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LS 고급형 23,610,000 
21,463,636(2,146,364)

●  파워트레인/성능 : 1.6 CDTi 디젤엔진(유로 6), GEN Ⅲ 6단 자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맥퍼슨 전륜 서스펜션/컴파운드 크랭크 후륜 서스펜션, 후드 인슐레이션, 연료탱크(64ℓ) 

●  안전 사양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S-ESC, EBD-ABS, 디스크 브레이크(후륜),

이모빌라이저, 운전석/동반석/사이드 에어백,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텐덤 부스터,

    운전석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동반석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속도 감응형 오토도어록,

    페달 분리 시스템, 소화기, 비상 삼각대

●  외관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및 전동접이식),

    16"(21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그립식 도어핸들(블랙), 듀얼 메쉬 그릴, 루프랙,

    후면 센터 백업램프

●  내장 사양 : 블랙 컬러 인테리어, 직물시트(우븐), 아이스블루 앰비언트 라이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도어핸들, 실버 IP 몰딩, 

    2열 에어벤트(센터콘솔 후면), 잔광식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맵램프

●  편의 사양 : 시크릿 큐브(플립업 센터페시아 수납함), 컨버세이션 미러,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뒷유리 열선, 

    틸트 스티어링 휠, 버킷타입 시트, 앞좌석 4 way 헤드레스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시큐리티 인디케이터(도난방지), 선바이저 화장거울, 1열 시트백 포켓, 도어맵포켓, Day & Night 룸미러,

    앞좌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글로브박스(내부조명 및 댐퍼 포함),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배터리 세이버, 레벨업 주행정보 시스템(트립컴퓨터),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2열 6:4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리어 암레스트 포함), 3열 5:5 폴딩시트,

    EZ-Tech(2열 원터치 더블폴딩, 3열 오토폴딩 헤드레스트, 3열 / 트렁크 수납함 레버), 

    2열 센터 헤드레스트,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파워잭(1열, 2열), 컵홀더(1열 2개 / 2열 2개 / 3열 1개), 

    리어 트렁크 수납함, 리어 범퍼스텝, 타이어 리페어 킷, PTC 히터

●  멀티미디어 :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라디오, MP3 CDP,

    6스피커(앞 & 뒷좌석 도어 스피커 및 트위터 스피커 포함), AUX 단자, 루프 안테나(고정형)

● 커튼 에어백  
    : 320,000

LT

프리미엄 25,530,000
23,209,091(2,320,909)

LS 고급형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커튼 에어백

●  외관 사양 : 그립식 도어핸들(바디컬러),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보조제동등, 크롬 트렁크 가니쉬, 크롬 안개등

●  내장 사양 : 고급 메쉬 직물시트(블랙), 실내 앰비언트 라이팅, 가죽 스티어링 휠, 센터콘솔 수납함(탬버타입),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운전석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운전석/동반석 선바이저 화장거울(조명내장), 오토라이트 컨트롤, 팔로우미 홈(에스코트 기능),

    운전석/동반석 3단 열선시트

●  멀티미디어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USB 포트(iPod 지원)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컨비니언스 26,680,000
24,254,545(2,425,455)

LT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2열 열선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

세이프티 28,080,000
25,527,273(2,552,727)

LT 컨비니언스 사양 품목 및 

고급 가죽 시트(블랙), 17"(225/50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

LTZ

프리미엄 28,810,000
26,190,909(2,619,091)

LT 세이프티 사양 품목 및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실버 IP 몰딩, 하이글로스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  외관 사양 :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실드)

●   편의 사양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6 way 전동시트, 레인센싱 와이퍼,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18" (235/45 R18)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 300,000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

세이프티 29,160,000
26,509,091(2,650,909)

LTZ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엔진 배기량 : 1,598cc     엔진최고출력 : 134/3,500~4,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2.6/2,000~2,250 kg.m/rpm     복합연비(km/ℓ) : 12.7(도심연비: 11.7, 고속도로연비: 14.1)     3등급     CO2배출량 : 150g/km

1)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동시 적용 불가      2)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3) 기본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전화 불가능 /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4) 지상파 DMB는 320x240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DMB 사업자가 고화질 DMB(해상도 1,280x720) 방송으로 전환 등 송출방식 변경 또는 방송정책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5) 올란도에 적용된 마이링크는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이 지원되지 않음      6) 다이나믹 : 차량 외장 컬러 별 스페셜 데칼 적용      7) LED 포지셔닝 램프는 주간주행등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8)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젤올란도

(단위 : 원)

Active Life Vehicle
2018 ORLANDO

스페셜 에디션

다이나믹 27,550,000
25,045,455(2,504,545)

LT 프리미엄 사양 및 

2열 열선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브라운 가죽 시트, 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18"(235/45 R18) 타이어 & 실버 알로이 휠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



엔진 배기량 : 1,998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 최대토크 : 18.8/4,600 kg.m/rpm     복합연비(km/ℓ) : 7.2 (도심연비: 6.4, 고속도로연비: 8.4)     5등급     CO2배출량 : 184g/km

차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LS 고급형 21,180,000
19,254,545(1,925,455)

●  파워트레인/성능 : 2.0 LPGi 엔진, GEN Ⅱ 6단 자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맥퍼슨 전륜 서스펜션/컴파운드 크랭크 후륜서스펜션, 후드 인슐레이션, LPG 봄베 70ℓ(실충전 용량 60ℓ) 

●  안전 사양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S-ESC, EBD-ABS, 디스크 브레이크(후륜), 이모빌라이저, 

운전석/동반석/사이드 에어백,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텐덤 부스터,

    운전석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동반석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속도 감응형 오토도어록,

    페달 분리 시스템, 소화기, 비상 삼각대

●  외관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및 전동접이식),

    16"(21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그립식 도어핸들(블랙), 듀얼 메쉬 그릴, 루프랙,

    후면 센터 백업램프 

●  내장 사양 : 블랙 컬러 인테리어, 직물시트(우븐), 아이스블루 앰비언트 라이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도어핸들, 실버 IP 몰딩, 

    2열 에어벤트(센터콘솔 후면), 잔광식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맵램프

●  편의 사양 : 시크릿 큐브(플립업 센터페시아 수납함), 컨버세이션 미러,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뒷유리 열선, 

    틸트 스티어링 휠, 버킷타입 시트, 앞좌석 4 way 헤드레스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시큐리티 인디케이터(도난방지), 선바이저 화장거울, 1열 시트백 포켓, 도어맵포켓, Day & Night 룸미러,

    앞좌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글로브박스(내부조명 및 댐퍼 포함),접이식 무선리모트키(2개),

    배터리 세이버, 레벨업 주행정보 시스템(트립컴퓨터),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2열 6:4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리어 암레스트 포함), 3열 5:5 폴딩시트, 

    EZ-Tech(2열 원터치 더블폴딩, 3열 오토폴딩 헤드레스트, 3열 / 트렁크 수납함 레버), 

    2열 센터 헤드레스트,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파워잭(1열, 2열), 컵홀더(1열 2개 / 2열 2개 / 3열 1개), 

    리어 트렁크 수납함, 리어 범퍼스텝, 타이어 리페어 킷

●  멀티미디어 :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라디오, MP3 CDP,

    6스피커(앞 & 뒷좌석 도어 스피커 및 트위터 스피커 포함), AUX 단자, 루프 안테나(고정형)

● 커튼 에어백  
    : 320,000

LT

프리미엄  23,160,000
21,054,545(2,105,455)

LS 고급형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커튼 에어백

●  외관 사양 : 그립식 도어핸들(바디컬러),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보조제동등, 크롬 트렁크 가니쉬, 크롬 안개등

●  내장 사양 : 고급 메쉬 직물시트(블랙), 실내 앰비언트 라이팅, 가죽 스티어링 휠, 센터콘솔 수납함(탬버타입),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운전석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운전석/동반석 선바이저 화장거울(조명내장), 오토라이트 컨트롤, 팔로우미 홈(에스코트 기능),

    운전석/동반석 3단 열선시트 

●  멀티미디어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USB 포트(iPod 지원)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컨비니언스 24,310,000
22,100,000(2,210,000)

LT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2열 열선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

세이프티  25,710,000
23,372,727(2,337,273)

LT 컨비니언스 사양 품목 및 

고급 가죽 시트(블랙), 17"(225/50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전방주차 보조시스템

LTZ

프리미엄 26,340,000
23,945,455(2,394,545)

LT 세이프티 사양 품목 및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실버 IP 몰딩, 하이글로스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  외관 사양 :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실드)
●  편의 사양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6 way 전동시트, 레인센싱 와이퍼,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18"(235/45 R18)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 300,000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

세이프티 26,690,000
24,263,636(2,426,364)

LTZ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ORLANDOLPGi

(단위 : 원)1)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동시 적용 불가      2)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3) 기본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전화 불가능 /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4) 지상파 DMB는 320x240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DMB 사업자가 고화질 DMB(해상도 1,280x720) 방송으로 전환 등 송출방식 변경 또는 방송정책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5) 올란도에 적용된 마이링크는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이 지원되지 않음      6) 다이나믹 : 차량 외장 컬러 별 스페셜 데칼 적용      7) LED 포지셔닝 램프는 주간주행등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8)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다이나믹 25,180,000
22,890,909(2,289,091)

LT 프리미엄 사양 및 

2열 열선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브라운 가죽 시트, 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18"(235/45 R18) 타이어 & 실버 알로이 휠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



16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18인치 실버 알로이 휠
(다이나믹 전용)

KEY FEATURES

WHEELS

INTERIOR COLORSEXTERIOR COLORS

[ 우븐 직물시트 ] LS 고급형

[ 고급 메쉬 직물시트 ] LT 프리미엄 / LT 컨비니언스

※ LT  컨비니언스는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적용

※  NEW 마이링크가 적용된 이미지임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적용

[ 고급 가죽시트 ] LT 세이프티 / LTZ 프리미엄 / LTZ 세이프티

※ LT 세이프티는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및 무광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적용
※ LTZ 세이프티는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버튼 적용

[ 브라운 가죽시트 ] 다이나믹

퓨어 화이트 (GAZ)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새틴 스틸 그레이 (GYM)

네이비 그레이 (GO6)

모던 블랙 (GB0)

NEW 마이링크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EZ-Tech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올란도

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브라운 데칼 그레이 데칼

브라운 데칼 : 새틴 스틸 그레이(GYM)  

그레이 데칼 : 퓨어 화이트(G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