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LL–NEW BMW 5 SERIES
DINGOLFING EDITION

THE ALL-NEW BMW M760Li xDRIVE

차량 입찰시 공지사항
※ BMW 차량 경매는 구매수수료가 없습니다.
※ BMW 차량 경매는 별도의 패들을 교부받은 고객에 한해 응찰 가능합니다.
※ 서울옥션 정회원이 아닌 고객은 차량 응찰 시 별도의 등록 및 절차를 거쳐 응찰 등록이 진행됩니다.
※ 차량 낙찰고객은 선호하는 딜러사 및 전시장을 선정 후 BMW에 연락주시면 전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등록 후 차량을 출고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된 차량의 취, 등록세는 지정하신 전시장의 담당 영업직원이 안내드립니다.
※ 투어 패키지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차량 낙찰 후 취소 시, 낙찰 금액의 30%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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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뉴 5시리즈 딩골핑 에디션 : 딩골핑 공장에서 천만번째로 생산된 역사적인 차량

THE ALL-NEW BMW 5 SERIES-10 MILLIONTH DINGOLFING EDITION

연식: 2017
주행 키로수: 0km (차량 이송/세팅 중 약간의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베기량, 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디젤 엔진 (1.995 cc, 190마력)
연비: 고속: 16.0 km/l, 도심: 12.8 km/l, 복합: 14.0 km/l

시작가

KRW

61,000,000

USD

54,000

HKD

420,000

구매혜택

딩골핑 에디션 (Dingolfing Edition) 스페셜 레터링 각인
BMW 8년/16 만km BSI 연장 패키지
독일 딩골핑 공장 & 뮌헨 BMW 박물관 투어 패키지(동반 1인 포함)
발리오스 승마클럽 기승권
서울옥션 정회원 1년 등록권

color _ Bluestone metallic

2017년 1월 12일, 독일 바이에른주 니더바이에른 현에 위치한 딩골핑 공장에서 1천만번째 차량 생산을 축하하는 행사
가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1천만번째 차는 한국으로 배정되었고, 바로 이 차량이 144회 경매를 통해 여러분
께 선보입니다.
1천만번째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께는 독일 BMW의 본고장 뮌헨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반 1인과 함께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4박 5일 뮌헨 여행 패키지는 1천만번째 차량이 제작된 딩골핑 공장 투어,
BMW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BMW Welt 와  박물관 투어, 5성급 호텔 숙박, 인근 지역 여행 등 차별화된 프로
그램으로 구매하신 차량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딩골핑 공장 1천만번째 차량 생산 축하 기념 촬영
BMW 그룹 하랄드 크루거 회장(오른쪽에서 3번째)

BMW 박물관 전경, 독일 뮌헨

BMW 딩골핑 공장에서 1천만번째로 생산된 차량은 한국에서는 올해 2월에 새롭게 출시된 BMW 뉴 5시리즈로 이 차량만을 위
한 스페셜 레터링이 각인되었습니다.
딩골핑 공장은 BMW 최대규모의 공장으로, BMW 그룹의 전기 구동 시스템 생산을 위한 역량연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3, 4,
5, 6, 7 시리즈의 주요 제품 조립과 i 브랜드, 롤스로이스 차체 생산 등을 담당하여 연간 약 37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주요 공장입
니다. 오랫동안 럭셔리 세단을 제작해 온 노하우가 축적된 곳으로, 세계적인 경량 설계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HE ALL-NEW BMW 5 SERIES.
BMW의 지적인 다이내믹과 1천만번째 역사의 만남.
BMW 최대규모의 공장 딩골핑에서 만들어진 1천만번째 역사가 한국에 도착했습
니다. BMW 그룹은 딩골핑 공장에서 제작된 1천만번째 자동차인 BMW 뉴 5시
리즈를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BMW
뉴 5시리즈가 BMW의 역사를 만나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BMW 5
Series 딩골핑 에디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적인 다이내믹.
THE ALL-NEW BMW 5 SERIES.

가 쉬워지고 코너링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고속 주행 시에는 뒷바퀴가

뜨거운 감성과 차가운 이성을 태양과 달처럼 빛내며 성공을 향해 질주

초경량 차체 구조.

하는 당신은 BMW 뉴 5시리즈입니다. 비즈니스와 다이내믹, 어느 면

연료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100kg 감량.

앞바퀴 동일 방향으로 조향되어 승차감과 안전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에서나 독보적인 BMW 뉴 5시리즈. 모든 모델에 기본 장착된 BMW
M 스포츠 패키지가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강렬한 다이내믹을 드러내

BMW 뉴 5시리즈는 기존 모델보다 차체 무게를 최대 100kg까지 (유

고, 가장 앞선 테크놀로지와 유려한 디자인은 이지적인 비즈니스 세단

럽기준) 줄였습니다. 섬세하고 정밀한 경량 구조 설계 및 경량 소재 사

의 품위를 확인시켜줍니다. 압도적 자신감으로 새롭게 탄생한 BMW

용으로 차체가 더 단단해졌으며 민첩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

뉴 5시리즈, 두 얼굴의 다이내믹이 지금 시작됩니다.

졌습니다.

앞선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압도적 퍼포먼스.

사이드 캐릭터 라인.
서있을 때조차 드러나는 다이내믹 아우라.

BMW M 스포츠 패키지.

다이내믹한 감성의 캐릭터 라인이 탁월한 주행 성능을 시각적으로 표현

다이내믹 감성의 비즈니스 세단

합니다.기존 모델에서 하나였던 캐릭터 라인이 정밀한 두 겹으로 변화

가장 지적인 다이내믹,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느껴

특유의 호프마이스터 킨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차량의 탁월

지는 것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다이내믹의 상징, BMW M 스포츠

한 운동성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하면서 더욱 날렵해진 외관 디자인을 확인해보십시오. 라인이 BMW

패키지를 지금 모든 BMW 뉴 5시리즈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강력한
제동 성능을 발휘하는 M 스포츠 브레이크를 포함한 BMW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강렬한 다이내믹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
한눈에 확인되는 BMW의 에어로다이내믹 테크놀로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BMW 뉴 5시리즈에 적용된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에 주목

더 정밀하고 민첩한 조향력을 만드는 기술.

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열고 닫히는 키드니 그릴은 한 걸음 더 진보한
BMW의 에어로다이내믹 테크놀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액티

상황에 맞춰 뒷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기능은

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과 에어브리더, 에어커튼이 유기적으로 작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저속 주행 시에는 뒷

동하여 주행 시 공기 저항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높은 효율성과 뛰어난

바퀴가 앞바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 및 출차

실내 방음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기능성과 편안함으로
비즈니스 세단의 기준을 바꾸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운전을 손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자율 주행 시스템. 정속 주행은 물론 정지/
출발 기능까지 갖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 이탈을 감지하여 경고하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완전 자동 주차 기능까지. BMW 뉴 5시리즈에는 BMW의
혁신적 자율 주행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어시스턴
트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드라이빙을 경험해 보십시오.

BMW 제스처 컨트롤.
운전 중 손짓만으로 전화를 받고 끊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
간단한 손짓으로 전화 착신과 볼륨 조절 등 차량 내부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운전자가 최대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
절하게 해줍니다.

디스플레이 키.
단순한 키를 넘어선 손안의 작은 리모트 컨트롤러. BMW 뉴 5시리즈에서 7세
대에 처음 적용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키는 열고 닫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
다.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 남은 연료의 양, 주행 가능 거리 등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스플레이 키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차량의 일부 기능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시트. 섬세한 기능성으로 최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시트.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진 운전석 및 동반석의 컴포트 시트는 여러 방향
으로 전동 조절할 수 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한 시트 포지션을 구현합니
다. 앞좌석에는 액티브 시트 통풍 기능이 장착되어 더운 날씨에도 상쾌하고 편
안하며, 뒷좌석 시트 양쪽에는 개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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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NEW BMW M760Li xDRIVE

연식: 2017
주행 키로수: 41km (차량 이송/세팅 중 약간의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BMW 트윈파워 터보 V형 12기통 가솔린 엔진 (6,592 cc, 609 마력)
연비: 고속: 8.3 km/l, 도심: 5.7 km/l, 복합: 6.6 km/l

시작가

KRW

195,000,000

USD

172,700

HKD

1,343,000

구매혜택

발리오스 승마클럽 기승권
서울옥션 정회원 1년 등록권

이번 경매로 소개하는 M760Li xDrive, 바로 우리 나라에 단 2대 입고되어있는 특별한
컬러를 담고 있습니다. Frozen Dark Brown Metallic이라는, 그 특별한 색이 선사하
는 깊이있고 풍부한 색감을 느껴보십시오.
M760Li xDrive, 롤스로이스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지만 그 성능은 우월합니다. 8
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V형 12기통 엔진의 힘을 제어하며, 최고출력 609
마력의 M 퍼포먼스 V12 엔진은 정지상태에서 단 3.7초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합니
color _ Frozen Dark Brown Metallic

다. BMW 7시리즈와 M 퍼포먼스와의 만남,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체험해 보십시오.

M-POWERED BY
V12.THE ALL-NEW BMW M760Li xDRIVE.
BMW 7시리즈 최초의 M 퍼포먼스 모델,
BMW 뉴 M760Li xDRIVE.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V형 12기통 엔진의 힘을 제어하
며, 스티어링 휠에 탑재되어 있는 기어 변속 패들을 이용해 원하는 기
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최대한의 가속을 가

플래그십 모델 BMW 7시리즈와 M 퍼포먼스의 만남은 럭셔리 세단과

능하게 하는 론치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강력한 퍼포먼스의 결합이란 개념을 넘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압도적인
카리스마.BMW 뉴 M760Li xDRIVE로 경험해 보십시오.

M 퍼포먼스 시그니처 사양.
존재만으로도 압도하는 강렬함.
M 퍼포먼스 V형 12기통 엔진.
드라이빙 럭셔리, 퍼포먼스로 재정의되다.

BMW 7시리즈의 품격 있는 디자인에 더해진 M 퍼포먼스의 스포티
한 매력은 도로 위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M

최고 출력 609마력의 M 퍼포먼스 V형 12기통 엔진은 정지 상태에서

의 유전자. BMW M만의 시그니처 사양이 성능과 디자인에 깃들어

단 3.7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합니다. 이 강력한 심장은 BMW

져 있습니다.

7시리즈의 바디에 민첩한 순발력과 탁월한 가속 성능을 부여합니다.

DRIVING LUXURY.
럭셔리, 혁신에 대한 최고의 찬사.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혁신이란, 내면의 본질에 집중할 때 시작되는 것. BMW 7시리즈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관과 스타일에 머무르지
속도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조향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더욱

않고, 자동차와 드라이빙의 본질에 집중한 결과 탄생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입니다. 매순간 선보이는 다이내믹

직관적인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저속 주행에서는 손쉽게 방향을 바꿀

한 퍼포먼스는 주행의 안전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동시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드라이빙의 즐거

수 있고, 고속주행에서는 민첩성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움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로서도 탑승자로서도 궁극의 안전성과 편안함,편리함의 모든 가치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BMW 7시리즈의 혁신이며, 이 시대를 드라이브하는당신을 위한 진정한 럭셔리의 시작입니다.

SAFETY OF INNOVATIVE TECHNOLOGY.
BMW의 혁신적인 기술로 완성된 최고의 안전성.

하이빔 어시스턴트.
야간 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BMW 7시리즈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최고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광범위하고 섬세한 첨

시속 60km/h이상의 속도로 야간 주행 시, 전방에 차량이 없을 경우 LED 라이트의 2배에 달하는 600m의 거

단의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유기적이고 지능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운전자를 다양한 위험

리까지 빛을 비춰줍니다. 새로운 아이콘 라이트 디자인에 삽입된 푸른색 라인으로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적용되

으로부터 보호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주행을 약속합니다.

었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이번 6세대 7시리즈를 통해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카본 코어.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

레이저 라이트
넓은 시야의 확보로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BMW 7시리즈에 적용된 BMW 카본 코어 기술은 어떤 충격에서도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BMW 7시리즈에 적용된 BMW 레이저 라이트는 기존보다 10배 높은 광도와 확장된 가시성으로 최

개발되었습니다. 레이싱카 제작에 널리 쓰이는 카본 소재(CFRP)와 알루미늄, 강철의 혁신적인 혼합구조로 안전

대 600m까지 조명을 비춰줍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야간 전방 시야는 더 넓어지고 안전성은 크게 증가됩니다.

성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 견고함은 몇 배로 높아졌습니다. 50:50의 무게 배분과 최고의 비틀림 강성,더욱 낮아

LED 하향등 헤드라이트와 레이저 모듈이 내장된 LED 상향등, LED 주차등, LED 주간주행등, LED 방향지시

진 무게 중심으로 주행의 안전성을 보장함은 물론 기존 모델보다 130kg나 더 가벼워진 중량은 향상된 민첩성을

등, LED 코너링라이트,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BMW 셀렉티브빔 등 앞선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BMW

선보입니다. BMW 7시리즈는 설계부터 혁신적입니다.

레이저 라이트. 혁신으로 완성된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CONVENIENCE OF INNOVATIVE TECHNOLOGY.
BMW의 최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한 드라이빙.
BMW 7시리즈는 운전자의 완벽한 편익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행의 지시와 통제 및 관리를 간편하게 만들
며, 운전자와 차량을 외부의 교통 상황과도 긴밀히 소통하게 합니다. 주행과 주차의 편리성은 물론 통화, 이메
일 발송,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까지 최고의 효율성으로 운전자의 운전 집중도를 높여 드라이빙의 즐거움만을 제
공합니다.

BMW 터치 커맨드.
태블릿 하나로 간편하게 지휘하고 제어하는 기술.
뒷좌석 암 레스트에 위치한 BMW 터치 커맨드 태블릿 만으로 글라스 루프의 천장과 햇빛 가리개를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마사지 서비스, 에어 컨디셔닝 조작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전화까지 차량 내 조작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
어둠속에서 운전자의 탑승을 품위있고 편리하게 돕는 기술.
승하차시 LED 조명이 바닥을 밝히며 빛의 카펫을 만듭니다. 프론트 도어 주변이 밝아지며 운전자를 반갑게 맞
이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쉽게 차량을 찾고 여유롭게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