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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안전에 관련된 설명에는 제한적 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전저항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전저항1) : 단위 주행거리 당 소비되는 에너지(손실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이 좋습니다.
※ 본 타이어 효율 등급표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에만 해당합니다. 출고 이후 장착한 타이어의 경우
      사이즈가 같더라도 효율 등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제원

  WHEEL & TIRE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225/65R 17 102H 금호타이어 1 3

225/60R 18 100H 넥센타이어 1 3

225/55R 19 99V 금호타이어 1 4

구분
전장

(mm)
전폭

(mm)
전고(mm)

(샤크안테나 장착 시)
축거

(mm)
윤거

(전/후, mm)
최저지상고

(mm)
서스펜션
(전/후)

브레이크
(전/후)

엔진형식
배기량

(cc)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2.0 GDe 2WD 4,675 1,845 1,670 (1,700) 2,705 1,595/1,590 190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가솔린 직분사 1,997 144/6,000 20.4/4,400

2.0 LPe 2WD 4,675 1,845 1,670 (1,700) 2,705 1,595/1,590 190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LPG 액상분사 1,998 140/6,000 19.7/3,700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구분
정부 공인 표준연비

CO2 배출량 
(g/km)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변속기 등급
복합연비 (km/ℓ) 도심 (km/ℓ) 고속도로 (km/ℓ)

2.0 GDe 2WD (17”, 18”) 12.0 11.1 13.5 140 1,997 1,535 무단 3

2.0 GDe 2WD (19”) 11.6 10.6 13.1 146 1,997 1,570 무단 3

2.0 LPe 2WD (17”, 18”) 8.9 8.1 10.2 147 1,998 1,575 무단 5

2.0 LPe 2WD (19”) 8.6 7.7 10.1 153 1,998 1,610 무단 5

Dimensions & Specifications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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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De

• 클라우드 펄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70,000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은 Siri 지원 iPhone과 Google Assisitant 지원 Android phone에 적용됩니다.

• S-Link 패키지 선택 시 샤크안테나가 적용됩니다.      • S-Link(7",8.7") 시스템에는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Google Android Auto)가 지원됩니다.      • 메모리 기능 장착 시 뒷좌석 12V 파워 아웃렛이 미적용 됩니다.

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선택 품목

S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24,9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4,450,000
22,227,273 (2,222,727)

파워트레인 : 2.0 GDe 엔진, 엑스트로닉(Xtronic) 무단 변속기(7단 수동모드 지원)

안전 : 앞좌석 에어백(운전석/동승석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 사이드(앞)/커튼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SA), 
  타이어 공기압자동감지시스템, EBD-ABS(BAS내장),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운전피로도 경보 시스템(UTA), 풋 파킹 브레이크, 전/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충돌감지 도어록 해제장치, 차속감응 오토도어록, 앞좌석 3점식 시트벨트(듀얼프리텐셔너/로드리미터/리마인드 경고 기능/높이 조절장치 포함),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외관 : 17" 알로이 휠 & 225/65R 17타이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ED 방향 지시등(전방), 주간주행등(LED 타입), 프로젝션 헤드 램프,
  스퀘어 타입 LED 전방 안개등(코너링 기능 포함), 전방 안개등 크롬 데코, 프런트/리어 스키드,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제동등, 후미등 적용),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자동접이/열선 기능 포함), 그립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크롬), 리어 스포일러(LED 보조제동등 포함),
  비노출형 머플러, 차음/열차단 윈드 쉴드 글라스

내장 : 블랙인테리어, 블랙 인조가죽시트, 풀 플랫 2열 시트(6:4폴딩/리클라이닝/암레스트/컵홀더 포함), 고급형 클러스터(7"/컬러 TFT LCD/디스플레이 가변형),
  앞좌석 슬라이딩 암레스트, 실버 페인팅 데코, 맵 램프, 뒷좌석 퍼스널 램프(좌/우), 운전석/동승석 선바이저(거울/조명 포함), 가죽 스티어링 휠/변속기 노브,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편의 : 오토라이팅 헤드 램프, 에코 모드 시스템, 후방 경보 시스템, 웰컴 시스템, 레인센싱 와이퍼, 크루즈 컨트롤/스피드 리미터, 운전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매뉴얼 시트높이 조절장치, 앞좌석 열선시트,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수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전자식 차속감응 파워 스티어링(SSEPS),
  트립 컴퓨터, 폴딩타입 무선 리모컨 키, 센터콘솔 쿨링 컵홀더, 타이어 리페어 키트, 12V 파워 아웃렛(앞좌석, 뒷좌석, 트렁크)

멀티미디어 : 기본형 MP3 오디오, 6 스피커, AUX & USB(iPod)단자,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스티어링 휠 오디어 리모컨

공조 시스템 : 좌/우 독립 풀오토 에어컨, 리어 에어 벤트

L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26,5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6,020,000
23,654,546 (2,365,454)

[  SE 기본 품목 및  ]

외관 : 18" 투톤 알로이 휠 & 225/60R 18 타이어, LED 수평 후미등

내장 : 뒷좌석 LED 퍼스널 램프(좌/우), 도어 커티시 램프(앞), 폴딩 플로어보드

편의 : 인텔리전트 스마트 카드 시스템(버튼 시동/오토 클로징/리퀘스트버튼), 열선 스티어링 휠, 전자식 룸미러(ECM), 뒷좌석 열선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 루프랙 1,040,000 

하이패스 시스템(ETCS) +  
운전석 파워 시트
(전동식 요추 받침장치 포함) +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KB) 540,000 

S-Link 패키지Ⅰ  1,080,000 

S-Link 패키지Ⅲ  1,920,000 

LED PURE VISION 헤드램프 59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단위 : 원)

THE NEW

구분 세부내용

S-Link 패키지

Ⅰ S-Link 8.7"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 전방 경보 시스템 +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EPA) + 이오나이저 + 컴바인드 에어필터 + 자동탈취 기능

Ⅲ S-Link 8.7"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 전방경보시스템 + 자동 긴급제동시스템(AEBS) +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 +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 오토매틱 하이빔(AHL) + 
      주차조향보조시스템(EPA) + 이오나이저 + 컴바인드 에어필터 + 자동탈취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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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De

구분 세부내용

S-Link 패키지 Ⅱ S-Link 8.7" 내비게이션 +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12 스피커) + 플로어보드 언더 트레이

시에나 브라운 가죽시트 패키지 시에나 브라운 가죽 시트 + 운전석 파워 시트(이지액세스/메모리/마사지 기능,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전동식 요추 받침장치 포함) + 뒷좌석 AUX 및 2포트 충전 전용 USB 단자 + 리어 에어벤트 크롬베젤 + 클러스터 캡 스티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 +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 +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 + 오토매틱 하이빔(AHL)

• 클라우드 펄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70,000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은 Siri 지원 iPhone과 Google Assisitant 지원 Android phone에 적용됩니다.

• S-Link 패키지 선택 시 샤크안테나가 적용됩니다.      • S-Link(7",8.7") 시스템에는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Google Android Auto)가 지원됩니다.      • 메모리 기능 장착 시 뒷좌석 12V 파워 아웃렛이 미적용 됩니다.

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선택 품목

R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28,9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8,380,000

25,800,000 (2,580,000)

[  LE 기본 품목 및  ]

안전 :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외관 : 18" 프리미엄 투톤 알로이 휠 & 225/60R 18 타이어, 루프랙

내장 : 앞좌석 틸트 헤드레스트, 허니컴패턴 그레인, 소프트 클러스터 캡

편의 : 후방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KB), 하이패스 시스템(ETCS), 운전석 파워 시트(전동식 요추 받침장치 포함), 동승석 파워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원터치 이지 폴딩 2열 시트, 360◦ 주차 보조 시스템(전방/측방/후방 경보),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EPA)

멀티미디어 : S-Link 7" 미러링 시스템(7"/컬러 TFT LCD/정전식 터치 스크린/애플 카플레이 & 구글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8 스피커(3D 사운드 시스템 포함),
              2포트 USB(iPod)단자

공조 시스템 : 이오나이저, 컴바인드 에어필터, 실내 자동탈취 기능

파노라마 선루프 84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S-Link 패키지Ⅱ  1,080,00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840,000 

LED PURE VISION 헤드램프 590,000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R 19 타이어 300,000 

시에나 브라운 가죽 시트 패키지 590,000 

RE Signatur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30,7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30,140,000
27,400,000 (2,740,000)

[  RE 기본 품목 및  ]

외관 :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R 19 타이어, LED PURE VISION 헤드 램프, 사이드 크롬 가니시,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 크롬 가니시

내장 : 가죽시트(블랙 또는 시에나 브라운 중 선택),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앞좌석), 알루미늄 키킹 플레이트, 풋 램프, 우드 그레인, 리어 에어벤트 크롬 베젤, 클러스터 캡 스티치

편의 : 운전석 파워시트(이지액세스/메모리/마사지 기능, 매뉴얼쿠션익스텐션/전동식요추받침장치포함)

멀티미디어 : 뒷좌석 AUX 및 2포트 충전 전용 USB 단자

파노라마 선루프 84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S-Link 패키지Ⅱ  1,080,00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840,000 

(단위 : 원)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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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Pe

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선택 품목

S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24,2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3,760,000
21,600,000 (2,160,000)

2WD
면세 기준

22,725,968
20,659,971 (2,065,997)

파워트레인 : 2.0 LPe 엔진, 도넛Ⓡ 탱크, 엑스트로닉(Xtronic) 무단 변속기(7단 수동모드 지원)

안전 : 앞좌석 에어백(운전석/동승석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 사이드(앞)/커튼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SA), 
  타이어 공기압자동감지시스템, EBD-ABS(BAS내장),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운전피로도 경보 시스템(UTA), 풋 파킹 브레이크, 전/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충돌감지 도어록 해제장치, 차속감응 오토도어록, 앞좌석 3점식 시트벨트(듀얼프리텐셔너/로드리미터/리마인드 경고 기능/높이 조절장치 포함),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외관 : 17" 알로이 휠 & 225/65R 17타이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ED 방향 지시등(전방), 주간주행등(LED 타입), 프로젝션 헤드 램프, 
  스퀘어 타입 LED 전방 안개등(코너링 기능 포함), 전방 안개등 크롬 데코, 프런트/리어 스키드,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제동등, 후미등 적용),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자동접이/열선 기능 포함), 그립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크롬), 리어 스포일러(LED 보조제동등 포함),
  비노출형 머플러, 차음/열차단 윈드 쉴드 글라스

내장 : 블랙인테리어, 블랙 인조가죽시트, 풀 플랫 2열 시트(6:4폴딩/리클라이닝/암레스트/컵홀더 포함), 고급형 클러스터(7"/컬러 TFT LCD/디스플레이 가변형), 
  앞좌석 슬라이딩 암레스트, 실버 페인팅 데코, 맵 램프, 뒷좌석 퍼스널 램프(좌/우), 운전석/동승석 선바이저(거울/조명 포함), 가죽 스티어링 휠/변속기 노브,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편의 : 오토라이팅 헤드 램프, 에코 모드 시스템, 후방 경보 시스템, 웰컴 시스템, 레인센싱 와이퍼, 크루즈 컨트롤/스피드 리미터, 운전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매뉴얼 시트높이 조절장치, 앞좌석 열선시트,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수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전자식 차속감응 파워 스티어링(SSEPS), 
  트립 컴퓨터, 폴딩타입 무선 리모컨 키, 센터콘솔 쿨링 컵홀더, 타이어 리페어 키트, 12V 파워 아웃렛(앞좌석, 뒷좌석, 트렁크)

멀티미디어 : 기본형 MP3 오디오, 6 스피커, AUX & USB(iPod)단자,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공조 시스템 : 좌/우 독립 풀오토 에어컨, 리어 에어 벤트

L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25,8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5,330,000

23,027,273 (2,302,727)

2WD
면세 기준

24,227,642
22,025,129 (2,202,513)

[  SE 기본 품목 및  ]

외관 : 18" 투톤 알로이 휠 & 225/60R 18 타이어, LED 수평 후미등

내장 : 뒷좌석 LED 퍼스널 램프(좌/우), 도어 커티시 램프(앞)

편의 : 인텔리전트 스마트카드 시스템(버튼 시동/오토 클로징/리퀘스트버튼), 열선 스티어링 휠,  전자식 룸미러(ECM), 뒷좌석 열선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 루프랙 1,040,000

하이패스 시스템(ETCS) +  
운전석 파워 시트
(전동식 요추 받침장치 포함)  400,000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KB)  150,000

S-Link 패키지Ⅰ  1,080,000

S-Link 패키지Ⅲ  1,920,000

LED PURE VISION 헤드램프 59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단위 : 원)

THE NEW

구분 세부내용

S-Link 패키지

Ⅰ S-Link 8.7"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 전방 경보 시스템 +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EPA) + 이오나이저 + 컴바인드 에어필터 + 자동탈취 기능

Ⅲ S-Link 8.7"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 전방경보시스템 + 자동 긴급제동시스템(AEBS) +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 +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 오토매틱 하이빔(AHL) +
      주차조향보조시스템(EPA) + 이오나이저 + 컴바인드 에어필터 + 자동탈취기능

• 클라우드 펄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70,000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은 Siri 지원 iPhone과 Google Assisitant 지원 Android phone에 적용됩니다.            
• S-Link 패키지 선택 시 샤크안테나가 적용됩니다.      • S-Link(7", 8.7") 시스템에는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Google Android Auto)가 지원됩니다.      • 메모리 기능 장착 시 뒷좌석 12V 파워 아웃렛이 미적용됩니다.      • 옵션은 과세 기준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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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Pe

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선택 품목

R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28,2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7,690,000

25,172,728 (2,517,272)

2WD
면세 기준

26,484,935
24,077,214 (2,407,721)

[  LE 기본 품목 및  ]

안전 :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외관 : 18" 프리미엄 투톤 알로이 휠 & 225/60R 18 타이어, 루프랙

내장 : 앞좌석 틸트 헤드레스트, 허니컴패턴 그레인, 소프트 클러스터 캡

편의 : 후방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KB), 하이패스 시스템(ETCS), 운전석 파워 시트(전동식 요추 받침장치 포함), 동승석 파워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원터치 이지 폴딩 2열 시트, 360◦ 주차 보조 시스템(전방/측방/후방 경보),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EPA) 

멀티미디어 : S-Link 7" 미러링 시스템(7"/컬러 TFT LCD/정전식 터치 스크린/ 애플 카플레이 &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8 스피커(3D 사운드 시스템 포함), 
              2포트 USB(iPod)단자

공조 시스템 : 이오나이저, 컴바인드 에어필터, 실내 자동탈취 기능

파노라마 선루프 84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S-Link 8.7" 내비게이션 690,00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840,000

LED PURE VISION 헤드램프 590,000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R 19 타이어  300,000

시에나 브라운 가죽 시트 패키지 590,000

RE Signature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30,0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29,460,000
26,781,819 (2,678,181)

2WD
면세 기준

28,177,905
25,616,277 (2,561,628)

[  RE 기본 품목 및  ]

외관 :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R 19 타이어, LED PURE VISION 헤드 램프, 사이드 크롬 가니시,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 크롬 가니시

내장 : 가죽시트(블랙 또는 시에나 브라운 중 선택),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앞좌석), 알루미늄 키킹 플레이트, 풋 램프, 우드 그레인, 리어 에어벤트 크롬 베젤, 클러스터 캡 스티치

편의 : 운전석 파워시트(이지액세스/메모리/마사지 기능, 매뉴얼쿠션익스텐션/전동식요추받침장치 포함)

멀티미디어 : 뒷좌석 AUX 및 2포트 충전 전용 USB 단자

파노라마 선루프 84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S-Link 8.7" 내비게이션 690,00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840,000

(단위 : 원)

THE NEW

구분 세부내용

시에나 브라운 가죽 시트 패키지 시에나 브라운 가죽 시트 + 운전석 파워 시트(이지액세스/메모리/마사지 기능,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전동식 요추 받침장치 포함) + 뒷좌석 AUX 및 2포트 충전 전용 USB 단자 + 리어 에어벤트 크롬베젤 + 클러스터 캡 스티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 +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 +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 + 오토매틱 하이빔(AHL) 

• 클라우드 펄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70,000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은 Siri 지원 iPhone과 Google Assisitant 지원 Android phone에 적용됩니다.            
• S-Link 8.7" 내비게이션 선택 시 샤크안테나가 적용됩니다.      • S-Link(7", 8.7") 시스템에는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Google Android Auto)가 지원됩니다.      • 메모리 기능 장착 시 뒷좌석 12V 파워 아웃렛이 미적용됩니다.      • 옵션은 과세 기준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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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선택 품목

 
2WD

개별소비세 인하 전

33,500,000
2WD

개별소비세 인하 후  
32,890,000

29,900,000 (2,990,000)

[  2.0 GDe RE Signaute 기본 품목 및  ]

외관 : PREMIERE 전용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R 19 타이어, PREMIERE 전용 스키드(프런트/리어), PREMIERE 전용 로고(라디에이터 그릴/사이드 엠블리셔),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1열/2열 사이드 윈도우), 프라이버시 글라스(2열 사이드 윈도우)

내장 : 퀼팅 나파 가죽시트(블랙 혹은 그레이 중 선택), 앞좌석 프레스트지 헤드레스트, 인조가죽커버 및 블랙 스티치(대시보드 하단/글러브 박스),
  소프트 콘솔 그립 핸들, 소프트 페인팅 도어트림(앞좌석 센터), 맵포켓 인사이드 카펫, PREMIERE 전용 로고(알루미늄 키킹 플레이트/앞좌석 프레스트지 헤드레스트 후면),
  PREMIERE 전용 베르사유 그레인

편의 : 컬러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앞좌석/뒷좌석)

멀티미디어 : S-Link 8.7" 내비게이션 +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12 스피커)

파노라마 선루프 840,000 

매직테일게이트  500,000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840,000 

(단위 : 원)

르노삼성자동차 플래그십 모델인 프리미에르는
디자인, 감성품질은 물론 오감을 만족시키는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PREMIERE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멤버십 서비스, 픽업 & 딜리버리

픽업 차량이 아닌 전문 기사가 고객님이 요청한 장소에서 직접 차량을 픽업하고
서비스가 완료되면 다시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전달해 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PREMIERE 고객님께는 멤버십 혜택으로 왕복 2회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예약 : 르노삼성자동차 정비점 또는 엔젤센터(080-300-3000)
                              홈페이지 & MY르노삼성 애플리케이션(2019년 하반기 예정)
※ 신차 구매 후 3년 이내 왕복 2회(편도 4회) 서비스 제공(10km 기준, 초과분은 유상)
※ 개인고객에 한함

수리 및 점검
상담에 따른 

정비 진행

딜리버리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차량 인도

차량 픽업
상태 체크 후 

차량 픽업

정비/ 점검 예약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 신청

세부내용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 + 전방추돌경보시스템(FCW) +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 + 오토매틱 하이빔(AHL)

• 클라우드 펄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70,000      • 퀼팅 나파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은 Siri 지원 iPhone과 Google Assistant 지원 Android phone에 적용됩니다.

• S-Link 8.7" 시스템에는 샤크 안테나가 적용되고,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Google Android Auto)가 지원됩니다.      • 메모리 기능 장착 시 뒷좌석 12V 파워 아웃렛이 미적용됩니다.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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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ine-up       2.0 GDe 2WD  |                                 / RE Signature / RE / LE / SE      2.0 LPe 2WD  |  RE Signature / RE / LE / SE

LERE Signature RE SE

19”
투톤 알로이 휠

19”
투톤 알로이 휠

18”
프리미엄 투톤 알로이 휠

18”
투톤 알로이 휠

17”
알로이 휠

THE NEW

Exterior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마이센 블루 Meissen Blue클라우드 펄 Cloud Pearl 어반 그레이 Urban Grey 아메시스트 블랙 Amethyste Black
(                                      /RE Signature)

※                                               : 모든 컬러 가능

Interior

시에나 브라운 가죽시트 (RE/RE Signature  옵션)
우드 그레인 (RE Signature) 

그레이 퀼팅 나파 가죽시트 (PREMIERE)
베르사유 그레인 (PREMIERE ) 

블랙 퀼팅 나파 가죽시트 (PREMIERE)
베르사유 그레인 (PREMIERE) 

블랙 가죽시트 (RE Signature)  
우드 그레인 (RE Signature)

블랙 인조가죽시트 (SE/LE/RE) 
허니컴 패턴 그레인 (RE) 

블랙 인조가죽시트 (SE/LE/RE) 
실버 페인팅 데코 (SE/LE) 

빈티지 레드 Vintage Red
(                                      )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