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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푸조는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인체공학부터 소재 및 커넥티비티에 이르기까지, 푸조는 보다 직관적인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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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제조 전통을 확고하게 지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푸조는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각 세부사항을 심도있게 연구했습니다. 푸조는 그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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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의 차량 설계에 집중, 운전자의 모든 감각을 고양시켜 일반적인 주행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귀하에게 선택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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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s

경험을 넘어 더욱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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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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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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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R CE OF AT T RACT ION
다이내믹한 디자인의 PEUGEOT 2008 SUV는
넓은 실내 공간과 더불어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습니다.
날렵한 라인과 조각된 듯한 옆모습은 프레임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강렬한 인상의 프론트 엔드, 독특한 라이트 시그니쳐,
그리고 유광 블랙 윈도우 스트립1)으로 장식된 보닛과 블랙 다이아몬드 루프1)가
어우러져 차량의 스포티한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1) 트림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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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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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ST R IK ING PR E S E N C E

GE T T IN G N OT ICE D

인상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이는 PEUGEOT 2008 SUV는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유광 블랙 스트립의 ‘PEUGEOT’ 로고 장식은 PEUGEOT 2008 SUV의 후면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수직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LED 주간주행등은 차량의 프론트 엔드를 아름다운 대칭 형태로 장식하고 있으며,

또한 브랜드를 상징하는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리어 LED 라이트가 밤낮으로 빛을 발하여

풀 LED 헤드라이트1)는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인상을 자아냅니다.

차량의 기술적인 우수성과 가시성을 뽐냅니다.

1) 트림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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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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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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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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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ST INCTIVE S IG N S
PEUGEOT e-2008 SUV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버전과 동일한 실내 크기를 선보입니다.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장식된 그릴과 보는 각도에 따라 녹색과 푸른색으로 빛나는 디크로익 라이언,
그리고 프론트 윙과 테일게이트에 장착된 이니셜 ‘e’ 모노그램이 전기차만의 특징적인 표식입니다.
녹색 스티치가 더해진 시트는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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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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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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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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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PEUG EOT i- C O C KPIT ®

IMPR OVE D RE SP O N SIVE N E SS

PEUGEOT 2008 SUV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PEUGEOT 3D i-Cockpit®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드라이빙을 즐겨보세요.

PEUGEOT 2008 SUV의 계기판은 3D 효과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설계된 드라이빙 포지션,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 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다양한 레이어에 모든 정보를 투사하는 독특한 방식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D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 등이 운전자가 운전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통해 주행 보조 시스템과 같이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러스크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컨텐츠를 터치스크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시야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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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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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MFORT AN D IN T E R IOR S PAC E

A SPACIO US, E ASY-TO -AC CE SS BO OT

역동적인 라인으로 설계되어 인체공학적으로 체형을 감싸주는 PEUGEOT 2008 SUV의 시트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입구가 넓고 턱이 낮은 트렁크 공간이 60:40 2열 폴딩 시트와 결합되어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차량의 실내 공간 구성을 최대화하여 설계함으로써, 모든 승객에게 충분히 넓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며,

더욱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2단 트렁크 매트를 통해,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열 좌석에도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짐이 적을 때는 트렁크 매트를 평평하게 두고 사용하면서 물건을 쉽고 빠르게 싣고 내릴 수 있으며,
부피가 큰 짐을 실어야 할 경우에는 트렁크 매트의 높이를 낮춰서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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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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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ULT RA- S M A R T SU V

MAN AGE YO UR VE H ICLE RE MOT E LY

7인치 터치스크린이나 3D 디지털 인스투르먼트 패널을 통해 주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미러스크린 기능을 사용하여 자주 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터치스크린에 미러링하여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PEUGEOT e-2008 SUV와 상호작용하여, 차량의 충전 진행 상황 및 잔여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료로 제공되는 MyPeugeot®1)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탑승전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미리 작동시켜
1) 미러스크린 기능은 Android Auto(Android 스마트폰), Apple CarPlay™(iOS 스마트폰)
또는 MirrorLink® 기술(MirrorLink® 호환 Android 스마트폰)과 호환되며 모바일 데이터 약정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행 시에는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내 온도를 조절하여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App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려면 차량과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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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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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WER OF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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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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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 E D O M TO CH O O SE
PEUGEOT 2008 SUV는 운전자의 주행 성향에 맞게
엔진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립니다.
새로운 니즈와 용도에 맞게 설계된 멀티 에너지 플랫폼 모듈을 통하여,
디젤 혹은 순수 전기차로 제공됩니다.
이 플랫폼은 경량화, 연비, CO2 배출량의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에도 부합되도록 개발되었으며,
푸조가 보유한 최고의 노하우를 통해
도로 핸들링, 조작성, 음향 및 온도 쾌적성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PEUGEOT e-2008 SUV의 경우,
전기차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통하여 승객 공간과 트렁크 용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푸조 브랜드 고유의 품질을 유지시켜내는 완벽한 통합 구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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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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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G H-EF F IC IE N CY E N G IN ES

T H E SMO OT H E ST DRIVE

PEUGEOT 2008 SUV의 BlueHDi 디젤 엔진은 엄격한 Euro 6d 기준을 충족하면서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유연하고 반응성이 우수한 EAT8(8단 자동 변속기)은 스티어링 휠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과 DPF(디젤 미립자 필터) 기술을 결합하여 배출가스 및 질소 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변속 탭과 전기 드라이브 컨트롤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EAT8(8단 자동 변속기)과 결합하여 강력한 성능과 높은 연료 효율을 제공합니다.

특히 Quickshift 기술이 탑재된 이 변속기는 부드러운 기어 변속을 통해
저속에서 우수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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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7

ELECTR IC SE N SAT ION S

FLE XIBLE CH AR GIN G

전기차 특유의 조용하고 진동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경험해보세요.

가정 및 직장, 공용 장소 등에서 표준 및 급속 케이블을 연결하여 PEUGEOT e-2008 SUV를 충전해보세요.

50kW 엔진은 26.51Kg·m(260Nm)의 즉각적인 토크로 순간적인 가속력을 제공하고, 역동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100kW 출력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약 30분 이내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1)

필요에 따라 원하는 주행 모드(노멀(Normal), 에코(Eco), 스포츠(Sport))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차량 감속 및 “제동(Brake)” 모드 작동 시

충전 예약의 경우, 스마트폰의 MyPeugeo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을 줄이고, 주행 탄력으로 인한 전력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또한 PEUGEOT e-2008 SUV는 도심에서 용이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배터리의 상태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및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기가스 배출 제한 구역을 비롯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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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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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ME AND
WO RK PL AC E C HA R G IN G
PEUGEOT e-2008 SUV의 전용 케이블로
공용 충전기 및 홈 충전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홈 충전 설비1)의 경우,
충전 설비 제휴업체를 통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1) 별도 구매(옵션 사항), 공식 공급업체 : 대영채비(주)
* 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모드 2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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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푸조 월박스 (벽걸이)

푸조 월박스 (스탠드)

NEXT GENERATION S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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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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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JOY A SEM I- D R IV E R LE SS EXP ERI ENC E

SAFE T Y

PEUGEOT 2008 SUV에는 운전자에게 반자율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PEUGEOT 2008 SUV에는 안전성을 강화해주는 최신식 운전 보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➊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푸조 드라이브 어시스트 플러스와 같은 푸조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변 환경과 도로 상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➋ 제한 속도 인식 및 권장 속도 표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과 스탑 앤 고 기능이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해

주요 기능으로는 제한 속도 인식 및 권장 속도 표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앞차의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여 차량의 안전 제동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및 액티브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1), 푸조 오토 스마트 하이빔 어시스트 등이 있습니다.

1) 트림별 상이

1) 트림별 상이
* 지능형 주행 보조 장치 기능들은 운전자를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1)

➌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➍ 액티브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➎ 하이빔 어시스트

어떠한 경우라도 시스템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34

※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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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LORS

비앙카 화이트 (Bianca White) * EV 불가

오닉스 블랙 (Onyx Black)

큐뮬러스 그레이 (Cumulus Grey)

님버스 그레이 (Nimbus Grey) * EV 불가

퓨전 오렌지 (Fusion Orange)

엘릭서 레드 (Elixir Red)

버티고 블루 (Vertigo Blue)

펄 화이트 (Pearl White)

※ 일부 색상은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S EATS
WH E E LS

Tri-material ‘Traxx’ leather effect
and ‘Isabella’ cloth seat
(Allure)

36

Tri-material ‘Capy’ leather effect
and ‘Isabella’ cloth seat
(GT)

Tri-material mistral Alcantara®
and cloth seat
(GT, Option)

TRI-MATERIAL GREY ALCANTARA®
AND CLOTH SEAT TRIM
(GT, OPTION(EV))

16” ‘ELBORN’ ALLOY WHEELS
(2008 Allure, GT)

17” ‘SALAMANCA’ DIAMOND CUT
ALLOY WHEELS
(e-2008 Allure, GT)

※ 본 브로셔의 사진과 사양 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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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2008

e-2008

Allure/GT

Allure/GT

형식

직렬 4기통

EV

변속기

8단 자동변속기

무단 변속기

배기량(cc)
배터리용량(kWh)

1,499

120

굴림방식

FF

FF

최고출력(ps/rpm)

131/3,750

100/5,500

최대토크(kg.m/rpm)

30.61/1,750

26.51(260Nm)

연료탱크 크기(ℓ)
1회충전 전력량(Ah)

41

50

CO2 배출량(g/km)

109

0

복합연비(km/ℓ)
복합전비(km/kWh)

복합 : 17.1
도심 : 15.7
고속도로 : 19.0

복합 : 4.9
도심 : 5.2
고속도로 : 4.5

전장/전폭/전고(mm)

4,305/1,770/1,550

4,305/1,770/1,550

휠베이스(mm)

2,610

2,605

공차중량(kg)

1,315

1,625

승차정원(명)

5

5

서스펜션 앞/뒤

맥퍼슨 스트럿/토션 빔

맥퍼슨 스트럿/토션빔 + 파나르 로드

타이어규격/휠사이즈

215/65R 16"

205/45R 17"

브레이크 전/후

V디스크/디스크

V디스크/디스크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km) : 260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km) : 276
고속도로 1회충전 주행거리(km) : 240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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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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