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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30,240,000
27,490,909(2,749,091)

• 파워트레인 : 개선 세타 2.4 GDi 엔진, 6단 자동변속기 

• 외관 :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225/55 R17 타이어 & 신규디자인 17인치 알로이 휠, 듀얼머플러(머플러 테일트림),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안개등(다크크롬 가니쉬 몰딩), LED 보조제동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글래스 안테나 

• 내장 : 가죽 & 하이그로시 변속기 노브, 가죽 & 우드그레인 스티어링휠, 스웨이드(트리코트) 내장, 앞좌석  

 독서등, 룸램프, 도어스커프(메탈), 일반형 클러스터(단색 LCD), 헬스케어 내장재, 우드그레인, 직물 카매트

• 안전 : 9에어백시스템(운전석/동승석, 앞/뒤좌석 사이드, 커튼, 운전석 무릎), 롤오버센서,  차체자세제어장치

 (VDC),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타이어공기압 경보 장치(TPMS), 샤시통합제어시스템(VSM), 

 급제동경보시스템(ESS),  후방 충격저감 시트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타이어 리페어킷(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대체)

• 편의 :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듀얼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진폭 감응형 댐퍼

 (ASD), 풋파킹 브레이크,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크루즈 컨트롤, 글로브 박스 쿨링, 웰컴시스템, 

 후방카메라,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도어 손잡이 조명(운전석/동승석), 열선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리모컨, 트립 컴퓨터, 통합주행모드, 하이패스 시스템(ECM 룸미러 포함), 

 후석 파워 아웃렛, USB충전기,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키 가죽 커버

• 시트 :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운전석/동승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식 익스텐션 시트, 앞/뒷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2way), 뒷좌석 센터 헤드레스트, 뒷좌석 일반형 암레스트(컵홀더 & 커버)

• 멀티미디어 : 최고급형 CDP & MP3 오디오(6인치 컬러 TFT LCD), 6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가능, 음성인식 가능), AUX & USB 입력 단자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10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Ⅰ [1,09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Ⅱ [1,440,000]
▶ 프리미엄 패키지Ⅰ [1,000,000]
▶ 스타일링 패키지 [1,000,000]
▶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Ⅰ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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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프리미엄)

33,610,000
30,554,545(3,055,455)

▶ 2.4 가솔린 모던 기본 품목 및

 3.0 V6 GDi 엔진, 245/45 R18 타이어 & 신규디자인 18인치 알로이 휠, 슈퍼비전 클러스터

 (4.6인치 컬러 TFT LCD), 카드형 스마트키, 운전석 전동식 4way 럼버 서포트,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10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Ⅰ [1,090,000]
▶ AVM 패키지Ⅰ   [2,240,000]
▶   프리미엄 패키지Ⅱ [1,100,000]
▶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Ⅱ [800,000]

Exclusive
(익스클루시브)

35,950,000
32,681,818(3,268,182)

▶ 3.0 가솔린 프리미엄 기본 품목 및

 블랙베젤 HID 헤드램프, 조명 도어스커프, 3D 카본그레인, 무드조명(크래쉬패드/도어트림), 

 가죽 & 하이그로시 스티어링 휠, 전자 파킹브레이크(EPB : Auto Hold 기능 포함), 뒷좌석 후방 커튼(전동), 

 뒷좌석 도어 커튼(수동), 운전자세 메모리시스템(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오디오 컨트롤, 수납함, 파워아웃렛),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10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Ⅲ [1,390,000]
▶ AVM 패키지Ⅱ   [2,540,000]
▶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Ⅱ [800,000]

Exclusive
Special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8,750,000
35,227,273(3,522,727)

▶ 3.0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기본 품목 및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고급(반광) 크롬몰딩, 고급 카매트, 쏠라글래스, 도어 발수글래스(앞), 레인센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오토하이빔,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ECM 아웃사이드 미러,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 시스템(Advanced SPAS, 직각주차/평행주차/평행출차), 동승석 8way 전동시트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10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Ⅲ [1,390,000]
▶ AVM 패키지Ⅱ   [2,540,000]
▶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1,520,000]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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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고해상도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 DMB, 라디오, 
      MP3 재생 기능, USB 동영상 재생 기능, TPEG 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기능), 
      AUX / USB / iPod 및 블루투스 연동, 음성인식기능(오디오 / 내비게이션 연동),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3D 시가지도, 외장 16GB SD카드 적용, 
      iPod 번들케이블 사용 가능, 다국어 지원(한국어 / 영어), 외장형 통합안테나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서비스 지원 모델) 적용 시 블루링크 
      룸미러 적용, DMB / 동영상 주행규제 해제모드 삭제

■ 블루링크 2.0 서비스
※ 스마트 컨트롤(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문잠김, 주차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차량상태 확인), 안전보안(SOS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
      추적, 도난경보 알림), 차량관리(차량진단, 정기점검리포트, 운행정보), 드라이빙 
      (실시간 빠른길 안내, 인터넷 목적지 검색), 블루링크Apps(다운로드 앱), 
      컨시어지(상담원 길안내, 블루링크 전화) / 스마트컨트롤, 안전보안, 차량관리, 
      드라이빙, 블루링크Apps는 2년간 무료 

※ 블루링크 부가서비스(컨시어지) 별도 이용 가능(유료)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선택품목 중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AVM 패키지간 중복 선택 불가
※ 헬스케어 내장재 적용부위 : 어시스트 핸들, 카페트, 카매트
※ 웰컴 시스템 작동 시 점등 조명은 트림별 적용 사양에 따라 상이함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음
※ 아이스 화이트(WW7)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100,000원)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구분 세부내용

     내비게이션 패키지Ⅰ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내비게이션 패키지Ⅱ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블루링크 2.0 +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내비게이션 패키지Ⅲ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JBL Logic 7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드라이버 패키지 운전자세 메모리시스템(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Ⅰ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 오토하이빔 +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 슈퍼비전 클러스터 4.6인치(컬러 TFT LCD)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Ⅱ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 오토하이빔 +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AVM 패키지Ⅰ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블루링크 2.0 +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AVM 패키지Ⅱ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블루링크 2.0 + JBL Logic 7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스타일링 패키지 245/45 R18 타이어 & 신규디자인 18인치 알로이 휠 + 블랙베젤 HID 헤드램프 + 조명 도어스커프

     프리미엄 패키지Ⅰ
운전자세 메모리시스템(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 전자 파킹브레이크(EPB : Auto Hold 기능 포함) +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프리미엄 패키지Ⅱ
운전자세 메모리시스템(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 전자 파킹브레이크(EPB : Auto Hold 기능 포함) + 블랙베젤 HID 헤드램프 + 조명 도어스커프



단위 : 원GRANDEUR 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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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32,540,000
29,581,818(2,958,182)

• 파워트레인 : 디젤 R 2.2 엔진, 6단 자동변속기 

• 외관 :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225/55 R17 타이어 & 신규디자인 17인치 알로이 휠, 듀얼머플러

 (머플러 테일트림), 프로젝션 헤드램프, 프로젝션 안개등(다크크롬 가니쉬 몰딩), LED 보조제동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글래스 안테나

• 내장 : 가죽 & 하이그로시 변속기 노브, 가죽 & 우드그레인 스티어링휠, 스웨이드(트리코트) 내장, 앞좌석 

 독서등, 룸램프, 도어스커프(메탈), 일반형 클러스터(단색 LCD), 헬스케어 내장재, 우드그레인, 직물 카매트

• 안전 : 9에어백시스템(운전석/동승석, 앞/뒤좌석 사이드, 커튼, 운전석 무릎), 롤오버센서,  차체자세제어장치

 (VDC),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타이어공기압 경보 장치(TPMS), 샤시통합제어시스템(VSM), 

 급제동경보시스템(ESS), 후방 충격저감 시트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타이어 리페어킷(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대체)

• 편의 :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듀얼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진폭 감응형 댐퍼

 (ASD), 풋파킹 브레이크,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크루즈 컨트롤, 글로브 박스 쿨링, 웰컴시스템, 후방카메라,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도어 손잡이 조명(운전석/동승석), 열선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리모컨, 트립 컴퓨터, 통합주행모드, 하이패스 시스템(ECM 룸미러 포함), 후석 파워 아웃렛, 

 USB충전기,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키 가죽 커버

• 시트 :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운전석/동승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식 익스텐션 시트, 앞/뒷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2way), 뒷좌석 센터 헤드레스트, 뒷좌석 일반형 암레스트(컵홀더 & 커버)

• 멀티미디어 : 최고급형 CDP & MP3 오디오(6인치 컬러 TFT LCD), 6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가능, 음성인식 가능), AUX & USB 입력 단자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10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Ⅰ [1,09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Ⅱ [1,440,000]
▶ 드라이버 패키지 [690,000]

Premium
(프리미엄)

34,940,000
31,763,636(3,176,364)

▶ 2.2 디젤 모던 기본 품목 및

 245/45 R18 타이어 & 신규 디자인 18인치 알로이 휠, 블랙베젤 HID 헤드램프, LED 안개등

 (다크크롬 가니쉬 몰딩), 조명 도어스커프, 슈퍼비전 클러스터(4.6인치 컬러 TFT LCD), 전자 파킹브레이크

 (EPB : Auto Hold 기능 포함), 운전자세 메모리시스템(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10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Ⅰ [1,09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Ⅱ [1,440,000]
▶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Ⅱ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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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블랙  TB7

exterior Color

 아이스 화이트 WW7

 나이트 스카이 NU7  다크호스 NN7

 플래티넘 실버  Y7S  폴리시드 메탈 V7S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2.4 GDi 17" : 복합 11.3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3.7km/ℓ) I CO₂ 배출량:156g/km I 
                                  배기량:2,359cc I 공차중량:1,575kg I 자동6단(4등급)

가솔린 2.4 GDi 18" : 복합 11.1km/ℓ(도심:9.7km/ℓ, 고속도로:13.5km/ℓ) I CO₂ 배출량:158g/km I 
                                  배기량:2,359cc I 공차중량:1,584kg I 자동6단(4등급)

가솔린 3.0 GDi       : 복합 10.4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3.2km/ℓ) I CO₂ 배출량:171g/km I                             
                                  배기량:2,999cc I 공차중량:1,590kg I 자동6단(4등급)

디젤 R2.2 17"          : 복합 14.0km/ℓ(도심:12.0km/ℓ, 고속도로:17.5km/ℓ) I CO₂ 배출량:142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1,691kg I 자동6단(2등급)

디젤 R2.2 18"          : 복합 13.8km/ℓ(도심:11.8km/ℓ, 고속도로:17.3km/ℓ) I CO₂ 배출량:144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1,700kg I 자동6단(2등급)

NEW Convenience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IMS)

카드형 스마트 키스마트 트렁크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시스템 (AS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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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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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모던)

왼발장애 24,800,000
22,545,455(2,254,545)

 ▶ Smart 기본 품목 및 

 LED 리어 콤비램프, 인조가죽 도어 센터 트림(스티치 포함), 천연 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 변속기 노브,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인조가죽 클러스터페시아,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동승석 전동시트, 동승석 4Way 럼버 써포트, 

 뒷좌석 열선시트,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열선 스티어링 휠(왼발/오른발장애만 적용)

▶  파노라마 썬루프 [990,000]

▶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 조향연동 후방카메라

     + 외장엠프/서브우퍼(7스피커) 

     + ECM 룸미러 [1,220,000]

왼손왼발장애 24,740,000
22,490,909(2,249,091)

우측방향지시기, 

선회장치

왼손오른발

장애
24,690,000

22,445,455(2,244,545)

우측방향지시기, 

선회장치, 좌측 

엑셀레이터 페달

오른손오른발�

장애
24,690,000

22,445,455(2,244,545)

선회장치, 

좌측

엑셀레이터 페달

오른발장애 24,750,000
22,500,000(2,250,000)

좌측 

엑셀레이터 페달

양발장애 25,000,000
22,727,273(2,272,727)

브레이크 & 

엑셀레이터 조절

장치, 선회장치

오른손장애 24,740,000
22,490,909(2,249,091)

선회장치

그
랜
저

H
G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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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Special

(프리미엄
스페셜)

왼발장애 29,000,000
26,363,636(2,636,364)

• 파워트레인 : 3.0 LPi 엔진, 6단 자동변속기 

• 외관 :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225/55 R17 타이어 & 신규디자인 17인치 알로이 휠, 

     듀얼머플러(머플러 테일트림 적용), 프로젝션 헤드램프, 프로젝션 안개등

     (다크크롬 가니쉬몰딩), LED 보조제동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글래스 안테나

• 내장 : 가죽 & 하이그로시 변속기 노브, 가죽 & 우드그레인 스티어링휠, 

     스웨이드(트리코트) 내장, 앞좌석 독서등, 룸램프, 도어스커프(메탈), 

     일반형 클러스터(단색 LCD), 헬스케어 내장재, 우드그레인, 직물 카매트

• 안전 : 9에어백시스템(운전석/동승석, 앞/뒷좌석 사이드, 커튼, 운전석 무릎), 

     롤오버센서, 차체자세제어장치(VDC),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타이어공기압 경보 장치(TPMS), 샤시통합제어시스템(VSM), 급제동경보시스템(ESS),  

 후방 충격저감 시트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타이어 리페어 킷(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대체)

• 편의 :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듀얼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레인센서,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진폭 감응형 댐퍼(ASD), 전자 파킹브레이크(EPB : Auto Hold 기능 포함),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크루즈 컨트롤, 글로브 박스 쿨링, 웰컴시스템, 후방카메라,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도어 손잡이 조명(운전석/동승석), 열선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리모컨, 트립 컴퓨터, 통합주행모드,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하이패스 시스템(ECM 룸미러 포함), USB충전기, 후석 파워 아웃렛,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키 가죽커버,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 시스템(Advanced SPAS, 직각주차/평행주차/평행출차)

• 시트 :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운전석/동승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식 익스텐션 시트, 

     앞/뒷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2way),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뒷좌석 센터 헤드레스트, 뒷좌석 일반형 암레스트(컵홀더 & 커버)

• 멀티미디어 : 최고급형 CDP & MP3 오디오(6인치 컬러 TFT LCD),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2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가능, 음성인식 가능), AUX & USB 입력 단자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020,000]

▶ [내비게이션 패키지Ⅲ] [1,290,000]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JBL Logic 7 사운드(12스피커)  

▶ [AVM 패키지Ⅱ]  [2,350,000]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2.0 

          + JBL Logic 7 사운드(12스피커) 

          +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 [라이팅 패키지]  [740,000] 

     └ 크롬베젤 HID 헤드램프 

          + LED 안개등(다크크롬 가니쉬몰딩) 

          + 조명 도어스커프

왼손왼발장애 29,100,000
26,454,545(2,645,455)

선회장치,

멀티펑션 익스텐션바

(오른손 방향 지시용)

왼손오른발

장애
29,200,000
26,545,455(2,654,545)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페달,

멀티펑션 익스텐션바

(오른손 방향 지시용)

오른손오른발�

장애
29,200,000
26,545,455(2,654,545)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페달

오른발장애 29,100,000
26,454,545(2,645,455)

좌측엑셀레이터페달

양발장애 29,700,000
27,000,000(2,700,000)

선회장치,

핸드컨트롤레버

오른손장애 29,100,000
26,454,545(2,645,455)

선회장치

쏘나타 & 2015 그랜저 장애인용 단위 : 원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 영업용 택시사업자 판매불가

※ 상기가격은 면세가격 기준임

     (영업용, 장애인용, 렌터카 사양外 공급가액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

※ 연료탱크(봄베) 총용량은 85ℓ이며, 85% 충전시 용량은 72ℓ임

■ 쏘나타 장애인용

■ 오디오 및 사운드 시스템

※ 내비게이션 선택시 기본형 오디오 & 고급형 오디오 미적용

■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 고해상도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 DMB, 라디오, MP3 재생 기능, USB 동영상 재생 기능, TPEG 서비스

     (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기능), AUX / USB / iPod 및 블루투스 연동, 음성인식기능(오디오 / 내비게이션 연동),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3D 시가지도, 외장 16GB SD카드 적용, iPod 번들케이블 사용 가능,

     다국어 지원(한국어 / 영어), 외장형 통합안테나 /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서비스 지원 모델) 적용 시

     블루링크 룸미러 적용, DMB / 동영상 주행규제 해제모드 삭제

■ 블루링크 2.0 서비스

※ 스마트 컨트롤(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문잠김, 주차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차량상태 확인) 안전보안(SOS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추적, 도난경보 알림), 차량관리(차량진단, 정기점검리포트, 운행정보), 드라이빙 (실시간 빠른길 안내,

     인터넷 목적지 검색), 블루링크Apps (다운로드 앱), 컨시어지(상담원 길안내, 블루링크 전화) / 스마트컨트롤, 안전보안, 차량관리,

     드라이빙, 블루링크Apps는 2년간 무료

※ 블루링크 부가서비스(컨시어지) 별도 이용 가능(유료)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컬러운영

※ 아이스 화이트(WW7)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8만원)

※ 블랙 인테리어 전트림 기본 적용

※ 베이지 인테리어 선택 가능 트림 – Modern(모던)

■ 기타

※ 가죽 시트 및 동시 적용 품목 중 일부는 인조 가죽이 포함되어 있음.

※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 시 유광 가니쉬 적용

※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 시 LED 룸램프 적용

■ 그랜저 장애인용

※ 그랜저 장애인용 HG300 왼발장애차량은 렌터카로 구입가능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고해상도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 DMB, 라디오, MP3 재생 기능, USB 동영상 재생 기능, 

      TPEG 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기능), AUX / USB / iPod 및 블루투스 연동, 음성인식기능(오디오 / 내비게이션 연동),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3D 시가지도, 외장 16GB SD카드 적용, iPod 번들케이블 사용 가능, 

      다국어 지원(한국어 / 영어), 외장형 통합안테나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서비스 지원 모델) 적용 시 블루링크 룸미러 적용, DMB / 동영상 주행규제 해제모드 삭제

■ 블루링크 2.0 서비스

※ 스마트 컨트롤(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문잠김, 주차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차량상태 확인), 

      안전보안(SOS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추적, 도난경보 알림), 차량관리(차량진단, 정기점검리포트, 운행정보), 

      드라이빙(실시간 빠른길 안내, 인터넷 목적지 검색), 블루링크Apps(다운로드 앱), 컨시어지(상담원 길안내, 블루링크 전화) / 

      스마트컨트롤, 안전보안, 차량관리, 드라이빙, 블루링크Apps는 2년간 무료

※ 블루링크 부가서비스(컨시어지) 별도 이용 가능(유료)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선택품목 중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AVM 패키지간 중복 선택 불가

※ 헬스케어 내장재 적용부위 : 어시스트 핸들, 카페트, 카매트

※ 웰컴 시스템 작동 시 점등 조명은 트림별 적용 사양에 따라 상이함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음

※ 아이스 화이트(WW7)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100,000원)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면세 → 과세 전환時 공식
 •2000cc 이상의 경우

     [공장도가  +  {(공장도가×6%) + (공장도가×6%×30%)}]  ×  1 .1  =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2000cc 미만의 경우 

     [공장도가  +  {(공장도가×5%) + (공장도가×5%×30%)}]  ×  1 .1  =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약식 공식
 •2000cc 이상의 경우

     공장도가 × 1.078 × 1.1  =  판매가격
 

 •2000cc 미만의 경우

     공장도가 × 1.065 × 1.1  =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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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센트 운전학원용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1.4
vvT

코스 및
도로연수용

9,810,000
8,918,182(891,818)

• 파워트레인 : 카파(κ) 1.4 VVT엔진(100마력), 6단 수동변속기(쉬프트 인디케이터 적용), 보조 브레이크, 보조 클러치

• 외관 : 신규 디자인 헤드램프/리어 콤비램프,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신규 디자인 14인치 스틸 휠 커버 & 175/70R14타이어, 아웃사이드 미러(수동조절식)

• 내장 : 오버헤드 콘솔(선글라스 케이스, 맵램프 포함), 선바이저(거울, 티켓홀더 포함)

• 시트 : 신규 패턴디자인 직물시트, 매뉴얼 시트 높이조절 장치(운전석)

• 안전 : 차체자세제어장치(VDC), 샤시통합제어시스템(VSM),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ABS & 리어 디스크브레이크, 에어백(운전석/동승석), 액티브 

                헤드레스트(운전석/동승석), 유아용시트 고정 장치,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타이어 리페어킷(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대체)

• 편의 : 매뉴얼 에어컨, 스티어링 휠(수동식 틸트), 파워윈도우(앞좌석), 트립컴퓨터(순간연비, 평균연비, 주행거리, 

       주행가능거리), 보조 후시경,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코트 훅(뒷좌석) 

• 멀티미디어 :개선 MP3 오디오(라디오, MP3, AUX/USB, iPod 단자 ) 

▶ 무단변속기(CVT)        [1,620,000] 

단위 : 원

※ 개선 MP3 오디오 : 카세트 Deck 및 CDP 미운영, iPod 번들케이블 사용 가능 ※ 타이어는 실리카 재질로 제작됨

쏘나타 The brilliant 렌터카

2.0 Lpi (A/T)  : 복합 9.3km/ℓ(도심:8.1km/ℓ, 고속도로:11.5km/ℓ) I CO₂ 배출량 : 144g/km I 
                           배기량 : 1,999cc I 공차중량 : 1,445kg I 자동6단(5등급)

2015 그랜저 렌터카

그랜저 3.0 Lpi  : 복합 8.2km/ℓ(도심 : 6.8km/ℓ, 고속도로 : 10.6km/ℓ) I CO₂ 배출량 : 166g/km I 
                          배기량 : 2,999cc I 공차중량 : 1,620kg I 자동6단(5등급)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015 그랜저 렌터카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H
G
3
0
0
렌
터
카

Modern
(모던)

26,450,000
24,045,455(2,404,545)

• 파워트레인 : 3.0 LPi 엔진, 6단 자동변속기

• 외관 :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225/55 R17 타이어 & 신규디자인 17인치 알로이 휠, 듀얼머플러(머플러 테일트림), 프로젝션 헤드램프, 

            프로젝션 안개등(다크크롬 가니쉬몰딩), LED 보조제동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글래스 안테나

• 내장 :가죽 & 하이그로시 변속기 노브, 가죽 & 우드그레인 스티어링휠, 스웨이드(트리코트) 내장, 앞좌석 독서등, 룸램프, 

      도어스커프(메탈), 일반형 클러스터(단색 LCD), 헬스케어 내장재, 우드그레인, 직물카매트

• 안전 : 9에어백시스템(운전석/동승석, 앞/뒤좌석 사이드, 커튼, 운전석 무릎), 롤오버센서,  차체자세제어장치(VDC),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타이어공기압 경보 장치(TPMS), 샤시통합제어시스템(VSM), 급제동경보시스템(ESS), 

 후방 충격저감 시트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타이어 리페어 킷(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휠 대체)

• 편의 :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듀얼 풀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진폭 감응형 댐퍼(ASD), 풋파킹 브레이크,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크루즈 컨트롤, 글로브 박스 쿨링, 웰컴시스템, 후방카메라,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도어 손잡이 조명(운전석/동승석), 

      열선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리모컨, 트립 컴퓨터, 통합주행모드, 스마트 트렁크, 후석 파워 아웃렛

• 시트 : 최고급 나파 가죽시트, 운전석/동승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식 익스텐션 시트, 앞/뒷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2way), 뒷좌석 센터 헤드레스트, 뒷좌석 일반형 암레스트(컵홀더 & 커버)

• 멀티미디어 : 최고급형 CDP & MP3 오디오(6인치 컬러 TFT LCD), 6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가능,

      음성인식 가능), AUX & USB 입력 단자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1,010,000]
       +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1,570,000]
       + 블루링크 2.0 
       +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하이패스(ECM 룸미러)

▶ 하이패스(ECM 룸미러) [240,000]

Exclusive
(익스클루시브)

30,860,000
28,054,545(2,805,455)

▶ 3.0 LPi 모던 기본품목 및

        245/45 R18 타이어 & 신규디자인 18인치 알로이 휠, 크롬베젤 HID 헤드램프, LED 안개등(다크크롬 가니쉬 몰딩), 3D 카본그레인, 

        가죽 & 하이그로시 스티어링 휠 , 무드조명(크래쉬패드/도어트림), 조명 도어스커프, 슈퍼비전 클러스터(4.6인치 컬러 TFT LCD), 

        하이패스 시스템(ECM 룸미러 포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전자파킹브레이크(EPB : Auto Hold 기능 포함), 뒷좌석 후방 커튼(전동), 

        뒷좌석 도어 커튼(수동), 레인센서, 운전자세 메모리시스템(IMS : 시트/스티어링휠/후진연동 하향조정 아웃사이드미러, 클러스터 밝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포함),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 시스템 (Advanced SPAS, 직각/평행주차/평행출차),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오디오 컨트롤, 수납함, 파워아웃렛), 

         ACTU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1,290,000]
      + JBL Logic 7 사운드(12스피커)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2,350,000]
      + 블루링크 2.0 + JBL Logic 7 사운드(12스피커)
      +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1,420,000]

▶ 차선이탈경보시스템 + 오토하이빔 [740,000]
       +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단위 : 원

공통 선택 품목(렌터카 3.0 LPi)

▶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1,020,000]

※ 영업용 택시사업자 판매불가   
※ 상기가격은 면세가격 기준임
     (영업용, 장애인용, 렌터카 사양外 공급가액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
※ 연료탱크(봄베)  총용량은 85ℓ이며, 85% 충전시 용량은 72ℓ임
※ 그랜저 장애인용 HG300 왼발장애차량은 렌터카로 구입가능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
※ 고해상도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 DMB, 라디오, MP3 재생 기능, USB 
      동영상 재생 기능, TPEG 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기능), AUX / USB / iPod 
      및 블루투스 연동, 음성인식기능(오디오 / 내비게이션 연동), 블루투스 핸즈프리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3D 시가지도, 외장 16GB SD카드 적용, iPod 번들케이블 
      사용 가능, 다국어 지원(한국어 / 영어), 외장형 통합안테나 / 8인치 개선 스마트
      내비게이션(블루링크 2.0 서비스 지원 모델) 적용 시 블루링크 룸미러 적용, DMB / 
      동영상 주행규제 해제모드 삭제
■ 블루링크 2.0 서비스
※ 스마트 컨트롤(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문잠김, 주차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차량상태 확인), 안전보안(SOS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추적, 도난경보 알림), 
      차량관리(차량진단, 정기점검리포트, 운행정보), 드라이빙(실시간 빠른길 안내, 인터넷 
      목적지 검색), 블루링크Apps(다운로드 앱), 컨시어지(상담원 길안내, 블루링크 전화) / 

      스마트컨트롤, 안전보안, 차량관리, 드라이빙, 블루링크Apps는 2년간 무료
※ 블루링크 부가서비스(컨시어지) 별도 이용 가능(유료)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선택품목 중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AVM 패키지간 중복 선택 불가
※ 헬스케어 내장재 적용부위 : 어시스트 핸들, 카페트, 카매트
※ 웰컴 시스템 작동 시 점등 조명은 트림별 적용 사양에 따라 상이함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음
※ 아이스 화이트(WW7)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100,000원)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쏘나타 The brilliant 렌터카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L
P
i
렌
터
카

Smart
(스마트)

a
/
T

16,700,000
15,181,818 (1,518,182)

• 파워트레인 : 누우 2.0 LPi 엔진, 부츠타입 6단 자동 변속기, 풋 파킹 브레이크
• 외관 : 라디에이터 그릴, 205/70R15 타이어 & 15인치 알로이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안개등, 크롬 몰딩(도어 벨트라인, 휀더),       
      에어로 타입 와이퍼, 글래스 안테나,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아웃사이드 미러(LED 방향지시등, 열선, 전동접이 기능 포함), 
      LED 보조제동등
• 내장 : 오르간 타입 가속 페달, 고급 VFD 클러스터, 블랙 내장컬러, 메탈 페인트 인사이드 도어 핸들, 센터페시아 하단 트레이, 
 센터 콘솔(2단 수납함), 헬스 케어 내장재(필라 트림, 어시스트 핸들, 카페트), 썬바이저(거울, 티켓홀더), 
 오버헤드 콘솔(썬글라스 케이스, LED 독서등, LED 룸램프 포함)
• 안전 : 운전석/동승석 에어백, EBD-ABS,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속도 감응식 도어 잠금장치,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 편의 : 매뉴얼 에어컨, 무선 도어 잠금 장치, 파워윈도우(전좌석), 원터치 업다운 파워윈도우(운전석), 트립 컴퓨터, 웰컴 시스템, 
 키탈거 연동 도어 자동 열림기능,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후드 가스 리프터, 풀사이즈 스페어 휠 & 타이어, 러기지네트, 듀얼 혼, 
 글로브박스 쿨링 기능,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후방주차 보조시스템(RPAS), 액티브 에코 시스템, 뒷좌석 에어벤트,
 버튼시동 & 스마트 키 시스템(도어 웰컴라이팅 포함), USB 충전기
• 시트 : 인조가죽 시트, 매뉴얼 시트 높이 조절장치(운전석), 업다운 틸트 헤드레스트(앞좌석), 컴포트 헤드레스트(앞좌석)
• 멀티미디어 : 기본형 CDP & MP3 오디오(라디오, AUX/USB, iPod 단자, My Music 기능 포함), 일반 사운드 시스템(6스피커)

▶ 블루투스 핸즈프리(음성인식 기능)  [100,000]

▶ 사이드 & 커튼 에어백 /  [940,000]
 차체자세제어장치(VDC)
      +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200,000]

단위 : 원※플래티넘 서비스 미적용

※ 영업용 택시사업자 판매불가

※ 상기가격은 면세가격 기준임(영업용, 장애인용, 

     렌터카 사양外 공급가액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

※ 연료탱크(봄베) 총용량은 85ℓ이며, 85% 충전시 용량은 72ℓ임

※ 가죽시트 및 동시적용사양 중 일부는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음

※ 화이트 크리스탈(WHC) 외장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8만원)

※ CDP & MP3 오디오 : 테이프기능 미적용됨  

※ 스테인레스 재질 싱글 머플러는 블랙표면 처리됨(비노출형)

※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적용 시 사이드리피터(펜더) 미적용됨

※헬스케어 내장재 : 필라트림 및 어시스트 핸들, 카페트, 카매트에 항균 기능 소재 적용/ 

     천연 항균 소재 시트 폼 적용 

※렌터카 자동변속기 모델은 저공해차 기준에 부합한 

     배출가스 장치가 적용되어 최대출력 155ps/최대토크 19.8kg·m로 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