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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s Best Warranty & Service. ㅁ 무상 보증. 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0,000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보증 수리가 제공됩니다.

ㅁ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ESP: Extended Service Plan). 일반 무상 보증과는 별도로 3년/6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일부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소정의 추가 비용으로 ESP 서비스 

기간 연장(최장 5년 또는 10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과 서비스 해당 품목 확대가 가능한 ESP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ㅁ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포드 차량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차량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60,000km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도움을 드립니다. 차량 고장으로 

견인서비스가 필요할 때 50km한도 거리 내에서 가장 가까운 포드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견인해드리며,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 및 타이어가 파손되었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에도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신속하게 달려가 도움을 드립니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80-300-3673
Ford Genuine Parts & Service. 포드 모터 컴퍼니가 설계, 제작, 추천하는 교체용 부품을 사용하시면 완벽한 품질, 조립, 기능이 보장됩니다. 순정 부품은 포드 모터 컴퍼니가 보증하며 포드 딜러 네트워크가 지원합니다. 항상 예정된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으시어 귀하의 차를 최적의 관리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및 링컨 딜러의 기술자들은 귀하의 차를 안팎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포드 모터 컴퍼니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부품은 귀하의 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ㅁ 포드 순정 액세서리는 12개월 또는 2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포드 라이센스 액세서리(FLA)는 액세서리 생산업체의 보증규정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FLA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기술적 요구에 맞게 설계하거나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액세서리 생산업체가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모든 제한 보증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가까운 포드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FORD FINANCIAL SERVICES)는 한국의 포드 자동차 고객 여러분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드 코리아(FORD SALES AND SERVICE KOREA)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제휴하여 런칭한 금융 브랜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드 고객 한분 한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포드를 가장 잘 아는 금융 브랜드인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는 포드 코리아와 함께 각 모델에 맞춘 다양한 금융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이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포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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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e have your attention?
새로운 몬데오는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매끈한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간결한 리어패널은 

주행 시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몬데오는 귀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드릴 것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의 조화

2019년형 몬데오는 역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해드립니다. 소량의 연료로 

역동적인 출력을 발휘하게 하는 첨단 엔진 기술이 탑재된 2.0L 디젤 Panther 엔진에  

첨단 오토 스타트 스톱(Auto-Start Stop) 기능을 결합시켜 연료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8단 자동 변속기는 로터리 방식, 즉 손잡이를 

돌려 쉽게 변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터리 시프터로 인해 실내 디자인 및 공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변속 패들(Paddle Shifter)로 8단 기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정밀 제어되는 첨단 2.0L 디젤 엔진의 고출력을 손실 없이  

각 타이어에 전달하여 다이나믹한 주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고속도로 주행연비.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련된 몬데오의 내면에는 최고출력 190마력을 발휘하는 대담한 고성능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응답성이 뛰어난 싱글 터보차저를 적용한 2.0L EcoBlue 디젤 엔진은 2,000~3,000rpm의  

넓고 낮은 rpm 영역에서 탁월한 토크를 발휘하여 출발에서 고속까지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가속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몬데오의 고성능 디젤엔진은 18.4Km/ℓ1의 놀라운 연비를 

발휘하는 고효율 친환경 엔진입니다.

2.0L EcoBlue  디젤 엔진

새로운 몬데오에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차량용 요소수인 AdBlue®가 사용되며 계기판을 통해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Blue® (차량용 요소수)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몬데오와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일 가죽 시트가 

귀하의 몸을 잘 지지해 주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앞좌석 시트는 어떤 체형의 탑승자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여행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실내 공간이 한층 여유로워졌으며, 운전석에 메모리 기능 및 열선 기능이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뒷좌석에는 60/40 분할 접이식 시트가 적용되어 필요 시 부피가 큰 물건도 

편리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합니다.

SYNC3 Voice 음성 제어 시스템1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욕망입니다.  

첨단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싱크3(SYNC 3)1의 빠른 속도와 디자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오디오, 전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정전식 터치스크린 위에 간결하게 표현됩니다.

싱크3로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2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2의 프리미엄 SONYⓇ 사운드 시스템3

싱크3로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2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2의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하여 시스템이 자동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속삭이듯 고요한 몬데오의 실내는 첨단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9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SONY 오디오 시스템은 귀하가 운전하시는 동안에도 콘서트홀의  

감정을 완벽히 전달해 드립니다.

1 주행 중에는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음성명령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하시고,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기능은 차량이 움직이는 중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호환되지 않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및 데이터 수신에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스마트폰 데이터 서비스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기능 사용 중 SYNC는 제3자 제품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제3자 제품과 그 기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3자 업체에 있습니다.
3 SONYⓇ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ual Climate Control
새로운 몬데오에 적용된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은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의 온도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쾌적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윈드실드 열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겨울에도 몬데오에 장착된 윈드실드 열선은 귀하가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리어도어 선셰이드
새로운 몬데오는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뒷좌석 도어에 설치된 

선셰이드는 강한 햇빛 차단은 물론이고 탑승자의 사생활도 보호해줍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 하이빔
어두운 밤길에서도 몬데오는 앞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새로운 몬데오의 오토 하이빔은  

주변 광원이 없을 때 자동으로 하이빔을 점등하고 광원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소등합니다.

어떤 도로를 달리든 언제나 든든합니다. 

주행 상황의 변화가 많은 도로나 야간 커브 길을 달릴 때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Ford Dynamic LED 헤드램프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티어링 방향, 속도 등 주행 상황을 감지하여 헤드램프의 불빛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특히 커브를 돌 때 불빛이 커브를 따라 더 먼 곳을 비추어 어두운 밤길에서도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램프는 기존 할로겐 램프나 제논 램프의 빛에 비해 훨씬 태양광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빛으로 전방을 강력하고 균일하게 밝혀줍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과 장비 관련 정보는 딜러를 통해 판매되는 실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퀀셜 LED 방향지시등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스타일리시한 LED 방향 지시등은 도로 위를 달리는 몬데오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은 탑승자의 가슴, 머리, 목 등 주요 신체 부위를 고르게 보호하며,  

충돌에 취약한 운전자 무릎 부위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뒷좌석 외측에 마련된 2개의 팽창형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은  

뒷좌석에 주로 승차하는 성장기 어린이의 연약한 신체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몬데오의 주행 특성에 맞추어 최적 튜닝된 전자제어 주행안정장치(ESC)1는 까다로운 주행 환경에서도 항상 안정적인 주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궂은 날씨에 운전할 때도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1첨단 기술로도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음을 상기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자동차가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

SYNC3 터치스크린으로 조절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운전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조명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취향에 따라 실내 조명 색상을 조절하십시오.

동승자 감지 에어백 시스템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몬데오는 동승자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여 동승자 탑승 여부 및 동승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에어백 전개를 컨트롤해줍니다.

팽창형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위한 시스템

힐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는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정 시간 동안  

제동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이로써 경사진 곳에서도 귀하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Auto-Start Stop)을 설정하시면 정차 중에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자동으로 엔진이 재시동됩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소화하여 연료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후방 카메라(Rear View Camera)를 적용하여 복잡한 공간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를 후진으로 설정하면, 리어 뷰 카메라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운전자가 육안이나 리어 뷰 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후방 장애물을 싱크3(SYNC3Ⓡ)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차의 폭과 중심선을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후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적용하여 경사가 심한 장소에서 여성이나 

노약자도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출발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귀하의 편안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행 중 몬데오의 타이어 중  

어느 하나라도 공기압에 작은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계기판에 

경고등을 밝혀 운전자에게 이상 상황을 알립니다. 심각한 타이어 

손상으로 곤란을 겪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큰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Dimensions & Engine

Fuel Economy

Exterior 
휠베이스                                                             2,850mm
전장                                                             4,870mm
전고                                                             1,490mm
전폭                                                             1,850mm

Capacities   
탑승인원                                               5명 
연료탱크                                                   62.5L

Engine 
배기량(cc)                                                  1,995
최고출력(ps/rpm)                                                               190/3,500
최대토크(kg·m/rpm)                                                            40.8/2,000~3,000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명                                                                  Mondeo 2.0
배기량(cc)                                                1,995
변속기                                                       자동 8단

공차중량(kg)                                               1,725
복합연비(km/ℓ)                                     15.1
도심연비(km/ℓ)                                            13.2
고속도로연비(km/ℓ)                                              18.4
복합 CO₂ 배출량(g/km)                                            125
등급                                                2등급



모델 2019 Mondeo

트림 Trend
Performance

2.0L EcoBlue 디젤 엔진 ●

로터리 타입의 8단 자동 변속기 ●

FWD 시스템(Front Wheel Drive) ●

오토 스타트 스톱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힐스타트 어시스트 ●

전자제어 주행안정장치(ESC) ●

Exterior

전방 주차 센서 ●

18인치 알로이 휠 ●

빗물 감지 윈드실드 와이퍼 ●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

안개등/코너링 램프 ●

오토 라이팅 
(자동 온/오프 기능, 오토 하이빔 포함)

●

파워 선루프 ●

이지퓨얼(Easy FuelⓇ) 캡리스 연료 주입구 ●

리어 윈도우 열선 기능 ●

듀얼 일체형 크롬 배기관 ●

후방 카메라 ●

Interior

키리스 엔트리 & 시동 시스템 
(시동버튼 포함)

●

10 way 파워 운전석/동반석 시트
- 파워 허리받침 조절 기능 포함

●

운전석 메모리 기능 ●

앞좌석 열선 기능 ●

듀얼존 전자식 자동 온도 조절장치 ●

후방 에어컨 통풍구 ●

8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 ●

싱크3(SYNCⓇ3) 시스템 ●

수동식 리어도어 선셰이드 ●

앰비언트 라이팅 ●

모델 2019 Mondeo

트림 Trend
Safety & Security

7개의 에어백1

- 앞좌석 에어백
-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 
- 사이드 커튼 에어백
- 운전석 무릎 에어백

●

팽창형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마이키(MyKeyⓇ) ●

크루즈 컨트롤 ●

SOS 포스트 크래시 얼러트 시스템

(SOS Post-Crash Alert SystemTM) ●

어린이 안전시트 장착용 앵커 시스템

(LATCH) ●

Specification

브로셔에 기재된 사양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전시장의 영업 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메모리 시트.

로터리 타입의 8단 자동 변속기.

후방 카메라.

패들 시프터(Paddle Shifter).



Blazer Blue

Frozen White

Blue Metalic

Guard

Diffused Silver

Magnetic

Moondust Silver

Urban Teal

Ruby Red

White Platinum

Shadow Black

Interiors Wheel

브로셔에 기재된 사양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전시장의 영업 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rend
모든 익스테리어 컬러에 선택 가능

 Charcoal Black 색상 가죽(천공 액센트 포함)

Exterior Color

18인치 알로이 휠



본 카탈로그의 사진과 장비 관련 정보는 딜러를 통해 판매되는 실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