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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OF THE NEW BMW 7 SERIES.

CARBON CORE.  
지능형 경량 구조가 차체의 견고함은 더하고, 드라이빙의 역동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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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eDRIVE.  
혁신적인 플러그인1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트레인으로 2.1l/100km의 뛰어난 연비를 달성하고  
CO2를 단지 49g/km2 만 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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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GESTURE CONTROL & BMW TOUCH COMMAND.  
혁신적인 차량 조작 기술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편의 장비,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34

BMW LASERLIGHT.  
운전시 가시성이 최대 600m까지 확장되고, 광도가 기존보다 높아져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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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LOUNGE PANORAMIC GLASS SUNROOF & EXECUTIVE LOUNGE.
롱 휠베이스가 적용된 BMW 뉴 7시리즈의 뒷좌석은 최고 수준의 안락함과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38

1 2016년 출시예정.
2 EU기준.

DRIVING LUXURY.
T H E  N E W  B M W  7  S E R I E S .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BMW 7 SERIES 
AUGMENTED

 

스마트폰으로 이 그림을 스캔하면 
브로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BMW Augmented 앱을 통해 
BMW 뉴 7시리즈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BMW Augmented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BMW 뉴 7시리즈의 
혁신적인 하이라이트를 경험해 
보십시오. 

2016년은 BMW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ext100.bmw 에서 확인하세요.

 DRIVING LUXURY.

INNOVATION AND TECHNOLOGY.

BMW EFFICIENT DYNAMICS:  
최고의 효율성과 다이내믹 기술이 전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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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MW 7 SERIES WITH eDRIVE:  
하이브리드를 가장 다이내믹하게 운전하는 방법.

28

CHASSIS:  
최상의 주행 역동성을 위한 최고의 기반.

30

BMW CONNECTED DRIVE:  
드라이빙이 제공하는 최상의 자유.

32

THE MODELS SHOWN.

BMW 750Li xDrive WITH PURE EXCELLENCE INTERIOR:
450마력 BMW 트윈파워터보 V8 가솔린 엔진, 바이컬러 20" 경합금휠 V-스포크
스타일 628과 앞/뒤 다른 규격의 타이어, 소피스토 그레이 브릴리언트 이펙트 외장 색상,
전용 아이보리 화이트 나파 가죽 시트, 포플러그레인 그레이 화인 우드 인테리어 트림.

06

INDIVIDUALITY AND CHOICE.

EQUIPMENT: BMW 모델, BMW 인디비주얼, 장비 하이라이트, 휠과 타이어, 
BMW 오리지널 액세서리.

42

COLOURS: 익스테리어/인테리어 색상의 세계.60

TECHNICAL DATA: 차량 중량, 엔진, 변속기, 성능, 연비, 휠, 외형치수.64

BMW SERVICE: BMW 서비스, BMW 파이낸셜서비스, BMW 익스피리언스.66

LIGHTING TECHNOLOGY AND SAFETY:
BMW의 최신 혁신이 제공하는 최적화된 안전.

36

BMW 730d xDrive WITH PURE EXCELLENCE INTERIOR:
265마력 BMW 트윈파워터보직렬 6기통디젤 엔진, BMW 인디비주얼 20" 경합금
휠 V-스포크스타일 649 I와앞/뒤 다른 규격의 타이어, 아크틱그레이브릴리언트이펙트
외장 색상, 아이보리 화이트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 시트, 메탈인레이가 가미된 아메리칸 
오크 브라이트 화인우드 인테리어 트림.

COMFORT AND AMBIENCE:
가장 높은 수준의 편안함.

38

연료 소비와 CO2 배출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4/65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MW의 진보된 기술력, 당신은 그 누구보다 먼저 다가올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존재감과 최고의 섬세함, 그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만나보십시오. 

기대를 넘어선 드라이빙 럭셔리, BMW 뉴 시리즈입니다. 

진 보,
그리고 드라이빙 럭셔리.

동영상 클립으로 
BMW 뉴 시리즈

경험해 보십시오.



현대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BMW 뉴 시리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그 자체입니다. 
넓은 수직 키드니 그릴의 전면부는 역동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유려한 측면 라인은 후면 

프로파일로 이어져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과 자신감 넘치는 운동성을 표출합니다. 
가장 섬세하고 우아한 럭셔리, 바로 BMW 뉴 시리즈입니다.

혁 신 적 인  디 자 인
파워.

BMW 뉴 시리즈의 
색상별 다양한 각도를 
경험해 보십시오.



견 고 함 의
끝을 만나다.

BMW 경량 구조 컨셉인 카본 코어(Carbon Core)가 BMW 뉴 시리즈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능형 하이브리드 설계의 일환인 이 구조는 카본 화이버를 차체에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 공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차량 중량과 연료 소모를 줄이고 차체 견고함과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증가됩니다. 시대를 앞서는 혁신, 운전자에게 새로운 감동의 드라이빙을 보장합니다. 

D로 
경량 구조 컨셉 카본 코어를 

경험해 보십시오.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
진 보.

BMW 뉴 7시리즈에는 최첨단 드라이브 트레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BMW 뉴 7시리즈의 최첨단  
BMW eDrive1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장점을 매우 효과적이고 다이내믹하게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2.1l/100km2의 연비를 달성하고, 49g/km2만 CO2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 2016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2 EU 기준.

독보적인
클래스.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몸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앉는 순간, 
전혀 새로운 클래스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동반석 뒷좌석은 여러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확장식 

풋레스트를 펼치면 원하는 자세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더 여유로운 레그룸, 사방으로 
시원하게 트인 시야를 통해 쾌적함과 편안함이 가득한 완벽한 여행을 즐겨보십시오.



감 성 이  흐 르 는 
드라이빙.

BMW 뉴 시리즈를 타는 순간부터 편안함과 여유가 함께합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다리를 뻗고 몸을 눕히면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BMW 터치커맨드 테블릿을 이용하면 뒷좌석에서도 차량의 수많은 기능과 세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면서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스카이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선루프가 만 천여개의 

라이트 요소로 성급 이상의 호텔 분위기를 연출해 완벽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인터렉티브 D로
특별한 실내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손 끝에서 기술의 진보가 시작됩니다. 작은 손동작만으로도 BMW 뉴 시리즈의 혁신적인 파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조작 동작을 완벽하게 연구한 BMW 제스처컨트롤(BMW Gesture Control)은 미리 설정된 가지 손동작을 인식해 
더 직관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합니다. 단지 손가락만 가리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조작 기능은 BMW 터치 컨트롤(BMW 

Touch Control)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 최고의 안락함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동작 센서의 진보는 BMW 셀렉티브 빔(BMW 
Selective Beam, 눈부심 방지 하이빔 어시스턴트) 내장 BMW 레이저 라이트(BMW Laserlight)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하이빔의 강렬한 조명으로 시야가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스티어링 컨트롤 어시스턴트로 km/h 이하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핸들 회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손 끝으로 
말 하 다.

인터렉티브 D로
BMW레이저라이트의 혁신을 

느껴보십시오. 



BMW 뉴 시리즈는 언제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짧은 휠베이스에서 조차 느껴지는 
강력한 존재감. 비교를 거부하는 독보적인 우월함으로 BMW 고유의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를 
창조합니다. 그 어떤 상황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지켜내는 선구적 기술, 강력한 주행 경험이 

역동성과 안락함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디 테 일
차이를 만들다. 



BMW 뉴 시리즈의 디자인 키워드, 그것은 완벽입니다. 전면부는 확장된 키드니그릴 프레임과 정교하게 설계된 헤드라이트 
윤곽이 폭넓은 차체를 강조합니다. 측면 프로파일은 아름다운 디테일로 감동을 자아냅니다. 부드럽게 경사진 루프라인과 정밀한 

더블 스웨이지 라인으로 더 길어보이는 차체는 BMW 뉴 시리즈만의 독특한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후면부의 L자 형태의 
라이트바를 포함한 BMW 고유의 점등 장치가 BMW 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글라스 형태로 통합되어 파워풀한 캐릭터를 

한층 더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눈을 뗄 수 없는 BMW 뉴 시리즈의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디자인 언어의
특별한 악센트.



BMW 뉴 시리즈 인테리어는 시대를 초월하는 최상의 럭셔리를 구현합니다. 뒷좌석 탑승자는 
이제껏 보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장비, 정밀한 내장재의 품격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주를 이루는 

수평 라인과 구조가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정밀하고 완벽하게 정렬된 표면, 운전자의 맞춤 크롬 마감재가 
고품격 감성을 표현합니다. 또한, BMW iDrive 시스템은 우아한 파인 우드 혹은 화인 브러시드 알루미늄 

소재 위에 배치되어 높은 시각적 정교함을 발산합니다. BMW 뉴 시리즈, 완벽만이 영감이 됩니다. 

더 이상
무 엇 을  바 라 는 가.



BMW EFFICIENT DYNAMICS: 최고의 효율성과 다이내믹 기술이 전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THE BMW 7 SERIES WITH eDRIVE: 하이브리드를 가장 다이내믹하게 운전하는 방법.

CHASSIS: 최상의 주행 역동성을 위한 최고의 기반.

BMW CONNECTED DRIVE: BMW 드라이빙이 제공하는 최상의 자유.

LIGHTING TECHNOLOGY AND SAFETY: BMW의 최신 혁신이 제공하는 최적화된 안전.

COMFORT AND AMBIENCE: 가장 높은 수준의 편안함. 

 INNOVA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technology26 | 27

 BMW EfficientDynamics
최고의 효율성과 다이내믹 기술이 전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BMW 이피션트다이내믹스는 연료 소모와 유해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행 역동성과 드라이빙 전율은 극대화하는 BMW의 획기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은 드라이브트레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차량 컨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술패키지로 BMW 전차종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BMW 뉴 7시리즈의 자체는 알루미늄과 강철, 더불어 카본(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CFRP)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혼합구조는 동급 유일하며, 기존 모델 
비해서도 130kg 가벼워진 중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중량 감소를 위해 전체적인 컨셉부터 작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조율되었으며 이를 통해 거의 완벽한 
50:50의 무게 배분, 최고의 비틀림 강성, 더욱 낮아진 무게 중심이 가능해졌습니다. BMW 이피션트라이트웨이트(BMW EfficientLightweight)구조는 주행의 
안락함과 핸들링 및 민첩성을 향상시키며 연료소모와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상적인 DNA를 창조합니다. 한마디로, BMW 뉴 7시리즈는 혁신적 경량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리더입니다. 

카본 코어.

BMW EFFICIENTDYNAMICS.
최고의 효율성과 다이내믹 기술이 전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1 연비와 CO2 배출량은 휠과 휠 치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64 | 6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성능,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본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 해당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BMW 운전자들이 기대하는 압도적인 가속력. 이피션트다이내믹스 기술로 탄생한 뉴 BMW 트윈파워 터보 V8 가솔린 엔진은 탁월한 반응성과 
높은 동력 유지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 엔진은 2 대의 터보 차저와 더블-바노스(Double-VANOS)를 포함한  
밸브트로닉(Valvetronic) 완전 가변 밸브 컨트롤과 고정밀 연료 분사장치(High Precision Injection)를 결합하여 1,800-4,500rpm에서 최대  
67.6 Kgf.m 토크까지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330kW(450hp)의 최대 출력을 보여주는 V8 엔진은 단 4.7/4.7초 및 4.4/4.5초 내에 0에서 100km로 
가속합니다. 고정밀 연료 분사 장치로 연료 사용이 매우 효율적이며 자동 스타트/스톱 기능은 주행 중 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연료소모를 줄여
줍니다. 이 엔진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100km1 당 7.9–8.1/8.0–8.3리터 및 8.1–8.3/8.3–8.5리터의 복합 연비와 184–189/187–192g/km 
189–194/192–197g/km1의 CO2 배출량이 가능합니다. 이는 탁월한 성능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인 수치로, 엔진부문에서 축적한 BMW의 전설적인 
노하우를 다시 한 번 입증합니다.

750Li xDrive의 BMW 트윈파워 터보 V8 가솔린 엔진.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은 최첨단 에어로다이내믹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장치는 냉각 기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에어벤트가 내장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동식으로 닫게함으로서 엔진룸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감소시키고 에어로다이내믹 성능과 연비를 최적화합니다.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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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MW 7 Series with eDrive.
하이브리드를 가장 다이내믹하게 운전하는 방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결합된 BMW eDrive 기술은 시내 주행 시에 오로지 전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CO2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주행 시에는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전기 모터와 엔진 간의 상호작용을 높여 최대의 효율성을 달
성했습니다.

BMW 740e1는 리튬 이온 고압 배터리, 전기 모터 및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BMW eDrive 드라이브 트레인 컨셉을 특징으로 합니다. 
BMW 740e는 eDriv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BMW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를 결합해 어떠한 기상 조건이나 노면 상태에서도 견인력과 
안정성, 그리고 민첩성을 보장합니다.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탑재된 4기통 가솔린 엔진의 190kW(258hp) 출력, 전기 모터의 83kW(95hp) 출
력, 9.2Wh 용량의 리튬 이온 고압 배터리가 결합되어 240kW(326hp)의 시스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지능형 에너지 관리는 전기 모터와 엔진 간의 모
든 상호작용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전기 모터는 필요한 출력과 잔여 배터리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차량을 구동하거나 엔진을 지원할 수도 있습
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코스팅 모드로 주행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 에너지는 전기 구동 시스템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전기로만 구동 시 차량은 시간당 40km에서 최대 120km의 속도를 냅니다.

eDrive가 탑재된 BMW 뉴 7시리즈.1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출시 예정. 
2 EU 기준.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상태, 휠과 타이어의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모터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

BMW 360° Electric. eDrive가 탑재된 BMW 뉴 7시리즈는 BMW i 월
박스를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충전소
나 가정용 콘센트를 통해서도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차량 구입시 제공된 케이블을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 소켓에 꽂아 
충전하거나 BMW 액세서리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을 이용해 공공충전소에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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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sis.
최상의 주행 역동성을 위한 최고의 기반.

BMW 뉴 7시리즈에 탑재된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들이 유기적, 지능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최고의 드라이빙 전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Executive Drive Pro)는 뛰어난 승차감과 역동적인 핸들링 특성을 결합한 서스펜션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처음으로 전자 기계식 
제어방식을 채택한 액티브 롤 스태빌라이제이션은 선회 및 직진 주행시 자체 기울어짐을 감소시킵니다. 전륜 및 후륜 차축에 장착된 액티브안티-롤 바를 기반으로하는 
이 시스템은 주행중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Dynamic Damper Control), 내비게이션 시스템 데이터 통합, 운전 스타일 분석, 카메라로 
감지한 노면 조건에 맞춰 선행적으로 작동하는 서스펜션 프리컨디셔닝,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승차감이 더욱 향상됩니다.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BMW xDrive는 까다로운 도로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하여 항상 최대한의 트랙션을 발휘합니다. xDrive와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은 
차량의 안전성을 최상의 상태로 보장합니다. DSC 센서시스템으로 제어하는 xDrive는 앞/뒤 차축간에 구동력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배분해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핸들링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도로 조건에서 DSC의 개입 빈도도 줄어듭니다. BMW xDrive
는 사륜구동의 장점인 트랙션, 주행 안전성과 핸들링뿐만 아니라 BMW만의 민첩성을 더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지켜갑니다.

어댑티브 모드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의 지능형 상호작용 기능입니다. 운전자는 어댑티브 모드외에도 스포츠, 컴포트, ECO PRO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드는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 서스펜션 제어 시스템, 스티어링,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에 영향을 주며, 선택한 주행모드(컴포트/스포츠)에 따라서 
현재 주행상황에 맞는 세팅을 지속적으로 조절합니다. 어댑티브 모드를 선택하면 킥다운, 스티어링휠 움직임, 크루즈 컨트롤, 개개인의 운전 스타일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실시간 내비게이션과도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지나게 될 커브길과 교차로 및 변화하는 도로조건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서스펜션을 조절합니다.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은 운전자가 주행 상황에 따라 댐퍼 특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과 주행 역동성이 향상됩니다. 더 안락해진 기본 컴포트모드 외에도, 
역동적인 댐퍼 세팅의 스포츠모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액슬 에어 서스펜션은 매우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장하는 동시에 뛰어난 주행 역동성을 제공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강철 서스펜션과 달리 공기로 채워진 
고무패드를 포함하며, 이 패드의 공기압을 조절해 하중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레벨을 유지합니다. 스포츠모드를 선택하거나 컴포트모드에서 고속 주행 시 차체는 
10mm 낮아집니다. 또한, 별도의 레벨 조절 버튼을 이용해 차체를 20mm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차는 드라이빙익스피리언스컨트롤 세팅과 무관하게 약 
35km/h 이하의 속도에서 차체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차량이 자동으로 높아진 차체를 다시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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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ConnectedDrive
최고의 안전성과 최첨단 네트워크 서비스로 완성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

우리의 일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워진 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세상, 이곳에서 BMW 운전자는 보다 원활한 소통을 즐길 수 있습니다.  
BMW 커넥티드드라이브(BMW ConnectedDrive)는 BMW 차량과 탑승자를 외부와 연결, 주변 교통 상황과 이어주는 모든 서비스와 기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BMW 커넥티드드라이브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다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락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혁신적인 BMW 뉴 7시리즈 기술들은 주행 및 주차,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주며 모든 면에서 즐거운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은 BMW 7시리즈에서의 여정이 편안하도록 지능적으로 통합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합니다. 
트래픽 잼 어시스턴트 기능을 포함하는 스티어링 및 래인 어시스턴트 기능은 단조로운 주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0-210Km/h 
사이의 속도에서 어떠한 노면 상태를 만나든 편안한 스티어링 모드를 지원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중일 
때는 측면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 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운전자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앞뒤 차량을 감지하고, 차선 유지 기능을 통해 측면 충
돌을 막아주어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BMW 7시리즈를 통해 가장 진보된 테크놀로지를 경험해보십시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BMW 커넥티드드라이브의  
매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BMW 커넥티드드라이브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은 BMW와 함께하는 모든 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능적인 기술을 통해 
BMW 뉴 7시리즈의 혁신성과 편리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실 것입니다.

1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이 저하됩니다. 장비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표시되며, 기능에 따라서는 추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MW 풀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1 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전면 유리에 표시되는 다양한 정보를 보며 오직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 현
재 속도, 내비게이션 안내, 추월 금지 등의 규정 속도 정보 및 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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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ConnectedDrive
최고의 안전성과 최첨단 네트워크 서비스로 완성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

BMW 커넥티드드라이브는 다양한 서비스 및 어시스턴스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합니다. BMW 커넥티드드라이브 서비스와 앱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와 차량을 외부 세상과 연결해 더 많은 자유를 선사합니다. 주행 중에 통화, 이메일 발송,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의 움직임만으로 차량 내부에서 최신 기술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BMW 제스처 
컨트롤을 이용하여 BMW 뉴 시리즈의 특정 컨트롤 디스플레이 기능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위핑, 포인팅 등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음량 
조절, 착신 전화 수락/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수행합니다.

BMW 제스처 컨트롤(BMW Gesture Control).

뒷좌석 태블릿으로 차량의 구성과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시 트 세팅과 
에어 컨디셔닝부터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과 전화 기능까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통해 인터넷 연결도 가능합니다.

BMW 터치 커맨드(BMW Touch Command).

무선 충전이 가능한 텔레포니가 포함된 커넥티드드라이브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운전자가 주요 파트너 혹은 정보와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해서 보다 편안하고 
진보적인 드라이빙을 가능케합니다.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는 페이스북, 인터넷 라디오, 메시지 딕테이션(음성 인식 받아쓰기)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앱을 
제공합니다.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의 다채로운 능력을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시어지 서비스(가제)를 이용하면 BMW 콜센터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결 즉시 에이전트가 특정 레스토랑, 가까운 현금 지급기, 약국 위치 등을 찾아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직접 주소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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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ing technology and safety.
BMW의 혁신이 지키는 최고의 안전성.

BMW 뉴 7시리즈는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최상의 핸들링과 혁신적인 장비 보장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해 여러 도로 조건에서도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감응형 레이저 상향등 모드에서 BMW 레이저라이트는 기존 헤드라이트의 두 배 강도, 최대 600m까지 조명을 비춰줍니다. 이를 통해 야간 전방 시야는 더 
넓어지고 안전성은 크게 증가됩니다. LED 하향등 헤드라이트와 레이저 모듈이 내장된 LED 상향등 또한 이 장비에 포함됩니다. BMW 레이저라이트는 종래 광원에 
비해 10배나 강력한 빛을 발산합니다. BMW 레이저라이트가 내장된 헤드라이트는 블루 디자인 액센트와 "BMW Laserlight" 레터링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구분됩니다. BMW 레이저라이트는 LED 주차등, LED 주간 주행등, LED 방향 지시등, LED 코너링 라이트,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BMW 셀렉티브 빔(BMW 
Selective Beam, 눈부심 방지 하이빔 어시스턴트)를 포함합니다. 

BMW 레이저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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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나이트 비전(BMW Night Vision)은 보행자 인식 기능이 내장돼 
야간 운전 중 차량 전방에 사람이나 큰 동물이 도로 위에 나타나면 경고를 보내고, 
컨트롤 디스플레이 상에 적외선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후방 교차 차량 경고 장치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의 후면 충돌 보호장치는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하고 충돌 위험을 감지합니다. 경고 
인디케이터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후방 차량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액티브 프로텍션은 차량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긴급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각종 장치의 작동에 개입하며, 사고가 발생 후에는 
브레이크를 잡아 차를 정지시킵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1 는 70km/h 이상의 
속도에서 차선표시를 인식하고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이 발생하면 스티어링 휠을 
진동시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차선변경 경고장치(Lane 
Change Warning)1 는 운전자의 사각 지대에 다른 차가 들어오면 스티어링 
휠을 진동시키고사이드 미러에 깜박거리는 사인을 띄워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풀 시티 브레이킹이 내장된 접근 제어 경고장치1는 상대 차량을 감지하고, 
보행자 경고장치1 는 도로 위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이 기능은 사고 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미리 조절하기도 합니다. 만약 충돌이 임박한 
경우, 시스템이 풀 브레이킹을 자동으로 시행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차선 유지 어시스턴트가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측면 충돌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핸들링 조정에 개입하여, 
부주의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거나 측면부 물체와 충돌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1 드라이빙 어시스턴스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플러스 장비의 일부입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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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fort and ambience.
 최고 수준의 편안함. 

BMW 뉴 7시리즈 탑승자는 누구나 최상의 편안함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요소 요소에서 고품격 소재와 완벽한 장인정신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인테리어는 최고의 드라이빙 경험과 차별화된 분위기를 약속합니다. 도어를 닫고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여는 순간 낮이나 밤이나 확 트인 시야가 펼쳐지며 내부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실내가 더욱 넓어보입니다. 또한, 다
양한 롤러식 선블라인드는 직사광선이 차단된 쾌적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후면 유리와 뒷좌석 유리에는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리어 도어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각적 효과를 더욱 증대시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1만 5천개 이상의 라이트 요소가 마치 라운지에 있는 듯한 분위
기를 자아냅니다. 6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인테리어 라이트는 쉽게 바꿀 수 있으며, 루프는 슬라이드 및 리프트 기능으로 다양한 환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동 확장되는 일체형 윈드 디플렉터도 있어 주행 시 난기류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반석 뒷좌석에 위치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시트에 마사지 기능과 다양한 조절 기능
이 있어 매우 편안한 여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반석 시트를 더 앞으로 이동시키고 등받이와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접어내리면 레그룸이 최대로 확보
됩니다. 또한, 동반석 밑에 조절 가능한 전동 접이식 풋레스트가 있어 발을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 
리어 콘솔의 충전 홀더에 통합된 BMW 터치 커맨드 태블릿,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익스피리언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운전자는 원하는 대로 
완벽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EQUIPMENT: BMW 모델, BMW 인디비주얼, 장비 하이라이트, 휠과 타이어, BMW 오리지널 액세서리.

COLOURS: 익스테리어/인테리어 색상의 세계.

TECHNICAL DATA: 차량 중량, 엔진, 변속기, 성능, 연비, 휠, 외형치수.

BMW SERVICE: BMW 서비스, BMW 파이낸셜 서비스, BMW 익스피리언스.

 INDIVIDUALITY  
 AND CHOICE.



 THE NEW BMW 7 SERIES.

 사진은 BMW 레이저라이트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 43 Equipment

아크틱 그레이 브릴리언트 이펙트 외장 색상 옵션이 적용된 BMW 730d1와 단조 20" BMW 인디비주얼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49 l의 바이컬러가 적용된 런플랫 타이어.
[ 01 ] 장인정신의 손길이 느껴지는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을 따라 전기 도금된 라디오/에어 컨디셔닝 조작 버튼과 

다기능 버튼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운전석 분위기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 02 ]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전적이고 우아한 디자인: 옵션 품목인 전용 자고라 베이지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컴포트 시트와 하이글로스 
화인우드 화인라인 인테리어 트림의 조화.

옵션 품목인 자토바 메탈릭 외장색상과 옵션 품목인 19" 경합금 휠 더블-스포크 스타일 630이 적용된 
BMW 740Li. 휠: 8.5 J x 19. 타이어: 245/45 R 19.

[ 04 ]

[ 03 ] 19"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20. 휠: 8.5 J x 19. 타이어: 245/45 R 19(옵션사양 품목).[ 05 ]

20"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28, 바이컬러, 앞/뒤 다른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 전륜: 8.5 J x 20 / 
245/40 R 20. 후륜: 10 J x 20 / 275/35 R 20(옵션사양 품목).
[ 06 ]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와 옵션 품목인 마젤란 그레이 메탈릭 외장색상이 적용된 BMW 750Li xDrive1.

 PURE EXCELLENCE DESIGN.

[ 01 | 03 ]

 사진은 BMW 레이저라이트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장비:

-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
-   아이보리 화이트, 캔버라 베이지 또는 모카 색상의 전용 알칸타라로 마감된 헤드라이너
-   우드 소재 확장 적용: 루프 그랩 핸들을 위한 인레이, 리어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를 위한 피니셔, 

뒷좌석 시트벨트 인출구 피니셔
-   센터 콘솔 수납함의 가죽 인레이
-   뒷좌석 하이파일 플로우 매트
-   앰비언트 라이트

익스테리어 장비:

-   크롬 색상의 특정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프론트 범퍼와 독특한 그리드 지오메트리가 적용된 
공기 흡입구

-   크롬 색상의 특정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리어 범퍼
-   추가 크롬이 적용된 테일파이프 트림
-   블랙 아노다이즈드 브레이크 캘리퍼와 BMW 로고가 적용된 특별히 설계된 브레이크
-   안개등
-   라이트 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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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 엑설런스 디자인 패키지는 BMW 인디비주얼 컬렉션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페이지 
참조).

전동 조절식 프론트 컴포트 시트 옵션은(사진: 전용 캔버라 베이지 나파 가죽으로 마감)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에게 
매우 쾌적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우드 인레이가 가미된 애쉬 그레인 체스넛 화인우드 인테리어 트림 옵션이 럭셔리한 
분위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드 적용 가죽 스티어링 휠 옵션은 뛰어난 그립을 제공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조화로운 느낌을 강조합니다.

[ 04 ]

[ 02 ]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좌석 시트벨트 인출구, 루프 그랩 핸들, 리어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에 적용된 우드 소재를 포함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차별화된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사진은 우드 인레이가 가미된 애쉬 그레인 체스넛 화인우드 
인테리어 트림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 05 ]

20" 경합금 휠 W-스포크 스타일 646, 고광택 연마처리, 앞/뒤 다른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 
전륜: 8.5 J x 20 / 245/40 R 20. 후륜: 10 J x 20 / 275/35 R 20.
[ 06 ]

 

 

  

 



M 스포츠 패키지와 옵션 품목인 미네랄 화이트 메탈릭 외장색상이 적용된 BMW 750Li xDrive.*

 M SPORT PACKAGE.

[ 01 | 03 ]

*  추후 출시될 d xDrive에 적용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장비:

- M 도어실 피니셔(조명식)와 M 운전석 풋레스트
- 블랙 M 파이핑이 적용된 블랙 다코타 가죽 컴포트 시트(다른 마감재도 선택 가능)
-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
-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
- BMW 인디비주얼 안트라사이트 또는 알칸타라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
- 메탈 이펙트가 가미된 하이글로스 블랙 화인라인 화인우드 인테리어 트림(다른 마감재도 
     선택 가능)
- 컬러 가변 앰비언트 라이트
- 차별화된 M 표시가 적용된 차량 키

익스테리어 장비:

- M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프론트 에이프런, 사이드 스커트, 다크 섀도우 메탈릭 디퓨저 
     인서트가 있는 리어 에이프런 제공)
- 19" M 경합금 휠 더블-스포크 스타일 647 M과 앞/뒤 다른 규격의 타이어, 또는 
   옵션 품목인 20" M 경합금 휠 더블-스포크 스타일 648 M과 앞/뒤 다른 규격의 타이어
- LED 안개등
- 차량 측면부에 부착된 M 표시
- 크롬 실버 또는 크롬 다크1 색상의 테일파이프 트림
- 전용 카본 블랙 메탈릭 페인트 피니시 또는 싱가폴 그레이 메탈릭(다른 페인트 피니시도 선택 가능)
- 독특한 음색을 가진 M 스포츠 배기 시스템2

- 크롬 실버 또는 크롬 다크1 색상의 특정 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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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인디비주얼 컬렉션은 M 스포츠 패키지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50/51 페이지 참조).

기본 컴포트 시트(사진: 옵션 품목인 전용 모카 타파 가죽으로 마감) 그리고 메탈 이펙트가 가미된 하이글로스 
블랙 화인라인 화인우드 인테리어 트림이 인테리어에서 역동적인 인상을 창출합니다. 

기본 스텝트로닉 8단 스포츠 자동변속기 그리고 시프트 패들이 부착된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이 조합되어 
변속시 최고의 안락함과 눈에 띄는 역동성을 제공합니다. 

[ 04 ]

[ 02 ]

  크롬 다크 색상의 디자인 요소 및 크롬 다크 색상의 테일파이프 트림은 BMW 인디비주얼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 적용시에만 제공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에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 로고가 각인된 도어실 피니셔가 한 눈에 스포티한 개성을 드러냅니다. [ 05 ]

20" M 경합금 휠 더블-스포크 스타일 648 M, 바이컬러, 앞/뒤 다른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 
전륜: 8.5 J x 20 / 245/40 R 20. 후륜: 10 J x 20 / 275/35 R 20
[ 06 ]

 

 

  

 



iOS 및 안드로이드 BMW 인디비주얼 앱으로 인터렉티브  
BMW 인디비주얼을 경험해보세요.

당신만의 개성으로 럭셔리를 표현하십시오. BMW 뉴 7시리즈의 BMW 인디비주얼 컬렉션은 무한한 레퍼토리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현실화합니다.  
독특한 페인트 피니시, 수제 가죽 시트, 인테리어 트림 및 기타 장비 디테일에서 당신만의 스타일을 대변하십시오.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색상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뛰어난 에스테틱으로 당신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할 것입니다. BMW 인디비주얼 컬렉션이 인상적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층 높은 수준의 맞춤 기능과 수준 높은 장인 정신을 원한다면 BMW 인디비주얼 매뉴팩처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드릴 것입니다.  

BMW 인디비주얼의 럭셔리,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B M W  인 디 비 주 얼.
개성의 표현.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BMW 인디비주얼 옵션 장비는 당신만을 위한 차량을 제공합니다. 고품질 장비, 완벽한 기술, 미적 하모니,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특별한 차량이 탄생합니다. 예를들어 최고품질의 엄선된 가죽만을 사용한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풀 가죽 파인 그

레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BMW 인디비주얼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및 피아노 피니시 블랙 인테리어 트림과 가죽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 특별한 염료를 사용하여 도색 마감한 BMW 인디비주얼 메탈릭 알만딘 브라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투톤 처리한 20" 경합금 휠 또한 차량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탁월한 디자인을 놓치지 않은 BMW 인디비주얼의 완벽함을 구현합니다.

B M W  뉴  7 시 리 즈 .
영감으로 가득한 BMW 인디비주얼

짧은 영상을 통해 
BMW 인디비주얼의 
고급스러움을 경험해보세요.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풀 가죽 파인 그레인과 타르투포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피아 

노 피니시 블랙 트림, 그리고 리어 센터 콘솔 뒤쪽에 통합된 BMW 인디비주얼 쿨박스가  
제공됩니다.

메탈릭 알만딘 브라운 BMW 인디비주얼 페인트 피니시와 바이컬러 색상의 단조 20" 
BMW 인디비주얼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49 I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차별화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EQUIPMENT HIGHLIGHTS.

탑승자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뒷좌석 마사지 기능은 근육 수축 이완 
작용을 도와주어 신체 건강 및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앰비언트 에어 패키지는 향기 분산 기능과 공기 이온화 기능을 
포함합니다. 차량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8가지 향수 중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1 ]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 53 Equipment

운전석 및 동반석 컴포트 시트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동 조절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 최고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팅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 03 ] BMW 디스플레이 키는 차량 상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통합 터치 스크린을 통해 일부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05 ]

4개 존 자동 에어 컨디셔닝으로 운전자와 동반석 탑승자, 뒷좌석 양쪽 
승객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컨트롤 유닛은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05 04 02 

01 03 

[ 04 ][ 02 ]

BMW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1는 모든 주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 
시선상에 직접 투영시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존 버전에 비해 75% 
증가됐습니다. 

커넥티드드라이브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터치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프로페셔널, 향상된 텔레포니, 리모트 서비스, BMW 
온라인으로 구성됩니다. 

1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이 저하됩니다. 장비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표시되며, 기능에 따라서는 추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2 러기지 컴파트먼트에 통합시키면 러기지 컴파트먼트 용량이 약 50리터 줄어듭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Drive 터치 컨트롤러(내비게이션 시스템 프로페셔널의 일부)는 
iDrive 컨트롤러 터치 패드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BMW 제스처 컨트롤은 iDrive 터치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손동작으로 특정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바워스&윌킨스(Bowers & Wilkins)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1,400와트의 출력을 내며 실내 모든 곳에 뛰어난 스튜디오급 음질을 
전달합니다. 

[ 06 ]

히트 컴포트 패키지는 추운날에 시트와 스티어링 휠을 쾌적한 온도로 
가열합니다.

무선 충전 기능 내장 텔레포니는 무선 범용 충전 도킹 스테이션, 
블루투스, USB 및 NFC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오피스 등을 제공합니다.

[ 09 ] 탈부착이 가능한 전기식 BMW 인디비주얼 쿨박스는 뒷좌석 
등받이에 통합되며, 15리터의 용량으로 작은 병 1개와 큰 병 2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2 

[ 12 ]

[ 13 ]

09 

10 12 

13 11 

08 

07 

06 

[ 10 ]

[ 11 ][ 08 ]

[ 07 ]



EQUIPMENT HIGHLIGHTS.

[ 01 ]

1	BMW	7시리즈	롱	휠베이스를	위한	롤러식	선블라인드	부품	옵션과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BMW 뉴 7시리즈	롱	휠베이스	기본	품목입니다.	
3 BMW 뉴 7시리즈	롱	휠베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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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 03 ] [ 06 ]

[ 0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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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5 ]

BMW 터치	커맨드는	뒷좌석	편의장비부터	엔터테인먼트에	이르는	
모든	기능을	완전히	통합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선루프3는	여유로운	공간	감각을	
연출하고, LED 기반의	라이트	디자인으로	밤에는 6가지	색상	간에	전환이	
가능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웰컴	라이트	카펫(Welcome Light Carpet)	기능을	포함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

전동	글라스	루프2는	슬라이드/틸트	기능이	있으며	탑승자	기호에	맞춰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난기류	없는	환기와	낮은	풍절음을	보장합니다.

웰컴	라이트	카펫	기능은	차량	도어	앞쪽	영역을	하얀	불빛으로	
조명하여	우아하게	환대받는	기분을	느끼게합니다.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익스피리언스에는 BMW 터치	커맨드,	
블루레이	플레이어, HDMI 연결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뒷좌석	승객의	다양한	
즐거움을	보장합니다.

리어	컴포트	시트는	몇	가지	방향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하며	최적의	
지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시	차별화된	편안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08 ]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 ]

[ 10 ]

[ 11 ]

[ 12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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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어	브리더(Air Breather)는	바람을	앞바퀴	쪽으로	유도하여	
공기저항을	줄이고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상향등을	켜면 BMW 레이저라이트가	최대	조명	범위를	최대 2배인 
600m까지	늘려줍니다.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그리고	블루	디자인	액센트가	
가미된	BMW 셀렉티브	빔을	포함합니다.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그릴은	냉각	요구량에	맞춰	전동식으로	
개폐되는	노출형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상단이	바디	컬러,	하단이	크롬으로	마감됩니다.	전동	
조절	기능,	히팅	기능,	비구면	거울,	자동	눈부심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크롬	
트림에	통합됩니다.

LED 리어	라이트는 2부분으로	분할되어	미등,	제동	등,	방향	지시등,	
후진등에 LED 기술이	적용됩니다.	



하만 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600W 디지털 앰프, 9채널 차량 
맞춤형 이퀄라이저, 16개의 라우드스피커로 구성됩니다. 

EQUIPMENT HIGHLIGHTS.

[ 01 ]

1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옵션의 일부입니다. 
2 일부 인테리어 트림과 함께 제공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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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 어시스턴트는 길이방향 가이던스를 포함하며 완전 자동으로 
도로변 주차공간에 평행주차를 실시합니다. 

서라운드뷰(Surround View)는 시각적 주차 보조 장치로, 리어뷰 
카메라, 탑뷰, 파노라마뷰, 3D 뷰 같은 카메라 기반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 03 ]

[ 04 ] 일반 교통 상황에서 트래픽 잼 지원 기능1을 포함하여 스티어링과 
차선제어 지원 기능이 작동됩니다. 210km/h의 속도까지 시스템은 차량
이 차선의 중앙에서 주행하도록 스티어링의 조작을 돕습니다. 스티어링 지
원 기능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02 ]

04 

03 

05 

02 

액티브 측면충돌 보호장치1를 포함한 차선 유지 어시스턴트는 
부주의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거나 측면부의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 05 ]

블랙 패널 기술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4개의 아날로그 게이지와 
고해상도 8.8" 디스플레이를 포함합니다. 

어댑티브 모드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의 지능형 기능으로, 
주어진 상황과 운전 스타일에 맞춰다양한 세팅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로 운전자는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 
효율성 향상을 위한 ECO PRO 모드, 스포츠 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드 적용 가죽 스티어링 휠2은 부분적 우드 트림 그리고 콘트라스트 
스티치가 가미된 나파 가죽 마감 충격흡수 패드를 제공합니다.

파인 우드를 사용하고 BMW 엠블럼으로 장식한 BMW 인디비주
얼 가죽 스티어링 휠은 모든 BMW 인디비주얼 인테리어 트림과 조화롭
게 어우러집니다.

[ 08 ]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은 얇은 림과 컨투어드썸레스트를 완벽하게 
포함하는 형태로 매우 쾌적한 그립감을 선사합니다.

[ 09 ]

[ 10 ]

블랙 패널 기술의 12.3"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다기능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각종 수치와 게이지, 주행 정보를 인상적인 비주얼로 보여줍니다.

[ 12 ]

06 

07 09 

10 

08 

12 

[ 06 ]

11 

[ 11 ]

[ 07 ]



 17"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18. 휠: 7.5 J x 17.  
타이어: 225/60 R 17.

 WHEELS AND TYRES.

[ 01 ]

이들 외에도 다양한 휠과 타이어를 BMW 오리지널 액세서리 웹사이트 www.bmw.com/accessories 에서 만나보십시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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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 경합금 휠 더블 스포크 스타일 647 M, 바이컬러, 앞/뒤  
다른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 전륜: 8.5 J x 19 / 245/45 R 19.  
후륜: 9.5 J x 19 / 275/40 R 19..

18" 경합금 휠 멀티 스포크 스타일 619. 휠: 8 J x 18.  
타이어: 245/50 R 18.

[ 05 ]

19" 경합금 휠 더블 스포크 스타일 630. 휠: 8.5 J x 19.  
타이어: 245/45 R 19.
[ 07 ]

20" BMW 인디비주얼 경합금 휠 V-스포크 649 I, 바이컬러,  
단조, 앞/뒤 다른 규격의 타이어. 전륜: 8.5 J x 20 / 245/40 R 20.  
후륜: 10 J x 20 / 275/35 R 20.

[ 08 ]17" 경합금 휠 터빈 스타일링 645, 바이컬러, BMW 이피션트 
다이내믹스. 휠: 7.5 J x 17. 타이어: 225/60 R 17. 이 디자인은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02 ]

06 

02 

05 

04 

07 

03 

20"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28, 바이컬러, 앞/뒤 다른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  전륜: 8.5 J x 20 / 245/40 R 20. 후륜: 10 J x 20 / 
275/35 R 20 tyres.

[ 09 ]

09 

08 

 18" 경합금 휠 V-스포크 스타일 642. 휠: 8 J x 18.  
타이어: 245/50 R 18.

[ 04 ]

18" 경합금 휠 W-스포크 스타일 643, 런플랫 타이어. 휠: 8 J x 18. 
타이어: 245/50 R 18..
[ 06 ][ 03 ]

옷걸이, 접이식 테이블, 일반적인 고리, 애플 아이패드나 삼성 갤럭시 탭
을 위한 홀더를 프론트 헤드레스트를 이용해 고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우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모든 BMW 루프 랙 및 루프 박스와  
호환됩니다. 도난방지 잠금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 02 ]

[ 01 ]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정보와 통신을 위한 수많은 혁신적인 솔루션과 운송/적재를 위한 액세서리들을 둘러보십시오. 귀하의 BMW 파트너는 BMW 오리지널 액세서리 전 품목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특별한 액세서리 카탈로그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mw.com/accessori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사양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제작 나파 가죽 슬리브는 BMW 디스플레이 키를 보호합니다. [ 03 ]

완벽한 장착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블랙 논슬립 매트로, 트렁크가 오염
되거나 축축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우아한 크롬 "7" 인서트로 치장됩니다. 
[ 04 ] 고품질 트래블 러그는 한 면은 베이지, 다른 면은 다크 브라운 색상이며, 

100% 엑스트라 파인 뉴울(메리노)을 자카드 직조하여 제작합니다. 
[ 06 ]

[ 07 ]

21" BMW M 퍼포먼스 경합금 휠은 단조 가공과 글로스 블랙  
버니시드 마감이 특징입니다. 앞/뒤 다른 규격의 런플랫 타이어를 포함한 RDC 
휠 세트. 

[ 05 ]

 ORIGINAL BMW ACCESSORIES.

01

02

04

05

0703

06

올웨더 바닥 매트는 앞좌석 발밑 공간의 방수와 더러움을 방지합니다. 
캔베라 베이지 마감과 화이트 크롬이 인테리어를 완벽히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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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IOR COLOURS.

Non-metallic 300 Alpine White Non-metallic 668 Black

Metallic A72 Cashmere SilverMetallic A83 Glacier Silver

Metallic 475 Black Sapphire

Metallic A89 Imperial Blue brilliant effect Metallic A90 Sophisto Grey brilliant effect

Metallic A96 Mineral White

Metallic B65 Jatoba

Metallic C26 Magellan Grey Metallic C27 Arctic Grey brilliant effect

M SPORT PACKAGE

[ Colour samples ] 이 컬러 샘플들은 귀하의 BMW에 제공되는 컬러와 소재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쇄된 컬러, 내장재, 인테리어 트림 컬러는 본래의 색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을 방문해 오리지널 샘플을 보면서 선호 컬러와 특별한 요구 사항에 관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BMW INDIVIDUAL

Metallic 416 Carbon Black

Metallic B41 Singapore Grey

BMW Individual X04 Moonstone metallic BMW Individual X14 Almandine Brown metallic

BMW Individual 490 Brilliant White metallic BMW Individual 490 Pure metal SilverBMW Individual S34 Azurite Black metallic                        

BMW Individual X03 Ruby Black metallic

BMW Individual 490 Aventurine Red metallic BMW Individual 490 Frozen Dark Brown metallic BMW Individual 490 Frozen Arctic Grey metal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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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OR COLOURS.

Dakota leather  
LCSW Black

UPHOLSTERY COLOURS

내장재는 사용 기간에 상관 없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색되는 의류와 접촉했을 때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선택한 내장재 색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Dakota leather  
LCMI Black with M piping

Exclusive extended Nappa leather  
NAEX Ivory White/Ivory White

Exclusive extended Nappa leather  
NARI Cognac

Dakota leather  
LCCY Canberra Beige/Canberra Beige

Exclusive extended Nappa leather  
NASW Black

Exclusive extended Nappa leather  
NAMI Mocha

Dakota leather  
LCRI Cognac

Exclusive extended Nappa leather  
NACY Canberra Beige/Canberra Beige

Dakota leather  
LCEX Ivory White/Ivory White

Dakota leather  
LCMY Mocha

Exclusive extended Nappa leather  
NAFZ Zagora Beige

INTERIOR TRIMS INTERIOR COLOURS

4K2 Fine-wood trim Fineline high-gloss with 
aluminium embellisher

4AX Fine-wood trim Ash Grain Chestnut with  
wood inlay

4LM Fine-wood trim Fineline Black, high-gloss
with metal effect

4AS Fine-wood trim Poplar Grain Grey Black

4AY Fine-wood trim American Oak bright with  
metal inlay

4B7 Fine-wood trim Fineline high-gloss Ivory White

4BP Fine-wood trim Poplar Grain light

Canberra Beige

Dark Coffee

BMW INDIVIDUAL  
UPHOLSTERY COLOURS

BMW Individual full fine-grain Merino leather 
ZBRJ Smoke White/Viola dark

BMW Individual full fine-grain Merino leather 
ZBKS Cashmere Beige

BMW Individual full fine-grain Merino leather 
ZBFQ Fiona Red

BMW Individual full fine-grain Merino leather 
ZBFU Smoke White/Black

BMW Individual full fine-grain Merino leather 
ZBCR Caramel

BMW Individual full fine-grain Merino leather 
ZBTQ Tartufo

BMW INDIVIDUAL  
INTERIOR TRIMS

BMW INDIVIDUAL  
INTERIOR COLOURS

BMW Individual interior trim  
XEA Fine-wood trim Eucalyputs straight-grained
Smoke Brown high-gloss

BMW Individual interior trim  
XEB Fine-wood trim Ash Grain Black Red high-gloss

BMW Individual interior trim  
XE7 Piano finish Black

Viola dark

BMW INDIVIDUAL  
HEADLINER

BMW Individual headliner  
775 Anthracite

BMW Individual headliner  
776 Alcantara Anthracite

BMW Individual headliner  
XD5 Alcantara Oyster

BMW Individual headliner  
XD5 Alcantara Caramel

BMW Individual headliner  
XD5 Alcantara Tartufo

BMW Individual headliner  
XD5 Alcantara Smok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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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730d xDrive 730Ld xDrive 750Li xDrive 750Li xDrive  
Prestige

중량
공차 중량 kg 2,005 2,050 2,145 2,155
차량 총중량 kg 2,330 2,375 2,470 2,415

엔진
실린더수 / 실린더당 밸브수 6 / 4 6 / 4 8 / 4 8 / 4
배기량 cc 2,993 2,993 4,395 4,395
스트로크 / 보어 mm 90 / 84 90 / 84 88.3 / 89 88.3 / 89
최고 출력 마력/rpm 265 / 4,000 265 / 4,000 450 / 5,500 – 6,000 450 / 5,500 – 6,000
최대 토크 kg.m/rpm 63.3 / 2,000 – 2,500 63.3 / 2,000 – 2,500 66.3 / 1,800 – 4,500 66.3 / 1,800 – 4,500
압축비 :1 16.5 16.5 10.5 10.5

트랜스미션
기어비 1/2/3/4 :1 5.000 / 3.200 / 2.143 / 1.720 5.000 / 3.200 / 2.143 / 1.720 5.000 / 3.200 / 2.143 / 1.720 5.000 / 3.200 / 2.143 / 1.720

5/6/7/8 :1 1.313 / 1.000 / 0.823 / 0.640 1.313 / 1.000 / 0.823 / 0.640 1.313 / 1.000 / 0.823 / 0.640 1.313 / 1.000 / 0.823 / 0.640
R:1 3.478 3.478 3.478 3.478

최종감속비 :1 2.563 2.563 2.813 2.813

성능
안전 최고 속도 km/h 250 250 250 250
0 –100 km/h 도달시간 sec 5.8 5.9 4.5 4.5

연비2

정부 공인 표준 연비(복합/도심/고속) km/l 12.2 / 10.7 / 14.8 12.2 / 10.7 / 14.8 8.4 / 7.1 / 10.6 8.4 / 7.1 / 10.6
등급 등급 3 3 5 5
CO2 배출량 g/km 157 157 209 209
연료탱크용량 ltr 78 78 78 78

타이어&휠

타이어 규격 (전) 245/45 R 19
(후) 275/40 R 19

(전) 245/45 R 19
(후) 275/40 R 19

(전) 245/40 R 20
(후) 275/35 R 20

(전) 245/40 R 20
(후) 275/35 R 20

휠 규격 (전) 8.5J×19
(후) 9.5J×19

(전) 8.5J×19
(후) 9.5J×19

(전) 8.5Jx20
(후) 10J×20

(전) 8.5Jx20
(후) 10J×20

휠 재질 경합금 경합금 경합금 경합금

98
0

10
43

880 3070 1148

5098

1618

1902

도면 상의 모든 치수는 밀리미터(mm) 단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전자식 제한 최고속도.
2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택한 휠과 타이어의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옵션 장비를 장착한 경우 이 수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루프 안테나를 포함한 BMW 뉴 7시리즈의 전고는 1478mm입니다(휠베이스: 1485mm).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BMW 7 시리즈 모델의 러기지 컴파트먼트 용량은 515리터입니다 
(BMW 740e는 420리터 용량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BMW 7 Series Sedan.

BMW 7 Series Sedan, long-wheelbas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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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서비스가 정성을 다해 귀하의 차량을 보살펴 드립니다:
BMW Service66 | 67

BMW의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만나보십시오. 차량에 탑재된 기술에서부터 고객 만족 서비스까지, 
BMW만의 기술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온보드 컴퓨터인 CBS(Condition 
Based Service)가 자동으로 차량 상태를 인식해 차량의 다음 정비 시기를 알려줍니다. 또한, 정비와 
관련한 일정은 계기판 또는 iDrive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언제나 확인 가능하며, 동시에 서비스 데이터는 자동차 키에 무선으로 전송됩니다. BMW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고객님의 키를 받아 ‘키리더(KeyReader)’에 꽂으면 입고된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냄으로써 고객님께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오직 BMW 고객님을 위한 
BMW만의 혁신적인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통해 완벽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BMW SERVICE. BMW FINANCIAL SERVICE.

BMW 서비스 인클루시브  
(BMW Service Inclusive) 
BMW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는 서비스 비용과 관
련해서도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법만을 제시해드
립니다. BMW 서비스 인클루시브는 신차 구입일로
부터 5년 또는 주행거리 10만km 동안(선도래 기
준) 주요 소모품의 교환이나 차량 정기 점검 서비
스를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제공받는 서비스 프로
그램입니다. 

BSI 플러스 프로그램/워런티 플러스 프로그램 
BSI 플러스 프로그램과 워런티 플러스 프로그램
을 구입하시면 기존 기간에서 더 연장되어 BMW 
프리미엄 서비스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BMW 모빌리티 케어
(BMW Mobility Care)
080-269(BMW)-0001로 긴급상황 발생 시 
제일 먼저 전화 주십시오. 수입차 업계 최대 네트워
크와 콜센터 상담원, 최고의 서비스 기술진을 보유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해결을 도와드립니
다. 고객님의 차량이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모빌리
티케어 안내에 따라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입고합
니다.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케어 안내에 따라 5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차량 수리와 보험처리 등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해 드립니다.

BMW 텔레서비스. 오직 고객님의 여유와 안전
을 위해 태어난 신개념 고객 케어 서비스가 더 큰 
고객 감동을 시작합니다. BMW 텔레서비스가 고
객님의 차량과 BMW 서비스 센터, BMW 콜센
터를 연결해 차량의 상태와 정보를 확인하고 더 빠
르고 앞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BMW 텔레서비스 예약 콜
- BMW 긴급출동 서비스
- BMW 배터리 가드
- BMW 이머전시 콜

BMW 파이낸셜 서비스 . BMW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객님께서 마지막으로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은 바로 BMW만의 완벽한 금융 솔루션
입니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는 귀하의 요구 
조건과 재정 상태에 알맞은 상품 및 보험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초기 선납 부담, 
3년 뒤 최대 잔가 보장 등 다양한 기능이 담긴 
상품으로 고객님께서는 더 나은 삶의 여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격 리스트 
또는 BMW 파이낸셜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www.bmwfs.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MW 공식 딜러 전시장 방문 시, 귀하가 선택한 
차량에 제공되는 많은 혜택과 금융 상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 BMW EXPERIENCE.

BMW TV  

BMW TV. www.bmw.tv를 방문하시면 
BMW 브랜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집 기사, 사진 자료, 심층 
리포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혁신,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  BMW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늘어날수록 BMW를 통한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늘어납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 
물리적 한계까지 차를 몰아보실 수 있고, 극한의 
상황에서 차를 제어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mw-driving-center.co.kr

BMW 벨트
(BMW Welt, 영문: BMW World). 
BMW 벨트는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
사합니다. 신차를 인도받기 위한 방문이든, 브랜드
의 매력을 즐기기 위한 방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신
차를 인도받을 때에는 프리미엄 컴팩트, 프리미
엄, 프리미엄 플러스,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BMW 벨트를 인터넷으로 즐길 수
도 있습니다.
www.bmw-welt.com/en

BMW 매거진. BMW 매거진을 통해 
BMW의 최신 모델을 멋진 분위기 속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 여행 목적지, 풍부한 
모던 라이프도 발견해 보시고, 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www.bmw.com/magazine 

  판매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따뜻한 마음과 앞선 생각이 만날 때, 모두가 행복한 미래가 시
작됩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사회 건설에 앞장서
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책임 있는 미래 리
더를 양성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진정한 나눔의 즐거
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 269-2300     
홈페이지  www.bmwkoreafuturefund.co.kr     
E-MAIL  future@bmw.co.kr

 BMW 
드라이빙센터. 
2014년 대한민국 영종도에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BMW 드라이빙 센터가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축구장 33개 크기의 부지에 설립된 
BMW 드라이빙 센터는 BMW 그룹 역사상,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고객과 일반인 중심의 안전교육 
주행 시설이며 경험, 즐거움, 환경을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BMW의 철학인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을 만나십시오. 

문의  (080)269-3300     
홈페이지  www.bmw-driving-center.co.kr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77-77



BMW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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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Pleasure

이 책자에 수록된 모델, 특징 및 구성(기본 및 옵션 사양)은 BMW AG가 독일 시장을 위해 공급한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다른 국가에 판매되는 차량의 모델별 기본 및 옵션 장비의 특징, 구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디자인과 장비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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