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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신뢰받는 기술 혁신 대상 수상 2017 GOOD DESIGN 국무총리상 수상2018 영국, 올해의 4×4 자동차 선정 2017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선정



2017 보험개발원 RCAR 테스트 국내 중대형 SUV 1위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 혁신 대상 수상2017 인간공학 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2017 KNCAP 충돌안전성 최고등급 5 Star 획득

G4 REXTON

이 토 록

근 사 한



Style Revolution



LED DRL & 방향지시등 일체형 HID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LED 안개등 & 코너링 램프

국내 SUV 최초

엘리멘탈 그레이(ACY)

1

 메쉬타입 라디에이터 그릴              1

2

파인 실버(SAF)

2



20인치 스퍼터링 휠리어 스포일러 & LED 후방 보조 제동등LED 리어 콤비램프 & 라이트 가이드

국내 SUV 최대

그랜드 화이트(WAA)



엘리멘탈 그레이(ACY)









최고급 나파가죽 퀼팅 시트  

여유롭고 편안한 2열 공간

앰비언트 라이팅 다이아몬드 스티치 스티어링 휠 



3열 100%, 2열 40% 폴딩 3열 100%, 2열 60% 폴딩 3열 50%, 2열 40% 폴딩 3열 50%, 2열 60% 폴딩 3열, 2열 100% 폴딩

7
인승



5
인승

820 ℓ
러기지 적재 용량

(VDA 기준)

1,977 ℓ
러기지 적재 용량

(VDA 기준)

동승석 워크인디바이스 2열시트 더블 폴딩NEW



사이드/크로스 멤버, 리어 범퍼 빔 

590FB급 초고강도강을 세계 최고 수준 63% 적용

국내최초

세계최초   프론트 범퍼 빔 

1.5GPa급 초고강도 기가스틸 적용

Safety Revolution

* 프레임 컬러는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된 것이므로, 실제 컬러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❶

❷

❸

❹❺ ❻❼

❽❾

❶ 운전석 에어백  ❷ 운전석 무릎 에어백  ❸ 동승석 에어백  
❹❺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좌/우)  
❻❼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좌/우)  
❽❾ 커튼 에어백(좌/우)

국내 SUV 최다

9 Airbag

엔진과 현가장치의 프레임 마운팅을 통해 
노면 소음과 엔진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

초고장력 쿼드프레임
국내최고 모노코크 타입과 달리 엔진과 현가장치가 프레임에 장착되어 

험로, 과속방지턱 등 과중한 노면 충격을 차단하고 최상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4중구조 프레임 적용국내최초

국내최대

81.7% 고장력강판
고장력강판을 81.7% 적용하여 충돌 시 차체 변형을 최소화시키고,
탑승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2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S)
주행 중 차선이탈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해줍니다.

4   사각지대 감지시스템(BSD) 
5   차선변경 경보시스템(LCA)
사각지대의 정보를 제공하고, 차선변경 시 후방 옆 차선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사이드 미러의 경고등이 점등합니다.

1   후측방 경보시스템(RCTA) 
주차공간이나 후진주행 시 센서가 차량에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해줍니다.

7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AEBS

6   스마트 하이빔 HBA

1  후측방 경보시스템 RCTA

4   사각지대 감지시스템 BSD
5   차선변경 경보시스템 LCA

3   전방추돌 경보시스템(FCWS)
주행 중 전방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해줍니다.

7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S)
주행 중 전방충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줍니다.

ADAS 

아틀란틱 블루(BAU)

6   스마트 하이빔(HBA)  
하이빔 모드로 주행 중 전방 불빛감지 시 자동으로 로우빔
으로 전환하여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2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LDWS

3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FCW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주행안전 보조시스템



     급제동 비상 경보장치(ESS)  

차량 급정거 시 비상등을 자동으로 점등시켜 뒷차에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언덕 밀림 방지장치(HSA)

언덕에서의 출발 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차가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 
압력을 일정 시간 유지시켜 줍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가변형 HDC)  

급경사 주행 시,  자동 저속 주행 장치가 작동되어  급가속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차량전복 방지장치(ARP)

고속주행 중 급선회 구간을 만났을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와 
엔진출력을 조절하여 차량의 전복을 방지시켜 줍니다.

     제동보조 장치(BAS)

급제동 시 브레이크의 압력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제동거리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해 줍니다.

빗길, 눈길, 급선회 등의 상황에서 엔진 출력 및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운전자의 의지대로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차량자세 제어 시스템 (ESP :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1 2 3 4 5

1 2

3 4 5



Driving Revolution

파인 실버(SAF)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  노면의 충격이 독립된 각각의 5링크로 분산되어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우수합니다.

평상 시 2륜구동 상태로 주행하다가 필요 시 4H, 4L로 전환하여 빗길, 눈길 등 어떠한 도로환경에서도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1,600rpm부터 구현되는 최대토크
어떠한 조건에서도 최적화된 반응을 통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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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End Torque

친환경

벤츠에서 직수입한 7단 자동변속기와 친환경 e-XDi220 LET 디젤엔진,
다이내믹한 주행성과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E-Tronic 벤츠 7단 자동변속기

e-XDi220 LET 엔진형식 187 최대출력

PS/3,800rpm 

최대토크

kgㆍm/1,600~2,600rpm43



최대 견인 능력 3톤

엘리멘탈 그레이(ACY)



WiFi를 통해 스마트폰과 9.2인치 대화면의 스마트 오디오 시스템을 연동시켜 동시에 스마트폰 앱을 차 안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 iOS폰은 USB 케이블 사용)양방향 풀 미러링

High-Tech Revolution

국내최초



내비게이션 연동 클러스터(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가 연동하여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클러스터에 
표시해 줍니다.

국내 SUV 최대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화면 분할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AV모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국내최초   라디오 주파수 자동 변경기능   
주행 중 라디오 주파수가 변경되는 도단위나 광역시 등의 지역을 통과할 경우, 
자동으로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국내최초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현재 청취하고 있는 방송을 실시간 녹음하여, 언제든지 차 안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최초   3D AVM  
차량 전후로 장착된 4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의 상황을 
제 3자의 시점으로 입체감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7인치 대화면 슈퍼비전 클러스터  
7인치 대화면 TFT LCD창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클러스터에 표시해 주며, 
3가지 모드의 디지털 스피드 화면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반 모드 애니메이션 모드 RPM연계 모드

  3MODE DIGITAL SPEED DISPLAY



편의사양

유라시아 에디션

넓은 트렁크 공간  
2열 탑승상태에서 골프백과 보스턴백 4세트를 가로로 배치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

2채널 터치센싱 도어핸들(1, 2열)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도어핸들을 잡으면 잠금이 해제되고, 터치센서를 터치하면 문이 잠깁니다.

스마트키 윈도우 제어 &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1, 2열)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오토 클로징 시스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키를 지니고 차량을 3m 이상 떠나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 후방에 약 3초간 머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메쉬타입 라디에이터 그릴 유라시아 에디션 엠블럼

G4 렉스턴 10개국 23개 도시 
유라시아 대륙횡단 13,000km 
완주 성공

2017년 7월부터 약 50일 간 서울에서 영국 블레넘 팰리스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며 G4 렉스턴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최고의 오프로드 주행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주요사양

타이어 리페어 킷헤드램프 에스코트

220V 인버터 & 충전용 USB 단자스마트 미러링 패키지(8인치)

리어 베리어 네트

헤리티지 엠블럼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운전석 이지 억세스 1 & 2열 히팅시트2열 센터 암레스트(컵홀더 & 트레이 포함)SSPS & 열선 스티어링 휠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 룸미러 내장)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동승석 파워시트 & 통풍시트LED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EPB(Auto Hold 기능 포함)

전동식 운전석 럼버서포트(4way)

1

1

2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메뉴얼 에어컨1 2

러기지 스크린         2단 러기지 보드1 2

2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INTERIOR COLOR

그랜드 화이트 WAA

실키 화이트 펄 WAK

엘리멘탈 그레이 ACY

사비아 베이지 EBE

아틀란틱 블루 BAU

스페이스 블랙 LAK

EXTERIOR COLOR

WHEELS

20인치 스퍼터링 휠

블랙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
스타일리쉬 우드그레인
블랙 인조 가죽시트

블랙 인테리어
텍스처 엠보 우드그레인
블랙 최고급 퀼팅 가죽시트

블랙 인테리어
텍스처 엠보 우드그레인
블랙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스노우 베이지 인테리어
텍스처 엠보 우드그레인
스노우 베이지 최고급 퀼팅 가죽시트

브라운 인테리어
텍스처 엠보 우드그레인
브라운 최고급 퀼팅 가죽시트

파인 실버 SAF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DIMENSION

TECHNICAL DATA

7인승 2WD 자동 7단 : 복합 10.5km/ℓ[도심주행 9.3km/ℓ, 고속도로 12.2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70kg I CO2 배출량 : 186g/km I 4등급
	 	 4WD 자동 7단 : 복합 10.1km/ℓ[도심주행 9.0km/ℓ, 고속도로 11.8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80kg I CO2 배출량 : 194g/km I 4등급

5인승 2WD 자동 7단 : 복합 10.5km/ℓ[도심주행 9.3km/ℓ, 고속도로 12.2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60kg I CO2 배출량 : 186g/km I 4등급	 	
  4WD 자동 7단 : 복합 10.1km/ℓ[도심주행 9.0km/ℓ, 고속도로 11.8km/ℓ] I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170kg I CO2 배출량 : 194g/km I 4등급

정   부   공   인 
표준연비 및 등급

구분 LUXURY MAJESTY HERITAGE

전장(mm) 4,850

전폭(mm) 1,960

전고(mm) 1,825

윤거 전(mm) 1,620

윤거 후(mm) 1,620

축간거리(mm) 2,865

엔진형식 e-XDi220 LET

배기량(cc) 2,157

구분 LUXURY MAJESTY HERITAGE

최고출력(ps/rpm) 187/3,800

최대토크(kgㆍm/rpm) 43 /1,600~2,600

제동장치 전륜 · 후륜 V/DISC, V/DISC

현가장치 전 더블 위시본 

현가장치 후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

구동방식 2WD/4WD 4WD

변속기 7A/T

연료 및 탱크 용량(ℓ) 디젤/70ℓ

2,865mm

4,850mm

1,825m
m

1,620mm1,620mm

1,960mm

*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차량 컬러는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의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안전운전을 위하여 출고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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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대표번호

080-500-5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