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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낮추고감성기능장착 드라이빙즐거움더하다

기아차K5
시그니처

기아차K5
플러그인하

이브리드

기아차K5
GT라인

기아자동차의 중형 세단 K5가 새로운 주행성능과 디

자인으로 올해 하반기 돌풍을 예고했다 2017년형 K5 시

그니처(Signature)와 GT라인 그리고 K5 플러그인하

이브리드(PHEV)가그주인공이다

이번에선보인K5는신규 6단자동변속기인 K어드밴

스드시프트를 20 가솔린 20 LPI 모델에탑재했다 기존

변속기 대비 부드러운 가속성능을 구현했고 정밀 제어를

통해차량진동과소음을줄여보다정숙한드라이빙경험

을제공한다 연비도 20 가솔린과 20 LPI 모델이각각 11

6 94로개선됐다

감성기능 장착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다국산 중형

차최초로 어라운드뷰모니터링시스템을 적용해운전자

의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공간과 주행공간을 인지해 협소

한공간에서의주차와주행을돕는기능이다

기아 T맵앤드미러링크도 기아차최초로적용해차량

과모바일의연결성을강화했다 휴대폰화면을차량내비

게이션에 보여주던 기존의 미러링크 기술과 달리 K5의 7

인치내비게이션화면에적합하게별도로디자인된유저인

터페이스(UI)를제공하는점이특징이다

또 별도의 이용료 없이 T맵을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

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한다 사용법도 USB로 차량과 연결하고 기

아 T맵애플리케이션을실행하면사용할수있어간편하

다

K5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그니처는 고급스러움을 집중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련된 디자인의 발광다이오드

(LED) 헤드램프 ▲알루미늄 소재의 기어 노브 주변부의

콘솔어퍼커버▲실내공간상단에기존준대형차급에적

용하던 블랙 스웨이드를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했

다 차량후면과스티어링휠에는시그니처전용엠블럼을

부착하고 문구가 새겨진 자수 가죽시트를 앞좌석에 적용

해기존모델과차별화했다

GT라인의 경우 세련된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외관

디자인은▲GT라인전용엠블럼부착▲LED헤드램프

▲강렬한 느낌의 듀얼머플러와 전륜 레드캘리퍼 ▲18인

치 신규 알로이휠을 적용했다 내장은 ▲알루미늄 소재

콘솔 ▲ GT라인 문구가 새겨진 앞좌석 시트 ▲운전 자

세를안정적으로잡아주는스포츠튜블러가죽시트로꾸

며졌다 터보 모델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만끽할 수 있도

록돕는다

신형K5의판매가격은주력모델인20 가솔린을기준으

로▲럭셔리 2265만원▲프레스티지 2505만원▲노블레스

2705만원 ▲시그니처 2905만원이다 17 디젤은 ▲럭셔리

2500만원▲프레스티지 2750만원▲노블레스 2950만원▲

시그니처 3150만원이다 또 16 터보모델은▲럭셔리 2425

만원▲프레스티지2610만원▲노블레스2810만원▲GT

라인 3030만원이다 20 터보 모델의 경우 GT라인 가격

은 3195만원이다

기아차첫플러그인하이브리드 K5 PHEV신형K

5를 선보인 것과 동시에 친환경차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고객선택의폭을확대하기위해PHEV도출시했다 98㎾

h대용량배터리와 50㎾모터를적용해전기와하이브리드

두가지모드로주행할수있도록했다

20 GDI엔진을탑재해최고출력 156마력(ps) 최대토크

193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전기모터 결합

시총 202마력을발휘한다 전기 주행모드는배터리완전

충전시최대 44를전기모터로만주행할수있어국내최

고수준의 효율성과 기술력을 자랑한다 도시 생활자의 평

균출퇴근거리가편도 3040내외인점을고려하면평

일에는전기만으로주행이가능하다

또 배터리를 모두 사용해도 가솔린을 사용해 하이브리

드 모드(164)만으로 최대 902까지 주행이 가능하

기때문에전기차와달리방전걱정없이주행상황에따라

경제성을극대화할수있다

세제혜택과구매보조금을통해가격부담도줄어든다

자동차 구매 보조금 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차량등록땐취득세를최대 140만원감면받고채

권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서울 기준)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디자인과 편의성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LED 헤드램프

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라디에이터그릴과 뒷 범

퍼하단에에코컬러포인트를적용했다친환경차전용엠

블럼을통해PHEV만의고급스러우면서도차별화된디자

인을완성했다

또 PHEV 전용 43인치슈퍼비전클러스터를적용해충

전 관련 정보는 물론 전기하이브리드 주행 모드와 가능

거리를알려준다 PHEV 전용 8인치 UVO 내비게이션을

적용해 에너지 흐름도와 예약 충전기능 등도 제공하기 때

문에손쉽게효율적인운전을할수있도록했다

K5 PHEV의판매가격은 3960만원(노블레스스페셜기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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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중형세단 2017년형 K5 3종 출시

국산 중형 첫 어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주행 도와

정밀제어기능탑제진동소음 줄여고급스럽고세련

하이브리드모드만으로최대 902km까지주행가능

LED 헤드램프엘코 컬러 포인트로 디자인 차별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그니처 GT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