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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 LY ASSE R T IV E

A T RE N D -SE T T E R

PEUGEOT 308의 스포티한 디자인은 푸조의 해치백 감성을 보여줍니다.

PEUGEOT 308의 라이트는 현대적인 디자인에 다이내믹한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디자인된 크롬 장식 그릴, 그릴 중앙의 선명한 라이언 로고

전면의 헤드램프를 비롯해 안개등까지 FULL LED 기술을 적용하여 푸조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눈매의 LED 헤드램프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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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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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I VING THR ILLS

CH ARACT E R IN E VE RY DE TA I L

PEUGEOT 308의 내부는 Peugeot i-Cockpi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라인과 정교함을 갖춘 PEUGEOT 308은 운전자와 탑승객을 매료시킵니다.

초현대적인 실내 구조로 완성된 Peugeot i-Cockpit®을 통해 즐겁고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죽 스티어링 휠, 시트 그리고 내부 마감재 곳곳에서 세심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느낄 수 있으며,

콤팩트 스티어링 휠, 센터 콘솔에 위치한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향상된 디자인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 장식을 더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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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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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 C OMPR OM IS IN G QUA L I TY

DE FY IN G C O N VE N T IO N S

매끄럽고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주는 외관, 훌륭한 내부 소재 그리고 효율적인

PEUGEOT 308 GT의 디자인은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더욱 강조합니다.

엔진의 조합을 갖춘 PEUGEOT 308 GT Line은 완벽한 균형을 자랑합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차체, 매끄러운 라인으로 이어지는 하단의 블랙 범퍼 피니셔,

내부의 소재 곳곳에 마감된 레드 스티치와 전동 블라인드를 갖춘

18” 알로이 휠 그리고 내부 소재 곳곳에 마감된 레드 스티치는 스포티한 스타일을 배가 시킵니다.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스포티한 스타일을 극대화 합니다.

“Sport Pack”이 장착되어 보다 민첩하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피로감지 시스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 GT Line, GT 트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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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RE ASSURING SU PP OR T

A RE L A XE D DRIVIN G E XPE R I EN C E

PEUGEOT 308에는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전후방 센서 및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ADAS 시스템*이 장착되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자가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ADAS 시스템 : 차선이탈방지 기능, 스마트 빔(오토라이트), 속도제한 인식기능, 피로감지 시스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 GT Line, GT 트림 적용
** 파크 어시스트 : GT Line, GT 트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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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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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FICIE N CY AS A LIN E OF
C O N DUCT
PEUGEOT 308은 견고하며 최적화된 중량의 EMP2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하여,
뛰어난 로드 홀딩 기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휠을 통해
더욱 민첩하고 경쾌한 핸들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스포티함을 더해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으로 최적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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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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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u eHD i

E AT 8

PEUGEOT 308에는 푸조가 자랑하는 고효율 디젤엔진인 BlueHDi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8단 기어 미션, EAT8(8단 자동변속기)은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BlueHDi 엔진은 SCR(선택적 촉매 환원)과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결합하여 배출가스를 제한하고

항시 최적화된 기어비의 제공을 통해 최대 5%의 연료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질소 산화물(Nox) 배출량을 최대 99.9%까지 감소 시켰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졌을 경우, 자동으로 “P”(주차)에 위치하여 최적의 안전 장치를 제공합니다.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WLTP)을 충족시키는 디젤 엔진으로, 기존 e-HDi 엔진의 뛰어난 효율과

6단 자동변속기 대비 6kg의 무게를 절감하여 차체 중량을 감소시킵니다.

HDi 엔진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모두 만족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컴팩트한 기어 박스는 PEUGEOT i-Cockpit®의 세련된 디자인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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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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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LORS

비앙카 화이트 (Bianca White)

트와일라잇 블루 Twilight(Encre) Blue

큐물러스 그레이 (Cumulus Grey)

네라 블랙 (Nera Black)

펄 화이트 (Pearl White)

허리케인 그레이 (Hurricane Grey)

플래티넘 그레이 (Platinum Grey)

마그네틱 블루 (Magnetic Blue)

얼티메이트 레드 (Ultimate Red)

※ 일부 색상은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S EATS

WH E E LS

Oxford Mistral or Guérande TEP/cloth
(Al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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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Mistral/red TEP/cloth with red
top-stitching (GT Line)

Mistral black TEP/Alcantara with
red top-stitching seat trim (GT)

16” JADE diamond cut alloy wheels
(Allure)

17” RUBIS diamond cut alloy wheels
(GT Line)

18“ DIAMANT two tone
finish diamond cut alloy wheels (GT)

※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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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308

Allure

GT LINE

GT

형식

BlueHDi

BlueHDi

BlueHDi

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499

1,499

1,997

굴림방식

FF

FF

FF

최고출력(ps/rpm)

131/3,750

131/3,750

177/3,750

최대토크(kg.m/rpm)

30.61/1,750

30.61/1,750

40.82/2,000

연료탱크 크기(ℓ)

53

53

53

CO2 배출량(g/km)

125

125

146

복합연비(km/ℓ)
복합전비(km/kWh)

복합: 15.1
도심: 14.2
고속도로: 16.3

복합: 15.1
도심: 14.2
고속도로: 16.3

복합: 13.1
도심: 11.9
고속도로: 14.8

크기
전장 / 전폭 / 전고(mm)

4,255/1,805/1,470

4,255/1,805/1,470

4,255/1,805/1,470

휠베이스(mm)

2,620

2,620

2,620

공차중량(kg)

1,435

1,435

1,525

승차정원(명)

5

5

5

서스펜션 앞 / 뒤

맥퍼슨 스트럿/가변형 크로스 앰버

맥퍼슨 스트럿/가변형 크로스 앰버

맥퍼슨 스트럿/가변형 크로스 앰버

타이어규격 / 휠사이즈

205/50R 16"

225/45R 17"

225/40R 18"

브레이크 전 / 후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보디와 섀시

◼공식 웹사이트 | 푸조 공식 웹사이트 www.epeugeot.co.kr을 통해 자세한 회사 소개, 제품 정보, 뉴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센터 | 080-365-1200 / ARS 넘버, 1번: 긴급출동, 2번: 사고차 무상수리, 3번: 서비스 관련 문의, 4번: 차량 구입 문의, 5번: 기타 문의
* 1번, 3번, 4번, 5번: 월-금, 09:00-20:00까지 / 토요일, 09:00-13:00까지 운영
* 2번은 24시간 운영
※ 제품 사진, 사양 및 비교 내용은 이 책자가 출간되는 시점의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가격, 사양, 장비, 색상, 자재 등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특정 모델을 변경하거나 단종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푸조 공식 전시장에 연락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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