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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CAPTIVA

더욱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강력한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다! 

볼드하게 달린다, 
2016 캡티바

2.0 유러피언 디젤 엔진과 아이신 미션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퍼포먼스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R-EPS로 구현해낸 최상의 서스펜션

견고한 바디에 더해진 첨단 안전사양

앞서가는 고객들의 감각에 맞춘 

스마트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겁낼 것 없다. 
어떤 길이든 달려갈 힘이 내겐 있으니까
2016 캡티바 



1.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전면) 프론트 후드에 실버와 그레이 투톤 스페셜 데칼을 입혀 감각적인 스타일을 더하였습니다. 

2.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후면) 트렁크 도어에 실버와 그레이 투톤 스페셜 데칼을 입혀 감각적인 스타일을 더하였습니다.

3. 19인치 블랙 알로이 휠 19인치 하이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을 적용하여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였습니다.  

4. 블랙 도어 핸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 블랙컬러를 적용하여 깔끔한 스타일을 완성하였습니다. 

5. 블랙 가죽시트 블랙 가죽시트에 실버 스티치를 적용하여 세련됨을 더하였습니다.

6.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를 적용하여 바닥까지 깔끔하게, 통일성 있는 퍼펙트 블랙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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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바의 강력한 퍼포먼스에 블랙의 카리스마를 더하다  

PERFECT BLACK EDITION

블랙보다 완벽한 블랙

                CAPTIVA PERFECT BLACK



EXTERIOR

크롬 그릴과 LED DRL로 완성된 다이나믹한 프론트 디자인  

1. LED DRL & 프로젝션 헤드램프 밝고 선명한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LED DRL로 세련된 인상은 물론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2.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를 전후면에 적용하여 세련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쉐보레의 아이덴티티인 듀얼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을 더하여 더욱 세련되고 강인한 이미지의 프론트 룩을 완성하였습니다. 

4.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블랙이 가미된 투톤 알루미늄 휠을 적용하여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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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티어링 휠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새롭게 적용하여 운전자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2. 듀얼크롬 슈퍼비전 클러스터  

시인성이 뛰어난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야간에도 선명하게 차량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더욱 업그레이드 된 인테리어

심플한 디자인으로 버튼 조작을 용이하게 한 스티어링 휠과 

스페셜 블랙 코팅 센터페이시아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구성은 트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세대 아이신 미션과 R-EPS 적용으로 인한 빠른 응답성과 직관적 드라이빙을! 

1.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 빠른 응답성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는 첨단 아이신 미션을 탑재하여 차원이 다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2.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 버튼 순간적인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여 파워풀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HDC (경사로 급가속 방지장치) 내리막길의 경사로 주행시 차량 속도를 저속(5-7km)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4. HSA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오르막길에서 정지 후 재출발시 제동력을 유지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5. EBD-ABS 승차인원 및 적재화물의 증감에 따라 전후의 제동력을 자동 배분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6. ESC (전자식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엔진토크와 4개 휠을 개별적으로 제동할 수 있게 하여 제동시 차량의 미끄러짐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제어하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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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6 환경 규제를 맞춘 
2.0 유러피언 디젤 엔진과 
차세대 아이신 미션과의 
완벽한 조화
2014 워즈오토 10대 엔진 상 수상! 

오일 압력 최적화로 실주행에서의 연비를 더욱 향상!

정밀한 엔지니어링으로 주행시 소음을 최소화하여 

더욱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AM/FM 라디오 청취 기능 브링고 어플을 통한 내비게이션 기능 블루투스 호환을 통한 음성인식 기능 팟캐스트 지원 음성인식 전화 지원 애플 맵을 통한 길찾기 지원 음성인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지원

스마트한 운전자들의 
감각에 맞춘 
쉐보레 마이링크 

동급 최초 

Apple CarPlay 탑재
(아이폰 5 이상부터 지원가능)   



INTERIOR SPACE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트설계 

1.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국제규격의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적용으로 영/유아 탑승 안전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2. 8 Way 전동시트 시트를 8가지 방향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자세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EZ-Tech 폴딩 원터치 레버조작으로 더블폴딩 기능이 부드럽게 작동되어 여성들도 시트를 가볍게 접을 수 있습니다. 

4. 듀얼 프리텐셔너 차량 충돌시 승객의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을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에어백에 의한 상해를 최소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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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6분할 시트 폴딩
2열과 3열 시트를 접어서 6가지 시트 베리에이션 

연출이 가능하며, 캠핑, 이사, 스포츠 등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캡티바의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SEAT  VARIATION



운전석, 동반석 듀얼 에어백 및 앞좌석 사이드, 측면 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후방 추돌 사고시 탑승객의 

목부위 상해를 최소화 하는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적용하여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2013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최고등급 획득
2013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EURO NCAP) 

최고등급 획득
2013 호주 신차 안전도 평가(ANCAP) 

최고등급 획득

첨단 테크놀로지로 더욱 스마트하게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다 

1. RCTA(후측방 경고시스템)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여 출차시, 좌우 후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경보하여 줌으로써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2. SBZA(사각지대 경고시스템) 좌우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보하여 안전한 차선 변경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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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최첨단 안전 시스템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1.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그래픽과 경보음으로 알려 주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액티브 헤드레스트 후방 추돌 사고시 탑승객의 목부위 상해를 최대한 보호하는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적용하였습니다. 

3. 셀프 레벨라이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이 기울어진 경우, 차량 뒤쪽의 높이를 자동으로 높여주고 헤드램프 조사각을 보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4. 후방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후진시 차량 후방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여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개별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편리하게 타이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1

3

2

4 5

TECHNOLOGY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HIGH STIFFNESS BODY FRAMES



7.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 (ETCS)                   8.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9.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10. 이오나이저 공기청정기                                11. 듀얼 USB 충전단자                                    12. 1열, 2열 히팅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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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DRL, 프로젝션 헤드램프                        2. 선루프                                                    3.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4.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5. 오션블루 조명 도어 스커프                            6.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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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DIMENSIONS

WHEELS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19인치 블랙 알로이 휠18인치 알로이 휠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사양 및 제원은 발행월 기준이며 차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는 최상위 모델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하위 모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사양은 각 모델별로 다르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의 차량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 및 사양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 디젤 (5/7인승) 2WD 자동 6단 : 
   5인승 : 복합연비 11.8km/l (도심 : 10.6km/l, 고속도로 : 13.5km/l), 3등급, CO2 배출량 : 170g/km 
   7인승 : 복합연비 11.4km/l (도심 : 10.3km/l, 고속도로 : 13.1km/l), 4등급, CO2 배출량 : 175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차중량 : 2.0디젤 (5인승) : 1,920kg, 2.0디젤 (7인승) : 1,945kg입니다. 

구분 2.0 디젤 (5/7인승)

전  장 (mm) 4,690

전  폭 (mm) 1,850

전  고 (mm) 1,725 (1,755)

축  거 (mm) 2,705

윤거(전/후) (mm) 1,569 / 1,576

배기량 (cc) 1,956

최고출력 (ps/rpm) 170 / 3,750

최대토크 (kg.m/rpm) 40.8 / 1,750 ~2,500

연료탱크 (ℓ) 65

1,850 1,8504,690

1,569 1,5762,705

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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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프랙 장착시

직물시트 

LS / LS 디럭스 

고급 블랙 가죽시트

LT 디럭스 / LTZ 
인조가죽 시트 + 고급 블랙 직물시트 

LT

※ 위 이미지는 시트색상 참조용이며, 실제 이미지는 트림 및 사양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본플래시 블랙 (GAR) 모던 블랙 (GB0) 다크 버건디 (G6D) 블루 아이즈 (GQ3) 번트 코코넛 (GD8)

퓨어 화이트 (GAZ) 스노우플레이크 화이트 펄 (GYN) 스노우 화이트 펄 (GP5)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건 그레이 (G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