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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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다록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함.
  ▶ 고객센터 : 080-200-2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a.com 

  ▶ 제작년월일 : 2020년  3월 2일.   2003-SC6KM-0.9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의 색상은 인쇄 등 제작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차량의 색상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사용방법 : 1.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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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가격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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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iF 디자인상 본상 수상
(제품디자인 부문)

'18년 레드닷 디자인상 본상 수상
(제품디자인 부문)

 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자동차 /  부문 1위 (6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경형 승용차 부문
5년 연속 1위 (2015 ~ 2019년)

'18년 판매서비스만족도
전 산업 및 국산자동차 부문 1위 (5년 연속)

iOSAndroid

자동차 용품 구매 등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생활 제휴처에서 포인트를  적립/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예약정비, 긴급출동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고객에게 발급되며 차량관리, 포인트 적립, 
정보제공, 생활제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량 구매 정보와 차량 정비, 멤버십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고 
하나의 아이디로 기아자동차/레드멤버스 홈페이지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을  특별   활   을  터치 솔루션

KIA RED MEMBERS 카    필 앱 카 & 프 몰   활 체계  관리 
 투  : Auto Q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원하는 

시간/장소에 차량을 인수/인도
 도어 투 도어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SMART

'19년 인 브랜드 선정
est Global rands 78위

 PD  파 은  
제작 시점에 따라 실제 판매모델과 차이가 있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시에는 반드시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고 영업직 사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p cC v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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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컬렉션/메탈 + 블랙 _ 밀키 베이지 (M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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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컬렉션/메탈 + 블랙 _ 스파클링 실버 (KCS)

안전의 기본기인 초고장력 강판과 첨단 안전사양이 주는 든든함,

넓은 실내와 여유로운 러기지 공간,

운전이 즐거워지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적재적소의 편의기능까지.

든든함도 넉넉함도 편 함도 모닝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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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레드 (A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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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야 확보에 용이한 플로팅 타입과 7인치 광시야각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여 시인성과 조작감이 뛰어나며,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AVN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의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구현합니다. (차량 구매 후 UVO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 제공)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는 차량 구매후 8년까지 보장되며, 이후 당사 사정에 의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기능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7인  UV  내비게이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과 최소 회전반경 확보로 
운전의 자유로움을, 적재적소 세심하게 설계된 기능들이 
유쾌함을 선사하다 

C v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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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기기 연동 내비게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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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의 탑승객에게 시원한 시야감을 
제공합니다.

후석 쿼  글라스 
메인조명에 무드조명을 더하여
탑승객의 편리함을 배려하였습니다.

선바이저 대형 화장거울  무드 조명
컵홀더를 회전식으로 구성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회전형 컵홀더 *  

넓  시야각 확보로 시원하고 편 해진 운전

동급 최소 회전반경으로 U턴 및 주차 시 
탁월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최소 회전 반경 확보 *  

스티어링 휠과 연동하여 가이드라인이 표시되는 
후방 모니터를 적용하여 주차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후방 모니  (조향 연동 가이드라인 표시)

웃음이 늘었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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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패키지 설계 기술로 1,010 ℓ의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으며, 
이동 시 더욱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러기지 공간  2열 풀플랫 
2,400 mm의 넓어진 휠 베이스로 
여유롭고 안락한 실내공간을 제공합니다. 

넓  실내공간 

넉넉한 러기지 공간과 실내공간 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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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ℓ 2,400
대용량 러기지 용량  넓  휠 베이스!

(  2열 시트 풀플랫 및 러기지 보드 하단 공간 포함 시 )

아트 컬렉션/메탈 + 블랙 _ 스파클링 실버 (KCS)

센터페시아 밑 부분에 핸드폰, 지갑 등을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였고 내부 USB 포트를 이용하여 
스마트 기기 충전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 
트렁크 하단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러기지 공간의 활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2단 러기지 보드 *  

255 ℓ의 여유로운 러기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2열 풀플랫, 짐을 싣고 꺼내기 편리한 넓은 러기지 오프닝 등 
넉넉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몸과 마음에 여유를 불어넣다

Sp c

편리한 시트 기능으로 승차 인원 수와 적재물의 양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  배 에이  

넓은 러기지 오프닝으로  더욱 편리하며, 뒷좌석 6:4 분할 폴딩으로 
다양한 시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넓  러기지 오 닝  6:4 분할 폴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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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충돌부위 초고장력 / 핫스탬핑 강판 적용 * 
초고장력 강판 확대 및 핫스템핑 적용으로 충돌부위 강도를 높였습니다.

차체로 전달되는 비틀림에 대한 강성을 강화하여 
든든한 차체를 구현하였습니다.

비틀림 정강성 강화 *  

차량 전복 등의 상황에서 승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중량의 4.9배 하중을 견디는 고강성 차체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천정강도 강화 *  

경차 최대 수준 44.3 %의 초고장력 강판 적용으로 
차체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초고장력 강판 적용으로 차  안전성 강화 *  

기존 6에어백은 물론 국산 경차 유일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적용하여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 *   국산 경차 유일 

경차 최초로 뒷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를 적용하였습니다 

후석 시 벨  텐셔너   

측면 충돌 감지 센서를 총 4개 적용하였습니다.

측면 충돌 감지 센서 

운전석, 동승석은 물론 앞좌석 사이드(좌/우) 및 커튼(좌/우),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각종 충돌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7 에어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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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컬렉션/레드_ 밀키 베이지 (M9Y)

커튼 에어백 (좌/우) 

운전석 에어백 

동승석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 (좌/우) 

든든함  더한 경차 플랫폼!

초고장력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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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안전 신기술 든든함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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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ght ul ri ing
안전  넘어 보다 즐겁고 기분 좋  운전 

타이어의 반경과 진동의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한 상태보다 
공기압이 낮아지면 운전자에게 경보하여 줍니다.

간접식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 ( )

차량 급제동 시 제동등과 비상등을 점멸시켜 후방차량에 
위급상황을 경고해 주는 안전 보조장치입니다.

급제동 경보시스템 ( )

전방 레이더를 통해 선행차량의 급제동 상황 또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전방 충돌 상황 발생 시 제동 보조를 통해
피해를 경감시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일부 충돌 상황에 대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항시 전방을 인지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합니다.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 ) *   

전방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상황 시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줍니다.

전방 추돌 경보시스템 (F W )

직진 제동 쏠림 방지 시스템  (Straight Line Stability)은 
직진 제동 중 차량이 좌우로 쏠리지 않도록 제동 압력으로 
차량 자세를 제어하여 직진 제동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직진 제동 쏠림 방지시스템 (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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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컬렉션/메탈 + 블랙 _ 스파클링 실버 (KCS)

선회 주행 시 차량의 민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전자컨트롤을 통해 
전륜 좌우 휠의 토크를 제어하여 선회 주행 시 보다 민첩하고 
안전한 주행을 도와드립니다.

토크 벡 링 시스템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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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안전 신기술!

아트 컬렉션/메탈 _ 샤이니 레드 (A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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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트 컬렉션/메탈 _ 샤이니 레드 (A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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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f m c
& Eff c cy

최고출력 
ps / 6,200rpm

최대토크 
kgf6m / 3,500rpm

최고출력 
ps / 6,200rpm

최대토크 
kgf6m / 3,750rpm

국산 경차 최고 수준 연비로 뛰어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복합   준

15.4k /ℓ
국산 경차 최고 수  연비!

카파 1.0 ECO Prime 엔진으로 동급 최고 수준  
연비를 구현한 가솔린, 우수한 경제성을 확보한 LPi까지.
효율과 성능 모두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다!

카파  P  엔

연비 신기술을 기본 적용한 엔진입니다.

카파  ECO P m  엔

우수한 경제성을 자랑하는 LPi 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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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칼라 믹스 & 매치

감각도 스타일도 모닝이면 충분하다 

세련된 디자인에 개성 넘치는 포인트 칼라로 선택의 즐거움까지!
개성도 자부심도 참 모닝답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트 컬렉션 인테리어 기준입니다.

xterior olor

xterior  oint olor (아  컬렉 )

➊ 에어커튼 인테이크 가니쉬
➋ 사이드실 가니쉬
➌ 라디에이  그릴 
➍ 어 디퓨저 가니쉬 ➋

➊ ➊

➌

➋➍

클 어 화이  (U )

라임 포인트
➊➋➌➍

메탈 + 블랙 포인트
➊➋➌➍

밀키 베이지 ( 9Y)

레드 포인트
➊➋➌➍

메탈 + 블랙 포인트
➊➋➌➍

앨 스 블  ( )

메탈 포인트
➊➋➌➍

티타늄 실버 ( )

메탈 포인트
➊➋➌➍

샤이니 레드 ( 2 ) 

메탈 포인트
➊➋➌➍

스 클링 실버 ( )

메탈 + 블랙 포인트
➊➋➌➍

오로라 블랙 펄 ( )

레드 포인트
➊➋➌➍

메탈 포인트
➊➋➌➍

블랙 원톤 인테 어  아트 컬렉션 라임 포인트 및 레드 포인트 제외 그레이 원톤  라임 칼라 포인  인테 어 블랙 원톤  레드 칼라 포인  인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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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타입 머플러윈 머플러 

로젝  안개등

선  

로젝  안개등 (아 컬렉 )

일반형 헤드램  

로젝   헤드램  

고급형 어 콤비램

L  어 콤비램

전동접이 아웃사이드 미러 *

후방 모니   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 

L  피  사이드미러

세심한 디테일에 꼭 맞는 사양까지

모닝이면 충분하다 

qui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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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에어컨

슬라이딩 헤드레스  *  전자식 룸미러 ( )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 )

4단 자동 기어노브 

고급형 클러스

슈퍼비전 클러스 풀오토 에어컨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 )

스티어링 휠 오디오 모컨 

크 즈 컨 롤 

16인  아  컬렉  전용 휠 16인  전면가공 알로이 휠 15인  전면가공 알로이 휠 14인  알로이 휠 14인  스틸 휠 커버 

버튼시동 스마  키 시스템

히티드 스티어링 휠 *

컴팩  오디오

알로이 페달 

7인  디스플레이 오디오

새로운 스타일도 모닝으로 표현한다  

스타일 표현주의, 
튜온!

표현한다  

,

 5인승 기준 / LPi & VAN 미운영

U N 스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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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드미러 커버 (레드)라디에이  그릴 (레드) 스킨 (블랙&레드라인)

아웃사이드미러 커버 (화이트)라디에이  그릴 (화이트) 스킨 (풀블랙)

U N 칼라 패키지 
 외장 색상에 따라 적용 품목이 상이함

스킨 (블랙& 레드라인/풀블랙) 스킨 (블랙&라임라인) 

스킨 (아 컬렉  전용) 
 포인트 색상 에 따라 적용 품목이 상이함

L  러기지 램  L  룸램    선루프 선택 시 적용 스마 폰 무선충전기 L  번호판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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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움과 새로움의 올 뉴 모닝

더 누 자. 다 즐기자 

아트 컬렉션/라임_ 클리어 화이트 (UD)

아트 컬렉션/라임_ 클리어 화이트 (UD)

1,595

1,420 /1,394 1,423 /1,4031 423 /1 403

1,595 3,595

2,400675 520

1,
48
5

i ension 단위 m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준준준준   

모닝 (J ) 1.0 가 린 

모닝 (J ) 1.0 가 린  밴 

모닝 (J ) 1.0 가 린 / 16인  타이어 

모닝 (J ) 1.0 L i 

모닝 (J ) 1.0 L i / 16인  타이어

모닝 (J ) 1.0 가 린 

모닝 (J ) 1.0 가 린  밴 

모닝 (J ) 1.0 가 린 / 16인  타이어 

모 델 명

106

106

111

109

117

101

101

106

 02 배출량
(g/k )

14.2

14.2

13.6

11.0

10.2

14.9

14.9

14.2

도심 
(k /ℓ)

17.0

17.0

16.2

12.8

12.1

17.5

17.5

16.8

고속도로 
(k /ℓ)

15.4

15.4

14.7

11.8

11.0

16.0

16.0

15.3

연비 
(k /ℓ)

경형

경형 

경형

경형 

경형

경형

경형 

경형

등급

자동 4단

자동 4단

자동 4단

자동 4단

자동 4단

수동 5단 

수동 5단 

수동 5단 

변속기

910

905

955

960

975

890

890

935

공차중량
(kg)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배기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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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린 1.0 (아 컬렉  적용) 가 린 1.0 가 린 1.0 V N

(적재공간_ 최대폭 : 1,280 mm / 높이 : 939 mm / 바닥길이 : 1,025 mm)

LLLiiinnneee-uuu

L i

e hni al ata

 윤거: 가솔린 1.0 기본모델 13인치 / 가솔린 1.0 기본모델 16인치 타이어 적용 순입니다.

구     분
 1.0

 ri e 진
 1.0

L i 진 
구     분

 1.0
 ri e 진

 1.0
L i 진 

전장 V 전폭 V 전고 (mm) 3,595 V 1,595 V 1,485 배  기  량 (cc) 998

윤 거 
전 (mm) 1,420 / 1,394 최고출력 (ps/rpm) 76 / 6,200 74 / 6,200

후 (mm) 1,423  / 1,403 최대토크 (kgf m/rpm) 9.7 / 3,750 9.6 / 3,500

휠 베이스 (mm) 2,400 변속방식 자동 4단, 수동 5단 자동 4단

당신의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UVO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는 진보된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SOS 긴급 구난,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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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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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최적화 된 경로 안내 

길 안내 

 차량 구매 후 UVO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 제공: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주차 위치 확인(비상등/경적), 도난 경보 알림 서비스 미지원
 문의: UVO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UVO 입력 후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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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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