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일렉트릭
모바일 페이지 이동

※ 선택 품목을 포함한 최종 가격은 개별소비세 최대 인하 금액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최종 판매가는 견적서 확인 필요)
※ 모든 선택 품목 가격은 개별소비세 감면 전 기준으로 표기 하였으며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는 견적시 필히 확인 바랍니다.

세제혜택 적용 전

구분

세제혜택 후

공급가액 (부가세)

49,948,500

46,900,000

45,407,727(4,540,773)

Modern
(모던)

개별소비세 3.5% 적용시

개별소비세 3.5% 적용시

49,033,950

46,900,000

52,078,500

48,900,000

47,344,091(4,734,409)

Premium
(프리미엄)

개별소비세 3.5% 적용시

51,124,950

개별소비세 3.5% 적용시

48,900,000

단위 : 원

선택 품목

기본 품목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 파워트레인/성능 : 150kW 구동 모터, 64kWh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감속기,
회생제동 시스템, 전자식 변속 버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통합주행모드
• 지능형 안전 기술 :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 안전 : 6에어백 시스템(앞좌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전복대응 커튼), 앞좌석 하체
상해 저감 시트벨트,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앞/뒷좌석 시트벨트 미착용 경고장치,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차체 자세 제어기능,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 기능,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가상 엔진 사운드(보행자 보호), 세이프티 언락,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 외관 :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DRL, 포지셔닝 포함), LED 리어 콤비 램프,
LED 보조제동등, 17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 조절, 전동 접이,
LED 방향지시등), 에어로 타입 와이퍼, 액티브 에어 플랩, 리어 와이퍼, 리어 스포일러, 루프랙
• 내장 : 7인치 컬러 LCD 버추얼 클러스터, 가죽 & 열선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선바이저 거울 & 조명, 선글라스 케이스, 2단 러기지 보드
• 시트 :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앞좌석 시트백 포켓,
뒷좌석 6:4 폴딩,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 편의 : 버튼시동 &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오토 디포그 포함), 마이크로 에어필터,
공기청정모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회생제동 컨트롤 패들쉬프트,
주차 거리 경고(후방), 스티어링 휠 리모컨, 오토 라이트 컨트롤, 후방모니터, 크루즈 컨트롤,
충전용 USB 단자, 운전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 인포테인먼트 : 10.25인치 내비게이션(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현대 카페이),
일반 사운드 시스템(6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음성인식), USB 단자, 파워아웃렛
▶

•
•
•
•

모던 기본 품목 및
지능형 안전 기술 : 하이빔 보조
외관 : LED 헤드램프(스테틱 벤딩 포함), 자외선 차단 유리(앞면)
시트 : 운전석 10way 전동시트 (럼버서포트 포함), 앞좌석 통풍시트
편의 :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차 거리 경고(전방),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레인센서, 러기지 네트, 러기지 커버링 쉘프

공통선택 품목
저용량 배터리
(복합 주행거리 254km)		
		
[-3,500,000]
▶ 충전 어시스트
[500,000]
▶ 윈터 패키지
[1,200,000]
▶ 현대 스마트센스
[650,000]
▶

▶

컨비니언스

[930,000]

하이패스 시스템
+ ECM 룸미러
[250,000]
▶ 플래티넘
[1,000,000]
▶ 선루프 패키지
[550,000]
▶ 블랙 투톤 컬러 루프 [250,000]
▶

패키지 품목
저용량 배터리

39.2kWh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 저용량 배터리 선택 시 1회 충전 주행거리 406km → 254km로 축소(복합 기준)

충전 어시스트

220V 휴대용 충전케이블, 완속 충전용 케이블

윈터 패키지

히트 펌프 시스템, 배터리 히팅 시스템(혹한기 충전시간 단축)

현대 스마트센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곡선로),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컨비니언스

운전석 10way 전동시트 (럼버서포트 포함), 앞좌석 통풍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선루프 패키지

세이프티 선루프, 실내 LED 램프(맵램프, 룸램프, 러기지램프)

플래티넘

스마트폰 무선 충전, 동승석 8way 전동시트, 천연가죽 시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8스피커, 외장앰프), 뒷좌석 열선시트

■ 세제 혜택 적용 후 판매 가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임(390만원 한도)
※세제 혜택 적용 후 가격은 판매 조건 및 선택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포테인먼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8스피커) : 센터 스피커(1개), 프런트 도어 스피커
		 (2개), 리어 도어 스피커(2개), 트위터 스피커(2개), 서브우퍼(1개), 외장앰프
■ 10.25인치 내비게이션
※ 고해상도 10.25인치 터치 스크린, 지상파 DMB, 고화질 DMB 수신가능, 라디오,
		 MP3재생, USB 동영상 재생, TPEG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 기능),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포함), 3D 지도, 다국어 지원(한국어/영어), 블루링크
※ 무선 업데이트(OTA)는 정기 업데이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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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음(Android 5.0 이상)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Android 6.0(Marshmallow)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권장
		 [애플 카플레이] 아이폰5 이상(iOS 8.0 이상)
		 상세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 블루링크
-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서비스 제공
- 차량 구매 후 블루링크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 제공 (라이트 서비스 추가 5년 무료 제공)

- 무료 제공 기간 종료 시 고객 동의를 거쳐 유료로 전환 됩니다.
(기본:월 11,000원, 1년 약정:월 5,500원)
- 문의 : 블루링크 카카오톡 고객 센터 (카카오톡 검색 창에서 '블루링크' 입력 후 친구 추가)
■ 히트 펌프 시스템
※차량의 폐열원을 활용한 고효율 난방시스템
※난방을 위한 전기 사용량 감소로 겨울철 실 주행거리 증대
■ 배터리 히팅 시스템(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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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W급속충전기로0→80%충전기준.배터리열화정도에따라충전시간변동가능)
■ 하이패스 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음
■ 220V 휴대용 충전케이블 주의사항
※본 케이블은 의도치 않은 차량의 방전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부품으로
		 일반 콘센트에 충전시 전기차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완충 목적으로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케이블을 가정용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배전기의 용량 초과로 인해
		 전원 차단, 화재 발생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모델명

KONA Electric
KONA Electric (저용량 배터리)

* 아래 에너지 소비효율 및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효율/주행거리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효율/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공인 에너지 소비효율(연비) (km/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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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주행 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축전지 정격전압 (V)
/ 용량 (Ah)

최고 출력
(kW/PS)

공차중량
(kg)

도심

고속도로

복합

도심

고속도로

복합

64

356 / 180

150 / 204

1,685

6.2

5.0

5.6

444

359

406

39.2

327 / 120

100 / 136

1,540

6.5

5.1

5.8

282

221

254

EXTERIOR COLOR
팬텀 블랙

■ 기타
※선루프 및 블랙 투톤 컬러 루프 동시 적용 불가
※선루프 및 블랙 투톤 컬러 루프는 프리미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
※내장컬러 스톤그레이는 팬텀 블랙, 아틀라스 화이트, 갤럭틱 그레이 외장컬러에서만 선택 가능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현대 스마트센스(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선택 시 설정 가능
※가죽사양(시트, 가죽감싸기 등)은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및 직물 등
		 기타 소재가 적용되어 있음
※통합주행모드 – 스포츠, 컴포트, 에코, 에코 플러스
※ LED 헤드램프 적용시 헤드램프 자동 높이 조절 포함
※ 저용량 배터리 : 주행거리 254km(복합기준), 최대 출력 100kW
※ 혹한기 배터리 잔여량 부족 시 출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충전량
		 유지 필요합니다.
※ 주행 보조 사양(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은 위험도가 높은 특정 주행상황에서
운전자를 보조(상세 작동 조건은 취급 설명서 참조)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 시, 추가로 전방 레이더가 장착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더욱 고도화되어
		 다양한 대상 물체, 다양한 상황까지 대응(상세 설명 및 한계 상황은 취급설명서 참조)
※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상황에서만 작동
※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는 차량 구매후 8년까지 보장되며,
		 이후 당사 사정에 의해 만료될 수 있습니다.

※ 아틀라스 화이트(SAW), 갤럭틱 그레이(R3G), 펄스 레드(Y2R) 컬러 선택 시 블랙 투톤 컬러 루프 선택 가능

MZH

KONA ELECTRIC ///

아틀라스 화이트

SPORTS UTILITY VEHICLE

SAW

다크 나이트

YG7

갤럭틱 그레이

R3G

펄스 레드

Y2R

최대 400km이상 주행 가능한 동급 최장거리 주행 전기차
EXTERIOR

INTERIOR

유니크한 전면부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전기차 이미지 구현

전기차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인테리어

SAFETY

전방 충돌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빔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CONVENIENCE

10.25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제공)

전자식 변속 버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

7인치 컬러 LCD 버추얼 클러스터

SERVICE
10년 20만km 고전압 배터리 무상보증

10년 16만km 전기차 전용 부품 무상 보증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 기준 : 10년 20만 km [SOH*의 65% 보장]

전용 부품 : 구동모터, 감속기, 완속충전기 (OBC),
EPCU(인버터+직류전환기 (LDC) +
전기차시스템제어장치 (VCU))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충전

* SOH(State Of Health) : 배터리 출하 당시 초기 건강도/내구도 대비 성능 상태

코나 일렉트릭의 경제성

※ 단,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일부 장소 서비스 제한 가능

- 충전량 : 1회 7kWh (약 40km 주행 가능)
- 이용 한도 : 연 4회 (블루멤버스 회원 또는 통합웹사이트
온라인 정회원 가입일 기준 5년간)
- 신청 방법 : myHyundai APP / 블루링크SOS버튼 /
고객센터 (080-600-6000)

※ 64kWh 배터리, 연 주행거리 20,000km 기준이며, 충전료 및 충전요금 할인 정책 적용 기준('20년 7월)

기준('19.12월)

소형SUV

코나 일렉트릭

연비

가솔린 (12.6km/ℓ)

5.6km/kWh (복합 주행 기준)

유가

가솔린 (1,550원/ℓ)

154.4원/kWh (공용충전 30% + 홈충전 70% 기준)

1년

가솔린 (약 246만원)

약 55만원

약 191만원

3년

가솔린 (약 738만원)

약 165만원

약 573만원

유류비

유류비 절감액

※ 유가는 기준일자 전국 평균가격이며, 유류비는 유가변동 및 운전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PORTS UTILITY 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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