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제품 색상 및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기준(단위 : 원)

차 종
내비게이션
미적용

판매가격
30,100,000

주 요 기 본 품 목
2.4 GDI / R2.2 디젤 프레스티지 기본 품목 중 변경 품목
■ 내장 : 블랙 원톤 인테리어, 아날로그 시계 → 디지털 시계
■ 멀티미디어 : 내비게이션(8인치, 후방카메라) → 고급형 MP3 CDP 오디오(6인치 칼라 TFT LCD 통합 표시창), 블루투스 핸즈프리 → 음성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 내비게이션 미적용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 /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PACK /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선택 불가
■ 파워트레인 : 세타Ⅱ 개선 2.4 GDI 엔진, 6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부츠타입)
■ 안전 : 에어백(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운전석 무릎, 전복감지 사이드 & 커튼), VSM(차세대 ESC),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전/후방 주차보조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TPMS), 후방 충격저감 시트 시스템, 앞좌석 속도 가변형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 외관 : 2
 25/55R17 타이어 & 알로이휠,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프로젝션 헤드램프(LED DRL, LED 포지션, 오토라이트 컨트롤, 에스코트 기능 포함), 프로젝션 포그램프,

2.4
GDI
프레스티지

30,900,000

가
솔
린

선 택 품 목
가솔린 / 디젤 공통
★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0,000
포함)
1,150,000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800,000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LED 룸램프 포함) 1,150,000
드라이빙 세이프티 PACK
1,950,000
★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PACK(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제동등,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히팅기능, 전동조절, 전동접이, 퍼들램프),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윈드쉴드, 앞좌석 도어),
※ 단, ★ 는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기본 적용
자외선 차단 글라스(윈드쉴드), 범퍼일체형 듀얼 머플러, 도어 손잡이 조명(프론트 도어), 에어로 타입 와이퍼(우적감지 기능 포함)
■ 내장 : 블
 랙 원톤 인테리어(브라운 원톤 or 베이지 투톤 선택 가능), 가죽 스티어링휠 & 기어노브, 센터페시아 가니쉬 감싸기, 고급형 클러스터(3.5인치 mono TFT LCD),
스타일
950,000
전자식 룸미러(ECM), 자동요금징수 시스템(ETCS), 선글라스 케이스, 도어 스커프, 슬라이딩 선바이저(거울, 조명), 아날로그 시계, 크래쉬패드 인몰드 스티치
컴포트 I
1,000,000
■ 시트 : 가
 죽 시트, 앞좌석 파워시트, 앞좌석 2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앞좌석/뒷좌석 스마트 히티드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앞좌석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앞좌석 시트벨트 높이조절 장치,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스키쓰루, 뒷좌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R2.2 디젤 + 8단 자동변속기
■ 편의 :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오토홀드 기능 포함), 스마트 트렁크(풀오픈 시스템),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히티드 스티어링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웰컴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진폭감응형 댐퍼, 파워 윈도우(앞좌석/뒷좌석), 파워도어록, 앞좌석 파워아웃렛, 타이어 임시 수리장치, 		
※ 가솔린 2.4 GDI 프레스티지 限 선택 가능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 동승석), 뒷좌석 에어 벤틸레이션, USB 충전기
■ 멀티미디어 : 내비게이션(8인치, 후방카메라), 8스피커, AUX & USB(iPod)단자,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2,800,000

노블레스

34,900,000

2.4 GDI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 파워트레인 : V6 람다Ⅱ개선 3.3 GDI 엔진, 8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부츠타입)
■ 외관 : 2
■ 내장 : 양
 45/45R18 미쉐린 타이어 & 전면가공 알로이 휠, HID 헤드램프, LED 포그램프		
 문형 콘솔 암레스트(콘솔 사이드 가니쉬 감싸기 포함)
■ 시트 :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운전석 이지 억세스, 동승석 통풍 시트, 동승석 전동식 높이 조절 장치
■ 편의 :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 후진연동 자동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245/40R19 콘티넨탈 타이어 &
다크 스퍼터링 휠(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포함)
600,000
컴포트 II
800,000

39,200,000

3.3 GDI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 외관 : 245/40R19 콘티넨탈 타이어 & 다크 스퍼터링 휠				
■ 내장 : 슈퍼비전 클러스터(7인치 칼라 TFT LCD)
■ 시트 :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운전석 4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 편의 :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스마트 트렁크 기능 포함),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카드타입 스마트키,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오토 디포그,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 멀티미디어 : KRELL 프리미엄 사운드(12스피커, 외장앰프), 내비게이션
(8인치, 후방카메라), MP3 CDP, 음성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프리미엄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950,000

■ 파워트레인 : V6 람다Ⅱ 3.0 LPI 엔진, 6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부츠타입)
■ 안전 : 에
 어백(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운전석 무릎, 전복감지 사이드 & 커튼), VSM(차세대 ESC),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전/후방 주차보조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TPMS), 후방 충격저감 시트 시스템, 앞좌석 속도 가변형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 외관 : 2
 25/55R17 타이어 & 알로이휠,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프로젝션 헤드램프(LED DRL, LED 포지션, 오토라이트 컨트롤, 에스코트 기능 포함), 프로젝션 포그램프,

럭셔리

26,500,000

렌
3.0
터
LPI
카

프레스티지

30,900,000

LPI 공통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제동등,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히팅기능, 전동조절, 전동접이, 퍼들램프),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윈드쉴드, 앞좌석 도어),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LED 룸램프 포함) 1,080,000
자외선 차단 글라스(윈드쉴드), 범퍼일체형 듀얼 머플러, 도어 손잡이 조명(프론트 도어), 에어로 타입 와이퍼(우적감지 기능 포함)
8인치 내비게이션(아날로그 시계, 후방카메라 포함)
■ 내장 : 블
 랙 원톤 인테리어, 가죽 스티어링휠 & 기어노브, 고급형 클러스터(3.5인치 mono TFT LCD), D/N 룸미러, 선글라스 케이스, 도어 스커프, 슬라이딩 선바이저(거울, 조명), 디지털 시계,
750,000
크래쉬패드 인몰드 스티치
■ 시트 : 가죽 시트, 앞좌석 파워시트, 운전석 2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앞좌석/뒷좌석 스마트 히티드 시트, 앞좌석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앞좌석 시트벨트 높이조절 장치,
스타일
890,000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뒷좌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앞좌석 통풍 시트
380,000
■ 편의 : 버
 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풀오픈 시스템),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자동요금징수
시스템(전자식
룸미러
포함)
240,000
히티드 스티어링휠, 웰컴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진폭감응형 댐퍼, 풋파킹 브레이크, 파워 윈도우(앞좌석/뒷좌석), 파워도어록, 앞좌석 파워아웃렛,
타이어 임시 수리장치,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 동승석), 뒷좌석 에어 벤틸레이션, USB 충전기
■ 멀티미디어 : 고급형 MP3 CDP 오디오(6인치 칼라 TFT LCD 통합표시창), 8스피커, AUX & USB(iPod)단자,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음성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3.0 LPI 럭셔리 기본품목 외
■ 외관 : 245/45R18 타이어 & 전면가공 알로이 휠, HID 헤드램프, LED 포그램프
■ 시트 : 앞
 좌석 통풍 시트,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운전석 4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2WAY 전동식 허리지지대,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 편의 :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오토홀드 기능 포함),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
후진연동 자동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전자식 룸미러(ECM), 자동요금징수 시스템(ETCS)

※ 상기 사양 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아날로그 시계, 후방 카메라 포함) +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12스피커, 외장앰프) 1,830,000
드라이빙 세이프티 PACK		
1,830,000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내비게이션 선택 限)
750,000

차별화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고급 편의 사양

헤드업 디스플레이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12스피커, 외장앰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AVM)

선택품목 세부안내
선택품목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스마트 트렁크 기능 포함)

공통 참조 사항
세

부

안

내

스타일

HID 헤드램프, LED 포그램프, 245/45R18 타이어 & 전면가공 알로이휠

컴포트 I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운전석 이지억세스, 후진연동 자동하향 O/S 미러포함),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동승석 통풍 시트,
동승석 전동식 높이조절 장치,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컴포트 II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스마트 트렁크 기능 포함),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PACK KRELL 프리미엄 사운드(12스피커, 외장앰프), 내비게이션

(8인치, 후방 카메라), MP3 CDP, 음성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드라이빙 세이프티 PACK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후측방 충돌회피 지원 시스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 HID 헤드램프 적용 시,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 지원

프리미엄

퀼팅 나파 가죽 시트 , 스웨이드 내장재(필라 트림, 헤드라이닝, 패키지 트레이 트림), 크래쉬패드 리얼 스티치

※ 상기 사양 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제품 색상 및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8인치 미쉐린/ 19인치 콘티넨탈 타이어는 가솔린 3.3 모델에만 적용
•샤크핀 타입 외장형 통합 안테나는 내비게이션 선택 시에만 적용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미 선택 시 벌브타입 룸램프 적용
•내비게이션은 CDP 및 음성인식 기능 미적용(단, 내비게이션
은 적용)
•고급형 MP3 CDP 오디오 : 6인치 스크린, CD(MP3)재생, 라디오, MY MUSIC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미적용 선택 시, 후방 카메라 없음
•내비게이션 :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 지상파 DMB, 라디오, 실시간 교통정보 •LPI 모델은 클러스터 내 주행가능거리, 평균연비, 순간연비 표시 기능 없음
(TPEG), 3D 지도, 외장 16GB SD카드(맵 전용), iPod번들 케이블 사용 가능, 외장형 •웰컴 시스템 작동 시 점등 조명은 트림 별 적용 사양에 따라 상이함
•가죽시트는 가죽 및 인조가죽이 혼용 되었음		
통합 안테나, 다국어 지원(한국어/영어)
•2.4 가솔린, 3.0 LPI 엔진 엠블렘 미적용
•내비게이션
: 내비게이션 + CD(MP3) 재생, 음성인식 기능, 휴대용 메모리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등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 없음
동영상 재생 기능,
서비스 지원(기본서비스 2년간 무료 및 유료 서비스),
•선택품목 가격은 트림 별 적용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음
서비스가 지원되는 룸미러 적용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은 모드 버튼을 누를때 마다 순환 선택되며, 컴포트 / 에코 /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 별도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스포츠 선택가능(3.3 가솔린, 2.2 디젤은 컴포트 / 에코 / 스포츠 / 스마트 선택가능)
있으며, 수신장치 장착 불가기종은 이용이 어려울수 있음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미적용 시,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내 오디오 조작 스위치 없음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에 필요한 별도 충전용 수신장치는 지급하지 않음
•VSM : 차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차체자세제어장치(ESC)와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 시 앞좌석 파워아웃렛 1개는 콘솔 암레스트 내부에 위치 스티어링(MDPS)을 통합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선택품목의 스피커 개수는 사운드시스템 총 스피커 수량 기준
도와줌

잊혀지지 않는 첫인상이 되라

탁월한 주행감성과 안전한 주행을 위한 첨단 신사양

국산차 최초 전륜 8단 자동변속기 (가솔린 3.3 / 디젤 2.2) 후측방 충돌 회피지원시스템 (SMART BSD)

I N t e r i o r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AEB)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어드밴스드 에어백 (운전석 / 동승석 정면)

C O L OR
| 구입문의 |

블랙 원톤 인테리어

우드 그레인

우드 그레인

퀼팅 나파 가죽 시트

퀼팅 나파 가죽 시트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블랙 가죽 시트

E x t e r i o r

스노우 화이트 펄 (SWP)

우드 그레인

C O L OR

실키 실버 (4SS)

브라운 원톤 인테리어

브라운 가죽 시트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

베이지 가죽 시트

※ 가죽 시트는 가죽 및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가솔린/디젤 내비게이션 미적용 차량 및 렌터카의 경우 브라운/베이지 인테리어 미운영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ABT)

그래비티 블루 (B4U)

※ 상기 사양 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제품 색상 및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플루토 브라운 (G4N)

오로라 블랙 펄 (ABP)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