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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GEOT는 언제나 최고의 품질과 독창적이며 세련된 프렌치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2018 카와우(carwow) 시상식의 ‘스타일 상’에 빛나는 NEW PEUGEOT 508은 쿠페 스타일의 패스트백 디자인,

감각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혁신적인 최신 기술로 탁월한 주행 경험을 보장합니다.

또한 NEW PEUGEOT 508 SW는 프리미엄 스테이션 웨건의 디자인에

쿠페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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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DICAL  FASTBAC K

NEW PEUGEOT 508은 언제 어디에서든 그 매력을 발산합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에 쿠페와 세단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낮은 차체, 날렵한 라인, 강인한 인상의 프론트 엔드, 섬세한 그릴 디테일 그리고 새로운

라이트 시그니처가 장착된 NEW PEUGEOT 508은 패스트백 디자인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UNCOMPROMIS ING QUAL ITY

프레임리스 도어의 디자인은 NEW PEUGEOT 508의 세련된 라인에 세단 스타일의 우아함을 더해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전면과 후면의 프레임리스 도어는 진정한 예술 작품과도 같으며,

두터운 글래스를 비롯한 사려깊은 터치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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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RIVALLE D PE U G E OT I -COCKP I T ®

차세대 PEUGEOT i-Cockpit®을 만나보세요. NEW PEUGEOT 508은 다기능 컴팩트 스티어링 휠,

12.3인치 디지털 헤드업 인스투르먼트 패널,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완벽하게 디지털로 구성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PEUGEOT 508 GT Line 부터는 i-Cockpit® Amplify*가 장착되어

운전자의 기분 또는 운전 환경에 맞게 조명, 디스플레이, 음향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 Allure 제외

BESPOKE SEAT ING COMFORT

NEW PEUGEOT 508과 함께하는 여행은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인체공학 및 시트 조정과 관련된 AGR 인증을 받은 시트는 다양한 컨트롤 기능,

8포켓 마사지 기능*, 열선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Allure 제외

6      DESIGN      ※ 본 브로셔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ENHANCED PRAC T IC AL ITY

NEW PEUGEOT 508에는 풍부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전면에는 프론트 도어 포켓과 센터 콘솔 안팎으로 풍부한 저장 공간이 있으며,

뒷좌석의 승객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EXTRA VOLUME

NEW PEUGEOT 508에는 동급 최초로 해치백 스타일의 테일게이트가 장착되어

수화물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이 결합된 핸즈 프리 테일게이트*를 통해

후면부의 범퍼 아래에 발만 움직여도 편리하게 개폐가 가능합니다.

* GT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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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WORDS

GT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NEW PEUGEOT 508 GT Line의 매력은 세련되고 스포티한 스타일 입니다.

유광 블랙 도어 미러 캡, 18” 투톤 다이아몬드 휠, 파노라믹 선루프* 그리고 프리미엄 GT Line의

내장재가 장착되어 스포티한 스타일을 배가시킵니다.

* Allure 제외

T IMELESS  MODERNITY

NEW PEUGEOT 508의 인테리어는 가죽 스티어링 휠부터 카본 패턴의 대시보드와 도어패널까지

운전자를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특히, GT Line부터는 고급 나파 가죽 시트가

장착되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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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 DES IGN OF  GT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유니크 포인트를 적용한 NEW PEUGEOT 508 GT는

차별화된 고성능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GT 전용 앰블럼, 블랙 유광 그릴에 둘러싸인 체크무늬 크롬 그릴,

풀 LED 램프 그리고 19” 투톤 다이아몬드 휠이 장착되어 NEW PEUGEOT 508 GT만의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HI -F I  FOCAL ® FOR PERFECT  SOUND

FOCAL® 프리미엄 하이파이 오디오*는 고품질의 사운드를 원하는 운전자를 위해

순수하며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10개의 스피커와 최고출력 515와트의 음향 기술이 탑재된

NEW PEUGEOT 508 GT는 몰입감 높은 사운드로 실내를 채워줍니다.

* GT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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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LY  MODE RN

NEW PEUGEOT 508 SW는 강렬하고 매끄러운 라인을 자랑합니다.

쿠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면서도 프리미엄 스테이션 웨건의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드넓은 후면부의 라이트 시그니처는 글로스 블랙 스트립과 조화를 이뤄 조명의 3D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GT Line은 유광 블랙 도어 미러 캡, 18” 투톤 다이아몬드 휠, 파노라믹 선루프가 장착되어

스포티한 스타일을 배가시킵니다.

AN INGENIOUS  BOOT

NEW PEUGEOT 508 SW는 대용량의 적재 공간을 자랑합니다.

기본 530리터의 적재 공간을 갖추어 다양한 수하물의 적재가 가능하며,

2열 폴딩 시 최대 1780 리터의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낮은 차체와 테일 게이트의 넓은 폭은 수하물을 적재하는데 용이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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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AUTONOMOUS

NEW PEUGEOT 508 & 508 SW은 드라이브 어시스트 플러스 팩이 장착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전면 범퍼의 중앙에 장착된 레이더와 윈드스크린 상단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 고*(ACC Stop & Go)는 미리 설정한 주행 속도 내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며,

신호대기 때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합니다. (단, 시속 30km/h – 180km/h 작동) 또한, 주행 시 운전자가

선택한 위치로 차량의 주행 상태가 유지되는 차선 중앙 유지 기능*(LP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Allure 제외

ANTIC IPAT ING YOU R SAFE TY

NEW PEUGEOT 508 & 508 SW은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에게 주변 환경과 도로 상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최신식 운전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트림에는 ‘세이프티 플러스 팩’이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팩에는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 차간 거리 경고(AEBS3), 차선 이탈 방지(LKA), 제한 속도 인식 및 권장 속도 표시 기능,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HBA), 운전자 주의 경고(DAA3), 액티브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ABSD)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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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ueHD i  D IESEL  E NG INE

NEW PEUGEOT 508 & 508 SW의 BlueHDi 디젤 엔진은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SCR(선택적 촉매 환원)과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결합하여 배출가스를 제한하고 질소 산화물(Nox) 배출량을

최대 99.9%까지 감소시킵니다. 엄격한 유로 6.2 기준에 충족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뛰어난 효율과

다이내믹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트림 별로 130마력과 177마력 두 가지 타입의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EW EAT8

신형 EAT8(8단 자동 변속기)은 최적화된 기어비를 제공하여 빠르고 원활하게 변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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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장착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여 수동식 기어 변경도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기어 박스는 인테리어의 세련미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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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색상은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COLOURS

Pearl White (N9M0)

Hurricane Grey (9GP0)

Ultimate Red (F3M0)

Bianca White (WPP0)

Nimbus(Platinum) Grey (VLM0)Nimbus(Platinum) Grey (F4M0) Amazonite(Smart) Grey (KLM0)

Twilight(Encre) Blue (KUM0)Nera Black (9VM0) Celebos Blue (SYM0)

SEATS WHEELS

Mistral tri-material ‘Imila’ leather effect 
and ‘Brumeo’ cloth

(Allure)

Nappa Mistral full grain leather
(GT Line / GT)

17” ‘MERION’
diamond-cut two tone

(Allure)

18” ‘HIRONE’
diamond-cut two tone with tinted varnish

(GT Line)

19” ‘AUGUSTA’
diamond-cut two tone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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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
508 Allure GT Line GT SW (GT Line)

형식 BlueHDi BlueHDi BlueHDi BlueHDi BlueHDi

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499 1,997 1,997 1,997 1,997

굴림방식 FF FF FF FF FF

최고출력(ps/rpm) 131/3,750 177/3,750 177/3,750 177/3,750 177/3,750

최대토크(kg.m/rpm) 30.61/1,750 40.82/2,000 40.82/2,000 40.82/2,000 40.82/2,000

연료탱크 크기(ℓ) 55 55 55 55 55

CO2 배출량(g/km) 129 143 143 143 143

복합연비(km/ℓ)

복합: 14.6

도심: 13.4

고속도로: 16.6

등급: 2

복합: 13.3

도심: 12.0

고속도로: 15.5

등급: 3

복합: 13.3

도심: 12.0

고속도로: 15.5

등급: 3

복합: 13.3

도심: 12.0

고속도로: 15.5

등급: 3

복합: 13.3

도심: 12.0

고속도로: 15.5

등급: 3

크 기 Allure GT Line GT SW (GT Line)

전장 / 전폭 / 전고(mm) 4,750/1,860/1,420 4,750/1,860/1,420 4,750/1,860/1,420 4,750/1,860/1,420 4,780/1,860/1,420

휠베이스(mm) 2,800 2,800 2,800 2,800 2,800

공차중량(kg) 1,575 1,680 1,680 1,680 1,700

승차정원(명) 5 5 5 5 5

보디와 섀시 Allure GT Line GT SW (GT Line)

서스펜션 앞 / 뒤 맥퍼슨 스트럿/멀티 링크 맥퍼슨 스트럿/멀티 링크 맥퍼슨 스트럿/멀티 링크 맥퍼슨 스트럿/멀티 링크 맥퍼슨 스트럿/멀티 링크

타이어규격 / 휠사이즈 215/55R 17" 215/55R 17" 235/45R 18" 235/40R 19" 235/45R 18"

브레이크 전 / 후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2      EQUIPMENT

ABOUT THIS BROCHURE
본 브로셔 상의 내용이나 사진들은 현재 언론에 공개되는 기술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브로셔에 수록된 사양과 제원은 지속적인 성능 개선 및 국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양과 제원은 물론, 추가 옵션 및 악세서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가까운

푸조 전시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푸조 전문 딜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푸조 공식 홈페이지(www.epeugeot.co.kr)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 브로셔는 차량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계약서나 판매제안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브로셔 상의 세부 사항들은 한불모터스(주)의 서면 승인 없이는 수정 및 활용을 금합니다. 

본 브로셔의 정보는 2019. 8. 13 기준입니다.

PEUGEOT AND YOU
푸조는 귀하께서 매일 아침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하루를 맞이하도록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푸조를 선택하신다면, 

오너만을 위한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19곳 이상의 서비스 파트너들이 귀하의 차량이 지닌 문제에 귀기울이기 위해

언제나 대기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들이 차량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PEUGEOT ASSISTANCE
한불모터스(주)에 의해 공식 수입된 푸조 차량에 한하여 [ 3년 또는 100,000km ] 365일 24시간 긴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대상 : 한불모터스(주)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매된 푸조 차량

2. 기간 : 3년 또는 100,000km

3. 긴급 연락처 : 080-407-1007 (수신자 부담)

4. 서비스 범위

 A. 비상 견인 서비스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으로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최단거리의 지정 정비소까지 긴급견인하여 드립니다.
  - 긴급견인은 최단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지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견인 후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고객의 과실일 경우 고객은 견인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B. 배터리 충전서비스

  차량의 전기적인 문제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상담 어드바이저가 판단하여 시동이 가능하도록 긴급 서비스를 보내드립니다.

  - 고객과실로 판단될 경우 유상 서비스로 인정됩니다.

5. 제외의 경우(유상 서비스)

 A. 고객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B. 차량 사고인 경우

 C. 차량 화재인 경우

 D. 차량 윈도우 또는 라이트 손상인 경우

 E. 진흙 / 눈 / 모래에 빠졌을 경우

 F. 절도로 인한 차량 부품 손상 또는 분실인 경우

 G. 자동차 경주 참여로 인한 차량 손상 또는 불법 개조로 인한 고장인 경우

 H. 전쟁 또는 천재 지변인 경우

PEUGEOT SERVICE CENTER
강남 02)504-8855 / 강서 02)2601-5008 / 성수 02)461-5999 / 송파 02)424-3008 / 분당 031)721-7300 / 수원 031)224-6655 / 인천 032)431-4972 / 부천 032)668-5008

일산 031)966-9119 / 평택 031)655-3967 / 대전 042)632-3001 / 천안 041)621-9203 / 전주 063)254-6008 / 광주 062)385-0400 / 대구 053)791-8572

부산 051)554-8200 / 창원 055)293-2425 / 원주 033)746-9501 / 제주 064)743-5002

PEUGEOT JEJU RENT A CAR
제주 렌터카 예약&문의   홈페이지 : www.peugeotjeju.com  ☎ : 064-742-2008 / 064-739-2008

PEUGEOT AUTOMOBILE MUSEU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532,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  ☎ : 064-742-2055

Instagram YoutubeFac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