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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ento
2.5 가솔린 터보(5인승)/2.2 디젤(5인승)

트 림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3.5% 가격 주  요  기  본  품  목 선택품목

트
렌
디

가
솔
린

2,980만 2,925만
(-55만)

•파워트레인 : 스마트스트림 G2.5 T-GDI 엔진,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수동겸용, 부츠타입),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고급형 ISG

•첨단 운전자 보조(ADAS) :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포함),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안전 : 8에어백(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운전석 무릎, 1열 센터 사이드, 전복감지 커튼, 1열 사이드),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VSM,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장치,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1열/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수리장치

•외장 : 235/60 R18 컨티넨탈 타이어&전면가공 휠, LED 헤드램프, LED DRL, LED 포그램프,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전동조절, 열선), 에어로타입 와이퍼, 윈드쉴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내장 : 슈퍼비전 클러스터(4.2인치 칼라 TFT LCD),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D/N 룸미러,  
우드 그레인 내장재, 다기능 접이식 러기지 양면 매트

•시트 : 인조가죽시트, 1열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2열 6:4 폴딩시트(슬라이딩, 리클라이닝)
•편의 :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원격시동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오토홀드), 후방 모니터,  

크루즈 컨트롤, 열선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매뉴얼 에어컨, 고성능 에어컨 필터,  
1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1열/2열 USB 단자(충전용), 2열 파워아웃렛

•인포테인먼트 :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USB 단자(데이터리딩용)

•전자식 4WD
•6인승
•7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디
젤

3,080만 3,024만
(-56만)

▶ 가솔린 트렌디 기본품목 외
•파워트레인 :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편의 : PTC 보조 히터

프
레
스
티
지

가
솔
린

3,270만
 

3,210만
(-60만)

▶ 트렌디 기본품목 외
•외장 :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 루프랙
•내장 : 전자식 룸미러(ECM)
•시트 : 1열 파워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시트, 1열 통풍시트, 2열 원터치 폴딩
•편의 :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오토 디포그, 레인센서,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동승석),  

공기청정 시스템(미세먼지 센서 포함),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디
젤

3,370만 3,308만
(-62만)

▶ 가솔린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파워트레인 :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편의 : PTC 보조 히터

노
블
레
스

가
솔
린

3,570만 3,505만
(-65만)

▶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내장 : 슈퍼비전 클러스터(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선택시 테마형 클러스터 기능 지원), 

인서트 필름 내장재, 도어 센터트림 나파엠보 감싸기
•시트 : 가죽시트
•편의 :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패들 쉬프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운전석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2열 측면 수동 선커튼, 1열 시트백 USB 단자(충전용), 220V 인버터

디
젤

3,670만 3,603만
(-67만)

▶ 가솔린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파워트레인 :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편의 : PTC 보조 히터

시
그
니
처

가
솔
린

3,860만 3,789만
(-71만)

▶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외장 : 1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샤크핀 안테나 
•첨단 운전자 보조(ADAS) :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안전 :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내장 : 니트 내장재 A/B필라 트림, 크리스탈 라인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시트 : 퀼팅 나파가죽시트, 운전석 4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동승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시트
•편의 : 리모트 360도 뷰(내 차 주변 영상), 기아 페이(차량내 간편 결제),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2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인포테인먼트 :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디
젤

3,960만 3,887만
(-73만)

▶ 가솔린 시그니처 기본품목 외
•파워트레인 :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편의 : PTC 보조 히터

그
래
비
티

가
솔
린

3,960만 3,887만
(-73만)

▶ 시그니처 기본품목 외
•외장 :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시그널 램프  

-  그래비티 전용 외장디자인 적용 부위 :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255/45 R20 컨티넨탈 타이어&블랙 알로이 휠

•시트 :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퀼팅 나파가죽 미적용)

(단위 : 원)

구분 전자식 
4WD 6인승 7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적용 시 선택가능 파노라마
선루프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트렌디 230만 80만 70만 90만 125만 130만 - - - -

프레스티지 230만 80만 70만 90만 95만 95만 - 120만 - 115만

노블레스 230만 120만 70만 90만 95만 95만 70만 90만 65만 115만

시그니처 230만 80만 70만 90만 95만 기본 70만 90만 65만 115만

그래비티 230만 80만 70만 90만 기본 기본 70만 90만 65만 115만

전트림 공통

•스노우 화이트 펄   : 8만



터보 하이브리드(5인승)

트 림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3.5% 가격 주  요  기  본  품  목 선택품목

프레스티지 3,600만 3,534만
(-66만)

•파워트레인 :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스마트스트림 6AT, 44.2kW 구동 모터,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ADAS) :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포함),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안전 : 8에어백(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운전석 무릎, 1열 센터 사이드, 전복감지 커튼, 1열 사이드),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VSM,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장치,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1열/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수리장치

•외장 : 235/65R17타이어 & 전면가공 휠, LED 헤드램프, LED DRL, LED 포그램프,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전동조절, 열선),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리어 LED 턴시그널램프, 루프랙, 에어로타입 와이퍼, 윈드쉴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내장 : 슈퍼비전 클러스터(4.2인치 칼라 TFT LCD), 가죽 스티어링 휠, 전자식 룸미러(ECM), 우드 그레인 내장재,  
다기능 접이식 러기지 양면 매트

•시트 : 인조가죽시트, 1열 파워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1열 열선시트, 1열 통풍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2열 열선시트, 2열 6:4폴딩시트(슬라이딩, 리클라이닝), 2열 원터치 폴딩

•편의 :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패들 쉬프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오토홀드),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원격시동 포함), 크루즈 컨트롤,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동승석), 공기청정 시스템(미세먼지 센서 포함), 고성능 에어컨 필터,  
열선 스티어링 휠, 1열/2열 USB 단자(충전용), 2열 파워아웃렛, 1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후방 모니터,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오토 디포그, 레인센서

•인포테인먼트 :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USB 단자(데이터리딩용) •전자식 4WD

•6인승
•7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노블레스 3,880만 3,809만
(-71만)

▶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내장 : 슈퍼비전 클러스터(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선택시  

테마형 클러스터 기능 지원), 인서트 필름 내장재, 도어 센터트림 나파엠보 감싸기
•시트 : 가죽시트
•편의 :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운전석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2열 측면 수동 선커튼, 1열 시트백 USB 단자(충전용), 220V 인버터

시그니처 4,150만 4,074만
(-76만)

▶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외장 : 1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샤크핀 안테나
•안전 :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내장 : 니트 내장재 A/B 필라 트림, 크리스탈 라인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시트 : 퀼팅 나파가죽시트, 운전석 4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동승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시트
•편의 : 리모트 360도 뷰(내 차 주변 영상), 기아 페이(차량내 간편 결제),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2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인포테인먼트 :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그래비티 4,240만 4,162만
(-78만)

▶ 시그니처 기본품목 외
•외장 :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시그널 램프,  

235/55 R19 컨티넨탈 타이어&전면가공 휠  
-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 적용 부위 :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시트 :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퀼팅 나파가죽 미적용)

전트림 공통

•스노우 화이트 펄   : 8만

(단위 : 원)

구분 전자식 
4WD 6인승 7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적용 시 선택가능 파노라마
선루프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프레스티지 230만 80만 70만 90만 95만 95만 - 90만 - 115만

노블레스 230만 120만 70만 90만 95만 95만 70만 90만 65만 115만

시그니처 230만 80만 70만 90만 95만 기본 70만 90만 65만 115만

그래비티 230만 80만 70만 90만 기본 기본 70만 90만 65만 1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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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옵션 세 부 사 양

 전자식 4WD 전자식 4WD, 터레인 모드(스노우/머드/샌드, 험로주행)

6인승

트렌디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2열 독립시트(슬라이딩, 리클라이닝), 3열 5:5 폴딩시트(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석 매뉴얼 에어컨(후석 보조 에어컨 필터 포함), 3열 USB 단자(충전용), 2열 원터치 폴딩

프레스티지·시그니처· 
그래비티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2열 독립시트(슬라이딩, 리클라이닝), 3열 5:5 폴딩시트(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석 매뉴얼 에어컨(후석 보조 에어컨 필터 포함), 3열 USB 단자(충전용)

노블레스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2열 독립시트(슬라이딩, 리클라이닝), 3열 5:5 폴딩시트(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석 매뉴얼 에어컨(후석 보조 에어컨 필터 포함), 3열 USB 단자(충전용), 퀼팅 나파가죽시트

7인승
트렌디 3열 5:5 폴딩시트(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석 매뉴얼 에어컨(후석 보조 에어컨 필터 포함), 3열 USB 단자(충전용), 2열 원터치 폴딩

프레스티지·노블레스· 
시그니처·그래비티

3열 5:5 폴딩시트(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석 매뉴얼 에어컨(후석 보조 에어컨 필터 포함), 3열 USB 단자(충전용)

 드라이브 와이즈
전방 충돌방지 보조(사이클리스트/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후석 승객 알림
※ 내비게이션 적용 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구간/곡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지원

스타일
트렌디 255/45 R20 컨티넨탈 타이어&스퍼터링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루프랙

프레스티지·노블레스· 
시그니처

255/45 R20 컨티넨탈 타이어&스퍼터링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시그널 램프 
※ 하이브리드는 235/55 R19 컨티넨탈 타이어&전면가공 휠 적용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트렌디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샤크핀 안테나,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기아 페이(차량내 간편 결제),  
2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동승석), 공기청정 시스템(미세먼지 센서 포함), 오토 디포그

프레스티지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샤크핀 안테나,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기아 페이(차량내 간편 결제),  
2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

노블레스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샤크핀 안테나,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기아 페이(차량내 간편 결제),  
2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 리모트 360도 뷰(내 차 주변 영상)

스마트
커넥트

프레스티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빌트인 캠(주행중 영상기록 장치), 보조 배터리,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패들 쉬프트 
※ 하이브리드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패들 쉬프트 기본적용

노블레스·시그니처· 

그래비티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빌트인 캠(주행중 영상기록 장치), 보조 배터리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KRELL 프리미엄 사운드(12 스피커, 외장앰프), 후석 대화모드  ※ 가솔린 선택 시 액티브 엔진 사운드 적용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LED 실내등(맵램프, 룸램프, 러기지램프)

※ 상기 이미지와 사양 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솔린 / 디젤 전용 휠 하이브리드 전용 휠

블랙 인테리어 (디젤 / 가솔린 전용)
상기 이미지는 7인승 시트입니다.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상기 이미지는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6인승 시트입니다.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하이브리드 전용)
상기 이미지는 5인승 시트입니다.

※ 칼라비 8만원 ※ 가솔린 / 하이브리드 전용※ 디젤 전용

퀼팅 나파가죽 퀼팅 나파가죽 퀼팅 나파가죽가죽 (그래비티 전용) 가죽 (그래비티 전용) 가죽 (그래비티 전용)

가죽 가죽 가죽인조가죽 인조가죽 인조가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