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Ⅱ
모바일 페이지 이동

CRDi(133마력) 2WD

단위 : 원

판매가격

구분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Style
(스타일)

15,300,000
13,909,091(1,390,909)

•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 안전 : 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 외관 : 195-70-R15/145-R13 타이어 & 풀사이즈 휠커버,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매뉴얼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동승석 리클라이닝, 도어맵 포켓,
센터 시트백 콘솔박스, 키홀조명,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기능 포함), 파워 아울렛,
중앙집중식 도어잠금 장치,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트립컴퓨터, Day & Night 룸미러,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열선내장 전동조절 아웃사이드 미러,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 외부공구함,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

초장축

Smart
(스마트)

15,850,000
14,409,091(1,440,909)

2WD 슈퍼캡 초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안전 :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 외관 : 솔라 글래스(앞면유리), 윈드쉴드 선셰이드밴드, 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 썬글라스 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전동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슈
퍼
캡

선택 품목

운전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

16,950,000

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200,000]

▶

5단 자동변속기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250,000]
[60,000]

[1,120,000]
[250,000]
[60,000]

운전석 에어백

15,409,091(1,540,909)

Premium
(프리미엄)

Smart
(스마트)

18,100,000
16,454,545(1,645,455)

15,550,000
14,136,364(1,413,636)

2WD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 안전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외관 : 방향지시등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
• 오디오 : MP3 & 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트위터 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콘
• 편의/내장 : 운전석 틸트 헤드레스트, 우드 & 메탈 그레인, 틸트 스티어링, 승용형 연료주입구

▶

2WD 슈퍼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 안전 : 동승석 에어백
• 외관 : 신규 범퍼가드, 투톤컬러 범퍼, 크롬베젤 헤드램프, 고급형 풀사이즈 휠커버, 에어로타입 와이퍼
• 편의/내장 : 풀오토 에어컨, 크롬도금 이너 도어핸들, 크롬도금 파킹 브레이크 노브,
인조가죽 센터트림, 도어커티시 램프, 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리어글래스 열선

▶

2WD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동일

장축
Modern
(모던)

Style
(스타일)

16,650,000
15,136,364(1,513,636)

16,570,000
15,063,636(1,506,364)

초장축

▶

Smart
(스마트)

PORTERⅡ

///

17,120,000
15,563,636(1,556,364)

2WD 슈퍼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동일

•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 안전 : 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 외관 : 195-70-R15/145-R13 타이어 & 풀사이즈 휠커버,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더블캡 전용 사이드 스텝
•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매뉴얼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동승석 리클라이닝,
도어맵 포켓, 센터 시트백 콘솔박스, 키홀조명,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기능 포함),
파워 아울렛, 중앙집중식 도어잠금 장치,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트립컴퓨터,
Day & Night 룸미러,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열선내장 전동조절 아웃사이드 미러,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 외부공구함,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

05

5단 자동변속기

▶

TUIX 내비게이션

Modern
(모던)

더
블
캡

[1,120,000]

▶

2WD 더블캡 초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 안전 :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 외관 : 솔라 글래스(앞면유리), 윈드쉴드 선셰이드밴드, 적재함 브림커버
•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 썬글라스 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전동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COMMERCIAL VEHICLE

[1,120,000]

▶

5단 자동변속기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5단 자동변속기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2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5단 자동변속기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25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200,000]

▶

5단 자동변속기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25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60,000]

[1,120,000]
[60,000]

[1,120,000]

[1,12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CRDi(133마력) 2WD

단위 : 원

판매가격

구분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선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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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모던)

18,220,000
16,563,636(1,656,364)

초장축
더
블
캡

장축

5단 자동변속기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5단 자동변속기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25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5단 자동변속기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200,000]

2WD 일반캡 초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안전 :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외관 : 솔라 글래스(앞면유리), 윈드쉴드 선셰이드밴드, 적재함 브림커버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 썬글라스 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전동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

5단 자동변속기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2WD 일반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및
•안전 : 차동기어 잠금장치(LD)
•외관 : 방향지시등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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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WD 더블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안전 : 동승석 에어백
•외관 : 신규 범퍼가드, 투톤컬러 범퍼, 크롬베젤 헤드램프, 고급형 풀사이즈 휠커버,
에어로타입 와이퍼
•편의/내장 : 풀오토 에어컨, 크롬도금 이너 도어핸들, 크롬도금 파킹 브레이크 노브,
인조가죽 센터트림, 도어커티시 램프, 2열 파워윈도우, 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리어글래스 열선

▶

Premium
(프리미엄)

19,430,000

Smart
(스마트)

16,820,000

Style
(스타일)

17,663,636(1,766,364)

15,290,909(1,529,091)

15,200,000
13,818,182(1,381,818)

▶

2WD 더블캡 초장축 스마트 기본 품목 동일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안전 : 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외관 : 195-70-R15/145-R13 타이어 & 풀사이즈 휠커버,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매뉴얼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도어맵 포켓,
센터 시트백 콘솔박스, 키홀조명,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기능 포함), 파워 아울렛,
중앙집중식 도어잠금 장치,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트립컴퓨터, Day & Night 룸미러,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열선내장 전동조절 아웃사이드 미러,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 외부공구함,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

일
반
캡

초장축

[1,120,000]

▶

Smart
(스마트)

15,750,000
14,318,182(1,431,818)

▶

Modern
(모던)

16,800,000
15,272,727(1,527,273)

2WD 일반캡 초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안전 : 동승석 에어백
•외관 : 신규 범퍼가드, 투톤컬러 범퍼, 크롬베젤 헤드램프, 고급형 풀사이즈 휠커버,
에어로타입 와이퍼
•편의/내장 : 풀오토 에어컨, 크롬도금 이너 도어핸들, 크롬도금 파킹 브레이크 노브,
인조가죽 센터트림, 도어커티시 램프, 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리어글래스 열선

[1,120,000]

[1,120,000]
[250,000]
[60,000]

[1,120,000]
[250,000]
[60,000]

[1,120,000]
[60,000]
[200,000]

▶

동승석 에어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5단 자동변속기

▶

중량짐용 후륜 현가장치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remium
(프리미엄)

17,950,000
16,318,182(1,631,818)

※ PTO와 자동변속기 중복 적용 불가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심야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 ABS, EBD, BAS 기능 포함

[1,120,000]
[60,000]

※ TUIX 내비게이션
- 7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DMB, TPEG(실시간교통정보)
- 동영상/MP3 재생 및 차량 스피커 출력
- TUIX 내비게이션 선택 시 별도 탁송 금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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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선택품목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오토라이트 컨트롤, 운전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럼버서포트,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리어글래스 열선, 틸트 스티어링, 이모빌라이저, 에어로타입 와이퍼
COMMERC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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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Ⅱ
모바일 페이지 이동

CRDi(133마력) 4WD
판매가격

구분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Style
(스타일)

슈
퍼
캡

단위 : 원

17,150,000
15,590,909(1,559,091)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전용 서스펜션
•안전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차동기어 잠금장치(험로 탈출장치, LD),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외관 : 195-R15타이어 & 풀사이즈 휠커버,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휠아치 몰딩,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매뉴얼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동승석 리클라이닝,
도어맵 포켓, 센터 시트백 콘솔박스, 키홀조명,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기능 포함),
파워 아울렛, 중앙집중식 도어잠금 장치,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트립컴퓨터,
Day & Night 룸미러,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열선내장 전동조절 아웃사이드 미러,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4륜 전환 레버

4WD 슈퍼캡 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외관 : 솔라 글래스(앞면유리), 윈드쉴드 선셰이드밴드, 적재함 브림커버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 썬글라스 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전동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

장축

Smart
(스마트)

17,600,000
16,000,000(1,600,000)

선택 품목

▶

PTO(Power Take Off)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20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TUIX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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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모던)

18,390,000
16,718,182(1,671,818)

4WD 슈퍼캡 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외관 : 신규 범퍼가드, 투톤컬러 범퍼, 크롬베젤 헤드램프, 에어로타입 와이퍼
•편의/내장 : 풀오토 에어컨, 크롬도금 이너 도어핸들, 크롬도금 파킹 브레이크 노브,
인조가죽 센터트림, 도어커티시 램프, 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리어글래스 열선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20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remium
(프리미엄)

Style
(스타일)
더
블
캡

19,340,000
17,581,818(1,758,182)

18,420,000
16,745,455(1,674,545)

장축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전용 서스펜션
•안전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차동기어 잠금장치(험로 탈출장치, LD),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외관 : 195-R15타이어 & 풀사이즈 휠커버,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휠아치 몰딩,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더블캡 전용 사이드 스텝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매뉴얼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동승석 리클라이닝,
도어맵 포켓, 센터 시트백 콘솔박스, 키홀조명,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기능 포함),
파워 아울렛, 중앙집중식 도어잠금 장치,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트립컴퓨터,
Day & Night 룸미러,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열선내장 전동조절 아웃사이드 미러,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4륜 전환 레버

4WD 더블캡 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외관 : 솔라 글래스(앞면유리), 윈드쉴드 선셰이드밴드, 적재함 브림커버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 썬글라스 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전동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

Smart
(스마트)

07

PORTERⅡ

///

18,870,000
17,154,545(1,715,455)

COMMERCIAL VEHICLE

CRDi(133마력) 4WD

단위 : 원

판매가격

구분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선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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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rn
(모던)
더
블
캡

19,660,000
17,872,727(1,787,273)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20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컨비니언스 패키지 II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

PTO(Power Take Off)

[200,000]

▶

TUIX 내비게이션

[750,000]

장축
4WD 더블캡 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외관 : 신규 범퍼가드, 투톤컬러 범퍼, 크롬베젤 헤드램프, 에어로타입 와이퍼
•편의/내장 : 풀오토 에어컨, 크롬도금 이너 도어핸들, 크롬도금 파킹 브레이크 노브,
인조가죽 센터트림, 도어커티시 램프, 하이패스 시스템, 2열 파워윈도우, 이모빌라이저,
리어글래스 열선

▶

Premium
(프리미엄)

Style
(스타일)

20,610,000
18,736,364(1,873,636)

17,050,000
15,500,000(1,550,000)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전용 서스펜션
•안전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차동기어 잠금장치(험로 탈출장치, LD),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외관 : 195-R15타이어 & 풀사이즈 휠커버,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휠아치 몰딩,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매뉴얼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도어맵 포켓,
센터 시트백 콘솔박스, 키홀조명, 파워윈도우(전원일시유지 기능 포함), 파워 아울렛,
중앙집중식 도어잠금 장치,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트립컴퓨터, Day & Night 룸미러,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열선내장 전동조절 아웃사이드 미러,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폴딩타입 무선도어잠금장치,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4륜 전환 레버

4WD 일반캡 장축 스타일 기본 품목 및
•외관 : 솔라 글래스(앞면유리), 윈드쉴드 선셰이드밴드, 적재함 브림커버
•편의/내장 : 운전석 열선시트, 전동식 럼버서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 썬글라스 케이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트리플 턴 시그널,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전동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

일
반
캡

장축

Smart
(스마트)

17,500,000
15,909,091(1,5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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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rn
(모던)

18,290,000

Premium
(프리미엄)

19,240,000

16,627,273(1,662,727)

4WD 일반캡 장축 모던 기본 품목 및
•외관 : 신규 범퍼가드, 투톤컬러 범퍼, 크롬베젤 헤드램프, 에어로타입 와이퍼
•편의/내장 : 풀오토 에어컨, 크롬도금 이너 도어핸들, 크롬도금 파킹 브레이크 노브,
인조가죽 센터트림, 도어커티시 램프, 하이패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리어글래스 열선

▶

17,490,909(1,749,091)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심야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4WD 모델은 자동변속기, 에어백 미운영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 ABS, EBD, BAS 기능 포함

※ TUIX 내비게이션
- 7인치 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지상파DMB, TPEG(실시간교통정보)
- 동영상/MP3 재생 및 차량 스피커 출력
- TUIX 내비게이션 선택 시 별도 탁송 금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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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선택품목
컨비니언스 패키지Ⅰ

오토라이트 컨트롤, 운전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럼버서포트, 운전석 윈도우 오토다운

컨비니언스 패키지Ⅱ

리어글래스 열선, 틸트 스티어링, 이모빌라이저, 에어로타입 와이퍼
COMMERC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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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Ⅱ
모바일 페이지 이동

운전교습용(133마력) 2WD

단위 : 원

판매가격

구분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13,900,000

일반캡

12,636,364(1,263,636)

선택 품목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65리터 연료탱크
•안전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보조 브레이크 & 보조클러치,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외관 : 195-70-R15/145-R13 타이어 & 휠캡,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측면방향지시등,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공기가열식 보조히터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도어맵 포켓,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Day & Night 룸미러, 선바이저,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

매뉴얼 에어컨

[550,000]

•파워트레인 : 2.5CRDi 엔진(유로6), 6단 수동변속기, 65리터 연료탱크
•안전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AC),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보조 브레이크 & 보조클러치,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외관 : 195-70-R15/145-R13 타이어 & 휠캡, 클리어타입 헤드램프,
윈드실드 클리어 글래스, 리어가드, 프런트 언더뷰미러, 바디컬러 범퍼, 측면방향지시등,
적재함 발청 방지 실러, 더블캡 전용 사이드 스텝
•오디오/공조 : MP3오디오, AUX & USB단자(iPod지원), 공기가열식 보조히터
•편의/내장 :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리클라이닝/슬라이딩 시트, 동승석 리클라이닝,
도어맵 포켓, 파워스티어링 휠, 타코미터, Day & Night 룸미러, 선바이저, 고무보조매트,
리놀륨플로어매트, 간이정비용 오픈후드, 연료탱크 잠금장치, 배터리세이버,
가스식쇽업쇼바

▶

매뉴얼 에어컨

[550,000]

초장축

15,250,000

더블캡

13,863,636(1,386,364)

※ 차체자세제어장치(ESC) : ABS, EBD, BAS 기능 포함

4WD
둘이 아닌 넷으로 시작하는 포터Ⅱ 4WD가 더 큰 힘을 드립니다.
❶ 4륜 전환레버: 험로 주행이나 탈출 시 유용하게 전환하여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❷ 더블캡 전용 사이드스텝: 4WD 더블캡, 2열 승객의 승하차 시에 도움을 드립니다.

❸ 4WD 전용 로고: 4WD 로고 부착을 통하여 차별화 된 이미지를 부여하였습니다.

❹ 리어 풀사이즈 휠커버: 전륜과 동일한 사이즈의 타이어와 휠커버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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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로6 엔진과 승용형 편의사양 제공
Powertrain

133ps
9.6 km/ℓ
(초장축 슈퍼캡 M/T 기준)

6단 수동변속기

5단 자동변속기

A-2 2.5CRDi 엔진(유로6)

Equipment & Design

TUIX 내비게이션

차체자세제어장치(ESC)

운전석/동승석 에어백

하이패스 시스템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풀오토 에어컨

방향지시등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

인조가죽시트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5 디젤 장축 슈퍼캡 (MT)

: 복합 9.6km/ℓ(도심 : 9.6km/ℓ, 고속도로 : 9.7km/ℓ)ㅣ CO₂ 배출량 : 202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730kgㅣ 수동6단 (4등급)

2.5 디젤 장축 더블캡 (MT)

: 복합 9.4km/ℓ(도심 : 9.4km/ℓ, 고속도로 : 9.4km/ℓ)ㅣ CO₂ 배출량 : 207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835kgㅣ 수동6단 (4등급)

2.5 디젤 초장축 일반캡 (AT)

: 복합 8.9km/ℓ(도심 : 8.7km/ℓ, 고속도로 : 9.1km/ℓ)ㅣ CO₂ 배출량 : 220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750kgㅣ 자동5단 (5등급)

2.5 디젤 초장축 일반캡 (MT)

: 복합 9.6km/ℓ(도심 : 9.6km/ℓ, 고속도로 : 9.7km/ℓ)ㅣ CO₂ 배출량 : 202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720kgㅣ 수동6단 (4등급)

2.5 디젤 초장축 슈퍼캡 (AT)

: 복합 8.9km/ℓ(도심 : 8.7km/ℓ, 고속도로 : 9.1km/ℓ)ㅣ CO₂ 배출량 : 220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780kgㅣ 자동5단 (5등급)

2.5 디젤 초장축 슈퍼캡 (MT)

: 복합 9.6km/ℓ(도심 : 9.6km/ℓ, 고속도로 : 9.7km/ℓ)ㅣ CO₂ 배출량 : 202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750kgㅣ 수동6단 (4등급)

2.5 디젤 초장축 더블캡 (AT)

: 복합 8.6km/ℓ(도심 : 8.4km/ℓ, 고속도로 : 8.9km/ℓ)ㅣ CO₂ 배출량 : 227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880kgㅣ 자동5단 (5등급)

2.5 디젤 초장축 더블캡 (MT)

: 복합 9.4km/ℓ(도심 : 9.4km/ℓ, 고속도로 : 9.4km/ℓ)ㅣ CO₂ 배출량 : 207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850kgㅣ 수동6단 (4등급)

2.5 디젤 슈퍼캡 4WD

: 복합 8.8km/ℓ(도심 : 8.4km/ℓ, 고속도로 : 9.3km/ℓ)ㅣ CO₂ 배출량 : 222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885kgㅣ 수동6단 (5등급)

2.5 디젤 더블캡 4WD

: 복합 8.8km/ℓ(도심 : 8.4km/ℓ, 고속도로 : 9.3km/ℓ)ㅣ CO₂ 배출량 : 223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975kgㅣ 수동6단 (5등급)

2.5 디젤 일반캡 4WD

: 복합 8.8km/ℓ(도심 : 8.4km/ℓ, 고속도로 : 9.3km/ℓ)ㅣ CO₂ 배출량 : 222g/kmㅣ 배기량 : 2,497ccㅣ 공차중량 : 1,875kgㅣ 수동6단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 차량은 제작시점에 따라 구형 연비라벨이 부착되어 상기 연비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

아이보리

※투톤컬러 : 프리미엄 이상 적용됩니다.

OA

아이보리 투톤 W9/OA+R4

진청색

ZV

진청색 투톤

7U/ZV+R4

COMMERCIAL VEHICLE

베이지투톤

///

VBH+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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