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EW NISSAN

X-TRAIL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엑스트레일은 당신의 모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과 여유로운 실내공간, 

때로는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까지. 이제, 역동적인 스타일의 엑스트레일과 함께 모험을 떠나 보세요.

TAKE ON YOUR NEXT ADVENTURE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우리 주변 자동차의 동력과 주행,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연결에 대한 방법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로 하여금 엑스트레일을 더욱 자신감 있고 즐겁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다양한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주행의 즐거움을 한 단계 향상 시키고 세상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기술 - 이것이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입니다.

NEXT-LEVEL TECHNOLOGY FOR A  
CONFIDENT AND ENERGIZING DRIV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별빛이 빛나는 밤의 눈부신 광경을 공유하고 싶나요? 쌀쌀한 아침에 아늑한 공간이 필요하세요?

엑스트레일은 이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닛산의 엔지니어들은 탑승자를 골반부터 가슴까지 지지하여 혈액 순환을 최적화하는 유기적 디자인의 프론트 시트와

더욱 뛰어난 압력 배분을 제공하는 시트 쿠션을 설계하여 장시간의 주행에서도 탁월한 편안함을 제공하며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동식 파노라마 선루프는 하늘과 별의 장엄한 광경을 모든 탑승자에게 보여주어 강렬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BREATHTAKING  
FROM TOP TO BOTTOM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REMIUM DETAILS THAT ARE A CLASS ABOVE THE REST

메탈 엑센트를 포함한 유광 블랙 트림 

가죽 마감 변속 레버 

 스포티한 디자인의 D-Cut 스티어링 휠

스포티한 디자인의

D-Cut 스티어링 휠

메탈 엑센트를 포함한

유광블랙 트림
새로운 디자인의 변속 레버가죽 마감 변속 레버 전동식 파노라마 선루프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NISSAN ADVANCED DRIVE-ASSIST DISPLAY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MATCH THE DISPLAY
TO YOUR COLOUR

DRIVING AIDS

주행보조 기능과 타이어 압력 등 운전자는 운전 중에도 이 모든 정보를

5인치 컬러 어드밴스드 드라이브-어시스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트롤러를 통해 화면을 전환하여 원하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INNOVATION THAT’S  
RIGHT IN FRONT OF YOU.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 CLASS ABOVE THE REST
편안하게 앉아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펼쳐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즐겨 보세요.

동급 최대 실내 공간과 무중력 프론트 시트는 최상의 편암함을 제공합니다.

A SMARTER 2ND ROW.
엑스트레일의 유연한 시트 시스템 덕분에 최고의 편안한 좌석으로 거듭납니다. 4 : 2 : 4 폴딩 2열 시트을 통해 더 많은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슬라이딩 시트를 조절하여 손쉽게 타고 내리거나 넉넉한 무릎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클라이닝 시트를 통해 편한하게 휴식을 취할 수 도 있습니다. 

REAR 77° WIDE OPENING DOORS.
엑스트레일의 리어 도어는 거의 80°에 가깝게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으며, 아이스박스나 

스노우보드와 같은 물건을 간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어 차량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LIDE, GLIDE AND SWING WIDE.

77°
REAR WIDE  

OPENING DOORS



HANDS-FREE POWER LIFTGAT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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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DETAILS
THAT MAKE A BIG DIFFERENCE



GET A HAND WHEN YOU WANT IT 

STEPPING IN WHEN YOU NEED IT
엑스트레일의 안전한 주행을 돕는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 합니다.

인텔리전트 차간거리 제어 시스템부터 비상 브레이크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엑스트레일은 운전자의 최상의 파트너로서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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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차량의 속도와 앞차와의 간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감속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알려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제동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계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GET A HAND WHEN YOU WANT IT 

ALWAYS LOOKING OUT FOR YOU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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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차량이 후진을 할 때 차량에 가까이 다가오거나
후방에 큰 물체가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닛산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시스템은 최신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운전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도로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DRIVE MORE LIKE A PRO

X-TRAIL, QUIETLY MAKING 
YOU A BETTER DRIVER.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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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 Control
거친 노면에서 엔진과 브레이크를 컨트롤하여, 
요동을 방지하고 보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Intelligent Engine Brake
코너링이나 급 제동 시, CVT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감속으로 편안한 주행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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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MORE LIKE A PRO

ADAPT TO RAIN OR  
SLEET IN THE BLINK OF AN EYE Hill Start Assist

힐 스타트 지원 기능은 경사면에서 시동을 켜고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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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레일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든, 비에 젖은 길을 달리든, 급커브를 만나든, 필요한 휠에 적절한 시스템을 제공하며 어떠한 노면 조건에서도 

엑스트레일의 AWD 시스템은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EXTERIOR COLOR SELECTION INTERIOR COLOR SELECTION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색상은 인쇄 과정 및 주변 조명에 따라 실제 차량의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닛산 매장에서 실제 차량의 색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earl White

Magnetic Black
Charcoal 
Leather Brilliant Silver

Charcoal 
Leather

Gun Metallic
Charcoal 
Leather

Charcoal 
Leather

Monarch Orange
Almond 
Leather

Almond Leather

Charcoal Leather



TECHNICAL DATA SPECIFICATION

구분 2WD SMART 4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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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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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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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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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CO2 배출량 (g/km) 154 162 162

등급 4 4 4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나오는 이미지 및 제품 사양은 특정 모델에만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나오는 이미지나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닛산 고객 케어 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gine 2WD SMART 4WD 4WD TECH

QR25DE : 2.5리터 DOHC 16밸브
               4기통 엔진

● ● ●

연속 가변 밸브 타이밍 제어 시스템 (CVTCS) ● ● ●

Drivetrain / Transmission 2WD SMART 4WD 4WD TECH

Intelligent 4X4 ● ●

오르막길 주행 제어장치 (Hill Start Assist) ● ● ●

Xtronic CVT (무단변속기) ● ● ●

Wheels / Tires 2WD SMART 4WD 4WD TECH

18" 알루미늄 휠 ● ●

19" 알루미늄 휠 ●

225 / 60R18 타이어 ● ●

225 / 55R19 타이어 ●

Brakes 2WD SMART 4WD 4WD TECH

프론트/리어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 ●

4륜 휠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ABS, Anti-locking Braking System)

● ● ●

전동식 제동력 배분 시스템 
(EBD, 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 ● ●

제동 보조 기능 (BA, Break Assist) ● ● ●

Suspension / Steering 2WD SMART 4WD 4WD TECH

전 : 독립식 스트럿 ● ● ●

후 : 멀티링크 ● ● ●

차량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 휠 ● ● ●

EPS
(Electronic Power-assisted Steering)

● ● ●

Exterior 2WD SMART 4WD 4WD TECH

LED 오토 헤드램프 ● ● ●

LED 주간 주행등 ● ● ●

LED 리어램프 ● ● ●

안개등 ● ● ●

*열선 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 ● ●

루프 레일 ● ● ●

전동식 파워 트렁크 ● ● ●

파노라마 선루프 (파워 틸팅 & 슬라이딩) ● ● ●

Comfort / Convenience 2WD SMART 4WD 4WD TECH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트 디스플레이
(Advanced Drive-Assist Display)

● ● ●

*3D 내비게이션 및 DMB ● ● ●

*8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 ● ● ●

*후방 카메라 ● ● ●

*후방 파킹센서 ● ● ●

인텔리전트 키, 푸쉬 버튼 시동 기능 ● ● ●

헨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 ● ●

듀얼존 오토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 ● ●

속도감응형 간헐식 와이퍼 ● ● ●

리어 와이퍼 ● ● ●

12볼트 DC 파워 아울렛 (3개) ● ● ●

속도 감응형 파워 도어 록 ● ● ●

눈부심 방지 ECM 룸 미러 ● ● ●

맵 랩프 및 뒷좌석 독서등 ● ● ●

웰컴 라이팅 ● ● ●

선바이저 화장 거울 및 조명 ● ● ●

틸트 및 텔레스코핑 스티어링 컬럼 ● ● ●

오버헤드 선글라스 홀더 ● ● ●

Audio / Entertainment 2WD SMART 4WD 4WD TECH

*오디오 시스템 - AM/FM, 
                     MP3/WMA 재생가능

● ● ●

6 스피커 ● ● ●

*USB 포트 (2개) ● ●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및 핸즈프리 ● ● ●

Seating / Appointments 2WD SMART 4WD 4WD TECH

운전석 6방향 파워시트 ● ● ●

운전석 2방향 럼버 서포트 ● ● ●

조수석 메뉴얼시트 ● ● ●

메모리 시스템 : 운전석, 아웃사이드 미러 ● ● ●

열선 내장 프론트 시트 ● ● ●

가죽 마감 시트 ● ● ●

가죽 마감 스티어링 휠 & 기어 레버 ● ●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 ● ●

슬라이딩 & 리클라이닝 2열 시트 ● ● ●

4 : 2 : 4 폴딩 2열 시트 ● ● ●

Safety / Security 2WD SMART 4WD 4WD TECH

닛산 어드밴스드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
(탑승자 식별 센서 포함)

● ● ●

운전석 / 조수석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 ● ●

루프 내장형 사이드 커튼 에어백 ● ● ●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Vehicle Dynamic Control)

● ● ●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Traction Control System)

● ● ●

운전석 / 조수석 3점식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로드리미터 포함)

● ● ●

2열 좌석 3점식 안전벨트 ● ● ●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 ●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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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보증  닛산의 모든 차량은 3년 / 100,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24시간 고객님의 즐겁고 편안한 운전을 위하여 3년 또는 100,000km 이내

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본 서비스에는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 스페어 타이어 교체, 비상 연료 공급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무상대차 서비스  보증 수리로 예약을 하시고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 후 수리가 3일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상대차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대여 가능한 차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품 대기중인 경우는 제외) 

 * 위 서비스는 고객만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 www.nissan.co.kr / 고객센터 : 080–010–2323 *딜러 제공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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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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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ed in Dec. 2018

Dealer stamp:

강남    (02)544-5010

강서    (02)6090-7200 

광주    (062)221-7000 

구미    (054)46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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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051)780-2300 

부평    (032)32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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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31)284-8005 

안양    (031)444-2000 

용인    (031)679-0838 

원주    (033)763-1231 

일산    (031)810-1600 

전주    (063)270-0000 

제주    (064)74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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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043)716-0300 

포항    (054)72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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