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 나 의

렉 스 턴

렉스턴 스포츠
사전계약 중

렉스턴 스포츠
구분

판매가격

와일드

23,500,000
~ 24,000,000

어드벤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26,000,000
~ 26,500,000
27,500,000
~ 28,000,000
30,600,000
~ 30,900,000

기본품목

선택품목

[단위:원]

• 엔진/성능 : 엔진커버, 더블위시본 & 5링크 다이내믹 서스펜션, 가스쇽업소버, 2.2 e-XDi220 LET 디젤엔진(유로6), 6단 수동 변속기
• 외관 사양 : LED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오토폴딩/전동조절/열선내장), 머드가드, 바디컬러 도어 핸들, 러버 블레이드 와이퍼, 폴 안테나,
235/70R17 타이어 & 17인치 알로이 휠, 클린실 도어, 벌브타입 주간 주행등(DRL), 전방 안개등, 컬러유리, 패션 루프랙
공통 선택품목
• 내장 사양 : 핸드파킹 브레이크, B필라 어시스트 그립, 고급 카매트, 선바이저(운전석/동승석 화장거울 & 램프), 운전석 펌핑식 시트높이 조절장치, 우레탄 스티어링 휠,
• 세이프티 선루프
이동식 재떨이, 헤드램프 각도 조절장치, 도어 커티쉬 램프(1열 & 2열), 듀얼혼, 선글라스 케이스, 센터 콘솔 트레이, 2열 폴딩 시트, 인조가죽시트,
• 4TRONIC 시스템
• 차동기어 잠금장치(험로 탈출장치, LD)
고급형 클러스터(3.5인치 Segment LCD), SUS도어 스커프(1열),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2열 센터 암레스트(컵홀더 포함), 메탈릭 텍스쳐 그레인(크래쉬패드 가니쉬)
• 패션 데크랙
• 편의 사양 :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원터치 오토다운 파워윈도우, 래피드 히터(PTC), 글로브 박스 램프, 배터리 세이버, 에어필터, 트립 컴퓨터, 12V 파워 아웃렛,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멀티미디어 & 후방카메라
오토 비상등 스위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폴딩 리모컨 키, 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매뉴얼 에어컨, 2열 에어벤트, USB 충전기(소켓타입),
데크 파워 아웃렛(12V), 1열 히팅시트
• 안전 사양 : ESP(BAS & ARP & 가변형HDC & HSA & ESS), 타이어 리페어 킷,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 AISIN 6단 자동 변속기+가죽기어노브
• 사이드 & 커튼 에어백
운전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이모빌라이져,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이머전시 언락포함), 이동식 비상삼각대, 도난경보장치, 파킹브레이크 워닝 시그널,
2열 센터 2점식 시트벨트
• 멀티미디어 :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MP3 오디오, AUX & USB(i-Pod)단자, 고급형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 와일드 기본품목 외

• 엔진/성능 :
• 외관 사양 :
• 내장 사양 :
• 편의 사양 :

AISIN 6단 자동 변속기
255/60R18 타이어 & 18인치 알로이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DRL) & LED 포지셔닝 램프 & LED 턴시그널 램프
가죽커버 스티어링 휠, 가죽기어노브,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인조가죽 감싸기(대시보드 하단)
스마트키 시스템, 오토 클로징 시스템, 웰컴 시스템, 헤드램프 에스코트, 열선 스티어링 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오토 업 & 다운),
ETCS(하이패스 시스템) & ECM 룸미러

▶ 어드벤처 기본품목 외

• 내장 사양 : 슈퍼비전 클러스터(7인치 컬러 TFT-LCD)
• 편의 사양 :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스피드센싱 파워스티어링(SSPS), 2열 히팅시트, 운전석 파워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시스템, 우적감지 와이퍼
▶ 프레스티지 기본품목 외

• 외관 사양 : HID 헤드램프,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쉴드),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255/50R20 타이어 & 20인치 스퍼터링 휠
• 내장 사양 :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 편의 사양 : 동승석 파워시트, 운전석 & 동승석 통풍시트(3단조절), 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 안전 사양 : 사이드 & 커튼 에어백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멀티미디어 및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적용 시 샤크 안테나 적용
*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 브라운 인테리어(시트, 인스트루먼트 패널, 도어트림), 블랙 헤드라이닝
*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또는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멀티미디어 장착시 선택가능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멀티미디어,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동시선택 불가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할인기능 없음
* 지상파 DMB는 320×240(표준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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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드 & 커튼 에어백
•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후방 카메라
•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BSD+LCA+RCTA)
• 운전석 & 동승석 통풍시트(3단조절)
• 사이드 & 커튼 에어백
•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후방 카메라
•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BSD+LCA+RCTA)
•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 운전석 & 동승석 통풍시트(3단조절)
• 스타일 패키지(HID 헤드램프 + 255/50R20 타이어 &
20인치 스퍼터링 휠)
•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후방 카메라
•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BSD+LCA+RCTA)
•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구입문의

201801

본 인쇄물 상의 사양 및 가격은 차량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www.smotor.com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