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제원 ..............................................................8-2
타이어 및 휠 .........................................................8-2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8-3
전구의 용량 ..........................................................8-3
추천오일 및 용량 ................................................8-4

온도에 따른 엔진 오일 SAE 점도 분류표 ......8-5
차대번호(VIN) ......................................................8-6
자기 인증 라벨.....................................................8-6
엔진번호 ...............................................................8-6

8. 차량 정보

8



8-2

차량 정보

차량 제원

타이어 및 휠

단위 : mm

항    목 세    단 리  무  진
전장 5,205 5,495
전폭 1,915
전고 1,495 1,505
축거 3,160 3,450

윤거
전 1,630 (18인치)

1,640 (19인치) 1,640

후 1,659 (18인치)
1,639 (19인치) 1,639

구분 형   식 휠 추천공기압 kPa(psi) 휠 너트 체결토크 
Kgf·m앞 뒤

장착타이어
245/50 R18 8.0J X 18 240 (35) 240 (35)

11~13
245/45 R19 8.5J X 19 240 (35) -

275/40 R19 9.5J X 19 - 240 (35)

임시타이어
T155/80 R18 4.0T X 18 420 (60) 420 (60)

T155/70 R19 4.0T X 19 420 (60) 420 (60)

※  예비 타이어는 임시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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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타이어 제조사 사이즈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회전저항 (RRC) 젖은 노면 
제동력 (G)

미쉐린타이어 245/50 R18 3 4
콘티넨탈타이어 245/45 R19 4 3
콘티넨탈타이어 275/40 R19 4 3

※ 회전저항 (RRC) :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에 대한 회전저항의 비     
    - 1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소비 효율이 높아집니다.

※ 젖은 노면 제동력 (G) : 기준 타이어 대비 시험대상 타이어의 젖은 노면 
제동성능 비율

    -  1 ~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이 좋습니다.

※ 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하더라도 효율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가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십

시오.

전구의 용량
종      류 전구 형식 용량(W)

차량 앞면

전조등
하향등 A타입 D3S 35

B타입 LED LED

상향등 A타입 D3S 35
B타입 LED LED

방향지시등
LED LED차폭등

주간주행등

차량 뒷면
리어컴비네이션

제동등/미등

LED LED
방향지시등

후퇴등
번호등
보조제동등

실내 

맵램프

LED LED

룸램프
선바이저 램프
글로브박스 램프
트렁크 룸램프
후석 화장등
퍼스널 램프



8-4

차량 정보

추천오일 및 용량
종      류 용량(ℓ)  추천사양

연료
람다 3.8 77

무연휘발유
람다 3.3 터보 / 타우 5.0＊1 83

엔진 오일＊2 

(오일필터포함)

람다 3.3 터보 6.9 ACEA A5급 이상
(SAE 점도는 아래 점도 분류표 참조)

람다 3.8 6.9 ILSAC GF-4급 및 API SM 급＊4 이상 
(SAE 점도는 다음 페이지 점도 분류표 참고)타우 5.0 ＊3 9.2

자동변속기 
오일

람다 3.8 (A8LR1-1) 9.1
GS ATF SP-IV-RR,
HYUNDAI genuine ATF SP-IV-RR람다 3.3 터보 / 

타우 5.0 (A8TR1-1) 9.2

브레이크 액 필요량 FMVSS116 DOT-3 또는 DOT-4

냉각수
람다 3.3 터보 9.8

인산염계 에틸렌글리콜 알루미늄 라디에이터용 
부동액과 물 혼합액람다 3.8 8.8

타우 5.0 10.8
리어 디퍼런셜 오일＊5 1.4 하이포이드 기어오일 API GL-5 SAE 75W85

 (SK HK SYN GEAR OIL 75W85 상당품)프론트 디퍼런셜 오일＊5 0.7
트랜스퍼 오일 0.62 SHELL TF0870B

＊1 :  람다 3.3 터보 / 타우 5.0 엔진의 경우, 최적의 엔진 성능을 위해서는 고급 휘발유(RON 96 이상) 사용을 추천하며 일반 
 휘발유 사용 시 문제는 없으나, 출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고 연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 엔진 오일 용량은 일반적인 오일 및 필터 교환시 주입되는 용량 기준입니다.
＊3 :  타우 5.0 엔진의 경우 최적의 엔진 성능을 위해서는 SAE 5W-20점도의 엔진오일을 추천합니다. 다른 점도의 오일 사용 

 시 문제는 없으나, 출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고 연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 추천하는 등급의 엔진 오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PI SL 또는 ILSAC GF-3급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5 : 교환주기와는 별도로 리어 디퍼런셜 혹은 프론트 디퍼런셜이 물에 잠긴 경우는 즉시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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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엔진 오일 SAE 점도 분류표

5W-20, 5W-30

   주       의
 • 각 기관의 원활한 작동과 내구를 위해 자사 순정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자사에서 지정하는 순
정부품(엔진 오일, 변속기오일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량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오일을 사용할 때는 점도분류와 품질 등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 오일을 점검 교환할 때에는 기재된 용량  (ℓ)은 참고만 하시고 오일량을 측정하는 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십시오.  
「F」선에 가까이 주입하시고 「F」선 이상 주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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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보

엔진번호

자기 인증 라벨은 본 차량이 대한민국 자동차 관
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 인증 라벨

OHI086002OHI086002

OHI087003OHI087003

OHI087005OHI087005

엔진번호는 차량 앞쪽에서 엔진룸을 바라 볼때 
실린더 블록 정면 좌측 하단부에 표기 되어 있습
니다.

  람다 3.3 터보람다 3.3 터보

  람다 3.8람다 3.8
차대번호 즉,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은 차량의 등록시나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사항에 사용됩니다.
차체에 타각되어 있는 차대번호와 등록증에 기
록되어 있는 차대번호는 일치해야 합니다.
(동승석 시트 아래에 타각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VIN)

OHI086001OHI086001

차대번호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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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087004OHI087004

엔진번호는 차량 앞쪽에서 엔진룸을 바라 볼때 
실린더블록 정면 후측 상단부에 표기 되어 있습
니다.

  타우 5.0타우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