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ltos기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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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상에 표시되는 기능과 정보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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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쇄물은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080-200-2000   •SK-S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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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쇄

가격표 다운로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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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전 블랙 + 플루톤 블루 (F1A)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Meet the amazing
볼드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첨단 신기술,

그리고 가슴 뛰는 드라이빙까지,

새로워진 셀토스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하이엔드 감성으로 한층 고급스러워진 셀토스를 만나 보세요.

오직 셀토스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당신의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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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태양을 조명 삼아, 나의 도시를 무대 삼아

하이엔드 감성의 도시적 세련미가 돋보이는 셀토스는 

어떤 장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태양을 조명 삼아, 화려한 이 도시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다크 오션블루 (BU3)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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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블랙 + 클리어 화이트 (F1D)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용 PDF _ 2022. 1쇄 참고용 PDF _ 2022. 1쇄



Design
강인하고 당당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바로 ‘셀토스 스타일(Seltos style)’입니다.

셀토스 특유의 견고한 이미지가 웅장해진 라디에이터 그릴을 만나 한층 강인한 인상을 구현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엣지 있는 휠 디자인이 그 어디에서도 돋보이는 뚜렷한 존재감을 선사합니다.

퓨전 블랙 + 플루톤 블루 (F1A)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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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tos Gravity
어두운 컬러가 강조된 디자인 요소를 통해 고급스러운 다크함을 구현했습니다.

다크메탈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 로워 가니쉬 및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다크메탈 프론트 /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등이 적용되었으며,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는 그래비티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 모델 _ 그래비티 그레이 (KDG)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 로워 가니쉬 및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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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멜 인테리어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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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다이얼 타입 전자식 변속기를 적용하여 
편안한 그립감과 고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사운드 연동 가능)  

사운드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무드 조명을 도어 스피커와 크래쉬 패드 가니쉬에 
적용하였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심플하고 하이테크한 실내 인테리어를 구현했습니다.

통합형 컨트롤러

인포테인먼트 주요 기능과 공조 시스템을 통합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테크 조작계입니다.

수평적인 이미지에 하이테크한 첨단 편의 사양이 가득한 실내 공간은 하이엔드 감성의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통합형 컨트롤러, 전자식 변속 다이얼,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리미엄한 차내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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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01. 공기청정 모드✽

고성능 에어컨 필터를 통해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입니다. 

03. 인조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

앞뒤 슬라이딩 기능이 적용된 콘솔 암레스트를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02.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시트 포지션 기억/재생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 변경 시의 시트 조작 편의성을 향상하고, 
이지 억세스(EASY ACCESS) 기능을 통해 운전자 승·하차 편의성을 향상했습니다.

01

02

03

셀토스만의 탁월한 공간설계를 바탕으로 탑승자의 감성적 만족감까지 배려한 첨단 신기술들이 함께 합니다. 

편안한 운전을 위한 최적의 시트 환경부터 더욱 스마트하게 경험하는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들이 

당신의 드라이빙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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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후석 승객 알림✽ 

차량 뒷문 개폐를 감지하여 후석 승객 탑승이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운전자가 후석을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 승객 감지 센서 미적용

02. 빌트인 캠 

주행/주차 중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기록하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빌트인 영상기록 장치입니다.

06. 2열 C타입 USB 단자 (충전용)

2열 에어밴트 하단에 C타입 USB 단자를 적용하여 최신 디바이스와의 호환성을 
높이고, 후석 탑승객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5.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 오토홀드)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해제되고, 오토홀드 설정 후 D단 정차 시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해제할 수 있어 신호대기 시 편리합니다.

01.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 후면에 접근 시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려 짐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신장 및 적재 환경에 따라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애프터 블로우✽ 

에어컨 작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를 건조하여 냄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줍니다.

04.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무선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별도의 케이블 연결 없이 충전 패드 위에 
올려 두는 것만으로도 편리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별도의 충전 패드 또는 충전 커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별도 수신장치 장착 불가 기종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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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2 03

04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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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오션블루 (BU3)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스마트스트림 G1.6 T-GDI + 8단 자동 변속기

누우 2.0 MPI + IVT

12.8 복합연비
km/ℓ

(2WD 16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미장착 기준) 

12.9
(2WD 16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연비
km/ℓ

최고출력
ps / 6,000rpm198

최고출력
ps / 6,200rpm149

최대토크
kgf.m / 1,600~4,500rpm27.0

최대토크
kgf.m / 4,500rpm18.3

전자식 4WD

노면 및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전·후륜에 능동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선회 및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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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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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안전속도 구간과 곡선 구간에서는 진입 전에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이후 안전속도 구간과 곡선 구간을 지나면 원래 설정한 속도로 주행합니다.

04. 고속도로 주행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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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차로 유지 보조

차로를 인식하여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06.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포함)

주행 중 운전자 주의 수준이 '나쁨'으로 떨어지면 경고를 해줍니다. 정차 중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02. 차로 이탈방지 보조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중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작 없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를 해주고, 
자동으로 조향을 보조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05.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전방 카메라 또는 내비게이션의 제한 속도 정보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 경고를 해주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가 도로의 제한속도와 같다면, 이후 제한속도가 바뀔 시 이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속도를 변경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적용 시)

01

02 03

04

05 06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까지
최고의 안전성 제공을 목표로 주행 환경을 스스로 분석하고
필요시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 기아의 ADAS 기술 브랜드입니다.
※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Hassle Free, Delightful Driving
안전을 넘어 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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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01.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량 / 보행자 / 자전거 탑승자 / 교차로 대향차)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앞에 정지 차량,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탑승자가 나타나는 등 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줍니다.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다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04.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량 외부에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 제어하여,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하도록 도와줍니다.

03. 후측방 모니터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하면 해당 방향의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표시해 줍니다.

06.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후진 중 후방 보행자 또는 물체와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02.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작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 줍니다. 
평행 주차 상태에서 전진 출차 중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05. 서라운드 뷰 모니터  

안전한 주차를 위해 차량 주변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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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Wheel Choice

16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전면가공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벌브 헤드램프

틴티드 윈드쉴드 차음 글라스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블랙 유광 도장 라디에이터 그릴

벌브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슈퍼비전 클러스터 (10.25인치 칼라 TFT LCD) &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칼라 TFT LCD) &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패들 쉬프트 전자식 룸미러 (ECM) 
&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LED 포그램프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변속기 노브1열 / 2열 열선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1열 통풍시트✽ 

Bose 프리미엄 사운드 크래쉬패드 인몰드 스티치풀오토 에어컨 매뉴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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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tone

One-tone

가죽시트는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 패키지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 (그래비티 전용)

캐러멜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 (가죽시트는 그래비티 전용)

차량 보호 필름Ⅰ

프론트 범퍼 사이드 외

차량 보호 필름Ⅱ

도어 중앙부 외

휠

18인치 전면가공 휠

마이컴포트 패키지

선바이저 뷰티 무드조명 적외선 무릎 워머대용량 브레이크 디스크

아웃도어 패키지

프로텍션 플로어 매트

레드 캘리퍼 로우 스틸 패드

LED 테일게이트램프

스노우 화이트 펄 (SWP) 그래비티 그레이 (KDG) 퓨전 블랙 (FSB)

플루톤 블루 (PLU)발레 그린 (B4E) 다크 오션블루 (B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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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물 인조 가죽

인조 가죽

인조 가죽

가죽

가죽

퓨전 블랙 + 다크 오션블루 (F1E)퓨전 블랙 + 클리어 화이트 (F1D) 퓨전 블랙 + 플루톤 블루 (F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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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1,568 (2WD)
1,587 / 1,571 (4WD)1,800

1,575 / 1,560

16
인

치
 : 

1,6
0

0
 (1

,6
15

)
18

인
치

 : 
1,6

0
5 

(1
,6

20
)

2,630

4,390

※ 전고 : (   )는 루프랙 포함 기준, 윤거 : 16 / 18인치 타이어 적용 순입니다.    단위 : mmDimension

※ Kia Connect는 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UVO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문의 : Kia Connect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기아커넥트” 입력 후 친구 추가)

※ 차량 구매 후 Kia Connect 최초 가입 시 기본 서비스 5년 무료 제공되며, 이 중 라이트 서비스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월간 리포트, 교통정보 제공)는 추가 5년 무료 제공

※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Kia Connect의 스트리밍 데이터 요금제를 별도 구매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시는 멜론 또는 지니뮤직사의 계정을 연동하셔야 합니다.

Kia Connect는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차량 제어, 위급 상황 알림 등 

고객님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는 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내 에어컨(히터)을 

제어하여 탑승 전 미리 온도 설정

에어백 전개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Kia Connect 센터를 통한 응급 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차량 고장 진단, 주행 정보, 무선 업데이트 

등 내 차량 관리를 위한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최적화된 

경로 안내

차량에서 스마트폰 연결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부가서비스)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 전고 : (   )는 루프랙 포함 기준, 윤거 : 16 / 18인치 타이어 적용 순입니다.    단위 : mm

전   장

전   폭

전   고

축   거

윤   거 서스펜션

(mm)

(mm)

(mm)

(mm)

전 (mm)

후 (mm)

최고출력

최대토크

최대타이어

브레이크

(ps/rpm)

(kgf.m/rpm)

전/후

전/후(2WD)

전/후(4WD)

4,390

1,800

16인치 : 1,600 (1,615) ㅣ 18인치 : 1,605 (1,620)

2,630

1,575 / 1,560    

1,584 / 1,568 (2WD) ㅣ 1,587 / 1,571 (4WD) 

198 / 6,000

27.0 / 1,600 ~ 4,500

235/45R18

디스크 / 디스크

맥퍼슨 / CTBA

맥퍼슨 / 멀티링크

149 / 6,200

18.3 / 4,500

235/45R18

디스크 / 디스크

맥퍼슨 / CTBA

맥퍼슨 / 멀티링크

Seltos 1.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구        분 구        분

Technical Data

12.8

12.5

11.8

11.8

10.8

12.9

12.3

12.2

12.1

11.3

14.6

14.4

13.5

13.3

12.2

14.4

13.9

13.9

13.9

12.6

11.5

11.2

10.6

10.8

9.8

11.8

11.2

11.0

10.9

10.4

130

133

142

142

156

128

135

137

138

148

3

3

3

3

4

3

3

3

3

4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IVT

IVT

IVT

IVT

IVT

1,360

1,360

1,405

1,445

1,490

1,325

1,370

1,405

1,405

1,450

1,598

1,598

1,598

1,598

1,598

1,999

1,999

1,999

1,999

1,999

2WD 16인치 타이어

2WD 16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2WD 18인치 타이어

4WD 16인치 타이어

4WD 18인치 타이어

2WD 16인치 타이어

2WD 18인치 타이어

4WD 16인치 타이어

4WD 16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4WD 18인치 타이어

1.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복합연비
(km/ℓ)

고속도로연비
(km/ℓ)

도심연비 
(km/ℓ)

복합 CO2 배출량
(g/km)

등급변속기공차중량 
(kg)

배기량 
(cc)

모델명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모델명에 "(빌트인 캠)" 별도 분리되어 있는 차종은 빌트인 캠 유무에 따른 연비 분리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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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전 블랙 + 플루톤 블루 (F1A)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엔진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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