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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대표번호

세상이 결국 SUV에게 기대하는 것

WILD
I 풀 프레임 바디 I
I LET 2.2 엔진 I
I 7단 독일미션 I

뼛속까지 SUV

New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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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Authentic Premium SUV Style
오프로드의 남성미와 도시의 세련미를 겸비한
정통 프리미엄 SUV 스타일

HID 헤드램프 & LED 주간 주행등(DRL)

버티컬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

LED 전방 안개등

야간, 악천후 시 시인성을 확보해주는
HID 헤드램프와 세련된 DRL로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헤드램프 높낮이 조절장치

새롭게 디자인된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당당한 자연의 생동감을 담은
강인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고휘도의 LED 안개등이 야간, 안개나 눈, 비등의 악천후 시에도
전방 시야 확보는 물론 마주오는 차량등의 방어운전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Exterior

클래스가 다르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당당한 존재감

LED 리어콤비네이션 램프 & 라이트 가이드

리어 스포일러 & LED 후방보조제동등

'W'배지

Interior

본능에 충실한 우아함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
실용적인 편의사양과 공간설계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7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 인피니티 10스피커(AM/FM + TPEG + 지상파DMB + 후방카메라 + 블루투스 핸즈프리 + USB단자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최고급 오디오
휴대폰 연동이 가능한 최첨단 IT 공간, HDMI 지원으로 선명한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
다양한 컨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Movie

Radio

Bluetooth

Rear Camera

USB 충전기
고속으로 충전되는 USB 타입의 충전기를 탑재
하여 휴대폰 및 테블릿 PC 등을 이동중에도 편리
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DMI 단자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운전자를 위한 스티어링 휠

슈퍼비전 클러스터

1열 통풍시트

인체 공학적 설계로 최적화된
그립감과 조작감을 제공하며
운전중에도 크루즈컨트롤 등
주요기능을 손끝하나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최고급 오디오
: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AM/FM라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HDMI & USB 단자, 스마트폰 연동 가능

*HDMI 연결 후 주행시에는 음성만 지원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Interior

휴식과 배려의 프리미엄 공간
넓은 실내공간과 편안한 실내시트, 그리고 다양한 시트베리에이션으로
승차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at Variation

3열 폴딩

2열 6:4 폴딩

2, 3열 폴딩

5 Seats
"

스포츠도, 레저도, 스타일도
빠짐 없이 모두 담을 수 있는

7Seats

렉스턴 W

"

여행, 골프, 산악스포츠 등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이나 동호회의

아웃도어 라이프

수상스포츠 장비

자전거 하이킹

Power

달리기 위해 태어난 가장 SUV다운 파워트레인
1,400rpm에서부터 구현되는 최대토크로 출발부터 경쾌한 LET 2.2 엔진.

Low End Torque

클래스가 다른 벤츠 7단 자동변속기

최고출력

178ps/4,000rpm

최대토크

40.8kg·m/1,400~2,800rpm

광대역 최대토크 구간

1,400
1,400

2,800

E-Tronic

벤츠

7

단 자동변속기

벤츠에서 직수입한 7단 자동변속기와 LET 엔진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발휘합니다.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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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안전과 컨트롤을 위한
끊임없는 추구

4H

4H

Full Time
Safety

365 Full Time Safety
견고한 3중구조 강철 프레임 바디와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전자식
4WD 시스템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365일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3중구조 강철 프레임
3중 구조의 풀 프레임 바디가 전방추돌
및 충돌사고 발생 시 탑승객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전자식 4WD 시스템으로 모든 도로에 대응하다

ESP&ARP

BAS [브레이크 보조시스템]

S

HDC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

HSA [언덕 밀림 방지 기능]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후방 장애물 감지시스템 & 후방카메라

전방 세이프티 카메라

급경사에서 운전자의 간단한 스위치 조작
만으로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지시켜 안
전한 주행을 돕는 경사로 자동저속주행
장치입니다.

오르막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차가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 압력을 일정시간
유지해 주는 안전시스템입니다.

불규칙한 도로의 노면 충격이 독립된 좌우
휠에 있는 다수의 링크로 분산되어 차체
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 안정적인 주행
과 우수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전후방의 디지털 센서가 주차 시 장애
물에 접근시 경보음을 통해 위험을 감지
하며, 후방카메라를 통한시계를 확보해
주어 주차가 더욱 편리합니다.

저속 주행 시 전방 카메라를 통해
전방 사각지대를 보여줘 갑작스런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BAS

[차량자세 제어 프로그램]

긴급한 상황에서 각 바퀴의 제동력 및 엔진
출력을 제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와 함께
고속주행 시 차량의 전복을 막아 주는 ARP
(Anti-Rollover Protection)기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급제동 시 브레이크의 압력을 증대시
켜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브레이크 보조
장치(Brake Assist System)로 보다 안전
한 제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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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작만으로 2륜구동 상태로 주행하다 필요시 4H, 4L상태로 구동상태를
4륜구동으로 전환하여 빗길, 눈길 등의 어떠한 도로환경에서도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4L

4L

Line up

Equipment

LED 아웃사이드미러 턴시그널 램프

Wheels

바디일체형 리어스포일러

소음차단 & 솔라컨트롤 글래스

고급오디오(MP3 CDP, USB, 6스피커)

전자동 에어컨

센터콘솔
18인치 알로이 휠

RX7 Deluxe

18인치 다이아몬드커팅 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퍼들램프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전자식 속도감응형 파워 스티어링 &
열선 스티어링 휠

ISO FIX

RX7 Prestige

18인치 스퍼터링 휠

사이드 스텝

세이프티 선루프 & 루프렉

에스코트 기능

러기지 스크린

이지억세스

브릿지스톤 타이어(노블레스 사양 선택 시)

리모트 폴딩키

1열 열선 & 통풍시트 조절장치(3단조절)

프론트 & 사이드 에어백

열선시트(1열, 2열)

TPMS

운전석 8way 전동시트

Noblesse

플립업 글래스

TPMS

Exterior color

Interior color

Technical data
RX7

구분

외관

그랜드 화이트 Grand White : WAA

뉴 디자인 우드그레인

DELUXE

LUXURY

PRESTIGE

전장(mm)

4,755

전폭(mm)

1,900

| LET 2.2 디젤엔진 |

전고(mm)

1,840

2WD 자동 7단 : 복합 12.0km/ℓ[도심주행 10.8km/ℓ, 고속도로 13.9km/ℓ] I

전(mm)

1,570

후(mm)

1,570

윤거
축간거리(mm)

브라운 가죽시트

2,157

최고출력(ps/rpm)

178/4,000

최대토크(kgㆍm/rpm)

현가장치

테크노 그레이 Techno Gray : ACT

뉴 디자인 우드그레인

후륜

▶ 본 인쇄물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V/DISC

있습니다.

더블 위시본
5링크 코일 스프링

▶ 본 인쇄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립현가 멀티링크
4WD
78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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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A/T

연료탱크 용량(ℓ)

블랙 인테리어

DISC

2WD/4WD

변속기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V/DISC

전
후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40.8/1,400~2,800

전륜

구동방식

댄디 블루 Dandy Blue : BAS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2,025kg I CO2 배출량 : 173g/km I 3등급

e-XDi220 LET

배기량(cc)

제동장치

4WD 자동 7단 : 복합 11.6km/ℓ[도심주행 10.5km/ℓ, 고속도로 13.3km/ℓ] I

225

엔진형식

브라운 인테리어

배기량 : 2,157cc I 공차중량 : 1,935kg I CO2 배출량 : 167g/km I 3등급

2,835

최저지상고(mm)

사일런트 실버 Silent Silver : SAI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NOBLESSE

* 주의사항 : 안전운전을 위하여 출고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운행하시기

디젤

바랍니다.

블랙 가죽시트

Dimension

스페이스 블랙 Space Black : LAK

1,840mm

재즈 브라운 Jazz Brown : OAT

뉴 디자인 메탈 그레인

메탈 그레인 인테리어

블랙 인조가죽시트

1,570mm

2,835mm
4,755mm

1,570mm
1,90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