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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터 II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슈
퍼
캡

초장축

Style 
(스타일)

16,750,000
15,227,273(1,522,727)

•� 파워트레인 :�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
•� 안전�:�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주차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70-R15/145-R13�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주간주행등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안개등,�측면방향지시등,�
� 적재함�발청�방지�실러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매뉴얼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동승석�리클라이닝�시트,�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키홀조명,�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 기능�포함),�파워�아웃렛,�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트립컴퓨터,�
� D&N�룸미러,�고무보조매트,�리놀륨플로어매트,�아웃사이드 미러(열선,전동조절),�간이정비용�오픈��
� 후드,�승용형 연료주입구,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외부공구함,�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패키지Ⅰ��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Smart 
(스마트)

17,200,000
15,636,364(1,563,636)

▶� 2WD 슈퍼캡 초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외관�:�자외선 차단유리(앞면),�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적재함�브림커버
•� 편의/내장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동승석�선바이저�거울,
� 선글라스�케이스,�오토라이트 컨트롤,�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Modern 
(모던)

18,270,000
16,609,091(1,660,909)

▶� 2WD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안전�:�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외관�:�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 :�MP3&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트위터�스피커,�스티어링�휠�오디오�리모콘
•� 편의/내장�:�운전석�틸트�헤드레스트,�우드&메탈�그레인,�틸트�스티어링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Premium
(프리미엄)

19,900,000
18,090,909(1,809,091)

▶� 2WD 슈퍼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 안전 :�동승석 에어백
• 외관�:�범퍼가드,�고급형�풀사이즈�휠커버,�에어로타입�와이퍼
• 편의/내장�:�운전석통풍시트, 크루즈 컨트롤, 풀오토 에어컨,�크롬도금�이너�도어핸들,�
� 크롬도금�파킹�브레이크�노브,�인조가죽�센터트림,�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열선 리어글래스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장축

Smart 
(스마트)

16,900,000
15,363,636(1,536,364)

▶ 2WD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동일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Modern 
(모던)

17,970,000
16,336,364(1,633,636)

▶ 2WD 슈퍼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동일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더
블
캡

초장축

Style 
(스타일)

18,020,000
16,381,818(1,638,182)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
•� 안전�:�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주차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70-R15/145-R13�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안개등,�측면방향지시등,�
� 적재함�발청�방지�실러,�더블캡�전용�사이드�스텝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매뉴얼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동승석�리클라이닝�시트,�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키홀조명,�1열�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 기능포함),�파워�아웃렛,�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트립컴퓨터,�
� D&N�룸미러,�고무보조매트,리놀륨플로어매트,�아웃사이드 미러(열선,전동조절), 승용형 연료주입구
� 간이정비용�오픈후드,�폴딩타입�무선도어잠금장치,외부공구함,�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패키지Ⅰ�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Smart 
(스마트)

18,470,000
16,790,909(1,679,091)

▶ 2WD 더블캡 초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외관�: 자외선 차단유리(앞면),�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동승석�선바이저�거울,
� 선글라스�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단위�:�원

모바일�페이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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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와�자동변속기�중복�적용�불가
※�하이패스�시스템에는�장애인�통행료�자동할인,�심야할인�기능이�없습니다.
※�차체자세제어장치(ESC)�:�ABS,�EBD,�BAS�기능�포함
※�내비게이션�지도�업데이트�서비스는�차량�구매후�8년까지�보장되며,�이후�당사�사정에�의해�만료될�수�있습니다.

※�TUIX�내비게이션�
� -� 8인치�터치스크린,�후방모니터,�DMB,�TPEG(실시간�교통정보),�차량스피커�출력
���� -� TUIX�내비게이션�선택�시�별도�탁송�금액�추가���
   -  지상파DMB는 320X240(표준화질) 및 1,280X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나, 전파 수신 환경, DMB 방송정책, DMB 사업자의 
  송출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오토라이트�컨트롤,�운전석�열선시트,�운전석�전동식�럼버서포트,�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현대스마트센스 전방�충돌방지�보조,�차로�이탈�경고

단위�:�원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더
블
캡

초장축

Modern 
(모던)

19,540,000
17,763,636(1,776,364)

▶� 2WD 더블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안전�:�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외관 :�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 :�MP3&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트위터�스피커,�스티어링�휠�오디오�리모콘
•� 편의/내장�:�운전석�틸트�헤드레스트,�우드&메탈�그레인,�틸트�스티어링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Premium
(프리미엄)

21,230,000
19,300,000(1,930,000)

▶� 2WD 더블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 안전 :�동승석 에어백
•� 외관 :�범퍼가드,�고급형�풀사이즈�휠커버,�에어로타입�와이퍼
•� 편의/내장�:�운전석 통풍시트, 크루즈 컨트롤, 풀오토 에어컨,�크롬도금�이너�도어핸들,�크롬도금�파킹��
� 브레이크�노브,�인조가죽�센터트림,�2열�파워�윈도우,�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열선 리어글래스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장축
Smart 

(스마트)
18,170,000
16,518,182(1,651,818)

▶� 2WD 더블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동일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일
반
캡

초장축

Style 
(스타일)

16,640,000
15,127,273(1,512,727)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
•� 안전�:�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주차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70-R15/145-R13�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안개등,�측면방향지시등,�
� 적재함�발청�방지�실러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매뉴얼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키홀조명,�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기능�포함),�파워�아웃렛,�
� 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트립컴퓨터,�D&N�룸미러,�고무보조매트,�
� 리놀륨플로어매트,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조절),�간이정비용�오픈후드,�연료탱크�잠금장치,
�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외부공구함,�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패키지Ⅰ�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Smart 
(스마트)

17,090,000
15,536,364(1,553,636)

▶� 2WD 일반캡 초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외관�:�자외선 차단유리(앞면),�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동승석�선바이저�거울,
� 선글라스�케이스,�오토라이트 컨트롤,�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차동기어�잠금장치(LD)�  [25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Modern 
(모던)

18,120,000
16,472,727(1,647,273)

▶� 2WD 일반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안전 :�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외관�:�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MP3&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트위터�스피커,�스티어링�휠�오디오�리모콘
•� 편의/내장 :�운전석�틸트�헤드레스트,�우드&메탈�그레인,�틸트�스티어링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Premium
(프리미엄)

19,750,000
17,954,545(1,795,455)

▶� 2WD 일반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기술 :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 안전�:�동승석 에어백
•� 외관�:�범퍼가드,�고급형�풀사이즈�휠커버,�에어로타입�와이퍼
•� 편의/내장�:�운전석 통풍시트, 크루즈 컨트롤, 풀오토 에어컨,�크롬도금�이너�도어핸들,�크롬도금�파킹���
� 브레이크�노브,�인조가죽�센터트림,�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열선 리어글래스

▶� 5단�자동변속기 [1,130,000]
▶� 중량짐용�후륜�현가장치 [60,000]
▶� PTO(Power�Take�Off)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패키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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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터 II
단위�:�원

모바일�페이지�이동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슈
퍼
캡

장축

Style 
(스타일)

18,740,000
17,036,364(1,703,636)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전용�서스펜션
•� 안전�:�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차동기어잠금장치(LD),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주차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R15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안개등,�측면방향지시등,�
� 휠아치몰딩,�적재함�발청�방지�실러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매뉴얼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 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동승석�리클라이닝�시트,�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키홀조명,�
�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기능포함),�파워�아웃렛,�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파워스티어링휠,�
� 타코미터,�트립컴퓨터,�D&N룸미러,�고무보조매트,�리놀륨플로어매트,�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조절),�간이정비용�오픈후드,�연료탱크�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장금장치,�
� 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4륜�전환�레버

▶� PTO(Power�Take�Off)� [200,000]
▶� 컨비니언스�패키지Ⅰ�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Smart 
(스마트)

19,190,000
17,445,455(1,744,545)

▶� 4WD 슈퍼캡 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외관�:�자외선 차단유리(앞면),�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동승석�선바이저�거울,
� 선글라스�케이스,�오토라이트 컨트롤,�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Modern 
(모던)

19,960,000
18,145,455(1,814,545)

▶� 4WD 슈퍼캡 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외관�:�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MP3&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트위터�스피커,�스티어링�휠�오디오�리모콘
•� 편의/내장 :�운전석�틸트�헤드레스트,�우드&메탈�그레인,�틸트�스티어링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Premium
(프리미엄)

21,490,000
19,536,364(1,953,636)

▶� 4WD 슈퍼캡 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 안전 :�동승석 에어백
•� 외관 :�범퍼가드,�에어로타입�와이퍼
•� 편의/내장�:�운전석 통풍시트, 크루즈 컨트롤, 풀오토 에어컨,크롬도금�이너�도어핸들,
� 크롬도금�파킹�브레이크노브,�인조가죽�센터트림,�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열선 리어글래스

▶� PTO(Power�Take�Off)�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더
블
캡

장축

Style 
(스타일)

20,010,000
18,190,909(1,819,091)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전용�서스펜션
•� 안전�:�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차동기어잠금장치(LD),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주차거리 경고(후방)
•� 외관 :�195-R15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안개등,�측면방향지시등,�
� 휠아치몰딩,적재함�발청�방지�실러,더블캡�전용�사이드�스텝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매뉴얼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 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동승석리클라이닝�시트,�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키홀조명,�1열�파워윈도우
� (전원일시유지기능포함),�파워�아웃렛,�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
� 트립컴퓨터,�D&N룸미러,�고무보조매트,�리놀륨플로어매트,�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조절),�
� 간이정비용�오픈후드,�연료탱크�잠금장치,�폴딩타입 무선도어장금장치,�배터리세이버,�
� 가스식쇽업쇼바,�4륜�전환�레버

▶� PTO(Power�Take�Off)� [200,000]
▶� 컨비니언스�패키지Ⅰ�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Smart 
(스마트)

20,460,000
18,600,000(1,860,000)

▶� 4WD 더블캡 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외관�:�자외선 차단유리(앞면),�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동승석�선바이저�거울,
� 선글라스�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Modern 
(모던)

21,230,000
19,300,000(1,930,000)

▶� 4WD 더블캡 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외관 :�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MP3&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트위터�스피커,�스티어링�휠�오디오�리모콘
•� 편의/내장�:�운전석�틸트�헤드레스트,�우드&메탈�그레인,�틸트�스티어링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Premium
(프리미엄)

22,760,000
20,690,909(2,069,091)

▶� 4WD 더블캡 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기술�:�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 안전�:�동승석 에어백
•� 외관�:�범퍼가드,�에어로타입�와이퍼
•� 편의/내장�:�운전석 통풍시트, 크루즈 컨트롤, 풀오토 에어컨,크롬도금�이너�도어핸들,
� 크롬도금�파킹�브레이크노브,�인조가죽�센터트림,�하이패스 시스템, 2열 파워윈도우, 
 이모빌라이저, 열선 리어글래스

▶� PTO(Power�Take�Off)�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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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시스템에는�장애인�통행료�자동할인,�심야할인�기능이�없습니다.
※�4WD�모델은�자동변속기�미운영
※�차체자세제어장치(ESC)�:�ABS,�EBD,�BAS�기능�포함
※�내비게이션�지도�업데이트�서비스는�차량�구매후�8년까지�보장되며,�이후�당사�사정에�의해�만료될�수�있습니다.

※�TUIX�내비게이션
���� -� 8인치�터치스크린,�후방모니터,�DMB,�TPEG(실시간�교통정보),�차량스피커�출력
���� -� TUIX�내비게이션�선택�시�별도�탁송�금액�추가�
� - 지상파DMB는 320X240(표준화질) 및 1,280X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나, 전파 수신 환경, DMB 방송정책, DMB 사업자의 
  송출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단위�:�원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오토라이트�컨트롤,�운전석�열선시트,�운전석�전동식�럼버서포트,�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현대스마트센스 전방�충돌방지�보조,�차로�이탈�경고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일
반
캡

장축

Style 
(스타일)

18,640,000
16,945,455(1,694,545)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전용�서스펜션

•� 안전�:�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차동기어잠금장치(LD),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주차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R15타이어&풀사이즈�휠커버,�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안개등,�측면방향지시등,�
� 휠아치몰딩,적재함�발청�방지�실러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매뉴얼에어컨,�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도어맵�포켓,�센터�시트백�콘솔박스,�키홀조명,�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기능포함),�파워�아웃렛,�
� 중앙집중식�도어잠금�장치,�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트립컴퓨터,�D&N룸미러,�고무보조매트,�
� 리놀륨플로어매트, 아웃사이드 미러(열선,전동조절),�간이정비용�오픈후드,�연료탱크�잠금장치,�
� 폴딩타입�무선도어장금장치,�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4륜�전환�레버

▶� PTO(Power�Take�Off)� [200,000]
▶� 컨비니언스�패키지Ⅰ�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Smart 
(스마트)

19,090,000
17,354,545(1,735,455)

▶� 4WD 일반캡 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외관 :�자외선 차단유리(앞면),�선셰이드�적용�앞면�유리,�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동승석�선바이저�거울,
� 선글라스�케이스,�오토라이트 컨트롤,�트리플�턴�시그널,�운전석�윈도우�오토다운,�
�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Modern 
(모던)

19,860,000
18,054,545(1,805,455)

▶� 4WD 일반캡 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외관�:�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 :�MP3&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트위터�스피커,�스티어링�휠�오디오�리모콘

•� 편의/내장 :�운전석�틸트�헤드레스트,�우드&메탈�그레인,�틸트�스티어링

▶� PTO(Power�Take�Off)� [20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 운전석 통풍시트 [200,000]
▶ 현대스마트센스 [300,000]

Premium
(프리미엄)

21,390,000
19,445,455(1,944,545)

▶� 4WD 일반캡 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 안전�:�동승석 에어백

•� 외관 :�범퍼가드,�에어로타입�와이퍼

•� 편의/내장 :�운전석 통풍시트, 크루즈 컨트롤, 풀오토 에어컨,�크롬도금�이너�도어핸들,
� 크롬도금�파킹�브레이크노브,�인조가죽�센터트림,�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열선 리어글래스

▶ PTO(Power Take Off) [200,000]
▶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800,000]

운전교습용 차량 [2WD]

구분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기본 품목 선택 품목

일반캡

초장축

15,490,000
14,081,818(1,408,182)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

•� 안전�:�운전석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보조브레이크&보조클러치,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주차 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70-R15/145-R13�타이어&휠캡,�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측명방향지시등,�적재함�방청�방지�실러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도어맵�포켓,�

� 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D&N룸미러,�선바이저,�고무보조매트,�리놀륨플로어매트,�간이정비용�오픈후드,�

� 연료탱크�잠금장치,�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

▶� 매뉴얼�에어컨� [55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더블캡 16,840,000
15,309,091(1,530,909)

•� 파워트레인�:�2.5�CRDi�엔진(유로6),�6단�수동변속기

•� 안전�:�운전석에어백, 차체자세 제어기능,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급제동 경보기능, 

 보조브레이크&보조클러치,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주차 거리 경고(후방)

•� 외관�:�195-70-R15/145-R13�타이어&휠캡,�클리어타입 헤드램프(4등식, 주간주행등 포함),�

� 윈드실드�클리어�글래스,�리어가드,�프런트�언더뷰미러,�바디컬러�범퍼,�측명방향지시등,�

� 적재함�방청�방지�실러,�더블캡�전용�사이드�스텝

•� 오디오/공조�:�MP3오디오,�USB단자(iPod지원),�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3.5인치 TFT 단색 LCD 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운전석�리클라이닝&슬라이딩�시트,�

� 동승석�리클라이닝�시트,�도어맵�포켓,�파워스티어링�휠,�타코미터,�D&N룸미러,�선바이저,�고무보조매트,��

� 리놀륨플로어매트,�간이정비용�오픈후드,�연료탱크�잠금장치,�배터리세이버,�가스식쇽업쇼바

▶� 매뉴얼�에어컨� [550,000]

▶� 동승석�에어백� [200,000]

※�차체자세제어장치(ESC)�:�ABS,�EBD,�BAS�기능�포함

패키지 품목

단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