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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레일에 적용된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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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단순한 주행 기계에서 일상의 파트너로 탈바꿈시킨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운전자에게 더욱 흥미롭고 자신감 넘치는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내가 운전하는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더욱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과 자동차가 운전을 나누어 하든, 운전 중에 자동으로 전기차가 충전되는 고속도로를 달리든 이 놀라운 

기술은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닛산의 현재입니다. 

엑스트레일은 당신의 모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과 여유로운 실내공간, 때로는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까지. 

이제, 역동적인 스타일의 엑스트레일과 함께 모험을 떠나 보세요.

TAKE ON YOUR NEXT ADVENTUR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차량의 속도와 앞차와의 간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감속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알려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제동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리플렛에 나오는 이미지 및 제품사양은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Lane 
Intervention 
차량이 차선에서 이탈시 운전자에게 
청각적 경보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작동하여 차량이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주차된 차량을 후진할 때 차량 
뒤쪽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ntelligent Blind-spot 
Intervention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량을 감지하여 시, 청각적 
경고를 통해 충돌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편안하게 앉아 파워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펼쳐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즐겨 보세요. 

동급 최대 실내 공간과 무중력 프론트 시트는 최상의 편암함을 제공합니다.

A CLASS ABOVE THE REST

EXTERIOR COLORTECHNICAL DATA

SPECIFICATION

구분 2.5 2WD SMART 2.5 4WD 2.5 4WD TECH

제원

전장(mm) 4,690 4,690 4,690 
전폭(mm) 1,830 1,830 1,830 
전고(mm) 1,725 1,740 1,740 

윤거 전륜/후륜(mm) 1,595/1,595 1,585/1,585 1,585/1,585
축거(mm) 2,705 2,705 2,705

공차중량(kg) 1,615 1,670 1,670
승차정원 5 5 5

엔진

형식 QR25 QR25 QR25
총배기량(CC) 2,488 2,488 2,488

최고출력 (ps/rpm) 172/6,000 172/6,000 172/6,000
최대토크(kg.m/rpm) 24.2/4,400 24.2/4,400 24.2/4,400

연료 탱크 용량(L) 55 55 55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무단변속(Xtronic CVT) 무단변속(Xtronic CVT) 무단변속(Xtronic CVT)

타이어 규격 225/60R18 225/60R18 225/55R19

서스펜션
전 독립식 스트럿 독립식 스트럿 독립식 스트럿

후 멀티 링크 멀티 링크 멀티 링크

브레이크
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

사용연료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

연비(km/l)

복합연비 11.1 10.6 10.6
도심연비 9.9 9.6 9.6

고속도로연비 12.9 12.0 12.0
복합CO2 배출량(g/km) 154 162 162

등급 4 4 4

EXTERIOR / INTERIOR 2.5 2WD SMART 2.5 4WD 2.5 4WD TECH

LED 오토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리어램프 ● ● ●

원터치 파워 슬라이딩 / 틸트 선루프 ● ● ●

운전석 8방향 파워시트 및 럼버 서포트 ● ● ●

가죽 마감 시트 ● ● ●

4:2:4 폴딩 2열 시트 ● ● ●

열선 내장 프론트 시트 ● ●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 ● ●

18” 알루미늄 휠 ● ● 19”

COMFORT / CONVENIENCE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트 디스플레이 ● ● ●

인텔리전트 키(I-KEY), 푸쉬 버튼 시동 기능 ● ● ●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 ● ●

듀얼존 오토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 ● ●

앰비언트 라이트 및 월컴 라이팅 ● ● ●

틸트 및 델레스코핑 스티어링 컬럼 ● ● ●

SAFETY / SECURITY

 닛산 어드밴스트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
(탑승자 식별센서 포함) 

● ●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 ●

인텔리전트 트래이스 컨트롤
(Intelligent Trace Control)

● ● ●

인텔리전트 차간 거리 제어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 ● ●

인텔리전트 전방 충돌 경고
(Intelligent Forward-collision Warning)

● ● ●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 ● ●

인텔리전트 사각 지대 경고
(Intelligent Blind-spot Intervention)

● ● ●

인텔리전트 후측방 경고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 ● ●

인텔리전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Intelligent Lane Intervention)

●

GET A HAND WHEN YOU WANT IT 

STEPPING IN WHEN YOU NEED IT

HANDS-FREE POWER LIFTGATE 

LITTLE DETAILS  
THAT MAKE A BIG DIFFERENCE

DRIVE MORE LIKE A PRO

X-TRAIL, QUIETLY MAKING 
YOU A BETTER DRIVER.

172 PS

24.2 TORQUE
kg.m

엑스트레일에 적용된 인텔리전트 트래이스 컨트롤과 인텔리전트 4X4 기술은

빠른 반응 속도를 통해 부드럽고 안전한 주행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여 

당신의 여행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Intelligent Trace Control 
코너링 구간에서 각 바퀴에 걸리는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하여 
코너링 시 최적의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telligent 4X4
엑스트레일의 인텔리전트 4X4 시스템은 온-오프로드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Auto Mode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전륜과 후륜간의 동력 균형을 조절합니다.

엑스트레일의 안전한 주행을 돕는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 합니다.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부터 후측방 경고,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까지.   

엑스트레일은 운전자의 최상의 파트너로서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엑스트레일에 적용된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는 인텔리전트 키를 지닌 상태에서 리어 범퍼 

하단에 발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열려 손쉽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Monarch Orange

Brilliant Silver

Magnetic Black

Gun Metallic

Pearl Wh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