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종합가격표
리얼 K-픽업의
압도적.진화

뉴 렉스턴 스포츠 출시

2022년 01월

올 뉴 렉스턴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럭셔리

38,070,000
37,370,000
33,972,727 (3,397,273)

(-70만원)

기본품목

선택품목

•엔진/성능 : 2.2 파워업 LET 디젤엔진, 8단 전자식 자동변속기, ISG 시스템, R-EPS(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언더 커버, 엔진커버, 가스쇽업쇼버, 전륜 더블 위시본 & 후륜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
전/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단위:원]

공통 선택품목
인기 4WD 시스템
(럭셔리/프레스티지 트림 Only)

1,930,000

세이프티 선루프
510,000
410,000
•외관 사양 : 다이아몬드 쉐이프 뉴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 뉴 디자인 프론트 범퍼, 뉴 디자인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3열 시트(7인승)
255/60R18타이어, 클린실 도어, 바디컬러 &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LED 번호판등, LED DRL,
LED 안개등,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LED 코너링 램프,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리어 스포일러, LED 후방 보조 제동등, 패션루프랙,
900,000
1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램프, LED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400,000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샤크핀 통합형 안테나, 틴티드 노이즈 윈드쉴드 글래스
•컨비니언스 패키지
1,300,000
250,000
•차박 패키지 (5인승 Only)
•내장 사양 :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전자식 변속레버(SBW), 테크니컬 패턴 딥 블랙 그레인, 컵홀더 리드,
•고정식 사이드 스텝 (커스터마이징) 350,000
뉴 디자인 D컷 가죽 스티어링 휠,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 램프, 블랙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
•LD 시스템
300,000
인조 가죽시트, 앰비언트 라이팅, LED 룸램프, 풋램프(운전석 & 동승석), 고휘도 실버 스피커 커버,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글로브박스 램프, B필라 어시스트 그립, 도어 커티쉬 램프,
선바이저(운전석 티켓 홀더 & 운전석/동승석 화장거울 & 램프, 슬라이딩 기능), SUS 도어 스커프,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고급 카매트, 2열 6:4 분할 폴딩 & 더블 폴딩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컵홀더 & 트레이 포함), A필라 직물 트림
•편의 사양 :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스마트키, 터치센싱 도어핸들(1열), 패들쉬프트, 운전석 전동파워시트,
스마트키 윈도우 리모트 컨트롤(1열 윈도우), 전동식 운전석 럼버서포트(4way),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1열 & 2열 히팅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시스템, 후방 카메라, 우적감지 와이퍼,
12V 파워아웃렛, 2열 충전용 USB 단자, 고성능 에어컨 필터,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오토 업/다운),
헤드램프 에스코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헤드램프 각도 조절장치, 웰컴 시스템, 후석 취침모드,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래피드 히터(PTC), 오토 비상등 스위치,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가스식 후드 리프터, 배터리 세이버, 리어 와이퍼, 운전석 & 동승석 통풍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 Auto Hold기능 포함)
•안전 사양 : 초고장력 4중구조 프레임, 긴급 제동 보조(AEB), 차선 이탈 경고(LDW), 차선 유지 보조(LKA),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전방 추돌 경고(FCW), 스마트 하이빔(SHB), 앞차 출발 경고(FVSW),
부주의 운전 경고(DAW), 안전 거리 경고(SDW), 9에어백(운전석, 동승석, 1열 사이드 & 커튼,
2열 사이드 & 커튼, 운전석 무릎), ESC(가변형 HDC, BAS, ARP, HSA, ESS,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타이어 리페어킷,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 언락 포함), 2열 시트 3점식 시트벨트, 이동식 비상삼각대,
세이프티 언락 시스템, 전방 & 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멀티미디어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고급형 6스피커

▶

프레스티지

41,410,000
40,650,000
36,954,545 (3,695,455)

(-76만원)

럭셔리 기본품목 외

•인테리어 패키지 (브라운/스노우 베이지 중 택1)
500,000
1,050,000
300,000

•외관 사양 : 20인치 스퍼터링 휠 & 255/50R20 타이어
•컴포터블 패키지
•내장 사양 : 천연 가죽 퀼팅 시트, 블랙 퀼팅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 테크니컬 패턴 실버 블랙 그레인, 2단 러기지 보드
•LD 시스템
•편의 사양 : 동승석 파워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후석 대화 모드, 자동 내기 순환 장치
•안전 사양 :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 정차 및 재출발,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안전속도 제어 기능
포함(SSA), 선행 차량 추종 제어(차선 대신 앞차를 인식하여 주행 및 제어)], 후측방 경고(BSW),
후측방 충돌 보조(BSA),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후측방 접근 경고(RCTW), 차선 변경 경고(LCW),
안전 하차 경고(SEW)
•멀티미디어 :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커스터마이징 사양 : 고정식 사이드 스텝

CUSTOMIZING

[단위:원]

고정식 사이드 스텝 (좌/우)

350,000

플로팅 무드 스피커

400,000

에어매트

100,000

차박텐트

360,000

일체형 루프박스
(블랙/화이트)

스포츠 페달
에어컨 습기 건조기
(블로우 매니저)

1,450,000
39,000
150,000

트레일러 히치 13핀

(BRiNK)

도어 스팟램프
(1열 운전석/조수석)

빌트인 공기청정기

1,200,000

러기지 트레이(5인승 전용)

70,000

100,000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

370,000

아이나비 블랙박스 (16GB)

210,000

보증연장 서비스(일반/차체/엔진/변속기 포함) 7년/15만km 1,200,000

* 상기 품목은 취급 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일체형 루프박스는 선루프와 중복 선택 불가 (장착시 차량높이 : 2,093mm)
* 트레일러 히치 : 최대 견인력 3.5ton, 수직하중 125kg, 견인볼 크기 50mm(유럽식), 전기장치 13pin(유럽식) * 트레일러 히치는 4륜구동 시스템 장착 시 선택 가능하며, 구조 변경 필요 없음, 피 견인차 방향지시등 이상 감지 장치 기능 포함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중복 불가, 인테리어 패키지 스노우 베이지 선택 시 장착 불가, 시동 on/off 또는 터치센서에 의해 대시 보드 상단에서 LED무드 램프가 적용된 센터 스피커가 팝업되며 작동됨
*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 전후방 FHD/HD, CMOS센서, 나이트비전 적용, GPS별도구매 시(ADAS 지원 :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앞차 출발, 안전 운행 도우미), 아이나비 커넥티드 별도구매 시(커넥티드 스탠다드 통신형 서비스지원), 최대 64GB 확장가능
* 테일게이트 LED 램프 : 사이즈 208×77×37mm, 트렁크 Open상태에서 터치 스위치로 On/Off 작동, LG이노텍 고휘도 LED 칩 24개, 밝기 600루멘, 트렁크에 보관된 짐을 찾거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시 유용
* 에어컨 습기 건조기 : 시동 OFF 시 자동으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통한 에어컨 습기 제거로 곰팡이 서식 및 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에어매트 : 차박매트 + 쿠션 겸 필로우(2ea) + 에어펌프 + 리페어 키트 + 수납 가방
* 빌트인 공기청정기 : 4중 활성탄 헤파 필터(H13등급), 5단계 청정도 LED(GREEN/BLUE/YELLOW/RED/RED점멸) *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스노우 베이지 인테리어와 중복 불가
* 차박텐트 : 립스탑 250D 소재 /테트론발수/PU가공/UV코팅, 사이즈(수납 시 550mm X 200mm X 200mm, 장착 시 2380mm X 1700mm X 1450mm), 전트림 선택 가능(단, 럭셔리 트림은 차박패키지 선택 필수)
* 보증연장서비스는 보증기간을 5년/10만km에서 최대 7년/15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 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 (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차량 및 상용차량은 제외됩니다.)

2 ALL NEW REXTON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마스터

기본품목

▶

45,570,000
44,730,000
40,663,636 (4,066,364)

(-84만원)

선택품목

[단위:원]

• 인기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1,000,000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엔진/성능 : 4륜구동 시스템
•외관 사양 : 노이즈 솔라 윈드쉴드 글래스
•내장 사양 : 브라운 퀼팅 인테리어, 블랙 헤드라이닝, 2열 롤러 블라인드
•편의 사양 : 스마트 테일게이트,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멀티미디어 :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커스터마이징 사양 : 도어 스팟램프, 빌트인 공기청정기, 플로팅 무드 스피커, 디지털 스마트 키

• 인기 하이 컴포트 패키지
•실키 화이트 펄 컬러
•블랙 스웨이드 퀼팅 인테리어

600,000
90,000
500,000

(하이 컴포트 선택 시 가능)

300,000

•LD 시스템

ALL NEW REXTON MASTER

4륜구동 시스템

브라운 퀼팅 인테리어

도어 스팟램프

빌트인 공기청정기

플로팅 무드 스피커

디지털 스마트 키

마스터 기본품목 외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600,000
(플로팅 무드 스피커 삭제)
•엔진/성능 : LD 시스템
•외관 사양 : 스페이스 블랙 익스테리어 컬러, 20인치 더 블랙 전용 블랙 휠,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실키 화이트 펄 컬러
90,000
블랙 하이그로시 패션 루프랙, 블랙 하이그로시 로워 범퍼
•내장 사양 : 블랙 스웨이드 퀼팅 인테리어, 램프 도어 스커프
•편의 사양 :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메모리 시트, 후진 연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터치 센싱 도어핸들(1/2열), 무선충전기(15W), 러기지 스크린
•서 비 스 : 프리미엄 기프트 팩(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쿠폰 및 정기 점검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사양 : 뉴 전동식 파워 사이드스텝, 에어컨 습기 건조기, 테일게이트 LED 램프, 휠아치 & 도어 가니쉬,
프론트 머드가드
▶

더 블랙

51,120,000
50,180,000
45,618,182 (4,561,818)

(-92만원)

선택품목

[단위:원]

하이 컴포트 패키지

600,000

컨비니언스 패키지

1,300,000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운전석 메모리 시트 + 운전석 이지 억세스 +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 2열 터치센싱 도어 핸들 + 무선충전기(15W)
동승석 파워시트 + 워크인 디바이스 + 스마트 테일게이트 + 천연 가죽시트

400,000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500,000

브라운 or 스노우 베이지 퀼팅 인테리어 (나파 가죽시트, 인스트루먼트 패널, 도어 트림)
+ 브라운 퀼팅 인테리어는 블랙 헤드라이닝, 스노우 베이지 퀼팅 인테리어는 베이지 헤드라이닝

블랙 스웨이드 퀼팅
인테리어 (마스터)

500,000

더 블랙 문구 없는 블랙 스웨이드 퀼팅 시트 + 인스투르먼트 패널 + 도어 트림 포함

차박 패키지

250,000

2단 러기지보드 + 러기지 트레이 + 에어매트(차박매트 + 쿠션 겸 필로우(2ea) + 에어펌프 + 리페어 키트 + 수납 가방)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900,000

9인치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조향연동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적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 음성인식 기능 + 음성메모 + 화면 5:5 분할기능 + 실시간 음원 저장 +
AM/FM라디오 + TPEG + 지상파 HD DMB + USB단자 + 음향환경 모드 선택 기능 + 멀티 페어링 블루투스 + 샤크핀 통합 안테나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600,000

인피니티 10 스피커(센터 스피커 + 트위터 4개 + 도어스피커 4개 + 서브우퍼 스피커)

인테리어 패키지
(브라운/스노우 베이지)

컴포터블 패키지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1,050,000

인포콘 서비스 + 스마트 테일게이트 + 무선 충전기 +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TPEG 제외) + 안전제일 서비스(에어백 전개 알림) + 올인원 서비스(차량 원격 제어 등) +
프리미엄 서비스(지니 뮤직, 팟캐스트 등)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8인치 터치스크린 + 후방카메라(조향연동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 + AM/FM 라디오 + USB 단자 +
음향환경 모드 선택 기능 + 멀티 페어링 블루투스

블랙 스웨이드 퀼팅 인테리어

나파가죽시트 + 인스트루먼트 패널 + 도어트림 포함

프리미엄 기프트 팩

트레이 엔진 오일 + 오일 필터 3회 무상 교환권, 에어컨 필터 3회 무상 교환권, 와이퍼 무상 교환권(전면 3회 + 후면 1회), 정기점검 3회

* 자동 내기 순환 장치는 터널 진입 시 자동으로 윈도우가 닫히며, 내기 순환 모드로 변경되는 장치입니다.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 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10개 스피커(센터1 도어4 트위터4 서브우퍼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키 화이트 펄 컬러는 스페이스 블랙 익스테리어
컬러와 중복 불가 * 브라운/스노우 베이지 인테리어는 스웨이드 소재 미적용 * 3열 시트 선택 시, 소화기 추가(러기지 스크린 삭제) * 지상파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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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

블랙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베이지 헤드라이닝 (럭셔리 트림 Only)

블랙 퀼팅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베이지 헤드라이닝

* 마스터 트림은 시트 등받이에 더 블랙 문구 없음

블랙 스웨이드 퀼팅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더 블랙 기본, 마스터 선택품목)

브라운 퀼팅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천연 가죽 퀼팅 시트

인조 가죽 시트

테크니컬 패턴 딥 블랙 그레인

블랙 스웨이드 퀼팅 시트

테크니컬 패턴 실버 블랙 그레인

스노우 베이지 퀼팅 인테리어/베이지 헤드라이닝

EXTERIOR COLOR
1

1 그랜드 화이트 WAA

2 실키 화이트 펄 WAK

2

3 파인 실버 SAF

3

4

4 엘리멘탈 그레이 ACY

5

6

5 마블 그레이 ACM

7

6 아틀란틱 블루 BAU

7 스페이스 블랙 LAK

* 실키 화이트 펄 익스테리어 컬러는 마스터, 더 블랙 트림에서 선택 가능 * 더 블랙 트림은 스페이스 블랙, 실키 화이트 펄에서 선택 가능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인승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5인승

2WD 자동 8단 : 복합 11.6km/ℓ[도심주행 10.4km/ℓ, 고속도로 13.4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70kg I CO2 배출량 : 167g/km I 3등급
4WD 자동 8단 : 복합 11.1km/ℓ[도심주행 9.9km/ℓ, 고속도로 12.9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80kg I CO2 배출량 : 175g/km I 4등급
2WD 자동 8단 : 복합 11.6km/ℓ[도심주행 10.4km/ℓ, 고속도로 13.4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60kg I CO2 배출량 : 167g/km I 3등급
4WD 자동 8단 : 복합 11.1km/ℓ[도심주행 9.9km/ℓ, 고속도로 12.9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70kg I CO2 배출량 : 175g/km I 4등급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엔진출력 및 토크

4 ALL NEW REXTON

최고출력 202ps/3,800rpm 최대토크 45kg·m/1,600~2,600rpm

새로운 렉스턴, 믿고 간다
올 뉴 렉스턴

고급스러움에 편안함까지 더한 공간

8단 전자식 자동변속기 / 뉴 센터 콘솔 (전자식 변속 레버 / 슬라이딩 리드 타입 컵홀더 및 수납공간)

안전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Crashbox Zone

Cabin Zone

크래쉬박스 존
유사시 차량 전면부 크래쉬 박스존에서 충돌 에너지 흡수를 극대화하여 탑승객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초고장력 4중 구조 프레임 바디

81.7% 고장력강판

최첨단 능동 안전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담은 딥 컨트롤
올 뉴 렉스턴은 국내 최상급 자율주행(Level 2.5)을 구현했습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가속/감속/정차/출발)하고,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해 차선을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긴급상황에 알아서 멈추고, 차선과 선행 차량을
따라 알아서 주행하는 등 당신의 운전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INFOCONN 서비스 상품 안내
서비스명

서비스

월 사용료 (VAT 포함)

신차 고객 서비스

안전제일 서비스

에어백 전개 알림

2,200원/월

무료(10년)

올인원 서비스

긴급전화, 차량 도난 추적, 차량 도난 경보 알림, 원격시동, 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잠김,
원격 경적/비상등 제어, 주차위치 찾기, 목적지 전송, 내차 상태확인, 월간 차량 리포트, 차량진단,
소모품 교체 알림,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홈 IoT, 지식 검색, 날씨

11,000원/월

무료(2년)

프리미엄 서비스

지니뮤직, 팟캐스트, 기타 스트리밍 컨텐츠

8,800원/월

유료(선택)

* 안전제일 서비스는 10년, 올인원 서비스는 2년간 무료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객 선택에 따라 서비스 * 프리미엄 서비스 :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서비스 업체별 개별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보험 할인 혜택 부여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차 구매

보험 가입

인포콘 가입 개통

가입확인 통보

5단계

보험료 할인
모바일 앱 내 가입확인서 캡쳐

7%

* 보험 가입 방법 및 할인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 바랍니다. * 현대해상 외 타 보험사는 현재 해당 할인 서비스가 제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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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렉스턴 스포츠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단위:원]

공통 선택품목

•엔진/성능 : 2.2 파워업 LET 디젤 엔진, 6단 수동변속기, 언더 커버, 엔진 어쿠스틱 커버, 더블위시본 & 5링크 서스펜션,
가스쇽업소버, 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외관 사양 : 17인치 알로이 휠 & 235/70R17 타이어, MFR 타입 헤드램프, 벌브타입 주간 주행등(DRL), 전방 안개등,
LED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오토폴딩/전동조절/열선내장), 머드 가드 바디컬러 도어 핸들,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폴 안테나, 컬러유리, 클린실 도어, 패션 루프랙

와일드

25,190,000
22,900,000 (2,290,000)

•내장 사양 : 블랙 인테리어, 블랙 헤드라이닝, 지오메트릭 패턴 그레인(크래쉬패드 가니쉬), 인조 가죽시트,
3.5모노 클러스터, SUS도어 스커프(1열),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2열 센터 암레스트, 우레탄 스티어링 휠,
핸드 파킹 브레이크, 운전석/동승석 A필러 그랩핸들, B필라 어시스트 그립, 고급 카매트,
선바이저(운전석/동승석 화장거울 & 램프), 운전석 펌핑식 시트높이 조절장치, 헤드램프 각도 조절장치,
도어 커티쉬 램프(1열), 듀얼혼, 센터콘솔 트레이, 2열 폴딩시트, 인조가죽 감싸기(대시보드 하단),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센터 룸램프, 뉴 디자인 오버헤드 콘솔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 오토 클로징 시스템, 웰컴 시스템, 헤드램프 에스코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매뉴얼 에어컨, 2열 에어벤트, USB 충전기(소켓타입), 1열 히팅시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운전석 원터치 오토다운 파워윈도우, 래피드 히터(PTC), 글로브 박스 램프,
배터리 세이버, 활성탄 에어컨 필터, 12V 파워 아웃렛, 오토 비상등 스위치,
스피드 센싱 파워 스티어링 휠(SSPS)

LD 시스템
세이프티 선루프
사이드 & 커튼 에어백
고정식 사이드 스텝(커스터마이징)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커스터마이징)
2열 언더 트레이(커스터마이징)

300,000
450,000
400,000
350,000
550,000
190,000

•AISIN 6단 자동변속기 + R-EPS 2,100,000
•밸류업 패키지
1,500,000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600,000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
700,000
(6단 자동변속기 선택시 가능)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600,000
1,350,000

(자동변속기 선택 시 선택 가능)

•4륜구동 시스템Ⅰ
•4륜구동 시스템Ⅱ

1,800,000
2,000,000

(6단 자동변속기 선택시 가능)

•안전 사양 : 운전석 & 동승석 에어백, ESP(가변형 HDC,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BAS, ARP, HSA, ESS), 타이어 리페어킷,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SBR),
이모빌라이저,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 언락포함), 이동식 비상 삼각대, 도난 경보 장치,
파킹브레이크 워닝 시그널, 2열 센터 2점식 시트밸트, 후방 주차 보조 경고(4센서)
•멀티미디어 :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 스트리밍 MP3 오디오, USB 단자(2개),
고급형 6스피커

▶

와일드 기본품목 외

•엔진/성능 : AISIN 6단 자동변속기 + R-EPS(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외관 사양 : LED 전방 안개등, 헤드램프 밀키 화이트 베젤, HID 헤드램프, 18인치 알로이 휠 & 255/60R18 타이어,
LED DRL & LED 턴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
•내장 사양 : 가죽 기어노브

프레스티지

30,750,000
27,954,545 (2,795,455)

•편의 사양 : 운전석 파워시트 & 럼버 서포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오토 업/다운),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우적감지 와이퍼,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오토라이트 컨트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후석 취침 모드,
1열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
•멀티미디어 : 8인치 터치스크린,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후방카메라(조향 연동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 AM/FM 라디오, 샤크핀 통합 안테나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

노블레스

34,500,000
31,363,636 (3,136,364)

6 NEW REXTON SPORTS

•다이내믹 패키지
1,450,000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900,000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600,000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
700,000
•20인치 스퍼터링 휠
600,000
650,000
•익스테리어 패키지(커스터마이징)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800,000
•4륜구동 시스템Ⅱ
2,000,000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R-EPS)

LED 전방 안개등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쉴드),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20인치 스퍼터링 휠 & 255/50R20 타이어
•내장 사양 : 최고급 나파가죽시트
•편의 사양 : 동승석 파워시트,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안전 사양 : 긴급 제동 보조(AEB) + 차선 이탈 경고(LDW) + 차선 유지 보조(LKA) +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
전방 추돌 경고(FCW) + 스마트 하이빔(SHB) + 앞차 출발 경고(FVSW) + 안전 거리 경고(SDW) +
부주의 운전 경고(DAW), 전방 주차 보조경고(4센서)
•커스터마이징 사양 : 휴대폰 무선충전기

•실키 화이트 펄 컬러
80,000
•다이내믹 패키지
1,450,000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900,000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600,000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200,000
650,000
•익스테리어 패키지(커스터마이징)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800,000
•4륜구동 시스템Ⅱ
2,000,000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

익스페디션

37,400,000
34,000,000 (3,400,000)

선택품목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엔진/성능 : LD 시스템
•외관 사양 :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20인치 블랙 휠, 다이내믹 서스펜션
•안전 사양 : 후측방 충돌 보조(BSA)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 안전 하차 경고(SEW) +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커스터마이징 사양 : 프론트 넛지바, 후드 패션 가니쉬, 리어범퍼 SUS 몰딩, 빌트인 공기청정기, 플로팅 무드 스피커,
리어 스텝, 언더 커버, LED 도어 스커프 & 스팟램프, 익스테리어 패키지, 전용 엠블럼, 3D 매쉬 매트

[단위:원]

•실키 화이트 펄 컬러
80,000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900,000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200,000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800,000
•4륜구동 시스템Ⅱ
2,000,000

NEW REXTON SPORTS EXPEDITION

후측방 충돌 보조(BSA)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 프론트 넛지바

플로팅 무드 스피커

빌트인 공기청정기

리어범퍼 SUS 몰딩

후드 패션 가니쉬

리어 스텝

선택품목
다이내믹 패키지

[단위:원]

1,450,000

다이내믹 서스펜션 +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 + 데크 이지오픈 클로즈 + 언더커버 +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 스포츠 페달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블랙 휠 적용 + 리어스텝 + 3D 매쉬 매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600,000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안전 하차 경고(SEW)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

700,000

긴급 제동 보조(AEB) + 차선 이탈 경고(LDW) + 차선 유지 보조(LKA) +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 전방 추돌 경고(FCW) +
스마트 하이빔(SHB) + 앞차 출발 경고(FVSW) + 안전 거리 경고(SDW) + 부주의 운전 경고(DAW)
* 와일드 트림 선택시 스마트 하이빔(SHB) 기능은 밸류업 패키지 옵션과 동시 선택 시 적용됨

익스테리어 패키지

650,000

외관 아이템(휠 & 도어 가니쉬, 테일게이트 가니쉬)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9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 인포콘 서비스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 플레이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후방카메라(조향 연동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 +
AM/FM 라디오 + USB 단자 + 샤크핀 통합 안테나 + 후석 대화 & 취침 모드 + 자동 내기 순환 장치
* 매뉴얼 에어컨 기본 적용 시 원격 공조 제어 및 자동 내기 순환 기능은 미작동함

밸류업 패키지

ETCS + ECM + 우적감지 와이퍼 + 오토라이트 컨트롤 + 운전석 파워시트 + 통풍 시트 + LED DRL & LED 턴시그널 램프 +
LED 전방 안개등 + 프로젝션 헤드램프 + 18인치 휠 +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 열선 스티어링 휠

4륜구동 시스템Ⅰ

4륜구동 시스템(수동 변속기 선택 시)

4륜구동 시스템Ⅱ

4륜구동 시스템 + ISG 시스템(자동 변속기 선택 시)
* 와일드 트림 선택 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의 스마트 하이빔(SHB)기능은 밸류업 패키지 옵션과 동시 선택 시 적용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 다이내믹 패키지는 중복선택 불가
* 다이내믹 패키지 적용 시 블랙휠 적용[프레스티지: 18인치 블랙 휠(20인치 스퍼터링 휠 선택시 20인치 블랙 휠 적용), 노블레스 : 20인치 블랙 휠]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지상파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SSANGYONG MOTOR 7

INTERIOR COLOR
지오메트릭 패턴 그레인
지오메트릭 패턴 그레인
인조가죽 시트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브라운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블랙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EXTERIOR COLOR

* 실키 화이트 펄은 노블레스, 익스페디션 트림에만 적용 가능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 화이트 WAA

실키 화이트 펄 WAK

마블 그레이 ACM

갤럭시스 그레이 ADB

인디안 레드 RAJ

아틀란틱 블루 BAU

아마조니아 그린 GAM

스페이스 블랙 LAK

CUSTOMIZING

[단위:원]

전동식 사이드 스텝

1,350,000

플로팅 무드 스피커

390,000

슬라이딩 커버

1,100,000

고정식 사이드 스텝
스포츠 페달
폴딩커버

350,000
39,000
1,000,000

슬라이딩 베드

480,000

트레일러 히치 13핀

1,200,000

플랫커버

1,100,000

(BRiNK)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300,000

멀티 유틸리티 박스

510,000

테일게이트 이지오픈
클로즈
도어 스팟램프

50,000

휴대폰 무선 충전기 (15W)

150,000

2열 시트 언더트레이

190,000

LED 도어스커프

110,000

빌트인 공기청정기

370,000

아이나비 블랙박스 (16GB)

210,000

루프 바스켓

670,000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300,000

모던 롤바

640,000

530,000

디럭스 하드탑

1,210,000

하프탑

하이탑

1,793,000

3D 매트 (1열/2열)

루프박스 (블랙/화이트)

1,000,000

유틸리티 롤바

640,000

디럭스 쿠페탑

1,595,000

3D 데크매트

90,000

(블로우 매니저)

스포츠 바
엣지탑

1,628,000

(좌/우)

550,000

리어스텝

(1열 운전석 / 조수석)

100,000

1,375,000
140,000

보증연장 서비스 (일반 및 차체) 3년/6만km 320,000 4년/8만km 490,000 5년/10만km 700,000

* 상기 품목은 취급 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스마트키 또는 동전 등의 금속 물질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Qi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 지원 휴대폰 : iPhone 8, 8+, X, XS, XR 및 이후 출시 모델 (iPhone 12시리즈는 사용불가) / 삼성 갤럭시 S6, S6 Edge, S7, S7 Edge, S8, S8+, S9, S9+, S10, S10+, Note5, Note8, Note9, Note10 및 이후 출시 모델/ LG G6+, G7, G7+, G8, V30, V40, V50
및 이후 출시 모델/팬택 IM-100 * 이외 다른 기종은 Qi인증을 받은 충전 패치를 구매 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 수동변속기 사양은 스포츠 페달 선택 불가
* 롤바 전품목 데크탑과 중복선택 불가(유틸리티 롤바는 멀티 유틸리티 박스와 호환 가능) * 스포츠 바 : 데크탑, 폴딩커버, 플랫커버와 중복 선택 불가
* 트레일러 히치 : 최대 견인력 3ton,수직하중 125kg,견인볼 크기 50mm(유럽식), 전기장치 13pin(유럽식), 전기 안정화 모듈 포함 * 트레일러 히치 품목은 4륜구동 시스템+자동변속기 선택시 장착가능
* 트레일러 히치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중복 시 간섭부위 컷팅 * 트레일러 히치 옵션 장착 시 구조변경 필요 없으며, 와일드 트림 선택불가 * 트레일러 히치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에서 선택가능(단, 히치 선택 시 다이내믹 패키지 선택 필수)
* 트레일러 히치는 리어스텝과 중복선택 불가(다이내믹 패키지, 익스페디션 트림에서 리어스텝 마이너스 옵션 선택 필수)
* 데크탑 선택 시 구조변경 필요(별도 비용발생) 및 제주 지역은 물류비 추가 발생
* 3D 데크매트 : 슬라이딩 베드와 중복 선택 불가 * 리어스텝 : 트레일러 히치 중복 선택 불가 / 다이내믹패키지, 익스페디션 트림 중복 선택 불가 * 슬라이딩 커버 : 멀티 유틸리티 박스, 데크탑과 중복 선택 불가
* 폴딩커버 / 플랫커버 : 멀티 유틸리티 박스, 데크탑, 스포츠 바와 중복 선택 불가
* 멀티 유틸리티 박스 : 데크 고정형, 260리터, 크기 580×1,540×560, 잠금 장치 적용 * 멀티 유틸리티 박스 : 패션데크랙, 데크탑, 롤바, 슬라이딩베드, 3D 데크매트와 중복 불가(유틸리티 롤바와 호환 가능)
* 빌트인 공기청정기 : 4중 활성탄 헤파 필터(H13등급), 5단계 청정도 LED(GREEN/BLUE/YELLOW/RED/RED점멸),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시동 on/off 또는 터치센서에 의해 대시 보드 상단에서 LED무드 램프가 적용된 센터 스피커가 팝업되며 작동됨
*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 전후방 FHD/HD, CMOS센서, 나이트비전 적용, GPS별도구매 시(ADAS 지원 :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앞차 출발, 안전 운행 도우미), 아이나비 커넥티드 별도구매 시(커넥티드 스탠다드 통신형 서비스지원), 최대 64GB 확장가능
*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 알루미늄 재질, 블랙 색상, 길이 1,780mm, 적재하중 75kg, 모던 롤바 선택 필수
* 루프 바스켓 : 고급 그물망 및 윈드 가드 기본구성, 가로바 없이 장착 가능, 알루미늄 재질로 경량(고정 브라켓 포함 17.7kg), 사이즈 1150×1420×160mm
* 루프박스 : 루프랙 고정 브라켓 및 그물망/고정벨트 포함, 장착시 차량높이(2,225mm), 360리터(사이즈 : 1,725×850×385), 28kg, 루프 바스켓과 중복 불가 * 데크탑은 프론트 글라스(격벽) 기본적용
* 슬라이딩 베드의 최대 적재 하중은 200kg
* 에어컨 습기 건조기 : 시동 OFF 시 자동으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통한 에어컨 습기 제거로 곰팡이 서식 및 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다이내믹 패키지는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적용)
* 보증연장서비스는 보증기간을 2년/4만km에서 최대 5년/10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 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차량 및 상용차량은 제외됩니다.)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2WD 수동 6단(17인치) : 복합 11.6km/ℓ [도심주행 10.7km/ℓ, 고속도로 12.8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45kg I CO2 배출량 : 167g/km I 3등급
수동 6단(18/20인치) : 복합 11.3km/ℓ [도심주행 10.5km/ℓ, 고속도로 12.3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45kg I CO2 배출량 : 171g/km I 4등급
자동 6단(17인치) : 복합 10.6km/ℓ [도심주행 9.6km/ℓ, 고속도로 12.1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55kg I CO2 배출량 : 184g/km I 4등급
자동 6단(18/20인치) : 복합 10.4km/ℓ [도심주행 9.4km/ℓ, 고속도로 11.8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55kg I CO2 배출량 : 188g/km I 4등급
4WD 수동 6단(17인치) : 복합 11.1km/ℓ [도심주행 10.2km/ℓ, 고속도로 12.4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45kg I CO2 배출량 : 175g/km I 4등급
수동 6단(18/20인치) : 복합 10.9km/ℓ [도심주행 10.1km/ℓ, 고속도로 11.9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45kg I CO2 배출량 : 178g/km I 4등급
자동 6단(17인치) : 복합 10.6km/ℓ [도심주행 9.8km/ℓ, 고속도로 11.6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55kg I CO2 배출량 : 184g/km I 4등급
자동 6단(18/20인치) : 복합 10.4km/ℓ [도심주행 9.7km/ℓ, 고속도로 11.3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55kg I CO2 배출량 : 187g/km I 4등급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엔진출력 및 토크
8 NEW REXTON SPORTS

최고출력 M/T : 202ps/3,800rpm, A/T : 202ps/3,800rpm 최대토크 M/T : 40.8/1,400~2,800, A/T : 45/1,600~2,600

리얼 K-픽업의 압도적. 진화
뉴 렉스턴 스포츠 & 칸
렉스턴 스포츠

강력해진 파워 트레인

스티어링 모터

최대 견인력

3t

Rack-Type Electric Power Steering

2.2LET 디젤 엔진
2.2LET 엔진은 최고의 저속 토크
성능과 광대역 최대토크 구간으로
탁월한 출발과 가속 성능을 제공

최대출력

202

최대토크

ps/3,800rpm

45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R-EPS)

kg·m/1,600~2,600rpm

*렉스턴 스포츠 M/T 사양은 202ps/3,800rpm, 40.8 kg·m/1,400~2,800rpm

유압식 스티어링 휠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R-EPS
적용으로 탁월한 핸들링과 응답성을 구현

프리미엄 인터페이스

음성 인식 제어 더 편리한 운전을 위해 음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내비게이션, 공조장치, 엔터테인먼트 등을 제어 가능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첨단 사양을 추가하여 당신의 운전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딥 컨트롤

❶

❸
긴급 제동 보조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RCTA (Rear Cross Traffic-Collision Assist)
❶ 차선 유지 보조
❷

LKA(Lane Keeping Assist)

❷ 중앙 차선 유지 보조
CLKA(Centering Lane Keeping Assist)

❸ 후측방 충돌 보조
BSA(Blind Spot-Collision Assist)

안전 하차 경고 SEW (Safety Exit Warning)

+

안전 거리 경고 SDW (Safety Distance Warning),
부주의 운전 경고 DAW (Driver Attention Warning)
SSANGYONG MOTOR 9

뉴 렉스턴 스포츠 칸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단위:원]

공통 선택품목

•엔진/성능 : 2.2 파워업 LET 디젤 엔진, AISIN 6단 자동변속기 + R-EPS(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언더 커버,
엔진 어쿠스틱 커버, 더블위시본 & 5링크 서스펜션, 가스쇽업소버,
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와일드

29,900,000
27,181,818 (2,718,182)

LD 시스템
세이프티 선루프
사이드 & 커튼 에어백
고정식 사이드 스텝(커스터마이징)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커스터마이징)
2열 언더 트레이(커스터마이징)

•외관 사양 : 17인치 알로이 휠 & 235/70R17 타이어,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타입 주간 주행등(DRL), LED 턴시그널 램프,
LED 안개등, LED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오토폴딩/전동조절/열선내장), 머드 가드,
바디컬러 도어 핸들,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폴 안테나, 컬러 유리, 클린실 도어,
•밸류업 패키지
와이드 유틸리티 데크 & 레터링, 패션 루프랙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내장 사양 : 블랙 인테리어, 블랙 헤드라이닝, 지오메트릭 패턴 그레인(크래쉬패드 가니쉬), 인조 가죽시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
3.5모노 클러스터, SUS도어 스커프(1열),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2열 센터 암레스트, 우레탄 스티어링휠,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핸드파킹 브레이크, 운전석/동승석 A필러 그립핸들, B필라 어시스트 그립, 고급 카매트,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선바이저(운전석/동승석 화장거울 & 램프), 운전석 펌핑식 시트높이 조절장치, 헤드램프 각도 조절장치,
•4륜구동 시스템Ⅱ
도어 커티쉬 램프(1열), 듀얼혼, 센터콘솔 트레이, 2열 폴딩시트, 인조가죽 감싸기(대시보드 하단),
•파워리프 패키지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가죽 기어노브, 센터 룸램프, 뉴 디자인 오버헤드 콘솔
(4륜구동 시스템Ⅱ 선택 시 가능)

300,000
450,000
400,000
350,000
550,000
190,000

1,350,000
600,000
700,000
600,000
1,350,000
2,000,000
750,000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 오토 클로징 시스템, 웰컴 시스템, 헤드램프 에스코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매뉴얼 에어컨, 2열 에어벤트, USB 충전기(소켓타입), 1열 히팅시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운전석 원터치 오토다운 파워윈도우, 래피드 히터(PTC), 글로브 박스 램프,
배터리 세이버, 활성탄 에어컨 필터, 12V 파워 아웃렛, 오토 비상등 스위치
•안전 사양 : 운전석 & 동승석 에어백, ESP(가변형 HDC,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BAS, ARP, HSA, ESS), 타이어 리페어킷,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SBR),
이모빌라이저,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 언락포함), 이동식 비상 삼각대, 도난경보장치,
파킹브레이크 워닝 시그널, 2열 센터 2점식 시트밸트, 후방 주차 보조 경고(4센서)
•멀티미디어 :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 스트리밍 MP3 오디오, USB 단자(2개),
고급형 6스피커

▶

와일드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헤드램프 밀키 화이트 베젤, HID 헤드램프, 18인치 알로이 휠 & 255/60R18 타이어, LED 리어 콤비램프

프레스티지

33,050,000
30,045,455 (3,004,545)

•편의 사양 : 운전석 파워시트 & 럼버 서포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오토 업/다운),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우적감지 와이퍼,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오토라이트 컨트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후석 취침 모드,
1열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
•멀티미디어 : 8인치 터치스크린,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후방카메라(조향 연동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 AM/FM 라디오, 샤크핀 통합 안테나

•다이내믹 패키지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
•20인치 스퍼터링 휠
•익스테리어 패키지(커스터마이징)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4륜구동 시스템Ⅱ
•파워리프 패키지

1,450,000
900,000
600,000
700,000
600,000
650,000
800,000
2,000,000
700,000

(4륜구동 시스템Ⅱ 선택 시 가능)

•커스터마이징 사양 : 휴대폰 무선충전기

▶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쉴드),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20인치 스퍼터링 휠 & 255/50R20 타이어
•내장 사양 : 최고급 나파가죽시트
•편의 사양 : 동승석 파워시트,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노블레스

37,250,000

•안전 사양 :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안전 하차 경고(SEW) +
긴급 제동 보조(AEB) + 차선 이탈 경고(LDW) + 차선 유지 보조(LKA) +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
전방 추돌 경고(FCW) + 스마트 하이빔(SHB) + 앞차 출발 경고(FVSW) + 안전 거리 경고(SDW) +
부주의 운전 경고(DAW), 전방 주차 보조경고(4센서)

33,863,636 (3,386,364)

20인치 스퍼터링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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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동승석 파워시트(4Way)

•실키 화이트 펄 컬러
80,000
•다이내믹 패키지
1,450,000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900,000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200,000
650,000
•익스테리어 패키지(커스터마이징)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800,000
•4륜구동 시스템Ⅱ
2,000,000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

익스페디션

39,850,000
36,227,273 (3,622,727)

선택품목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엔진/성능 : LD 시스템
•외관 사양 :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20인치 블랙 휠, 다이내믹 서스펜션
•안전 사양 : 후측방 충돌 보조(BSA)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커스터마이징 사양 : 프론트 넛지바, 후드 패션 가니쉬, 리어범퍼 SUS 몰딩, 빌트인 공기청정기, 플로팅 무드 스피커,
리어 스텝, 언더 커버, LED 도어 스커프 & 스팟램프, 익스테리어 패키지, 전용 엠블럼, 3D 매쉬 매트

[단위:원]

•실키 화이트 펄 컬러
80,000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900,000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200,000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800,000
•4륜구동 시스템Ⅱ
2,000,000

NEW REXTON SPORTS KHAN EXPEDITION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 프론트 넛지바

후측방 충돌 보조(BSA)

빌트인 공기청정기

후드 패션 가니쉬

플로팅 무드 스피커

리어범퍼 SUS 몰딩

리어 스텝

선택품목
다이내믹 패키지

[단위:원]

1,450,000

다이내믹 서스펜션 +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 + 데크 이지오픈 클로즈 + 언더커버 +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 스포츠 페달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블랙 휠 적용 + 리어스텝 + 3D 매쉬 매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600,000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안전 하차 경고(SEW)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Ⅱ

700,000

긴급 제동 보조(AEB) + 차선 이탈 경고(LDW) + 차선 유지 보조(LKA) +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 전방 추돌 경고(FCW) +
스마트 하이빔(SHB) + 앞차 출발 경고(FVSW) + 안전 거리 경고(SDW) + 부주의 운전 경고(DAW)
* 와일드 트림 선택시 스마트 하이빔(SHB) 기능은 밸류업 패키지 옵션과 동시 선택 시 적용됨

익스테리어 패키지

650,000

외관 아이템(휠 & 도어 가니쉬, 테일게이트 가니쉬)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9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 인포콘 서비스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 플레이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후방카메라(조향 연동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 +
AM/FM 라디오 + USB 단자 + 샤크핀 통합 안테나 + 후석 대화 & 취침 모드 + 자동 내기 순환 장치
* 매뉴얼 에어컨 기본 적용 시 원격 공조 제어 및 자동 내기 순환 기능은 미작동함

밸류업 패키지

ETCS + ECM + 우적감지 와이퍼 + 오토라이트 컨트롤 + 운전석 파워시트 + 통풍시트 + 18인치 휠 +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
열선 스티어링 휠

4륜구동 시스템Ⅱ

4륜구동 시스템 + ISG 시스템(자동변속기 선택 시)

파워리프 패키지

파워리프 서스펜션 + 17인치 엑스트라 로드 타이어(18인치 알로이 휠이나 20인치 스퍼터링 휠 적용 불가)
* 4륜구동 시스템Ⅱ 선택 시 가능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파워리프 패키지 선택시 밸류업 패키지 및 다이내믹 패키지 선택 불가
*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다이내믹 패키지는 중복선택 불가
* 다이내믹 패키지 적용 시 블랙 휠 적용[프레스티지: 18인치 블랙 휠(20인치 스퍼터링 휠 선택시 20인치 블랙 휠 적용), 노블레스 : 20인치 블랙 휠]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지상파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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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
지오메트릭 패턴 그레인
지오메트릭 패턴 그레인
인조가죽 시트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브라운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블랙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EXTERIOR COLOR

* 실키 화이트 펄은 노블레스, 익스페디션 트림에만 적용 가능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 화이트 WAA

실키 화이트 펄 WAK

마블 그레이 ACM

갤럭시스 그레이 ADB

인디안 레드 RAJ

아틀란틱 블루 BAU

아마조니아 그린 GAM

스페이스 블랙 LAK

CUSTOMIZING
전동식 사이드 스텝

[단위:원]

1,350,000
150,000

휴대폰 무선 충전기 (15W)

39,000

스포츠 페달

390,000

플로팅 무드 스피커
플랫커버

1,200,000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좌/우)

슬라이딩 베드

550,000

고정식 사이드 스텝

350,000

610,000

2열 시트 언더트레이

190,000

LED 도어스커프

110,000

트레일러 히치 13핀

1,300,000

멀티 유틸리티 박스

510,000

테일게이트 이지오픈
클로즈

50,000

(BRiNK)

슬라이딩 커버

1,200,000

도어 스팟램프

폴딩커버

아이나비 블랙박스 (16GB)

210,000

3D 매트 (1열/2열)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300,000

루프 바스켓

670,000

루프박스 (블랙/화이트)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

모던 롤바

690,000

유틸리티 롤바

690,000

스포츠 바

벙커 롤바

950,000

뉴 디럭스 하드탑

1,650,000

그랜드 하프탑

1,837,000

디럭스 쿠페탑

1,980,000

1,925,000

370,000

빌트인 공기청정기

110,000

노블 하드탑

100,000

(1열 운전석 / 조수석)

3D 데크매트
(블로우 매니저)

300,000

리어스텝

하이탑

1,100,000
140,000
1,000,000
530,000
1,870,000

보증연장 서비스(일반 및 차체) 3년/6만km 320,000 4년/8만km 490,000 5년/10만km 700,000
* 상기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5링크 서스펜션 프레스티지, 다이내믹 패키지와 파워 리프 서스펜션 와일드에는 미적용되며, 고정식 사이드 스텝 커스터마이징 기본 품목 적용시 950,000원
*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스마트키 또는 동전 등의 금속 물질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Qi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 지원 휴대폰 : iPhone 8, 8+, X, XS, XR 및 이후 출시 모델 (iPhone 12시리즈는 사용불가) / 삼성 갤럭시 S6, S6 Edge, S7, S7 Edge, S8, S8+, S9, S9+, S10, S10+, Note5, Note8, Note9, Note10 및 이후 출시 모델/ LG G6+, G7, G7+, G8, V30, V40, V50
및 이후 출시 모델/팬택 IM-100 * 이외 다른 기종은 Qi인증을 받은 충전 패치를 구매 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 롤바 전품목 데크탑과 중복 선택 불가(유틸리티 롤바는 멀티 유틸리티 박스와 호환 가능) * 스포츠 바 : 데크탑, 폴딩커버, 플랫커버와 중복 선택 불가 * 벙커 롤바 : 데크탑, 폴딩커버, 플랫커버와 중복 선택 불가
* 트레일러 히치 : 최대 견인력 3ton,수직하중 125kg, 견인볼 크기 50mm(유럽식), 전기장치 13pin(유럽식), 전기 안정화 모듈 포함 * 트레일러 히치 품목은 4륜구동 시스템 + 자동변속기 선택 시 장착 가능
* 트레일러 히치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중복 시 간섭 부위 컷팅 * 트레일러 히치 옵션 장착 시 구조변경 필요 없음 * 트레일러 히치는 전트림 선택가능
* 트레일러 히치는 리어스텝과 중복선택 불가(다이내믹 패키지, 익스페디션 트림에서 리어스텝 마이너스 옵션 선택 필수)
* 데크탑 선택 시 구조변경 필요(별도 비용발생) 및 제주 지역은 물류비 추가 발생
* 3D 데크매트 : 슬라이딩 베드와 중복 선택 불가 * 슬라이딩 커버 : 멀티 유틸리티 박스, 데크탑과 중복 선택 불가 * 폴딩커버 / 플랫커버 : 멀티 유틸리티 박스, 데크탑, 스포츠바, 벙커롤바와 중복 선택 불가
* 멀티 유틸리티 박스 : 데크 고정형, 260리터, 크기 580×1,540×560, 잠금 장치 적용, 패션 데크랙, 데크탑, 롤바, 슬라이딩 베드, 3D 데크매트와 중복 불가, 유틸리티 롤바와 호환 가능
* 빌트인 공기청정기 : 4중 활성탄 헤파 필터(H13등급), 5단계 청정도 LED(GREEN/BLUE/YELLOW/RED/RED점멸),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시동 on/off 또는 터치센서에 의해 대시 보드 상단에서 LED무드 램프가 적용된 센터 스피커가 팝업되며 작동됨
*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 전후방 FHD/HD, CMOS센서, 나이트비전 적용, GPS별도구매 시(ADAS 지원 :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앞차 출발, 안전 운행 도우미), 아이나비 커넥티드 별도구매 시(커넥티드 스탠다드 통신형 서비스지원), 최대 64GB 확장가능
*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 알루미늄 재질, 블랙 색상, 길이 1,780mm, 적재하중 75kg, 모던 롤바 선택 필수
* 루프 바스켓 : 고급 그물망 및 윈드 가드 기본구성, 가로바 없이 장착 가능, 알루미늄 재질로 경량(고정 브라켓 포함 17.7kg), 사이즈 1150×1420×160mm
* 루프박스 : 루프랙 고정 브라켓 및 그물망/고정벨트 포함, 장착시 차량높이(2,270mm), 360리터(사이즈 : 1,725×850×385), 28kg, 루프 바스켓/윙바엣지와 중복 불가 * 데크탑은 프론트 글라스(격벽) 기본적용
* 슬라이딩 베드의 최대 적재 하중은 400kg
* 에어컨 습기 건조기 : 시동 OFF 시 자동으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통한 에어컨 습기 제거로 곰팡이 서식 및 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다이내믹 패키지는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적용)
* 보증 연장 서비스는 보증기간을 2년/4만km에서 최대 5년/10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 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 (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 차량 및 상용차량은 제외됩니다.)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2WD 자동 6단(17인치) : 복합 10.5km/ℓ [도심주행 9.6km/ℓ, 고속도로 11.8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65kg I CO2 배출량 : 186g/km I 4등급
자동 6단(18/20인치) : 복합 10.3km/ℓ [도심주행 9.4km/ℓ, 고속도로 11.6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65kg I CO2 배출량 : 190g/km I 4등급
4WD 자동 6단(17인치) : 복합 10.5km/ℓ [도심주행 9.8km/ℓ, 고속도로 11.4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75kg I CO2 배출량 : 185g/km I 4등급
자동 6단(17XL/18/20인치) : 복합 10.2km/ℓ [도심주행 9.6km/ℓ, 고속도로 11.0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75kg I CO2 배출량 : 191g/km I 4등급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엔진출력 및 토크

최고출력 202ps/3,800rpm 최대토크 45kg·m/1,600~2,6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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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정통 픽업의 감성을 담은
뉴 렉스턴 스포츠 & 칸
익스페디션 출시
렉스턴 스포츠 칸

* 상기 이미지는 익스페디션 기본 사양 외 커스터마이징(유틸리티 롤바,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추가 장착 및 일부 드레스업 된 차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문의하세요.

익스페디션 주요 기본 사양

전용 엠블럼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 프론트 넛지바

후드 패션 가니쉬

리어범퍼 SUS 몰딩

후측방 충돌 보조(BSA)

플로팅 무드 스피커

리어스텝

빌트인 공기청정기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선택사양)
SSANGYONG MOTOR 13

2022 코란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개별소비세 인하

기본품목
•엔진/성능 : 170마력 1.5GDi Turbo 엔진, ISG 시스템(공회전 제한 장치),
AISIN 6단 자동변속기 + 부츠타입 기어노브 + 패들 쉬프트 +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엔진커버, 가스쇽업소버, 전륜 맥퍼슨 스트럿 &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외관 사양 : LED DRL & 프로젝션 헤드램프, P225/60R 17타이어 & 알로이 휠,
윈드쉴드 글래스(차음/틴티드/선쉐이드), 클린실 도어, 리어스포일러(LED 후방보조 제동등),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아웃사이드 미러(LED 턴시그널 램프/오토폴딩/열선/전동조절),
사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 테일게이트 엣지라인,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벨트라인 크롬 몰딩, 하이글로시 인테이크 홀 그릴, 싱글 테일 파이프

C3

22,950,000
22,530,000
20,481,818 (2,048,182)

(-42만원)

선택품목

[단위:원]

공통 선택품목

세이프티 선루프
510,000
(R-PLUS 트림 선택시 적용 불가)
디젤 1.6 LET 엔진 + 6단 자동변속기
1,950,000
310,000
• 인기 딜라이트 패키지
• 인기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내장 사양 : 인조 가죽시트, 실버 스티어링 휠 베젤, 슈퍼비전 클러스터(3.5인치 모노 LCD),
선바이저(운전석 티켓홀더/화장거울/램프/슬라이딩 기능), 펌핑식 높이 조절장치(운전석 시트),
플로어타입 가속페달, 2열 6:4시트(리클라이닝), 고급 카매트, 수동식 텔레스코픽 & 틸트 스티어링,
컬랩서블 컬럼타입 스티어링, 선글라스 케이스, 키홀조명, Day & Night 룸미러, 듀얼혼,
어시스트 그립, 핸드 파킹 브레이크, 화장거울 조명, 실내조명 조절 장치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 안전 속도 제어, 운전석 원터치 오토다운 파워윈도우,
EPS(전자식 스피드센싱 파워스티어링), 리모트 폴딩 키, 매뉴얼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컨 필터,
스피드 리미트, 1열 슬라이딩 센터콘솔 암레스트, 웰컴 시스템, 헤드램프 에스코트, USB 충전기(2.1A),
운전석오버라이더, 뒷열선유리, 배터리세이버, 스피드센싱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
리어와이퍼 & 와셔, 12V 파워 아웃렛(1열/2열)
•안전 사양 : 앞차 출발 경고(FVSW), 긴급 제동 보조(AEB), 전방 추돌 경고(FCW), 차선 이탈 경고(LDW),
차선 유지 보조(LKA), 부주의 운전 경고(DAW), 안전 거리 경고(SDW),
2열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 6에어백(운전석, 동승석, 앞좌석 사이드, 커튼),
1열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후방 주차 보조 경고(4센서),
ESP(가변형 HDC, BAS, ARP, HSA, ESS),
1열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 & 상해저감장치(CLT), 이모빌라이저,
2열 센터 3점식 시트벨트, 파킹브레이크 워닝 시그널,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언락 포함),
이동식 비상삼각대, 도난경보장치, ISO-FIX(유아용시트 고정장치), 타이어 리페어킷,
시트벨트 리마인더(전좌석)
•멀티미디어 : 블루투스 오디오 & 핸즈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최고급 6스피커, MP3 오디오,
USB 단자, 폴 안테나
기본제공
스 타 일
& 주요사양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패들 쉬프트, LED 리어 콤비램프,
아웃사이드 미러 LED 퍼들램프

택1 선택품목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10,000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Ⅰ
1,810,000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350,000
인기

C5

24,430,000
23,990,000
21,809,091 (2,180,909)

(-44만원)

▶

C3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LED 포그램프, 크롬 몰딩 인테이크 홀 그릴, 패션 루프랙, P235/55R18타이어 & 다이아몬드 컷팅 휠
•내장 사양 : 가죽커버 스티어링 휠, 2단 매직트레이, 러기지 네트, 2열 센터 암레스트 & 컵홀더,
블랙 하이그로시 스티어링 휠 베젤
•편의 사양 : 오토라이트 컨트롤 & 우적감지 와이퍼, 스마트 하이빔(HBA), 열선 스티어링 휠, 1열 & 2열 히팅시트,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스마트 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기능 포함),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운전석/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오토 업/다운)

(9인치 내비게이션 또는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Ⅰ선택시)

택1 선택품목

FULL LED 헤드램프
스타일 패키지
• 인기 딥 컨트롤 패키지Ⅰ
•운전석 전동시트 패키지

▶

C5 플러스

27,020,000
26,530,000

•편의 사양 :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3단 조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 Auto Hold 기능 내장),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4Way 럼버서포트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경고(4센서)

IACC (Intelligent Adaptive Cruise Control)

24,118,182 (2,411,818)

(-49만원)

정차 및 재출발,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안전속도 제어 기능 포함(SSA), 선행 차량 추종제어(차선
대신 앞차를 인식하여 주행 및 제어)

•멀티미디어 :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후방 카메라
14 KORANDO

610,000
310,000

공통 선택품목(C5 플러스/ R-PLUS/C7 적용)

C5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내장 사양 : LED 룸램프

인기

510,000
910,000

컨비니언스 패키지
840,000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350,000
4TRONIC (AWD) 시스템
1,810,000
디지털 스마트 키(커스터마이징) 300,000
인기

• 인기 딥 컨트롤 패키지Ⅰ
• 인기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Ⅱ
•19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프리미엄 가죽시트 패키지Ⅰ

610,000
610,000
400,000
610,000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개별소비세 인하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Ⅱ
•프리미엄 가죽시트 패키지Ⅰ
▶

C7

29,570,000
29,030,000
26,390,909 (2,639,091)

(-54만원)

C5 기본품목 외

•편의 사양 :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3단 조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Auto Hold 기능 내장),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4Way 럼버서포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경고(4센서), 운전석 무릎 에어백,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 안전 하차 경고(SEW)
•멀티미디어 :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후방 카메라

기본품목

선택품목

개별소비세 인하
▶

R-PLUS

27,650,000
27,150,000
24,681,818 (2,468,182)

(-50만원)

610,000
610,000

•외관 사양 :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P235/50R 19타이어 & 다이아몬드 커팅 휠,
1열 도어 솔라 컨트롤 글래스
•내장 사양 : 1열 SUS 도어 스커프, 이온증착 IP & 도어 상단 가니쉬,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LED 룸램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인기

[단위:원]

• 인기 딥 컨트롤 패키지Ⅰ
• 인기 딥 컨트롤 패키지Ⅱ
•프리미엄 가죽 시트 패키지Ⅱ

C5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블랙 투톤 루프(그랜드 화이트 or 플레티넘 그레이 바디 컬러만 선택 가능), 레드 아웃사이드 미러,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블랙 패션 루프랙, 블랙 리어 스포일러,
리어 블랙 하이글로시 스키드 플레이트

[단위:원]

610,000
610,000
610,000

• NEW 블랙 원톤 루프
(스페이스 블랙 바디컬러)

•내장 사양 :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인피니티 무드램프,
레드컬러 스티치(시트/스티어링 휠/기어노브 부츠/카매트/암레스트), 블랙 헤드라이닝,
메탈그레이 피니쉬(스티어링 휠/도어/IP), 블랙 메탈 피니쉬(도어 스위치 가니쉬 & 센터콘솔 스위치 & 베젤),
이온증착 IP & 도어 상단 가니쉬, 블랙 하이글로시 콘솔 페시아, LED 룸램프
•편의 사양 :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4Way 럼버서포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Auto Hold 기능),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3단 조절)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경고(4센서)
•멀티미디어 :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후방 카메라
•커스터마이징 사양 : R-PLUS 레터링(전면/후면), 레드 포인트 가니쉬(전면/측면),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레드컬러 가니쉬, 레드 휠 캡, 도어 스팟램프

R-PLUS 기본사양
| 블랙 투톤

| R-PLUS 전용 레터링

블랙 투톤 루프 & 블랙 패션 루프랙 R-PLUS 레터링(전측/후측)

| 최첨단 사양_블레이즈 콕핏

R-PLUS 도어 스팟 램프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인피니티 무드램프

레드 포인트 가니쉬(전면)

레드 포인트 가니쉬(측면)

레드 휠 캡

레드 스티치 인테리어

| 시그니처 레드 포인트

레드 아웃사이드 미러

리어 블랙 하이글로시
스키드 플레이트 및 레드 가니쉬

* R-PLUS는 그랜드 화이트, 플레티넘 그레이, 스페이스 블랙 바디컬러에 한해 선택 가능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3종
코란도 가솔린은 초저공해차
(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로
인증받아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 가능

저공해 3종 차량 혜택
공영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

공항주차장

최대 60% 할인

최대 80% 할인

최대 50% 할인
* 일부 지자체 시설 및 주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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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품목

[단위:원]

딥 컨트롤 패키지Ⅰ

610,000

딥 컨트롤 패키지Ⅱ

610,000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 안전 하차 경고(SEW)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 운전석 무릎 에어백
* IACC : 정차 및 재출발,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안전속도 제어 기능 포함(SSA), 선행 차량 추종제어(차선 대신 앞차를 인식하여 주행 및 제어)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인피니티 무드램프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Ⅰ

1,810,000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Ⅱ

610,000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인피니티 무드램프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350,000

안전제일 서비스(에어백 전개 알림), 올인원 서비스(차량 원격 제어 등), 프리미엄 서비스(지니 뮤직, 팟캐스트 등)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10,000

9인치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적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음성메모 + 화면 5:5 분할기능 + 실시간 음원 저장 + AM/FM라디오 + TPEG +
지상파 HD DMB + USB단자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8인치 터치스크린 + 후방카메라 + AM/FM 라디오 + USB 단자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스타일 패키지

910,000

FULL LED 헤드램프 + P235/50R19 타이어 & 다이아몬드 커팅 휠

딜라이트 패키지

310,000

패션 루프랙 + 2단 매직 트레이 + 러기지 네트 + 2열 센터 암레스트 & 컵홀더

컨비니언스 패키지

840,000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 220V 인버터(2열 12V 파워 아웃렛 제외) + 러기지 스크린 + 휴대폰 무선 충전기(15W)

프리미엄 가죽시트 패키지Ⅰ

610,000

가죽시트(블랙/브라운/그레이 중 택1) + 동승석 8Way 전동 시트

프리미엄 가죽시트 패키지Ⅱ

610,000

가죽시트(블랙) + 동승석 8Way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패키지

310,000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4Way 럼버서포트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삼성 정품 스마트폰 커버(LED VIEW COVER)는 원활한 충전을 위해 분리 후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 (해당모델 : 갤럭시 S7~S10)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 할인 기능 없음 * HD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CUSTOMIZING

[단위:원]

고정식 사이드 스텝

290,000

일체형 루프박스

LED 도어스커프

110,000

아이나비 블랙박스 (16GB)

1,290,000

(블랙/화이트)

210,000

39,000

스포츠 페달

110,000

테일게이트 LED 램프

270,000

루프형 공기청정기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

(블로우 매니저)

보증연장 서비스 (일반 및 차체) 4년/8만km 330,000 5년/10만km 500,000 7년/15만km (엔진/변속기 포함) 1,100,000
* 상기 품목은 취급 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일체형 루프박스는 세이프티 선루프와 동시 선택 불가 (장착시 차량높이 : 1,925mm)
* 루프형 공기청정기 : 헤드라이닝 설치형, 터치 리모컨, 5중필터(프리, 황사, H13헤파, 동섬유, 탈취필터), 4단계 청정도 LED(RED/ORANGE/GREEN/BLUE) 표시
*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 전후방 FHD/HD, CMOS센서, 나이트비전 적용, GPS별도구매 시(ADAS 지원 :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앞차 출발, 안전 운행 도우미), 아이나비 커넥티드 별도구매 시(커넥티드 스탠다드 통신형 서비스지원), 최대 64GB 확장가능
* 테일게이트 LED 램프 : 사이즈 208×77×37mm, 트렁크 Open상태에서 터치 스위치로 On/Off 작동, LG이노텍 고휘도 LED 칩 24개, 밝기 600루멘, 트렁크에 보관된 짐을 찾거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시 유용
* 에어컨 습기 건조기 : 시동 OFF 시 자동으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통한 에어컨 습기 제거로 곰팡이 서식 및 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보증연장서비스는 보증기간을 3년/6만km에서 최대 7년/15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 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차량 및 상용차량은 제외됩니다.)

INFOCONN 서비스 상품 안내
서비스명

서비스

월 사용료 (VAT 포함)

신차 고객 서비스

안전제일 서비스

에어백 전개 알림

2,200원/월

무료(10년)

올인원 서비스

긴급전화, 차량 도난 추적, 차량 도난 경보 알림, 원격시동, 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잠김,
원격 경적/비상등 제어, 주차위치 찾기, 목적지 전송, 내차 상태확인, 월간 차량 리포트, 차량진단,
소모품 교체 알림,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홈 IoT, 지식 검색, 날씨

11,000원/월

무료(2년)

프리미엄 서비스

지니뮤직, 팟캐스트, 기타 스트리밍 컨텐츠

8,800원/월

유료(선택)

* 안전제일 서비스는 10년, 올인원 서비스는 2년간 무료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객 선택에 따라 서비스 * 프리미엄 서비스 :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서비스 업체별 개별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보험 할인 혜택 부여 방법
1단계

2단계

신차 구매

보험 가입

3단계

4단계

인포콘 가입 개통

가입확인 통보

5단계

보험료 할인
모바일 앱 내 가입확인서 캡쳐
* 보험 가입 방법 및 할인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 바랍니다. * 현대해상 외 타 보험사는 현재 해당 할인 서비스가 제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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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즘 시대에 딱맞는 요즘 SUV
운전이 편리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코란도
INTERIOR COLOR

에스프레소 브라운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차콜 블랙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소프트 그레이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플래티넘 그레이 ADA

댄디 블루 BAS

EXTERIOR COLOR

그랜드 화이트 WAA

사일런트 실버 SAI

체리 레드 RAV

스페이스 블랙 LAK

R-PLUS COLOR

바디컬러
그랜드 화이트

R-PLUS 전용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루프/리어 스포일러/
패션 루프랙 블랙

바디컬러
루프/리어 스포일러/
플래티넘 그레이 패션 루프랙 블랙

바디컬러/루프/리어 스포일러/
패션 루프랙 스페이스 블랙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스캐닝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해 주는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안전 하차 경고 SEW

안전 거리 경고 SDW

앞차 출발 경고 FVSW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RCTA

후측방 접근 경고 RCTW

긴급 제동 보조 AEB

중앙 차선 유지 보조 CLKA

스마트 하이빔 SHB

후측방 경고 BSW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안전 속도 제어 SSA

1.5GDi Turbo 엔진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2WD 자동 6단 저공해 3종(17인치) : 복합 11.5km/ℓ [도심주행 10.5km/ℓ, 고속도로 13.0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470kg I CO2 배출량 : 144g/km I 4등급
자동 6단 저공해 3종(19인치) : 복합 11.3km/ℓ [도심주행 10.3km/ℓ, 고속도로 12.7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470kg I CO2 배출량 : 147g/km I 4등급
4WD 자동 6단 저공해 3종(19인치) : 복합 10.5km/ℓ [도심주행 9.6km/ℓ, 고속도로 11.8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535kg I CO2 배출량 : 159g/km I 4등급

1.6LET 친환경 디젤 엔진
2WD 자동 6단(17인치) : 복합 14.3km/ℓ [도심주행 13.2km/ℓ, 고속도로 15.9km/ℓ] I 배기량 : 1,597cc I 공차중량 : 1,590kg I CO2 배출량 : 132g/km I 2등급
자동 6단(19인치) : 복합 14.2km/ℓ [도심주행 13.0km/ℓ, 고속도로 15.9km/ℓ] I 배기량 : 1,597cc I 공차중량 : 1,590kg I CO2 배출량 : 134g/km I 2등급
4WD 자동 6단(19인치) : 복합 14.1km/ℓ [도심주행 12.8km/ℓ, 고속도로 16.0km/ℓ] I 배기량 : 1,597cc I 공차중량 : 1,645kg I CO2 배출량 : 135g/km I 2등급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엔진출력 및 토크

가솔린 : 최고출력 170ps/5,000~5,500rpm 최대토크 28.6kg·m/1,500~4,000rpm
디젤 : 최고출력 136ps/4,000rpm 최대토크 33kg·m/1,500~2,500rpm
SSANGYONG MOTOR 17

2022 티볼리에어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개별소비세 인하

기본품목

선택품목
공통 선택품목 (A1/A3 적용)

•엔진/성능 : 1.5GDi Turbo 엔진, AISIN 6단 자동변속기 + 부츠타입 기어노브, ISG 시스템(공회전 제한장치),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전륜 맥퍼슨 스트럿 &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
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10,000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인기

•외관 사양 : 16인치 알로이 휠, 205/65R16 타이어,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LED 보조 제동등,
틴티드 윈드쉴드 글래스, 쉐이드 밴드, 후방 안개등

A1

19,440,000
19,080,000
17,345,455 (1,734,545)

(-36만원)

[단위:원]

1,330,000

•밸류업 패키지

•내장 사양 : 고급 직물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수동식 텔레스코픽 & 틸트 스티어링,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2열 6:4 분할 풀플랫 폴딩시트, 2열 센터 헤드레스트, 오르간타입 가속페달,
선글라스 케이스, 센터 콘솔 암레스트, 도어 암레스트 소프트 패드, Day & Night 룸미러,
실버 인사이드 도어핸들, 글로브박스 조명
•편의 사양 : 크루즈컨트롤, USB 충전기, EPS(전자식 스피드센싱 파워 스티어링), 리모트 폴딩 키, 매뉴얼 에어컨,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2V 파워아울렛,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리어와이퍼 & 와셔, 배터리 세이버
•안전 사양 : 6에어백(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커튼), ESP(BAS, ARP, HSA, ESS),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타이어 리페어킷, ISO-FIX(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HDC,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 언락포함),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SBR)
•멀티미디어 : MP3 오디오, USB 단자,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기 본 제 공 아웃사이드 미러(LED 턴시그널 램프, 열선, 전동조절, 전동접이), 슈퍼비전 클러스터(3.5인치 모노 LCD),
스 타 일 2열 리클라이닝 시트, 후방 주차 보조 경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후드 & 벨트라인 크롬 몰딩,
& 주요사양 스포티 D-cut 스티어링 휠, 1열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상해저감장치(CLT)

▶

택 1 선택품목

A1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215/55R17 타이어, 전방 LED 안개등, LED 주간 주행등(DRL),
리어 스포일러, 패션 루프랙, 소음차단 윈드쉴드 글래스
•내장 사양 : 고급 인조 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화장거울 조명, 2열 센터 암레스트, 1열 도어 커티쉬 램프,
2단 러기지보드,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LED 룸램프

인기

A3

22,820,000
22,410,000
20,372,727 (2,037,273)

(-41만원)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기능 포함),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1열 히팅시트(운전석/동승석), 열선 스티어링 휠
•안전 사양 : 중앙차선 유지 보조(CLKA), 차선 유지 보조(LKA), 긴급 제동 보조(AEB), 스마트 하이빔(SHB),
차선 이탈 경고(LDW), 전방 추돌 경고(FCW), 안전 거리 경고(SDW), 앞차 출발 경고(FVSW),
부주의 운전 경고(DAW)

• 인기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2,250,000

• 인기 딥 컨트롤 패키지
590,000
•컴포트 패키지
640,000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250,000
•운전석 무릎 에어백
200,000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Ⅰ
45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또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시)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9인치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적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 음성인식 기능 + 음성메모 +
파 퓰 러
화면 5:5 분할기능 + 실시간 음원 저장 + AM/FM라디오 + TPEG + 지상파 HD DMB + USB단자

컬 렉 션
패 키 지 •컴포트 패키지

2,250,000

500,000
400,000

세이프티 선루프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또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 시,
블랙 or 버건디 투톤 or 소프트 그레이 선택 가능)

540,000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또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시)

•FULL LED 헤드램프

운전석 8way 파워시트 + 운전석 4way 럼버 서포트 + 1열 통풍시트 + 2열 히팅시트 +
전방 주차 보조 경고

590,000

•천연 가죽시트

450,000

•하이패스 시스템 ETCS + ECM 룸미러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 컴포트 패키지, 하이패스 시스템,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FULL LED 헤드램프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 시 선택 불필요

CUSTOMIZING
플로팅 무드 스피커
휀더 가니쉬

[단위:원]

340,000
70,000

루프형 공기청정기

270,000

도어 가니쉬

180,000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200,000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

차박텐트

360,000

에어매트

100,000

일체형 루프박스
(화이트/블랙)

립 스포일러
(화이트/레드/블랙)

에어컨 습기 건조기
(블로우 매니저)

1,210,000
80,000
150,000

스포츠 페달

39,000

LED 도어스커프

110,000

아이나비 블랙박스 (16GB)

210,000

보증연장 서비스 (일반 및 차체) 4년/8만km 280,000 5년/10만km 370,000

* 일체형 루프박스는 세이프티 선루프와 동시 선택 불가 (장착시 차량높이 : 1,910mm) * 일체형 루프박스는 패션 루프랙 사양에서 선택 가능
* 루프형 공기청정기 : 헤드라이닝 설치형, 터치 리모컨, 5중필터(프리, 황사, H13헤파, 동섬유, 탈취필터), 4단계 청정도 LED(RED/ORANGE/GREEN/BLUE) 표시
*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 전후방 FHD/HD, CMOS센서, 나이트비전 적용, GPS별도구매 시(ADAS 지원 :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앞차 출발, 안전 운행 도우미), 아이나비 커넥티드 별도구매 시(커넥티드 스탠다드 통신형 서비스지원), 최대 64GB 확장가능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시동 on/off 또는 터치센서에 의해 대시 보드 상단에서 LED무드 램프가 적용된 센터 스피커가 팝업되며 작동됨
* 립 스포일러 : 바디칼라와 상관없이 3가지 색상(화이트/레드/블랙) 선택 가능하며 레드 색상은 바디컬러 체리 레드와 상이함 * LED 도어스커프 : A1 트림에서 선택 가능 *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 A3 트림 이상 선택 가능
* 테일게이트 LED 램프 : 사이즈 208×77×37mm, 트렁크 Open상태에서 터치 스위치로 On/Off 작동, LG이노텍 고휘도 LED 칩 24개, 밝기 600루멘, 트렁크에 보관된 짐을 찾거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시 유용
* 에어컨 습기 건조기 : 시동 OFF 시 자동으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통한 에어컨 습기 제거로 곰팡이 서식 및 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차박텐트 : 립스탑 250D 소재, 테프론 발수, PU가공, UV코팅, 사이즈(수납 시 550mm X 200mm X 200mm, 장착 시 1450mm X 1550mm X 1450mm)
* 에어매트 : 에어매트, 쿠션 겸 베개(2ea), 에어펌프, 리페어 키트, 수납 가방, 사이즈(1300mm X 1850mm X 120mm), A3 트림 이상 선택 가능
* 보증연장서비스는 보증기간을 3년/6만km에서 최대 5년/10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 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 (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 차량 및 상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18 TIVOLI AIR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개별소비세 인하

[단위:원]

택 1 선택품목
▶

A3 기본품목 외

UPBEAT

•외관 사양 :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215/50R18 타이어,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내장 사양 :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26,340,000
25,860,000

•편의 사양 : 운전석 8way 파워시트, 운전석 4way 럼버 서포트, 1열 통풍시트, 2열 히팅시트,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경고
•멀티미디어 :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커스터마이징 사양 : 디지털 스마트 키

23,590,091(2,350,909)

(-48만원)

세이프티 선루프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500,000
400,000

· 딥 컨트롤 패키지
· 운전석 무릎 에어백
·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Ⅱ
· 천연 가죽시트

590,000
200,000
350,000
590,000

TIVOLI AIR UPBEAT

디지털 스마트 키

FULL LED 헤드램프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선택품목

[단위:원]

딥 컨트롤 패키지

590,000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 안전 하차 경고(SEW)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Ⅰ

450,000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 안전제일 서비스(에어백 전개 알림), 올인원 서비스(차량 원격 제어 등), 프리미엄 서비스(지니 뮤직, 팟캐스트 등)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Ⅱ

350,000

안전제일 서비스(에어백 전개 알림), 올인원 서비스(차량 원격 제어 등), 프리미엄 서비스(지니 뮤직, 팟캐스트 등)

컴포트 패키지

640,000

운전석 8way 파워시트 + 운전석 4way 럼버서포트 +1열 통풍시트 + 2열 히팅시트 + 전방 주차 보조 경고

벨류업 패키지

1,330,000

LED 주간 주행등(DRL) + 인조가죽시트 + 운전석 8way 파워시트 + 운전석 4way 럼버서포트 + 1열 히팅시트 + 가죽 스티어링 휠 +
열선 스티어링 휠 + 패션루프랙 + 리어 스포일러 + 스마트키 시스템 + 2열 센터 암레스트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10,000

9인치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적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 음성인식 기능 + 음성메모 + 화면 5:5 분할기능 + 실시간 음원 저장 + AM/FM라디오 + TPEG +
지상파 HD DMB + USB단자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8인치 터치스크린 + 후방카메라 + AM/FM 라디오 + USB 단자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

540,000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삼성 정품 스마트폰 커버(LED VIEW COVER)는 원활한 충전을 위해 분리 후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 (해당모델 : 갤럭시 S7~S10)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 할인 기능 없음 * HD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저공해 3종 차량 혜택

저공해 3종
티볼리 에어 가솔린은 초저공해차
(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로
인증받아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 가능

공영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

공항주차장

최대 60% 할인

최대 80% 할인

최대 50% 할인
* 일부 지자체 시설 및 주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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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

블랙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버건디 투톤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소프트 그레이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플래티넘 그레이 ADA

댄디 블루 BAS

스페이스 블랙 LAK

1-TONE EXTERIOR COLOR

그랜드 화이트 WAA

사일런트 실버 SAI

체리 레드 RAV

2-TONE EXTERIOR COLOR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그랜드 화이트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사일런트 실버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플래티넘 그레이

바디컬러
체리 레드

바디컬러
댄디 블루

바디컬러
스페이스 블랙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 화이트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 화이트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 화이트

*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A3트림 이상 적용 가능 *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 시 세이프티 선루프 적용 불가 * 블랙 루프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 컬러는 바디컬러가 적용되며, 화이트 루프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 컬러는 화이트가 적용됨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FOCONN 서비스 상품 안내
서비스명

서비스

월 사용료 (VAT 포함)

신차 고객 서비스

안전제일 서비스

에어백 전개 알림

2,200원/월

무료(10년)

올인원 서비스

긴급전화, 차량 도난 추적, 차량 도난 경보 알림, 원격시동, 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잠김,
원격 경적/비상등 제어, 주차위치 찾기, 목적지 전송, 내차 상태확인, 월간 차량 리포트, 차량진단,
소모품 교체 알림,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홈 IoT, 지식 검색, 날씨

11,000원/월

무료(2년)

프리미엄 서비스

지니뮤직, 팟캐스트, 기타 스트리밍 컨텐츠

8,800원/월

유료(선택)

* 안전제일 서비스는 10년, 올인원 서비스는 2년간 무료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객 선택에 따라 서비스 * 프리미엄 서비스 :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서비스 업체별 개별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보험 할인 혜택 부여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차 구매

보험 가입

인포콘 가입 개통

가입확인 통보

5단계

보험료 할인
모바일 앱 내 가입확인서 캡쳐

7%

* 보험 가입 방법 및 할인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 바랍니다. * 현대해상 외 타 보험사는 현재 해당 할인 서비스가 제휴되지 않습니다.

1.5GDi Turbo 엔진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2WD 자동 6단 저공해 3종 (16인치) : 복합 12.0km/ℓ [도심주행 10.9km/ℓ, 고속도로 13.5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365kg I CO2 배출량 : 139g/km I 3등급
자동 6단 저공해 3종 (17인치) : 복합 11.9km/ℓ [도심주행 10.9km/ℓ, 고속도로 13.2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365kg I CO2 배출량 : 141g/km I 3등급
자동 6단 저공해 3종(18인치) : 복합 11.8km/ℓ [도심주행 10.8km/ℓ, 고속도로 13.1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365kg I CO2 배출량 : 142g/km I 3등급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엔진출력 및 토크

20 TIVOLI AIR

가솔린 : 최고출력 163ps/5,000~5,500rpm 최대토크 26.5kg·m/1,500~4,000rpm

차급을 뛰어넘는 마이 매직 스페이스
티볼리 에어

#공간맛집

어디로 떠나든 우리의 머물 곳은 항상 티볼리 에어.
둘이 누워도 넉넉한 매직 스페이스라면 차박이 더 즐거우니까.

720ℓ
1,440ℓ

2열 폴딩 시 성인이 누워도 넉넉한 1,879mm의 광활한 공간

중형 SUV를 뛰어넘는 720ℓ의 월등한 트렁크 공간 / 2열 폴딩 시 나타나는 1,440ℓ의 우월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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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티볼리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개별소비세 인하

공통 선택품목(V1, V3 적용)

•엔진/성능 : 1.5GDi Turbo 엔진, 6단 수동변속기 +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전륜 맥퍼슨 스트럿 &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
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외관 사양 : 16인치 알로이 휠, 205/65R16 타이어,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LED 보조 제동등,
틴티드 윈드쉴드 글래스, 쉐이드 밴드

V1(M/T)

16,900,000
16,590,000
15,081,818 (1,508,182)

(-31만원)

[단위:원]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10,000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인기

•내장 사양 : 고급 직물시트, 수동식 텔레스코픽 & 틸트 스티어링,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2열 6:4 분할 풀플랫 폴딩시트, 2열 센터 헤드레스트, 오르간타입 가속페달, 선글라스 케이스,
센터 콘솔 암레스트, 도어 암레스트 소프트 패드, Day & Night 룸미러, 실버 인사이드 도어핸들,
글로브박스 조명
•편의 사양 : EPS(전자식 스피드센싱 파워 스티어링), 리모트 폴딩 키, 매뉴얼 에어컨, 12V 파워아울렛,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배터리 세이버, 리어와이퍼 & 와셔
•안전 사양 : 6에어백(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커튼), ESP(BAS, ARP, HSA, ESS),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SBR), 타이어 리페어킷, ISO-FIX(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 언락포함), HDC
•멀티미디어 : MP3 오디오, USB 단자,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기본제공
스 타 일
& 주요사양

V1(A/T)

18,880,000
18,530,000
16,845,455 (1,684,545)

(-35만원)

▶

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조절), 슈퍼비전 클러스터(3.5인치 모노 LCD), 2열 리클라이닝 시트,
후방 주차 보조 경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후드 & 벨트라인 크롬 몰딩,
스포티 D-cut 스티어링 휠, 1열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상해저감장치(CLT)

V1(M/T) 기본품목 외

•엔진/성능 : AISIN 6단 자동변속기 + 부츠타입 기어노브, ISG 시스템(공회전 제한 장치)
•외관 사양 : 전방 안개등
•내장 사양 :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2단 러기지 보드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아웃사이드 미러(LED 턴시그널 램프, 전동접이),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

택1 선택품목

V1(A/T)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215/55R17 타이어, 소음차단 윈드쉴드 글래스, 전방 LED 안개등,
후방 안개등, LED 주간 주행등(DRL), 리어 스포일러, 패션 루프랙
•내장 사양 : 고급 인조 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화장거울 조명, 2열 센터 암레스트, 1열 도어 커티쉬 램프,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LED 룸램프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기능 포함),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1열 히팅시트(운전석/동승석), 열선 스티어링 휠, USB 충전기
•안전 사양 :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앞차 출발 경고(FVSW), 긴급 제동 보조(AEB),
전방 추돌 경고(FCW), 차선 이탈 경고(LDW), 차선 유지 보조(LKA), 부주의 운전 경고(DAW),
안전 거리 경고(SDW), 스마트 하이빔(SHB)

19,190,909 (1,919,091)

•4TRONIC (AWD) 시스템 +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
1,870,000
• 인기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딥 컨트롤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운전석 무릎 에어백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Ⅰ

2,250,000
590,000
640,000
200,000
45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또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시)

V3

21,500,000
21,110,000

500,000
400,000

세이프티 선루프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천연 가죽시트

590,000

(컴포트 패키지 또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 시,
블랙 or 버건디 투톤 or 소프트 그레이 선택 가능)

LED DRL

스마트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열선 스티어링 휠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

54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또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시)

(-39만원)

•FULL LED 헤드램프
45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9인치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적용) +
250,000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 음성인식 기능 + 음성메모 +
파 퓰 러
화면 5:5 분할기능 + 실시간 음원 저장 + AM/FM라디오 + TPEG + 지상파 HD DMB + USB단자

컬 렉 션
패 키 지 •컴포트 패키지

2,250,000

운전석 8way 파워시트 + 운전석 4way 럼버 서포트 + 1열 통풍시트 + 2열 히팅시트 +
전방 주차 보조 경고

•하이패스 시스템 ETCS + ECM 룸미러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 컴포트 패키지, 하이패스 시스템,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FULL LED 헤드램프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선택 시 선택 불필요

22 TIVOLI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개별소비세 인하

인기

R-PLUS

23,730,000
23,300,000
21,181,818 (2,118,182)

(-43만원)

기본품목
▶

선택품목

[단위:원]

스페셜 에디션 선택품목

V3 기본품목 외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대체)
600,000
세이프티 선루프
500,000
4TRONIC(AWD) 시스템 +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 1,870,000
인기

•외관 사양 : 그랜드 화이트 바디컬러,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215/50R18 타이어, 레드 포인트 사이드 미러
•내장 사양 : 레드 포인트 스티어링 휠(블랙 하이그로시 베젤 & 더블 레드 포인트 다이아몬드 스티치),
레드 포인트 스티치(시트, 암레스트, 기어노브, 클러스터 페시아, 카매트),
레드 포인트 엣지(센터페시아, 전면부 에어벤트 홀), 레드 컬러 시트백 밴드, 스페셜 그레인,
블랙 헤드라이닝, LED 무드램프
•편의 사양 :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인기 딥 컨트롤 패키지
운전석 무릎 에어백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Ⅰ

590,000
200,000
45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선택시)

•멀티미디어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사양 : 레드 포인트 스키드 플레이트(전/후), 레드 포인트 휀더 가니쉬, 레드 포인트 도어 가니쉬,
플로팅 무드 스피커, R-PLUS 레터링(전/후)

54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선택시)

컴포트 패키지
블랙 패키지

640,000

R-PLUS 기본사양

R-PLUS 레터링(앞/뒤)

레드 아웃사이드 미러

레드 휀더 가니쉬(좌/우)

레드 도어 가니쉬(좌/우)

레드 스키드 플레이트(앞/뒤)

FULL LED 헤드램프

플로팅 무드 스피커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18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
(블랙 패키지 선택 시)

* R-PLUS는 그랜드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 바디컬러에 한해 선택 가능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개별소비세 인하

UPBEAT

25,010,000
24,560,000
22,327,273(2,232,727)

(-45만원)

기본품목
▶

선택품목

[단위:원]

택1 선택품목

V3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215/50R18 타이어, FULL LED 헤드램프(상향등/하향등/턴시그널 램프)
•내장 사양 :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편의 사양 : 운전석 8way 파워시트, 운전석 4way 럼버 서포트, 1열 통풍시트, 2열 히팅시트,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경고
•멀티미디어 :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커스터마이징 사양 : 디지털 스마트 키

세이프티 선루프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500,000
400,000

· 4TRONIC(AWD) 시스템 +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
1,870,000
· 딥 컨트롤 패키지
590,000
· 운전석 무릎 에어백
200,000
·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Ⅱ
350,000
· 천연 가죽시트
590,000

TIVOLI UPBEAT

디지털 스마트 키

FULL LED 헤드램프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1.5GDi Turbo 엔진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2WD 수동 6단 : 복합 12.5km/ℓ [도심주행 11.5km/ℓ, 고속도로 13.9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305kg I CO2 배출량 : 131g/km I 3등급
자동 6단 저공해 3종 (16인치) : 복합 12.0km/ℓ [도심주행 10.8km/ℓ, 고속도로 13.8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360kg I CO2 배출량 : 138g/km I 3등급
자동 6단 저공해 3종(17인치/18인치) : 복합 11.8km/ℓ [도심주행 10.6km/ℓ, 고속도로 13.5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360kg I CO2 배출량 : 140g/km I 3등급
4WD 자동 6단 저공해 3종 : 복합 10.8km/ℓ [도심주행 9.8km/ℓ, 고속도로 12.3km/ℓ] I 배기량 : 1,497cc I 공차중량 : 1,470kg I CO2 배출량 : 154g/km I 4등급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엔진출력 및 토크

가솔린 : 최고출력 163ps/5,000~5,500rpm 최대토크 28.6kg·m(M/T), 26.5kg·m(A/T)/1,500~4,000rpm
SSANGYONG MOTOR 23

선택품목

[단위:원]

딥 컨트롤 패키지

590,000

후측방 경고(BSW) + 차선 변경 경고(LCW)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단, RCTA 기능은 A/T 선택 시) +
안전 하차 경고(SEW)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Ⅰ

450,000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 안전제일 서비스(에어백 전개 알림) + 올인원 서비스(차량 원격 제어 등) + 프리미엄 서비스(지니 뮤직, 팟캐스트 등)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Ⅱ

350,000

안전제일 서비스(에어백 전개 알림), 올인원 서비스(차량 원격 제어 등), 프리미엄 서비스(지니 뮤직, 팟캐스트 등)

컴포트 패키지

640,000

운전석 8way 파워시트 + 운전석 4way럼버서포트 + 1열 통풍시트 + 2열 히팅시트 + 전방 주차 보조 경고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10,000

9인치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적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 음성인식 기능 + 음성메모 + 화면 5:5 분할기능 + 실시간 음원 저장 + AM/FM라디오 + TPEG +
지상파 HD DMB + USB단자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10,000

양방향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인식 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8인치 터치스크린 + 후방카메라 + AM/FM 라디오 + USB 단자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

540,000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휴대폰 무선충전기

블랙 패키지

18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 + 스페이스 블랙 바디 컬러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삼성 정품 스마트폰 커버(LED VIEW COVER)는 원활한 충전을 위해 분리 후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 (해당모델 : 갤럭시 S7~S10)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할인기능 없음
* HD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CUSTOMIZING

[단위:원]

뉴 스키드 플레이트 세트

260,000

윙 스포일러

160,000

사이드 실 세트 (좌/우)

240,000

휀더 가니쉬

70,000

아이나비 블랙박스 (16GB)

210,000

플로팅 무드 스피커

150,000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앞/뒤)

에어컨 습기 건조기

(블로우 매니저)

일체형 루프박스

790,000

스포츠 페달

도어 가니쉬

180,000

루프형 공기청정기

270,000

340,000

LED 도어스커프

110,000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

200,000

레이디 패키지 (키홀더, 헤드레스트 후크(가방걸이), 선바이저 카드포켓,

(블랙/화이트)

39,000

100,000

전화번호 패드, 클러치백)

보증연장 서비스 (일반 및 차체) 4년/8만km 280,000 5년/10만km 370,000
* 일체형 루프박스는 세이프티 선루프와 동시 선택 불가 (장착시 차량높이 : 1,875mm) * 일체형 루프박스는 패션 루프랙 사양에서 선택 가능 * 투톤 익스테리어의 윙 스포일러 선택 시 루프컬러와 동일 컬러로 장착됨
* 루프형 공기청정기 : 헤드라이닝 설치형, 터치 리모컨, 5중필터(프리, 황사, H13헤파, 동섬유, 탈취필터), 4단계 청정도 LED(RED/ORANGE/GREEN/BLUE) 표시
* 윙 스포일러는 리어 스포일러 적용 사양에 한해 선택 가능
* 수동변속기 사양은 스포츠 페달 선택 불가
*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 전후방 FHD/HD, CMOS센서, 나이트비전 적용, GPS별도구매 시(ADAS 지원 :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앞차 출발, 안전 운행 도우미), 아이나비 커넥티드 별도구매 시(커넥티드 스탠다드 통신형 서비스지원), 최대 64GB 확장가능
* 플로팅 무드 스피커 : 시동 on/off 또는 터치센서에 의해 대시 보드 상단에서 LED무드 램프가 적용된 센터 스피커가 팝업되며 작동됨
* LED 도어스커프 : V1트림에서만 선택 가능
* 테일게이트 LED 램프 : 사이즈 208×77×37mm, 트렁크 Open상태에서 터치 스위치로 On/Off 작동, LG이노텍 고휘도 LED 칩 24개, 밝기 600루멘, 트렁크에 보관된 짐을 찾거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시 유용
* 에어컨 습기 건조기 : 시동 OFF 시 자동으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통한 에어컨 습기 제거로 곰팡이 서식 및 냄새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 V3 트림이상 선택 가능
* 레이디 패키지 소재 및 색상 : 사피아노 패턴 PU, 레드 컬러
* 보증연장서비스는 보증기간을 3년/6만km에서 최대 5년/10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 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 (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차량 및 상용차량은 제외됩니다.)

INFOCONN 서비스 상품 안내
서비스명

서비스

월 사용료 (VAT 포함)

신차 고객 서비스

안전제일 서비스

에어백 전개 알림

2,200원/월

무료(10년)

올인원 서비스

긴급전화, 차량 도난 추적, 차량 도난 경보 알림, 원격시동, 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잠김,
원격 경적/비상등 제어, 주차위치 찾기, 목적지 전송, 내차 상태확인, 월간 차량 리포트, 차량진단,
소모품 교체 알림,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홈 IoT, 지식 검색, 날씨

11,000원/월

무료(2년)

프리미엄 서비스

지니뮤직, 팟캐스트, 기타 스트리밍 컨텐츠

8,800원/월

유료(선택)

* 안전제일 서비스는 10년, 올인원 서비스는 2년간 무료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객 선택에 따라 서비스 * 프리미엄 서비스 :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서비스 업체별 개별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보험 할인 혜택 부여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보험료 할인

신차 구매

보험 가입

인포콘 가입 개통

가입확인 통보

모바일 앱 내 가입확인서 캡쳐
* 보험 가입 방법 및 할인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 바랍니다. * 현대해상 외 타 보험사는 현재 해당 할인 서비스가 제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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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엣지있는 라이프 스타일, 첫 차부터 엣지있게
나의 첫번째 SUV
티볼리
INTERIOR COLOR

블랙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버건디 투톤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소프트 그레이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플래티넘 그레이 ADA

댄디 블루 BAS

1-TONE EXTERIOR COLOR

그랜드 화이트 WAA

사일런트 실버 SAI

체리 레드 RAV

스페이스 블랙 LAK

2-TONE EXTERIOR COLOR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그랜드 화이트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사일런트 실버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플래티넘 그레이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바디컬러 체리 레드
바디컬러 댄디 블루
루프/리어 스포일러/아웃사이드 미러 루프/리어 스포일러/아웃사이드 미러
화이트
화이트

바디컬러 스페이스 블랙
루프/리어 스포일러/아웃사이드 미러
화이트

*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V3, UPBEAT 트림에서 선택 가능 *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 시 세이프티 선루프 적용 불가 * 블랙 루프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 컬러는 바디컬러가 적용되며, 화이트 루프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 컬러는 화이트가 적용됨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PLUS COLOR

바디컬러 그랜드 화이트

바디컬러 스페이스 블랙

R-PLUS 전용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저공해 3종
티볼리 가솔린은 초저공해차
(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로
인증받아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 가능

저공해 3종 차량 혜택
공영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

공항주차장

최대 60% 할인

최대 80% 할인

최대 50% 할인
* 일부 지자체 시설 및 주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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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ING
커스터마이징 옵션 선택

프리미엄 액세서리
구매 방법

신차 구매 시, 해당 영업소에 용품 선택하여 장착 의뢰하시면
차량 출고사무소에서 장착 완료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mall.smotor.com)에 접속하여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착 작업은 가까운 지정 장착점에서 가능합니다.
* 장착 공임 별도

mall.smotor.com

오프라인
용품 전문매장 및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보증기간 및
A/S
상세 구매방법 및 A/S 문의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080-500-5582

보증 구분
•고객이 구입하신 용품에 대한 보증은 본 내용 및 차량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보증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상적 관리/사용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 용품을 구성하는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용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

보증 기간
보증수리 기간은 신차 판매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및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구분 :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기간 : 1년 •보증 주행거리 : 20,000km

코란도

일체형 루프박스(블랙/화이트) 1,290,000원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원

고정식 사이드 스텝(좌/우) 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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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형 공기청정기 270,000원

LED 도어스커프 110,000원

스포츠 페달 39,000원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원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210,000원

순정용품 쇼핑몰 리뉴얼 오픈(mall.smotor.com), 다양한 순정 악세서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

일체형 루프박스(화이트/블랙) 1,210,000원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원

루프형 공기청정기 270,000원

플로팅 무드 스피커 340,000원

도어 가니쉬(좌/우) 180,000원

휀더 가니쉬(좌/우) 70,000원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200,000원

립 스포일러(화이트/레드/블랙) 80,000원

LED 도어스커프 110,000원

스포츠 페달 39,000원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원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210,000원

티볼리 에어 차박 패키지(텐트/에어매트)

차박용 텐트

360,000원

에어매트

100,000원

* 차박용 텐트 : 립스탑 250D 소재, 테프론 발수, PU가공, UV코팅, 사이즈(수납 시 550mm X 200mm X 200mm, 장착 시 1450mm X 1550mm X 1450mm)•A3트림에서 선택 가능•타프 폴대/테이블/의자 등 소품은 연출용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 에어매트 구성품 : 에어매트, 쿠션 겸 베개(2ea), 에어펌프, 리페어 키트, 수납 가방, 사이즈 1300mm X 1850mm X 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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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일체형 루프박스(블랙/화이트) 790,000원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원

루프형 공기청정기 270,000원

플로팅 무드 스피커 340,000원

스포츠 페달 39,000원

도어 가니쉬(좌/우) 180,000원

휀더 가니쉬(좌/우) 70,000원

사이드 실 세트(좌/우) 240,000원

윙 스포일러 160,000원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200,000원

LED 도어스커프 110,000원

뉴 스키드 플레이트 세트(앞/뒤) 260,000원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원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210,000원

레이디 패키지(레드 컬러) 100,000원

헤드레스트 후크(가방걸이)

키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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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패드

선바이저 카드포켓

클러치백

올 뉴 렉스턴

고정식 사이드 스텝(좌/우) 350,000원

일체형 루프박스(블랙/화이트) 1,450,000원

도어 스팟램프 100,000원

플로팅 무드 스피커 400,000원

스포츠 페달 39,000원

차박용 텐트 360,000원

트레일러 히치 13핀(BRiNK) 1,200,000원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원

러기지 트레이(5인승 전용) 70,000원

에어매트 100,000원

테일게이트 LED 램프 110,000원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210,000원

빌트인 공기청정기 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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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렉스턴 스포츠

루프박스(블랙/화이트) 1,000,000원

전동식 사이드 스텝(좌/우) 1,350,000원

고정식 사이드 스텝(좌/우) 350,000원

LED 도어스커프 110,000원

트레일러 히치 13핀(BRiNK) 1,200,000원

휴대폰 무선 충전기(15W) 150,000원

플로팅 무드 스피커 390,000원

도어 스팟램프(1열 운전석/조수석) 100,000원 빌트인 공기청정기 370,000원

3D 매트(1열/2열) 140,000원

3D 데크매트 90,000원

2열 시트 언더트레이 190,000원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좌/우) 550,000원

리어스텝 300,000원

슬라이딩 베드 480,000원

멀티 유틸리티 박스 510,000원

테일게이트 이지오픈 클로즈 50,000원

스포츠 페달 39,000원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원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210,000원

슬라이딩 커버 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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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커버 1,000,000원

플랫커버 1,100,000원

두근두근, 다이내믹한 레저 라이프가 시작된다

모던 롤바 640,000원

유틸리티 롤바 640,000원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300,000원

루프 바스켓 670,000원

스포츠 바 530,000원

픽업에서 SUV로의 변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링과 넉넉한 수납까지 렉스턴 스포츠 데크탑

디럭스 쿠페탑(G9) 1,595,000원

하이탑(G10) 1,793,000원

엣지탑(G7) 1,628,000원

하프탑(G5) 1,375,000원

디럭스 하드탑(G4) 1,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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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렉스턴 스포츠 칸

루프박스(블랙/화이트) 1,000,000원

전동식 사이드 스텝(좌/우) 1,350,000원

고정식 사이드 스텝(좌/우) 350,000원

트레일러 히치 13핀(BRiNK) 1,300,000원

LED 도어스커프 110,000원

휴대폰 무선 충전기(15W) 150,000원

플로팅 무드 스피커 390,000원

도어 스팟램프(1열 운전석/조수석) 100,000원 빌트인 공기청정기 370,000원

3D 매트(1열/2열) 140,000원

3D 데크매트 110,000원

2열 시트 언더트레이 190,000원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좌/우) 550,000원

리어스텝 300,000원

슬라이딩 베드 610,000원

멀티 유틸리티 박스 510,000원

테일게이트 이지오픈 클로즈 50,000원

스포츠 페달 39,000원

에어컨 습기 건조기 150,000원

아이나비 블랙박스(16GB) 210,000원

슬라이딩 커버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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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커버 1,100,000원

플랫커버 1,200,000원

거침없고, 한계없는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의 확장

모던 롤바 690,000원

유틸리티 바 690,000원

스포츠 바 530,000원

벙커 롤바 950,000원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300,000원

루프 바스켓 670,000원

픽업에서 SUV로의 변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링과 넉넉한 수납까지 렉스턴 스포츠 칸 데크탑

디럭스 쿠페탑(L9) 1,980,000원

노블 하드탑(L7) 1,925,000원

하이탑(L10) 1,870,000원

그랜드 하프탑(L6) 1,837,000원

뉴 디럭스 하드탑(L4) 1,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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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원표
올 뉴 렉스턴 2.2LET 디젤 엔진

뉴 렉스턴 스포츠 2.2LET 디젤 엔진

뉴 렉스턴 스포츠 칸 2.2LET 디젤 엔진

전장(mm)

4,850

5,095

5,405

전폭(mm)

1,960

1,950

1,950

전고(mm)

1,825

1,840(1,870) / 다이내믹 패키지 1,850(1,880)

1,855(1,885) / 다이내믹 패키지 1,865(1,895)

1,620 / 1,620

1,640 / 1,640

1,640 / 1,640

895 / 1,090

890 / 1,105

890 / 1,305

2,865

3,100

3,210

215

215

203

엔진형식

2.2 디젤

2.2 디젤

2.2 디젤

구동방식

2WD / 4WD

2WD / 4WD

2WD / 4WD

2,157

2,157

2,157

202 / 3,800

M/T : 202 / 3,800, A/T : 202 / 3,800

202 / 3,800

45 / 1,600 ~ 2,600

M/T : 40.8 / 1,400 ~ 2,800,
A/T : 45 / 1,600 ~ 2,600

45 / 1,600 ~ 2,600

제동장치(전/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현가장치(전/후)

더블 위시본 /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

더블위시본 / 5링크 코일 스프링

더블위시본, 5링크 코일 스프링 / 리프 스프링

연료탱크 용량(ℓ)

70

75

75

구분

윤거 전/후(mm)
오버행 전/후(mm)
축간거리(mm)
최저지상고(mm)

배기량(cc)
최고출력(ps/rpm)
최대토크(kg · m/rpm)

* 전고 수치의 ( )는 샤크 안테나 적용 기준

* 전고 수치의 ( )는 샤크 안테나 적용 기준

2022 코란도
1.5GDi Turbo 엔진

2022 코란도
1.6LET 친환경 디젤 엔진

2022 티볼리 에어 1.5GDi Turbo 엔진

2022 티볼리 1.5GDi Turbo 엔진

전장(mm)

4,450

←

4,480

4,225

전폭(mm)

1,870

←

1.810

1,810

전고(mm)

1,630(1,635)

←

1,645(1,660)

1,615(1,620)

윤거 전/후(mm)

1,595 / 1,620

←

1,560 / 1,560

1,560 / 1,560

910 / 865

←

890 / 990

880 / 745

2,675

←

2,600

2,600

185

←

180

178

엔진형식

1.5 터보 가솔린

1.6 디젤

1.5 터보 가솔린

1.5 터보 가솔린

구동방식

2WD / 4WD

←

2WD

2WD / 4WD

1,497

1,597

1,497

1,497

최고출력(ps/rpm)

170 / 5,000 ~ 5,500

136 / 4,000

163 / 5,000 ~ 5,500

163 / 5,000 ~ 5,500

최대토크(kg · m/rpm)

28.6 / 1,500 ~ 4,000

33 / 1,500 ~ 2,500

A/T : 26.5 / 1,500 ~ 4,000

M/T : 28.6, A/T : 26.5 / 1,500 ~ 4,000

제동장치(전/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현가장치(전/후)

맥퍼슨 스트럿 /
독립현가 멀티링크

←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멀티링크)

연료탱크 용량(ℓ)

50

47

50

50

구분

오버행 전/후(mm)
축간거리(mm)
최저지상고(mm)

배기량(cc)

* 전고 수치의 ( )는 패션 루프랙 적용 기준

34 주요 제원표

* 전고 수치의 ( )는 패션 루프랙 적용 기준

* 전고 수치의 ( )는 패션 루프랙 적용 기준
* 현가장치의 ( )값은 4WD 적용 기준

쌍용자동차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 오토캠핑 빌리지, 쌍용 어드벤처
실시간 예약

www.syautocamp.com

자연 산림욕이 가능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잘 갖추어진 캠핑장 어메니티
쌍용자동차 그리고 캠핑 장비만 갖추었다면, 특별한 휴식을 위해 떠나 보세요!

쌍용 어드벤처만의 섬세한 어드밴티지

WIDE Space

쌍용 어드벤처만의 원대한 프로미스

SAFETY First

ONE Price

고객 안전을 위한 24시간 상시 안전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 항상 동

일반 캠핑사이트 대비 더 넓고

늘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섬세한 방역 프로세스 운영

관리 프로세스 시행

일하고 합리적인 요금 책정

쾌적한 확장형 캠핑사이트 제공

입소고객 전원 발열 체크 및 전자 출입 명부(KI-PASS) 등록

바이러스 ZERO를 위한 클린 안심존

한 눈에 보는 쌍용 어드벤처

: 쌍용어드벤처
SSANGYONG MOTOR 35

www.smotor.com

쌍용자동차는 전국 모든 대리점에서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가겠습니다.
구입문의

2022.01.01~ 01.31

쌍용자동차는 SY 오토 캐피탈, KB 캐피탈 파트너스와 함께 합니다.
본 인쇄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차량별 특장점은 차급 및 선택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