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모델�출시일�:�22년�2월�7일��/��(단위�:�원)

공통사양 기본차

•� 파워트레인/성능�:�135kW�구동�모터,�58.8kWh�리튬�이온�배터리,�감속기,�통합주행모드,
� 랙구동형�전동식�파워�스티어링(R-MDPS),�회생제동�시스템,�배터리�프로텍터,�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지능형 안전기술�:�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 안전�:�운전석 에어백,�차체자세 제어기능,�경사로 밀림방지 기능,�급제동 경보기능,�
� 차동기어 잠금장치(LD),�가상�엔진�사운드(보행자�보호),�후진�경고음�발생장치,�타이어�응급처치�키트
•� 외관�:�195-70-R15/145-R13�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헤드램프(4등식,주간주행등�포함),�
� 자외선�차단�유리(앞),�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리어가드,�바디컬러�범퍼,�안개등,�아웃사이드�미러
� (열선,�전동조절,�방향지시등),�적재함�발청�방지�실러,�충전구(콤보타입),�EV�전용�엠블럼(데칼)
•� 인포테인먼트/공조�:�10.25인치 내비게이션(블루링크, 폰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현대카페이),�
�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후방 모니터,�USB�충전단자(1열�1개),�풀오토�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운전석 통풍시트, 틸트 스티어링휠, 아웃사이드미러(전동접이), 배터리 히팅 시스템,�
� 클러스터(3.5인치 TFT 단색 LCD),�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동승석�리클라이닝�시트,�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기능�포함),�
� 파워�아웃렛(1열�1개),�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트립컴퓨터,�D&N�룸미러,�고무보조매트,�
� 리놀륨�플로어매트,�간이정비용�오픈후드,�가스식�쇽업쇼바,�운전석�열선시트,�전동식�럼버서포트,�
� 가죽�스티어링�휠(열선포함),�운전석�선바이저�거울,�선글라스�케이스,�오토라이트�컨트롤,�
� 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오토홀드 포함),�
� 버튼시동 & 스마트키,�이모빌라이저,�회생제동�컨트롤�패들쉬프트,�후방 주차 거리 경고

옵션 사양 
▶�동승석�에어백  [200,000]

차종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하이내장탑차 47,430,000
43,118,182(4,311,818)

•� 특장�:�알루미늄 방청+경량화 평판 (알루미늄+단열재(30mm)+알루미늄), 사이드 슬라이딩도어,�
� 화물실�인체�감지형�LED�센서등,�고압축목재바닥,�후방�보조제동등,�고급형�리어스텝,�
� 리어�트윈�스윙도어,�에어스포일러,�와이드사이드스텝,�리어댐퍼
� (탑�사이즈�:�2,830mm�X�1,670mm�X�1,800mm)

내장탑차 47,040,000
42,763,636(4,276,364)

•� 특장�:�알루미늄 방청+경량화 평판 (알루미늄+단열재(30mm)+알루미늄), 사이드 슬라이딩도어,�
� 화물실�인체�감지형�LED�센서등,�고압축목재바닥,�후방�보조제동등,�고급형�리어스텝,�
� 리어�트윈�스윙도어,�에어스포일러,�와이드사이드스텝,�리어댐퍼
� (탑�사이즈�:�2,830mm�X�1,670mm�X�1,580mm)

저상내장탑차 45,780,000
41,618,182(4,161,818)

•� 특장�:�알루미늄 방청+경량화 평판 (알루미늄+단열재(30mm)+알루미늄), 사이드 스윙도어,�
� 화물실�인체�감지형�LED�센서등,�고압축목재바닥,�후방�보조제동등,�고급형�리어스텝,�
� 리어�트윈�스윙도어,�와이드사이드스텝,�리어댐퍼
� (탑�사이즈�:�2,830mm�X�1,670mm�X�1,270mm)

파워게이트 46,220,000
42,018,182(4,201,818)

•� 기본차�:�적재함�브림커버�포함
•� 특장�:�스테인레스 방청 모터박스, 무선 리모컨, 유선�간이�리모컨,�전동유압식�리프트�시스템,�
� 알루미늄�접이식�게이트(1,520mm�X�1,020mm)

▶�확장형 리프트 판넬 �[200,000]
 (1,520mm X 1,420mm)

윙바디 47,590,000
43,263,636(4,326,364)

•� 특장�:�평판(알루미늄+단열재(30mm)+알루미늄),�스프링식�수동�윙개폐장치,�에어스포일러,�
� 화물실�LED등,�리어�트윈�스윙도어,�고압축�목재바닥,�전착도장�도어부품,�후방 보조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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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인치�내비게이션
� ※�고해상도�10.25인치�터치스크린,�후방�모니터,�고화질�DMB�수신�가능,�라디오,�MP3�재생�기능,�실시간�길�안내(블루링크�가입�시),
� � 3D�지도,다국어�지원(한국어/영어)
� ※�내비게이션�무선�업데이트는�정기�업데이트�시�자동�다운로드�및�설치되며,�블루링크�가입차량에�한하여�제공됩니다.
� � (자세한�방법은�취급설명서�참조)
� ※�폰�프로젝션�기능�적용(구글�안드로이드�오토,�애플�카플레이)
� � -�디스플레이�터치�또는�음성을�통한�제어�가능
� � -�작동�스마트폰�기종�:
� � [안드로이드�오토]�기종�무관(Android�5.0�이상,�6.0�이상�권장)
� � [애플�카플레이]�아이폰5�이상(iOS�8.0�이상)
� � 상세�내용은�현대자동차�홈페이지�참조
� ※�지상파DMB는�320X240(표준화질)�및�1,280X720(고화질)�해상도를�지원하나,�전파�수신�환경,�DMB�방송�정책,
� � DMB�사업자의�송출�방식�변경�등에�따라�수신이�불가할�수�있음
� ※�내비게이션�지도�업데이트�서비스는�차량�단종�후�8년까지�보장되며,�이후�당사�사정에�의해�만료될�수�있습니다.
■�블루링크
� -�원격�제어,�안전�보안,�차량�관리,�길�안내,�무선�업데이트�서비스�제공
� -�차량�구매�후�블루링크�최초�가입�시�5년�무료�제공�(라이트�서비스�추가�5년�무료�제공)
� -�라이트�서비스�:�SOS�긴급출동,�에어백�전개�자동�통보,�월간�리포트,�교통정보�제공�등

� -�무료�제공�기간�종료�시�고객�동의를�거쳐�유료로�전환�됩니다.
� � (기본�:�월11,000원,�1년�약정�:�월5,500원)
� -�문의�:�블루링크�카카오톡�고객�센터
� � (카카오톡�검색�창에서�'블루링크'�입력�후�친구�추가)
� ※�특정�기능(디지털�키�2,�현대�카페이,�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내비게이션�무선�업데이트�등)은�블루링크�가입�시에만�
� � 제공되며,�제공�가능한�기능은�차종별로�상이할�수�있습니다.
� ※�라이트�서비스�기간에도�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사용이�가능하며,�제공�가능한�기능은�차종별로�상이할�수�있습니다.
■�배터리�히팅�시스템(포터�II�일렉트릭)
� ※�동절기�외기온�하락으로�배터리�온도가�-10℃�정도로�떨어질�경우�급속충전�시간이�3시간�이상�소요될�수�있습니다.
� � 배터리�히팅�시스템은�동일한�환경에서�급속충전�시간을�1시간�40분�정도로�단축하는�효과가�있습니다.
� � (100kW�급속충전기로�0→80%�충전기준,�배터리�열화�정도에�따라�충전시간�변동�가능)
■�기타
� ※�통합주행모드-노멀,�에코
� ※�혹한기�배터리�잔여량�부족�시�출력�저하�현상이�발생할�수�있으므로�적정�충전량�유지�필요합니다.
� ※�차체자세제어장치(ESC)�:�ABS,�EBD,�BAS�기능�포함
� ※�특장�사양�및�세부�치수는�관련�법규�및�제작사�사정에�의하여�예고없이�변경�가능�
� ※�동절기�등�외기온도�하락시�배터리�성능�저하로�실주행거리가�감소될�수�있습니다.

※�본�가격표�상의�품목(사양,�컬러�등)�및�가격은�차량�신규�이벤트나�성능�개선,�관련�법규,�당사�사정에�따라�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주요 제원
최고 출력

(kW)
최대토크

(Nm)
배터리
(kWh)

정부 신고 에너지 소비효율(연비)(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km)
충전 시간

복합 도심 고속도로 복합 도심 고속도로

135 395 58.8 2.7 3.2 2.2 177 204 145
100kW�급속충전�기준�47분(10~80%)

7.2kW�완속충전�기준�8시간�30분(10~100%)

차종 하이내장탑차 일반내장 저상내장

적재함 사이즈 (장폭고) 2830�X�1670�X�1800 2830�X�1670�X�1580 2830�X�1670�X�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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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과 경제성을 넘어, 실용성까지!

PORTER II Electric Special Vehicle!

최고급 방청 & 경량화 소재 사용

-�알루미늄 방청+경량화 평판 판넬�(알루미늄+단열재(30mm)+알루미늄)
-�알루미늄 사이드 & 도어 프레임�:�탑�프레임�및�도어�프레임을�알루미늄�적용하여�부식방지�및�경량화하였습니다.
-�PE(폴리에틸렌) 재질 도어�:�리어�및�사이드�도어를�PE소재로�적용하여�부식을�방지합니다.

알루미늄 판넬

아연도금 바닥프레임

알루미늄 도어프레임 

알루미늄 사이드프레임

※�리어�스텝의�경우�실제�이미지와�다를�수�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도어

알루미늄 리어프레임

방청소재�적용�부분

스테인레스 방청 모터박스

방청성능을�대폭�강화하여�습기와�충격,�제설제(염화칼슘)에�의한�
모터박스�부식을�방지합니다.

내장탑차 파워게이트 

확장형 리프트 판넬(옵션)

알루미늄�판넬�길이�1420mm(750+670)�옵션�운영
(기존�사양�대비�+�400mm)�
총�적재중량�600kg

파워게이트 

※�외기온도�등에�따라�충전시간�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위�연비는�표준모드에�의한�연비로서�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및�외기온도�등에�따라�실주행�연비와�차이가�있습니다.�������※�동절기�등�외기온도�하락시�배터리�성능�저하로�실주행거리가�감소될�수�있습니다.

PORTER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