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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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조 시스템)

Hassle Free, Delightful Driving

안전을 넘어 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운전

후측방 모니터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하면 해당 방향의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표시해줍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정차 중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포함)✽

주행 중 운전자의 주의 상태를 표시해주며, 운전자 주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를 해줍니다. 

정차 중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진 중 좌/우측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량/보행자/사이클리스트)✽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등 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경고를 해주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작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충돌 회피를 

도와줍니다.

안전 하차 보조✽

정차 후 탑승자가 도어를 열 때 후측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줍니다. 

또한 전자식 차일드 락을 작동하여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차량 속도 및 환경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취급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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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_ Equipment

LED 헤드램프 & 벌브 턴시그널램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칼라 TFT LCD) 변속기 노브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

오버헤드 콘솔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컴팩트 오디오 D컷 가죽 스티어링 휠 앞좌석/뒷좌석 열선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벌브타입 리어램프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 USB 단자 (급속충전용)

16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전면가공 휠 18인치 전면가공 휠

Equipment

19인치 전면가공 휠
(1.6 가솔린 터보 전용)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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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_ Colors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

Colors of Interior Colors of Exterior

스노우 화이트 펄 (SWP) 스틸 그레이 (KLG)

인터스텔라 그레이 (AGT) 오로라 블랙 펄 (ABP)

그래비티 블루 (B4U)  ※ 2.0 가솔린 / 2.0 LPI / 2.0 하이브리드 전용 요트 블루 (DU3)  ※ 1.6 가솔린 터보 전용

Colors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인조가죽시트의 경우 사양에 따라 재질 및 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죽시트는 가죽 및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퀼팅 가죽

퀼팅 가죽

인조가죽

인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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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1,630 / 1,625 / 1,6171,623 / 1,618 / 1,610

1,860

1,4
45

2,850

4,905

※ 윤거는 17/18/19인치 타이어 적용 순임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17인치 타이어

17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장착)

18인치 타이어

19인치 타이어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장착)

17인치 타이어

17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장착)

18인치 타이어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장착)

16인치 타이어

16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장착)

17인치 타이어

18인치 타이어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장착)

16인치 타이어

16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17인치 타이어

17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18인치 타이어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1.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2.0 LPI

2.0 하이브리드

1,598

1,598

1,598

1,598

1,598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425

1,425

1,450

1,480

1,480

1,415

1,415

1,435

1,435

1,410

1,410

1,425

1,445

1,445

1,495

1,495

1,515

1,515

1,540

1,540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6단

3

3

3

3

3

3

3

3

3

4

4

4

4

4

1

1

1

1

1

1

122

123

127

130

132

129

130

132

133

128

129

131

133

136

79

81

83

85

88

91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모델명 등급변속기 복합 C02 배출량
(g/km)

16.0

15.9

15.4

15.1

14.7

15.2

14.9

14.8

14.6

12.0

11.9

11.8

11.4

11.2

20.2

20.0

19.3

19.3

17.8

17.5

고속도로연비
(km/ℓ)

12.1

12.0

11.8

11.4

11.2

11.5

11.4

11.3

11.2

9.0

8.9

8.8

8.7

8.5

19.9

19.4

18.8

18.3

18.1

17.6

도심연비
(km/ℓ)

13.6

13.5

13.2

12.9

12.6

13.0

12.8

12.7

12.5

10.2

10.1

10.0

9.8

9.6

20.1

19.7

19.1

18.8

18.0

17.6

복합연비
(km/ℓ)

※ 윤거는 16/17/18/19인치 타이어 적용 순임

※ LPI 봄베(연료탱크) 용량 : 64 ℓ(총 용량 80 ℓ의 80% 충전)

Technical data
전   장

전   폭

전   고

축   거

(mm)

(mm)

(mm)

(mm)

윤   거
전 (mm)

후 (mm)

배기량

최고출력

최대토크

최대타이어

브레이크

서스펜션

(cc)

(ps/rpm)

(kgf.m/rpm)

전 / 후

전 / 후

4,905

1,860

1,445

2,850

1,633 / 1,623 / 1,618 / 1,610

1,640 / 1,630 / 1,625 / 1,617

1,999

160 / 6,500

20.0 / 4,800

235 / 45R18

밴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맥퍼슨 스트럿 / 멀티링크

1,999

146 / 6,000

19.5 / 4,200

235 / 45R18

1,598

180 / 5,500

27.0 / 1,500~4,500

245 / 40R19

구        분 2.0 가솔린K5 2.0 LPI1.6 가솔린 터보구        분

※ 윤거는 16/17/18인치 타이어 적용 순임

전   장

전   폭

전   고

축   거

(mm)

(mm)

(mm)

(mm)

윤   거
전 (mm)

후 (mm)

배기량

최고출력

최대토크

최고출력

최대토크

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cc)

(ps/rpm)

(kgf.m/rpm)

(kW)

(Nm)

4,905

1,860

1,445

2,850

1,633 / 1,623 / 1,618

1,640 / 1,630 / 1,625

1,999

152 / 6,000

19.2 / 5,000

38.6

205

구        분 2.0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구        분

※ 차량 구매 후 UVO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 제공 :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 문의 : UVO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UVO' 입력 후 친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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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백 전개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UVO 센터를 통한 

응급 서비스 (365일 24시간)

고장 발생 시 자동 진단부터 필요시 정비 예약까지 

One Stop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최적화된 경로 안내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2.0 LPI _ 그래비티 블루 (B4U)

2.0 가솔린 _ 스노우 화이트 펄 (SWP)

2.0 하이브리드 _ 스틸 그레이 (K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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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