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 3-DOOR AND
5-DOOR HATCH.

MINI 3도어, 5도어와 함께 도심에서의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MINI 특유의 고카트 필링은 타이트한 코너링이나 비좁은 차선에서도 정밀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시생활에 딱 맞는 MINI의 스타일은 어디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스타일리시한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와
내부 케이싱, 그리고 스탠다드 LED 라이트는 특별하면서도 순수한 MINI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PRETTY GOOD TOGETHER.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AS POWERFUL
AS YOU PLEASE.
개성이 뚜렷한 MINI

Hatch에는 강력한 MINI Twin Power Turbo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Cooper S에 더해진 7단 DCT 트랜스미션과 함께
한 단계 높은 퍼포먼스의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Cooper와 Cooper

S 는 편안함과 스포티함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MINI 드라이빙 모드를 MID와 GREEN으로 설정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SPORT 모드에서는 날렵한
핸들링과 가속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OOPER S.
Cooper S의141 Kw/192 ps의 출력을 자랑하는 2.0리터 4기통
가솔린엔진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범퍼와 보닛의
흡기구, 디퓨저가 들어있는 후방 에이프런, 중앙의 이중 배기관, 모델마다 다른 후방
스포일러는 언제나 스릴 넘치는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COOPER.
Cooper의 1.5리터 3기통 가솔린 엔진은 역동성과 효율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100kW/136 ps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대비되는 컬러의 루프와 미러캡, 블랙
컬러로 제작된 하이그로시한 리어 핸들은 MINI의 세련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WHICH LOOK WILL BE YOURS?
COOPER CLASSIC.
- 스텝트로닉 7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LED 헤드라이트

- 다기능 디스플레이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인조 가죽 시트 (카본 블랙)
- 앞 좌석 3단 조절 열선 시트
- 앞 좌석-스포츠 시트

COOPER CLASSIC PLUS.
- 스텝트로닉 7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LED 헤드라이트

- 컴포트 엑세스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인조 가죽 시트 (카본 블랙)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DMB

- 앞 좌석-스포츠 시트, 3단 조절 열선 시트

- Apple Carplay

- 앞 좌석 암레스트

- 다기능 디스플레이

- 크루즈 컨트롤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 파킹 어시스턴트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앞 좌석 암레스트

- MINI 드라이빙 모드,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MINI 드라이빙 모드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크루즈 컨트롤
- 수동 에어 컨디셔닝
- 블랙박스
- 텔레서비스, 이머전시 콜
- MINI 라디오 비주얼 부스트
8.8인치 디스플레이

COOPER CLASSIC PLUS LAUNCH PACK.

COOPER S CLASSIC LAUNCH PACK.

- 스텝트로닉 7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 컴포트 엑세스

- 스텝트로닉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 블랙박스

- LED 헤드라이트

-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LED 헤드라이트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인조 가죽 시트 (카본 블랙)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DMB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Apple Carplay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DMB

- 앞 좌석-스포츠 시트, 3단 조절 열선 시트 - 다기능 디스플레이

- 새틀 라이트 그레이 가죽 시트

- 다기능 디스플레이

- 앞 좌석 암레스트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앞 좌석-스포츠 시트,

- Apple Carplay,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 크루즈 컨트롤

- 파킹 어시스턴트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 열선 스티어링 휠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MINI 드라이빙 모드,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블랙박스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엠비언트라이트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3단 조절 열선 시트, 앞 좌석 암레스트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컴포트 엑세스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크루즈 컨트롤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MINI 드라이빙 모드,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파킹 어시스턴트
- 헤드업 디스플레이
- 하만 카돈 스피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OPER S CLASSIC.
- 스텝트로닉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 LED 헤드라이트

JOHN COOPER WORKS.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엠비언트라이트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DMB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다기능 디스플레이

- 스텝트로닉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DMB

-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 디지털 디스플레이 + 헤드업 디스플레이

- JCW 다이나미카 /

-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Apple Carplay

가죽 조합 시트 (카본 블랙)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Apple Carplay,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3-스포크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 새틀 라이트 그레이 가죽 시트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

- 앞 좌석-스포츠 시트, 3단 조절 열선 시트,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앞 좌석 3단 조절 열선 시트,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앞 좌석 암레스트

앞 좌석 높낮이 조절 (수동)

- 크루즈 컨트롤

- 파킹 어시스턴트

-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

- 컴포트 엑세스,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파킹 어시스턴트

- MINI 드라이빙 모드,

- 어댑티브 서스펜션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 헤드업 디스플레이

- 컴포트 엑세스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하만 카돈 스피커

- 블랙박스

- 하만 카돈 스피커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 MINI 드라이빙 모드,

- 엠비언트라이트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블랙박스

JOHN COOPER WORKS LAUNCH PACK.
- 스텝트로닉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
-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 JCW 다이나미카 /
가죽 조합 시트 (카본 블랙)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DMB
- 디지털 디스플레이 + 헤드업 디스플레이
-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Apple Carplay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3-스포크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 앞 좌석 3단 조절 열선 시트,
앞 좌석 높낮이 조절 (수동)

열선 스티어링 휠
-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

- 컴포트 엑세스,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MINI 드라이빙 모드,

- 파킹 어시스턴트

전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 블랙박스

- 어댑티브 서스펜션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 하만 카돈 스피커

- 엠비언트라이트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WHICH LOOK WILL BE YOURS?
COOPER CLASSIC LAUNCH PACK.
- 스텝트로닉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 블랙박스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텔레서비스, 이머전시 콜

- 인조 가죽 시트 (카본 블랙)

- MINI 라디오 비주얼 부스트 8.8인치 디스플레이

- 앞 좌석 3단 조절 열선 시트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앞 좌석-스포츠 시트

- 열선 스티어링 휠

- 앞 좌석 암레스트

- 수동 에어 컨디셔닝

COOPER S CLASSIC LAUNCH PACK.
- 스텝트로닉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엠비언트라이트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DMB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다기능 디스플레이

- 몰트 브라운 가죽 시트

- Apple Carplay,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 앞 좌석-스포츠 시트, 3단 조절 열선 시트,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앞 좌석 암레스트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컴포트 엑세스

- 크루즈 컨트롤

-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 파킹 어시스턴트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LED 헤드라이트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 열선 스티어링 휠
- 헤드업 디스플레이

- MINI 드라이빙 모드,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블랙박스

- LED 헤드라이트
- MINI 드라이빙 모드
- 후방카메라,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 크루즈 컨트롤

COOPER S CLASSIC.

COOPER CLASSIC.
- 스텝트로닉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디스플레이

- 스텝트로닉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MINI 로고 프로젝터 (운전석 쪽),
엠비언트라이트

- 인조 가죽 시트 (카본 블랙)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 8.8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DMB

- 앞 좌석 3단 조절 열선 시트

- 수동 에어 컨디셔닝

-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표면

- 다기능 디스플레이

- 앞 좌석-스포츠 시트

- 몰트 브라운 가죽 시트

- Apple Carplay,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 앞 좌석 암레스트

- 앞 좌석-스포츠 시트, 3단 조절 열선 시트,

- 리모트서비스 + 커넥티드드라이브

- 3-스포크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LED 헤드라이트
- MINI 드라이빙 모드

앞 좌석 암레스트

- 크루즈 컨트롤

- 자동 2존 에어 컨디셔닝

-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

- 공간 수납 패키지 (트렁크: 바닥 아래

- 파킹 어시스턴트

추가 수납공간, 12V 소켓)
- LED 헤드라이트

- 크루즈 컨트롤

- MINI 드라이빙 모드,

- 텔레서비스, 이머전시 콜

-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 컴포트 엑세스

- 후방카메라,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 블랙박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MINI 라디오 비주얼 부스트 8.8인치

-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주차 감지센서 (PDC), 후방카메라
- 블랙박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NOT JUST A
PRETTY FACE.

JUMP
ABOARD.

MINI의 다양한 트림은 옵션을 통해 더욱 특별해집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1), 그리고 다양한 원격 서비스를 통해 최첨단 방식(2)으로
MINI와 교감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3)와 함께 표시되는 Parking

마음에 드는 MINI를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까운 전시장에서 MINI를 만나보세요.

Assistant 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경고, ACC Stop &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시동을 켠 다음 MINI의

Go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드라이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과 핸들에 더해진 열선, 자동 에어컨, Comfort Access와 함께 드라이빙은 더욱

고카트 필링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해집니다.
스타일리시한 Piano

Black 익스테리어(4),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5), 그리고 12개의 스피커에서
360W로 뿜어내는 Harman Kardon HiFi 시스템(6)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MOBILITY LIKE NEVER BEFORE –
WITH THE NEW MINI APP.
MINI 앱은 스마트폰과 MINI를 연결하고 차의 주요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MINI 앱은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MINI Connected는 새로운 경로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격 서비스를 통해 MINI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집”, “직장”과 같이 자주 가는 곳을 목적지로 설정해보세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더욱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MINI 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SHOW YOUR
TRUE COLOURS.

SMART
SERVICE,
INTELLIGENT
TECH.

모든 트림에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riginal MINI 액세서리에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제공되는 다양한 휠을 조합해보세요.
당신의 도시 생활이 더욱 다채로워질거예요.

MINI Teleservices를 사용하면 MINI 서비스 파트너가 나의 차량에
연결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수리 서비스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MINI
서비스 파트너와 직접 연결하여 보다 빠른 도움을 받아보세요.

Moonwalk Grey

White Silver

Rooftop Grey

Pepper White

Island Blue

Midnight Black

Chili Red

British Racing Green

Zesty Yellow

Rebel Green

인텔리전트 기술을 통해 오일 교체 시기나, 배터리가 거의 방전될 경우 등을

MINI 서비스 파트너에게 알려 서비스센터와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JCW 3 DOOR에만 적용.

루프와 미러캡은 Jet Black과 Aspen White Chili Red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hili Red는 3 DOOR JCW 에만 적용.

THE NEW MINI 3 DOOR.
TECHNICAL DATA.
COOPER CLASSIC

COOPER CLASSIC PLUS
LAUNCH PACK

COOPER CLASSIC PLUS

COOPER S CLASSIC
LAUNCH PACK

Powertrain
배기량

1,499

1,499

1,499

1,998

최고 출력

kw/ps/rpm

cc

100/136/4,500

100/136/4,500

100/136/4,500

141/192/5,000

최대 토크

kg·m/rpm

22.43/1,480-4,100

22.43/1,480-4,100

22.43/1,480-4,100

28.55/1,350-4,600

자동 7단 DCT

자동 7단 DCT

자동 7단 DCT

자동 7단 DCT

km/h

210

210

210

235

sec

8.1

8.1

8.1

6.7

변속기

Performance
최고 속도

0-100km/h 가속 시간
Fuel Consumption
복합 연비

km/L

13.4

13.4

13.4

12.3

도심/고속도로 연비

km/L

12.2/15.3

12.2/15.3

12.2/15.3

10.8/14.9

3

3

3

3

g/km

124

124

124

136

(대략, L)

44

44

44

44

kg/CVW

1,250

1,250

1,250

1,295

등급

CO2 배출량
연료탱크 용량

Weight
공차중량

Wheel
앞/뒤 타이어 치수
앞/뒤 휠 치수
권장소비자 가격 (원, VAT 포함)

195/55 R16

205/45 R17

205/45 R17

205/45 R17

6.5J X 16 Light Alloy

7J X 17 Light Alloy

7J X 17 Light Alloy

7J X 17 Light Alloy

3,440만원

4,030만원

4,010만원

4,580만원

COOPER S CLASSIC

JOHN COOPER WORKS
LAUNCH PACK

JOHN COOPER WORKS

Powertrain
배기량

1,998

1,998

1,998

최고 출력

kw/ps/rpm

cc

141/192/5,000

170/231/5,200

170/231/5,200

최대 토크

kg·m/rpm

28.55/1,350-4,600

32.63/1,450-4,800

32.63/1,450-4,800

자동 7단 DCT

자동 8단 (스포츠)

자동 8단 (스포츠)

km/h

235

246

246

sec

6.7

6.1

6.1

변속기

Performance
최고 속도

0-100km/h 가속 시간
Fuel Consumption
복합 연비

km/L

12.3

11.4

11.4

도심/고속도로 연비

km/L

10.8/14.9

10.2/13.5

10.2/13.5

3

4

4

g/km

136

148

148

(대략, L)

44

44

44

1,295

1,300

1,300

등급

CO2 배출량
연료탱크 용량

Weight
공차중량

kg

Wheel
앞/뒤 타이어 치수
앞/뒤 휠 치수
권장소비자 가격 (원, VAT 포함)

205/45 R17

205/40 R18

205/40 R18

7J X 17 Light Alloy

7J X 18 Light Alloy

7J X 18 Light Alloy

4,480만원

5,400만원

5,300만원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트림 별로 적용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옵션 사양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NI 공식 딜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NEW MINI 5 DOOR.
TECHNICAL DATA.
COOPER CLASSIC LAUNCH
PACK

COOPER CLASSIC

COOPER S CLASSIC
LAUNCH PACK

COOPER S CLASSIC

Powertrain
배기량

1,499

1,499

1,998

1,998

최고 출력

kw/ps/rpm

cc

100/136/4,500

100/136/4,500

141/192/5,000

141/192/5,000

최대 토크

kg·m/rpm

22.43/1,480-4,100

22.43/1,480-4,100

28.55/1,350-4,600

28.55/1,350-4,600

자동 7단 DCT

자동 7단 DCT

자동 7단 DCT

자동 7단 DCT

km/h

207

207

235

235

sec

8.3

8.3

6.8

6.8

변속기

Performance
최고 속도

0-100km/h 가속 시간
Fuel Consumption
복합 연비

km/L

12.4

12.4

12.6

12.6

도심/고속도로 연비

km/L

11.2/14.3

11.2/14.3

11.0/15.3

11.0/15.3

3

3

3

3

g/km

135

135

133

133

(대략, L)

44

44

44

44

1,310

1,310

1,350

1,350

등급

CO2 배출량
연료탱크 용량

Weight
공차중량

kg

Wheel
앞/뒤 타이어 치수
앞/뒤 휠 치수
권장소비자 가격 (원, VAT 포함)

195/55 R16

195/55 R16

205/45 R17

205/45 R17

6.5J X 16 Light Alloy

6.5J X 16 Light Alloy

7J X 17 Light Alloy

7J X 17 Light Alloy

3,540만원

3,520만원

4,670만원

4,570만원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옵션 사양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NI 공식 딜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