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NA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풀옵션 (세라믹 블루 / 팬텀 블랙 루프)

KONA

커피와 해양 레포츠로 유명한 하와이 빅 아일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휴양지에서

이름을 따온 코나 (Kona)는 커피의 부드럽고 트렌디한 느낌과 해양 레포츠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반영하여 태어났습니다. 

당신에게 트렌디하고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게 될 코나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놀라운 주행성능, 안전성을 모두 담은 자동차입니다.

소형 SUV의 한계를 넘는 더욱 유쾌한 퍼포먼스, 코나 (Kona)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쾌한 퍼포먼스의 시작



당신의 일상이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코나와 함께하는 당신은 맑은 날의 해변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풀옵션 (세라믹 블루 / 팬텀 블랙 루프)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풀옵션 (세라믹 블루 / 팬텀 블랙 루프)

KONA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성능, 첨단 안전 사양과 편의사양으로 

소형 SUV의 한계를 넘어 유쾌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KONA Gasoline / Diesel



전면부 디자인 LED 주간주행등, 바디 클래딩 LED 리어 콤비램프 (제동등, 후미등)
아웃사이드 미러 (LED 방향지시등, 열선, 전동조절, 전동접이)

사이드 가니쉬
리어 스포일러  
* 투톤 루프 컬러는 프리미엄 트림부터 선택 가능

18인치 알로이 휠

상하분리형 DRL, 헤드램프와 캐스케이딩 그릴을 주요 포인트로 구현한 개성있는 디자인과

유니크한 컬러가 조화를 이룬 코나는 회색빛 도심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Design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NA Gasoline / Diesel



개성있는 외장 디자인은 물론 유니크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가로형 크래쉬 패드를 적용하여 넓고 편안한 이미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를 구현했습니다.

Space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베이지)
* 베이지 인테리어는 모던 초이스 트림부터 적용 가능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풀옵션 (블랙 원톤)

KONA Gasoline / Diesel



스마트폰 무선충전
별도의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하차 시 휴대폰 방치 알림 기능
으로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행 시 필요한 주요 주행 정보를 클러스터 앞쪽 컴바이너에 투영하여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음향의 세밀함/공간감/다이내믹함을 추구하며 세계 유수의 사운드 어워드를 
수상한,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패들쉬프트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빠르게 변속하여 스포티한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운전 중 주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컬러이미지로 
전달하는 컬러 TFT LCD 클러스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뒷좌석 6:4 폴딩
상황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화물 적재를 고려한 6:4 폴딩 시트를 적용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여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스마트 폰 무선충전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하여, 데일리카로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Convenience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NA Gasoline / Diesel



프로젝션 헤드램프
버튼시동 & 스마트키 (스마트 트림은 패키지 선택 시, 적용 가능)

LED 헤드램프 (스태틱 벤딩 라이트 포함)
풀오토 에어컨

리어 콤비램프
3.5인치 단색 LCD 클러스터

LED 리어 콤비램프 (제동등, 후미등)
8인치 내비게이션

오디오 (라디오 / MP3)
앞좌석 열선시트 (모던 초이스 트림부터 적용 가능)

스마트폰 무선충전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매뉴얼 에어컨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앞좌석 통풍시트
선루프 (투톤 루프와 동시 적용 불가)

205/60R16 타이어 & 16인치 알로이 휠
215/55R17 타이어 & 17인치 알로이 휠

215/55R17 타이어 & 17인치 알로이 휠
235/45R18 타이어 & 18인치 알로이 휠

디젤 1.6 스마트 (초크 화이트)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풀옵션 (텐저린 코멧 / 팬텀 블랙 루프)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mart / Modern Choice Premium
KONA Gasoline / Diesel



가솔린 1.6 HEV 프리미엄 스페셜 풀옵션 (레이크 실버 / 팬텀 블랙 루프)

KONA Hybrid

KONA Hybrid
코나 하이브리드는 유연한 주행 성능과 연비 걱정 없는 효율로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액티브 에어플랩 인테리어 디자인하이브리드 엠블럼
18인치 알로이 휠 & 미쉐린 타이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어플랩과 하이브리드 전용 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드라이빙의 편의를 높여주는 사양들이 적용된 유니크한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를 소개합니다.

Design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1.6 HEV 프리미엄 스페셜 풀옵션 (블랙 원톤(화이트 엑센트))

KONA Hybrid



IoT(카투홈/홈투카)와 내비게이션 지도 무선 업데이트(OTA) 등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들과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한 편의 사양들이 코나 하이브리드만의 유니크한 공간을 완성합니다.

Convenience

10.25인치 내비게이션 
넓어진 10.25인치 고해상도 모니터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폰 프로젝션과 
내비게이션 지도 무선 업데이트, 자연어 음성인식 적용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IoT(카투홈/홈투카) / 내비게이션 지도 무선 업데이트(OTA)
차 안에서 조명, 에어컨, 보일러 등 가정의 홈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차량의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스위치 조작으로 간편하게 파킹브레이크를 작동/해제할 수 있으며, 오토 홀드를 작동시키면(스위치 ON 시) 정차 중에는 
차량 밀림을 방지해주고 시동 OFF 때에는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뒷좌석 열선시트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도 열선시트가 적용되어 뒷좌석 탑승객에게 원하는 온도로 따뜻함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NA Hybrid



프로젝션 헤드램프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디포그

LED 헤드램프 (스태틱 벤딩 라이트 포함)
후방모니터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스마트폰 무선충전

리어 콤비램프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2way 럼버서포트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들쉬프트

LED 리어 콤비램프 (제동등, 후미등)
동승석 8way 전동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풀오토 에어컨

205/60R16 미쉐린 타이어 & 16인치 알로이 휠
225/45R18 미쉐린 타이어 & 18인치 알로이 휠

가솔린 1.6 HEV 프리미엄 스페셜 풀옵션 (블루 라군 / 초크 화이트 루프)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mart Special / Modern Special / Premium Special
KONA Hybrid



Performance

177PS/5,500RPM

27.0kgf�m/1,500~4,500RPM

가솔린 1.6 터보
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과 터보 차저의 놀라운 
조합으로 유쾌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136PS/4,000RPM

32.6kgf�m/2,000~2,250RPM

디젤 1.6 
높은 연료효율로 완성한 놀라운 실용성과 함께 
파워풀한 동력성능까지 갖추었습니다.

105PS/5,700RPM

15.0kgf�m/4,000RPM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고효율 전기 모터와 결합하여 연비를 향상시키고 
즉각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합니다.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풀옵션 (펄스 레드 / 팬텀 블랙 루프)

KONA Gasoline / Diesel / Hybrid

Gasoline / Diesel / Hybrid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행차량과의 추돌 및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상황이 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제동 제어를 통해 충돌속도를 저감하거나 
충돌을 방지합니다.

차로 이탈방지 보조
윈드쉴드 글라스 상단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를 통하여 차선을 
인지하고 차로 이탈이 예상되면 조향을 보조하여 차로 이탈 상황을 
방지해 줍니다. 차로 이탈 경고 기능,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 
차로 이탈방지 능동 보조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아웃사이드 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시야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또는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줌으로서 충돌사고를 예방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 및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하이빔 보조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중 맞은 편에 차량이 있을 경우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하여 잦은 상향등 조작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주고 운전차량 및 상대차량이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후진 출차 시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운전자의 주행 패턴과 차로 내 차량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통해 휴식을 유도합니다.

* 주행 보조 사양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은 위험도가 높은 특정 주행상황에서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작동 조건은 취급설명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후측방 충돌 경고와 연계되어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코나 하이브리드 :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 중 자전거 탑승자 추가 인식 가능 추가,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 중 정차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출발 시 운전자에게 알림 기능 추가, 차로 이탈방지 능동보조 기능에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적용

전방 /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차량을 주차할 때 전방 / 후방 장애물과의 거리를 단계별로 
알려줘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하이브리드 전용]
일반 도로에서 전방 카메라를 활용, 차로 내 주행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NSCC) [하이브리드 전용]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속 카메라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 
제한 차속 이하로 감속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하이브리드 전용]
고속도로에서 전방 카메라 / 전방 레이더 / 내비게이션을 활용, 
차로 내 주행을 유지하고 차간거리 / 제한속도를 인식해 
속도를 제어하여 주행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top & Go 포함) [하이브리드 전용]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 및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한 후 
3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재출발합니다.
※ 단, 자동 정치 시간 3초 초과 시, 별도 조작으로 출발 가능
※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동시 적용 시 NSCC 적용

가솔린 1.6 HEV 프리미엄 스페셜 풀옵션 (레이크 실버 / 팬텀 블랙 루프)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빔 off

하이빔 on

KONA Gasoline / Diesel / Hybrid

Gasoline / Diesel / Hybrid 



6 에어백 시스템 (앞좌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전복 대응 커튼)
충돌의 정도와 탑승객을 종합적으로 감지, 에어백의 팽창압력을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여 전개를 
제어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포함된 6개 에어백 시스템이 탑승객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면 클러스터 창으로 개별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경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이프티 언락
차량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세이프티 언락 기능을 적용
하였습니다. 도어열림 버튼을 1회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전 좌석이 오픈됩니다.

Safety

평균 강도 : 65kgf/㎟ 
초고장력강 확대 적용으로 차체 평균 강도 향상을 통한 승객 및 주행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NA Gasoline / Diesel / Hybrid

Gasoline / Diesel / Hybrid 



18인치 RAYS휠 
18인치 BBS휠

오버헤드 콘솔 램프 / 룸램프
글로브박스 램프 / 러기지 램프

선바이저 램프 / 풋무드 램프
테일게이트 램프 / 번호판 램프

LED 라이팅패키지

대구경디스크 / 로우스틸패드
강화 브레이크 호스 / 브레이크액 (DOT4)

컬러 엔진 커버 & 엔진호스 / 스포츠 흡기필터
고성능 엔진오일 / 고성능 오일필터

제동 패키지 엔진 드레스업 패키지

더욱 강렬하고 감각있는 스타일,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원하신다면 TUIX에 주목하십시오. 

곳곳에 장착되는 특별한 아이템들로 나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KONA Gasoline / Diesel 전용

Interior Colors : Gasoline / Diesel

블랙 직물시트블랙 천연가죽 시트 블랙 인조가죽 시트

베이지 천연가죽 시트 베이지 인조가죽 시트

* 블랙 원톤 인테리어 전트림 선택 가능
* 베이지 인테리어는 모던 초이스 / 프리미엄 트림만 선택 가능 (하이브리드의 경우 모던 스페셜 / 프리미엄 스페셜만 선택 가능)

* 블랙 외 컬러는 가솔린 / 디젤 차량과 동일한 인테리어 컬러 적용

오렌지 인조가죽 시트

틸블루 인조가죽 시트

Interior Colors : Hybrid

블랙 직물시트블랙 천연가죽 시트 블랙 인조가죽 시트

* 컬러 패키지 (오렌지 / 틸블루)는 원톤 루프 컬러에만 적용 가능
* 투톤 루프는 플래티넘 패키지 선택 시 적용 가능 (선루프 및 내장 컬러패키지 동시 적용 불가)

*FLUX 디자인 패키지 적용 시 블루라군, 세라믹 블루, 텐저리 코멧 외장 컬러에는 팬텀 블랙 컬러 스커트가 적용됩니다.           * KONA Hybrid 차량에는 TUIX휠(RAYS휠/BBS휠)만 적용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팬텀 블랙 
(MZH)

초크 화이트 
(P6W)

다크 나이트 
(YG7)

레이크 실버 
(SS7)

세라믹 블루 
(SU8)

텐저린 코멧 
(TA9)

펄스 레드 
(Y2R)

애시드 
옐로우
(W9Y)

블루 라군 
(Z3U)

원톤 
루프

블랙 원톤 / 
베이지 

●
(베이지 
가능)

●
(베이지 
가능)

●
(베이지 
가능)

● ● ● ● ● ●

컬러 패키지
●

(오렌지
/ 틸블루)

●
(오렌지

/ 틸블루)

●
(오렌지

/ 틸블루)

●
(오렌지

/ 틸블루)

●
(틸블루)

●
(오렌지)

투톤 
루프

루프 컬러 다크 나이트 
(YG7)      팬텀 블랙 (MZH) 초크 화이

트 (P6W)
초크 화이트 

(P6W)

블랙 원톤 / 
베이지 

●
(베이지 
가능)

●
(베이지 
가능)

●
(베이지 
가능)

● ● ● ● ● ●

Exterior Colors : Gasoline / Diesel / Hybrid

블랙 원톤 오렌지 컬러 패키지베이지 틸블루 컬러 패키지

블랙 원톤 (화이트 엑센트) 

* 오렌지 / 틸블루 컬러 패키지는 프리미엄만 선택 가능 (하이브리드의 경우 프리미엄 스페셜만 선택 가능)

프론트 스커트
듀얼 머플러 & 리어 스커트

리어램프 가니쉬
사이드 스커트

FLUX 디자인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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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m (윤거는 235/45 R18 타이어 기준) * ( ) 루프랙 선택 시 단위 : mm (윤거는 235/45 R18 타이어 기준) * ( ) 루프랙 선택 시

분류 가솔린 1.6 터보 디젤 1.6

전장 (mm) 4,165 ←

전폭 (mm) 1,800 ←

전고 (mm) 1,550 (1,565) ←

축간거리 (mm) 2,600 ←

윤거 전 (mm) 1,575 (16") / 1,563 (17") / 1,559 (18") 1,575 (16") / 1,563 (17") / 1,559 (18")

윤거 후 (mm) 1,584 (16") / 1,572 (17") / 1,568 (18") 1,584 (16") / 1,572 (17") / 1,568 (18")

엔진형식 1.6 T-GDi 1.6 e-VGT

배기량 (cc) 1,591 1,598

최고출력 (PS/rpm) 177 / 5,500 136 / 4,000

최대토크 (kgf�m/rpm) 27.0 / 1,500~4,500 32.6 / 2,000 ~ 2,250

연료탱크용량 (ℓ) 50 ←

분류 가솔린 1.6 HEV

전장 (mm) 4,165

전폭 (mm) 1,800

전고 (mm) 1,550 (1,565)

축간거리 (mm) 2,600

윤거 전 (mm) 1,576 (16") / 1,565 (18")

윤거 후 (mm) 1,589 (16") / 1,577 (18")

엔진형식 1.6 GDi HEV

배기량 (cc) 1,580

엔진 최고출력 (PS/rpm) 105 / 5,700

엔진 최대토크 (kgf�m/rpm) 15.0/4,000

연료탱크용량 (ℓ) 38

모터형식 영구자석형 동기모터

모터 최고출력 (kW) 32

모터 최대토크 (Nm) 170

시스템 최고출력 (PS/rpm) 141 / 5,700

KONA Gasoline / Diesel Dimension KONA Hybrid Dimension

모델명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타이어
(inch) 등급 CO2

(g/km)
정부 신고 연비 (km/ℓ)

도심주행 고속도로주행 복합

디젤 1.6 ISG 2WD_
7DCT

1,598 1,370 16 1 105 16.7 18.6 17.5

1,598 1,380 17 1 107 16.6 18.2 17.3

1,598 1,410 18 1 110 16.2 17.7 16.8

디젤 1.6 ISG 4WD_
7DCT

1,598 1,455 16 2 119 15.0 16.7 15.7

1,598 1,470 17 2 123 14.6 16.2 15.3

1,598 1,490 18 2 129 13.9 15.7 14.6

가솔린 1.6 터보 2WD_
7 DCT

1,591 1,320 16 3 128 11.4 14.9 12.8

1,591 1,330 17 3 131 11.3 14.5 12.6

1,591 1,370 18 3 134 11.0 14.2 12.3

가솔린 1.6 터보 4WD_
7 DCT

1,591 1,400 16 4 147 10.1 13.0 11.3

1,591 1,425 17 4 150 10.1 12.6 11.1

1,591 1,460 18 4 151 10.0 12.4 11.0

모델명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타이어
(inch) 등급 CO2

(g/km)
정부 신고 연비 (km/ℓ)

도심주행 고속도로주행 복합

가솔린 1.6 HEV_
6DCT

1,580 1,395 16 1 82 20.1 18.4 19.3

1,580 1,425 18 1 92 18.1 16.6 17.4

효율적 사용방법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인쇄물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인쇄물에 
표시된 사양, 컬러 및 제원은 차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엔진성능은 NET수치임. “NET수치”란 국토교통부에서 97년부터 적용을 요구한 법규사항이며 배기가스의 저항을 감안한 신측정법으로 기존의 GROSS 출력수치와 
대비 할 때 약간의 수치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죽시트에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차량컬러는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의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 시스템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지정하는 순정품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량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신기술 및 신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인쇄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최상위 모델 및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인쇄물의 사양은 트림, 패키지, 파워트레인, 외장 색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블루링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는 진보된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블루링크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그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 차량 구매 후 블루링크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 제공 :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 문의 : 블루링크 카카오톡 고객센터(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블루링크' 입력 후 친구추가)

원격 제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 에어컨(히터)을 제어하여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드라이빙을 
즐기세요.

블루링크 센터는 365일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 되었을 때, 블루링크 센터에서는 사고 위치를 자동으로 파
악하여 고객 상황에 맞게 경찰, 구급차, 보험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안전 보안
운행 중 실시간으로 차량의 고장을 감지하고 정기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차량점검을 실시합니다. 차량에 고장이 감지되면 바로 전문상
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
음성으로 편리하게 목적지를 검색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한 최적
화된 경로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목적지도 최신 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길 안내

코나 하이브리드 보장 서비스

하이브리드 별도 보증 부품
10년 20만km 무상 보증
- 전기구동모터,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HPCU (Hybrid Power Control Unit)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

- 차량 구매 시 본 프로그램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이내 당사 신차 재구입 시 높은 중고차 가격 
  보장률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 대상 : 최초 구매 개인 고객 (임직원/개인/법인사업자/조달 등 제외)
- 기준보장률 : 1년 이하 77%, 2년 이하 70%, 3년 이하 64%



자동차 구매를 생각 중이세요?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전국 32개 시승센터/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차량을 시승할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가 좋을까?

홈페이지 시승신청 프로그램 상세 안내

Step  1.  홈페이지, 유선연락, 전담 카마스터 통한 시승 예약
Step  2.  시승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Step  3.  카마스터 동승하여 시승 체험
Step  4.  시승 후 견적 및 구입 조건 등 구매 상담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까?
구매 시 최대 200만 포인트 혜택을 쓸 수 있어요!

- 신차 구매 시 블루멤버스 포인트 사용 (최대 200만 포인트)
- 구매 횟수에 따라 정율로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잠깐, 최선의 선택일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자동차만큼은 걱정 말고 타세요!

- 출고 후 30일 이내 변심 시 차종교환
-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교환
- 할부기간 내 차량 반납 시 할부잔액 상환면제 & 
   중고차 매각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 고객 지급

차량 관리는 어떡하지?
맞춤 서비스로 편리하게,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하게!

- 블루기본점검 : 8년 8회 무상 점검 서비스
- 비포서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제공
- 홈투홈 서비스 :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차량 인수 및 인도해드리는 서비스 (유상)
- 긴급출동서비스 : 노상에서 차량 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운 경우, 출동 및 조치하는 서비스
 * 홈투홈, 긴급출동, 정비 예약 (080-600-6000) 

Tip 
시승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Tip
블루멤버스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시 M포인트와 블루멤버스 포인트가 동시 적립됩니다.
적립된 블루멤버스 포인트, 자동차 생활 및 라이프 스타일 제휴처까지 myHyundai App에서 즐기세요. 

Tip
본 프로그램은 순수 개인고객 대상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및 전기차, 수소차 제외)

Tip
설치 한번으로 쉽고 편하게, 이제 myHyundai APP으로 차량 케어하세요.
실시간 차량관리와 Car Life 혜택, 빠른 모바일 전용 서비스 이용으로 내 차 관리가 스마트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hyundai.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시승서비스 플러스되는 신차 구매 혜택 후회 없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스마트한 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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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rive? Ok!Change?

myHyundai
다운로드

myHyundai
다운로드

Touch!

Service

myHyundai



본 인쇄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최상위 모델 및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인쇄물의 사양은 트림, 패키지, 파워트레인, 외장 색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포스트
post.naver.com/abouthyundai

페이스북
facebook.com/AboutHyundai

현대자동차 공식 SNS

인스타그램
instagram.com/about_hyundai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hyundai

트위터
twitter.com/About_Hyundai

유튜브
youtube.com/user/AboutHyundai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hyundai.com    고객센터 : 080-600-6000

구입 문의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 (NCSI)
자동차기업 최초 조사 전 부문 5년 연속 1위
(소형,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RV)

2019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조사 일반승용차 부문 26년 연속 1위 
RV승용차 부문 16년 연속 1위

20
20

.3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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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
조사 4개 부문 9년 연속 1위 
(준중형, 중형, RV, 자동차AS)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로 
정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KONA 홈페이지 KONA Hybrid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