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 

 

4기통 V6  

형식, 제재   2.5리터, 4기통, 알루미늄 알로이 

헤드 알루미늄 알로이 블록  
3.5리터, 6기통, 알루미늄 

알로이 헤드 알루미늄 알로이 

블록 
밸브트레인 트윈 캠, 4-밸브/지능형 듀얼 가변 

밸브 타이밍 실린더   
트윈 캠, 4-밸브/지능형 듀얼 

가변 밸브 타이밍 실린더   
배기량  2,494 cc  3,456 cc  
보어 x 스트로크  3.54 x 3.86 in.  3.70 x 3.27 in.  

압축비   10.4:1  10.8:1  

마력  178 hp @ 6,000 rpm  
173 hp @ 6,000 rpm (PZEV)  

268 hp @ 6,200 rpm  

토크 

 

170 lb-ft @ 4,100 rpm  
165 lb-ft @ 4,100 rpm (PZEV)  

248 lb-ft @ 4,700 rpm  

점화 시스템  Toyota Direct Ignition (TDI)  Toyota Direct Ignition (TDI)  
연료 시스템 SFI  EFI  
추천 연 료  87-옥탄 이상 – 무연 휘발유   87-옥탄 이상 – 무연 휘발유   
배기 가스 허용  ULEV-II  

PZEV (California 주에 한함)  
ULEV-II  

EPA 추정 연비*  
(시내/고속도로/통합 MPG)  

25/35/28  21/30/25  

*	  2012년 MPG EPA 추정.  실제 연비는 다를 수도 있음. 
	  
	  
	  



	  
 

 드라이브트레인  4기통   V6  

Layout  트렌스액셀 /전륜 구동   트렌스액셀/전륜 구동   
변속기 형태  6-단 ECT-i 자동   6-단 ECT-i 자동   
변속기 기어 단수  

1단    3.300  3.300  
2단 1.900  1.900  
3단 1.420  1.420  
4단 1.000  1.000  
5단 0.713  0.713  
6단 0.608  0.608  
후진  4.148  4.148  
교차비  3.634  3.458  

	  
	  
	  
	  
	  
	  
	  
	  
	  
	  
	  
	  
	  
	  



	  
	  

샤시 및 바디  4기통  V6  

서스펜션          – 전륜  스테빌라이저바가 설치된 

독립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   

스테빌라이저바가 설치된 

독립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   
                          – 후륜  스테빌라이저바가 설치된 

독립 듀얼 링크 스트럿  
스테빌라이저바가 설치된 

독립 듀얼 링크 스트럿 
- Stabi                   –  스테빌라이저바 지름(전/후)  25.0/15.9 in. 튜브 (L, LE, 

XLE)  
25.0/16.0 in. 솔리드 (SE)  

25.0/15.9 in. 튜브(XLE)  
25.0/16.0 in. 솔리드 (SE)  

스티어링         – 형태   전동력 조향(EPS)시스템:  

전동력 보조 랙 앤 피니언  

전동력 조향(EPS)시스템: 
전동력 보조 랙 앤 피니언 

                       - 전체 비율   16.7:1 (L)  

14.8:1 (LE,SE,XLE)  

14.8:1  

                      - 턴  (락 투 락)  3.2턴(L)  
2.85턴(LE,SE,XLE)  

2.85턴 

                    - 터닝 서클 지름 

                (커브 투 커브)  
36.7 ft.  36.7 ft.  

브레이크        – 전방 – 형식 / 지름   
                      - 전방 스웹트 공간  
                      - 후방 -형태 / 지름   
                      - 후방 스웹트 공간  
                      - 주차  

벤트 디스크 /11.65 in.  
48.2 sq. in.  
솔리드 디스크 /11.06 in.  
46.6 sq. in.  
풋 페달   

벤트 디스크/11.65 in.  
48.2 sq. in.  
솔리드 디스크 /11.06 in.  
46.6 sq. in.  
풋 페달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Anti-lock 
Brake System, ABS)  

기본  기본 

휠 사이즈  6.5 x 16 in. (L, LE)  7 x 17 in. (XLE)  



7 x 17 in. (SE, XLE)  7.5 x 18 in. (SE)  
휠 타입 및 제재  스틸 (L, LE)  

알로이 (SE, XLE)  
알로이 (SE, XLE)  

타이어 사이즈  P205/65 R16 (L, LE)  
P215/55 R17 (SE, XLE)  

P215/55 R17 (XLE)  
P225/45 R18 (SE)  

타이어 종류  4계절   4계절   
스페어 타이어/휠   임시  임시 

	  
외관 치수   4기통   V6  

축거  109.3 in.  109.3 in.  
전장  189.2 in.  189.2 in.  
전폭  71.7 in.  71.7 in.  
전고  57.9 in.  57.9 in.  
윤거 (전 /후 )  62.4/62.0 (L, LE)  

62.0/61.6 (SE,XLE)  
62.0/61.6  

지상 간격   6.1 in.  6.1 in.  
항력 계수   0.280  0.280  

	  
내부 치수   4기통   V6  

승차정원  5  5  
헤드룸(전/후)  38.8/38.1 in.  

37.9/38.0 in. (w/문루프)  
38.8/38.1 in.  
37.9/38.0 in. (w/문루프)  

레그룸(전/후) 41.6/38.9 in.  41.6/38.9 in.  
숄더 룸(전/후) 58.0/56.6 in.  58.0/56.6 in.  
힙 룸(전/후) 54.5/54.5 in.  54.5/54.5 in.  



EPA 승객 용적  102.7 cu. ft.  
101.3 cu. ft. (w/문루프) 

102.7 cu. ft.  
101.3 cu. ft. (w/문루프) 

EPA 화물 용적  15.4 cu. ft.  15.4 cu. ft.  
EPA 클래스  중형  중형  

	  
중량과 용적  4기통   V6  

전비 중량  L LE SE XLE  
3,190 3,190 3,240 3,245  

SE XLE  
3,420 3,395  

최대 견인 무게  N/A  N/A  

연료 용량  17 gal.  17 gal.  

엔진 오일  필터 유 L4 : 4.7qt  
필터 무 L4 : 4.2qt  

필터 유V6 : 6.4qt  
필터 V6 : 6.0qt  

STANDARD EXTERIOR FEATURES 기본 익스테리어 특징  

L	  	  
        16 인치 스틸 휠과 커버 장착 P205/65 R16 타이어 
        다반사 프로젝터 빔 전조등  
        오프 상태의 주간 주행등(Daytime Running Lights ,DRL)  
        색상 표시 접이 가능 파워 외부 미러  
        간헐식 윈드쉴드  와이퍼  

LE	  (기본 	  L	  사양 대체 또는 추가 )	  	  
 
 자동 on/off 기능이 있는  프로젝터 빔 헤드램프  
 크롬  삽입 사이드 로커 패널  
 가변 간헐식 윈드쉴드  와이퍼  
 



SE	  (기본 	  LE	  사양 대체 또는 추가)	  	  
 
 17 인치 알로이 휠 P215/55 R17 타이어 (4기통); 18인치 알로이 휠 P225/45R18 타이어(V6)  
 
 스포츠 메쉬 전면 그릴  
 
 
 블랙 스포츠 트림 베젤 장식의  자동 on/off  기능이 있는 할로겐 헤드램프  
 
 
 통합형 안개등  
 
           통합형 전후면 언더바디 스포일러, 측면 로커 패널 그리고 후미 스포일러 
 크롬 배기 입구(4기통의 경우 1개,  V6의 경우 듀얼) 
 열선 내장 외부 미러  

XLE	  (기본 	  LE	  사양 대체 또는 추가)	  	  
 
 17인치 알로이 휠에 P215/55 R17 타이어 장착  
 
 열선 내장 외부 미러  
 
 
 파워 틸트/슬라이드 문 루프  
 
 
 통합형 크롬 장식 안개등  
 크롬 장식이된 트렁크  
 크롬 배기 가스 출구(4기통 한개 , V6경우 듀얼)  

	  
	  
	  



	  
	  
	  

STANDARD INTERIOR FEATURES 기본 인테리어 특징  

L	  	  
 
 필터 설치 에어컨디서녀  
 
 
 Bluetooth 핸드 프리 전화 기능  
 
 
 락아웃 방지 기능 파워도어 락  
 
 운전자 조절 자동 업/다운 파워 윈도우  
 
 
 크루즈 컨트롤  
 
 수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커트시 램프  
 
 
 정비 표시등  
 
 
 리어 센터 헤드레스트  
 
 
 60/40 접이식 뒷자석  



 
 
 6- way 운전석/ 4- way 동반석 수동 시트 조절 장치  
 
           출입구 조명  
 
 
 지도 보기용 조명과 선글래스 수납 가능 오버헤드 콘솔  
 
 12V 보조 파워 기능 아웃렛  한개  
 
 듀얼 컵홀더가 설치된 접이식 리어 센터 암레스트   
 
 조명과 잠금 기능 있는 글러브 박스  
 
 외부 온도 감지  
 
 프론트 및 센터 콘솔 수납 공간  
 
 4 컵홀더와 인도어 6 병 홀더  

LE	  (	  L	  사양에 추가 또는 기본 L 사양 대체  )	  
 
 두개의 12 V   보조 파워 아웃렛   
 무선 키리스 엔트리  
              오디오Bluetooth® 조절 가능 수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SE	  (LE사양에 추가 또는 기본LE 사양 대체  )	  	  
          통합형 오디오와 블루투스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천연 가죽 장식 스티어링 휠  
             천연 가죽 소재 기어 손잡이  
         독특한 Softex 트림이 장식이된 스포츠 시트  
           패들 변속 장치  
        실버 인테리어 트림  



XLE	  (LE사양에 추가 또는 기본LE 사양 대체  )	  
좌우 독립 듀얼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오디오와 블루투스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천연 가죽 스티어링 휠  
나무 느낌 인테리어 트림  
천시트와 도어 트림  
리어 에어 벤틸레이션  
(V6 에 한함 ) 가죽 트림된 좌석  
(V6 에 한함 ) 열선 내장 운전석과 동반석 
8-way 운전석 전동식 파워 시트 조절 장치 / 6-way 동반석 전동식 파워 시트 조절 장치   

	  

STANDARD INTERIOR FEATURES – CONT.  
(V6 에 한함 ) 컴퍼스 장착 밝기 자동 조절 리어뷰 미러  

(V6에 한함 ) HomeLink®  
(V6 에 한함 )백업 카메라   
리어 개인등  
조명이 설치된 미러가 장착된 듀얼 선바이저  
STANDARD AUDIO SYSTEM  기본 오디오 시스템  
L - MP3/WMA 기능이 있는  AM/FM/CD 플레이어, 6 스피커, 보조 

오디오 잭 & iPod®  연결 가능 USB, BLU Logic 핸드 프리 시스템   
LE, SE 4기통, XLE 4기통 – 디스플레이 오디오 - 6.1” 터치 스크린, 
MP3/WMA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6스피커,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포함  
XLE 와 SE V6 에 한 –네비게이션과 Entune™이 설치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 6.1-in. 터치 스크린, MP3/WMA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6스피커, SiriusXM™ 위성 라디오 (XM  셀렉트 패키지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iTunes® 태깅 가능한 HD Radio™,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첨단 음성 



인식 기능, 텍스트 음성 전환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자세한 

사항은 Toyota.com/Entune 을 참조하십시오. 
 

	  
STANDARD SAFETY AND SECURITY 기본 안전 및 보안 기능  

 
 스타 세이프티 시스템(Star Safety SystemTM )- 차체제어장치(Vehicle Stability Control ,VSC), 구동력 제어 

장치(Traction Control, TRAC),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nti-lock Brake System, ABS), Electronic Brake-force 
Distribution (EBD), 제동 보조(Brake Assist, BA) 및  Smart Stop Technology (SST)  
 
10 에어백 – 운전석 및 동반석 첨단 에어백 시스템, 운전석 및 동반석 무릎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시트 탑재 사이드 

에어백, 앞좌석 및 뒷자석 사이드 커튼 에어백, 그리고 뒷자석 시트 탑재 사이드 에어백  
측면 충격 완화 도어 빔  
윌(Whiplash-Injury-Lessening,WIL) 프론트 시트  
 전 좌석  3 포인트 안전벨트, 운전석 안전벨트 비상 잠금 (Emergency Locking Retractors, ELR), 모든 승객 안전 

벨트에 자동/비상 잠금(Automatic/Emergency Locking Retractors, ALR/ELR); 조절 가능한 어깨 지지대가 있는 3-point 
앞좌석 안전벨트  
 
아동용 낮은 지지대와 테더 설치(LATCH) . 아웃보드 뒷자석에 한함.   

아동 보호용 리어도어 잠금 장치  
오프 상태 주간 주행등(DRL) 
디렉트 타이어 압력 감지 시스템  
엔진 이모빌라이저  
알람 장착된 엔진 이모빌라이저(XLE V6)   

	  
STANDARD MECHANICAL FEATURES 기본 

미케니컬 특징  

L	  	  

풋페달 주차 브레이크  
 



4륜 디스크 브레이크  
 
SE  
스포츠 서스펜션  

	  
	  

FACTORY OPTIONS 공장 선택 사양  

L 
없음  
LE  
Power driver’s seat  전동 조절 가능한 파워 운전석  
Power tilt/slide moonroof with rear personal lamp and dual illuminated visor vanity mirrors  
후면 개인등과 듀얼 조명 바이저 베니티 미러가 장착된 파워 틸트/슬라이드 문루프  

SE  
네비게이션과 Entune™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 6.1” 터치 스크린, MP3/WMA 플레이백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6스피커, SiriusXM™ 위성 라디오 (XM  셀렉트 패키지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iTunes® 태깅 가능한 HD 
Radio™,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첨단 음성 인식 기능, 개별 프로그램된 응답 텍스트 음성 전환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포함. 자세한 사항은 Toyota.com/Entune 을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Entune™ 및 JBL®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 6.1” 터치 스크린, MP3/WMA 플레이백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서브우퍼 포함 10 JBL® GreenEdge™,  증폭기, SiriusXM™ 위성 라디오 (XM  셀렉트 패키지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 iTunes® 태깅 가능한 HD Radio™,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첨단 음성 인식 기능, 개별 프로그램된 

응답 텍스트 음성 전환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포함. 자세한 사항은 Toyota.com/Entune 을 참조하십시오.  
 
 (4기통에 한함 ) 편의 시설: 운전석 도어, 승객, 및 트렁크  스마트 키 시스템, 푸쉬 버튼 시동, 후방 주차 카메라, 

컴퍼스와 HomeLink® Universal Transceiver가 장착된 자동 밝기 조절 백미러 및 도난방지 알람 시스템 포함  
  
 
 
 (V6 한함) 편의 시설: 후방 주차 카메라, 컴퍼스와 HomeLink® Universal Transceiver가 장착된 자동 밝기 조절 



백미러 및 도난방지 알람 시스템 포함  
 
 
 가죽 트림 장식된 Ultrasuede® 스포츠 시트와 통합된 암레스트가 있는 가죽 도어 트림, 열선 내장 운전석 및 

동반석, 앞좌석 파워 시트  
 
후면 개인 램프가 설치된 파워 틸트/슬라이드 문루프와 듀얼 조명 바이저 미러 

 
 (4기통에 한함) 8-Way 자동 조절식  파워 운전석 (V6 기본 사양)  
 

	  
	  
	  
	  
	  

FACTORY OPTIONS  
XLE  
 
 (4기통 XLE에 한함) - 네비게이션과 Entune™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6.1” 터치 스크린, MP3/WMA 플레이백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6스피커, SiriusXM™ 위성 라디오 (XM 셀렉트 패키지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iTunes® 태깅 가능한 HD Radio™,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첨단 음성 인식 기능, 개별 프로그램된 응답 텍스트의 음성 

전환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포함. 자세한 사항은 Toyota.com/Entune 을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Entune™ 및 JBL®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 6.1” 터치 스크린, MP3/WMA 플레이백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서브우퍼 포함 10 JBL® GreenEdge™,증폭기,  SiriusXM™ 위성 라디오 (XM  셀렉트 패키지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iTunes® 태깅 가능한 HD Radio™,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첨단 음성 인식 기능, 개별 

프로그램된 응답 텍스트의 음성 전환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포함. 자세한 사항은 Toyota.com/Entune 을 

참조하십시오.  
(V6 XLE에 한함) - Entune™ 및 JBL®이 탑재된 프리미엄 HDD 네비게이션,  - 스크린 분할 기능이 있는 7” 터치 스크린, 
MP3/WMA 플레이백 기능이 있는  AM/FM CD 플레이어, 서브우퍼 증폭기 포함 10 JBL® GreenEdge™,  SiriusXM™ 위성 

라디오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 NavTraffic®, NavWeather™  포함 SiriusXM™ 위성 라디오, 연료 및 스포츠 & 주식 



정보 (XM  셀렉트 패키지 90일 시험 방송 권한 포함); iTunes® 태깅 가능한 HD Radio™, 보조 오디오 잭, iPod®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한 USB 포트, 차량 정보, 핸드프리 전화 기능, Bluetooth® 무선 기술을 이용한 전화 번호부 접속 기능, 첨단 

음성 인식 기능, 개별 프로그램된 응답 텍스트의 음성 전환 기능 및 음악 스트리밍 기능 포함. 자세한 사항은 

Toyota.com/Entune 을 참조하십시오.  

 
 (4기통 XLE 한함) 천연 가죽 소재 : 가죽 트림 시트 및 암레스트가 통합된 도어 트림, 열선 내장 운전석 및 동반석, 

동반석 파워시트 포함  
 
 
 (4cyl XLE 한함) 편의 시설:  
 운전석 도어, 승객, 트렁크  스마트 키 시스템, 푸쉬 버튼 시동, 후방 주차 카메라, 컴퍼스와 HomeLink® Universal 
Transceiver가 장착된 자동 밝기 조절 백미러 및 도난방지 알람 시스템 포함  
 
 
 세이프티 커넥트(Safety Connect™-) – 비상시 보조, 도난 차량 추적,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및 충돌시 자동 공지.  

연결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1년간 무료 시험 사용)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   
 

AVAILABLE EXTERIOR COLORS 선택 가능 색상  

 
 Attitude Black Metallic 애티튜드 블랙 메탈릭  
 
 
 Cypress Pearl 사이프레스 펄  
 



 
 Sandy Beach Metallic 샌디 비치 메탈릭  
 
 
 Classic Silver Metallic  클래식 실버 메탈릭  
 
 
 Barcelona Red Metallic 바르셀로나 레드 메탈릭  
 
 
 Cosmic Gray Mica 코스믹 그레이 미카  
 
 
 Clearwater Blue Metallic 클리어워터 블루 메탈릭  
 
 
 Super White 수퍼 화이트  
 
 
 Magnetic Gray Metallic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  
 

	  
	  
기본 한정 워런티 커버리지  

 

 
 3-년/36,000-마일 포괄   
 
 
 5-년/60,000-마일 파워트레인   
 
 



 5-년/언리미티드-마일 부식 천공    
 
 
 8-년/100,000-마일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커버리지  
 
          Toyota Care – 구매 또는 리스된 모든 새 Toyota에 대한 무상 정비 플랜.   2년 또는 25,000 마일 중 먼저 끝나는 

쪽 모든 새 Toyota에 대하여 24/7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는 물론 정상 예정된 공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