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LANDO 2017

2017 ORLANDO

올란도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감지하는
첨단 예방 안전 시스템,
우리 가족 모두 편안한 여유로운 승차공간과
넉넉한 적재공간에 레저 장비를 가득 싣고도
시원하게 내달리는 고출력 고효율 엔진,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기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까지
행복한 가족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춘 2017 올란도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올란도의 다이나믹에 블랙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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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전면) 프론트 후드에 실버와 그레이 투톤 스페셜 데칼을 더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2.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후면) 트렁크 도어에 실버와 그레이 투톤 스페셜 데칼을 더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3. 투톤 가죽시트(블랙, 라이트 티타늄) 투톤 컬러 시트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블랙보다 완벽한 블랙

ORLANDO PERFECT BLACK

4.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를 적용하여 바닥까지 깔끔하게, 통일성 있는 퍼펙트 블랙만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5.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18인치 하이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을 적용하여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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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스타일에 안전성을 더하다.
1. LED 포지셔닝 램프 대형 헤드램프에 밝고 선명한 LED 포지셔닝 램프 적용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2.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가 사고를 예방하여 주고 안전운전을 도와줍니다.
3. 18인치 블랙포인트 알로이 휠 5스포크타입의 18인치 블랙포인트 알로이 휠을 적용하여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4. LED 테일 램프 듀얼 클러스터 대형 LED 테일 램프를 적용하여 차별화된 후면이미지를 연출하고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ACTIVE LIFE VEHICLE
안전도 스타일도 더욱 완벽해진

2017 ORLANDO

DIESEL & LPGi

POWERFUL
DIESEL

COMPETITIVE
LPGi

파워에서 정숙성까지 엔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충족하는 완벽한 엔진 라인업
NEW 1.6 MDE 디젤 엔진 GM의 최신 기술력으로 탄생한 디젤엔진으로 탁월한 연비는 물론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경제성 모두를 실현하였습니다.
2.0 ECOTEC LPGi 엔진 LPG만의 뛰어난 경제성과 세단을 능가하는 정숙성에 부드럽고 민첩한 가속력까지 실현하였습니다.

고효율 디젤 엔진과 정숙한 LPGi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엔진 라인업 구축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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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차세대 GENⅢ 6단 트랜스미션 GM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성능과 고효율의 연비를 선사합니다. (디젤 사양 전용)
2. 맥퍼슨 스트럿 전륜 서스펜션 첨단 설계 기술로 경량화 및 진동을 최소화한 전륜 서스펜션은 정교하고 민첩한 핸들링 성능과 운전의 재미를 선사합니다.

GM의 첨단 기술 적용으로 뛰어난 연비와 파워를 실현한
NEW 차세대 GENⅢ 6단 트랜스미션

SPECI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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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브라운 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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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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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란도 다이나믹
1. 브라운 가죽시트 고급스럽고 세련된 브라운 가죽시트가 다이나믹 만의 차별화된 실내 인테리어를 연출합니다.
2. 18인치 실버 알로이 휠 실버 휠만의 세련된 이미지로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3. 버튼타입 스마트키 스마트키를 소지 시 버튼 조작만으로 도어개폐와 시동의 ON, OFF가 기능하여 버튼 시동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4. 스페셜 데칼 차량 색상에 따라 브라운 / 그레이 색상의 스페셜 데칼을 적용하여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연출 하였습니다.

2017 ORLANDO DYNAMIC
브라운의 고급스러움에 실버 휠과 스페셜 데칼로 세련된 멋을 더한 올란도 다이나믹

SAFETY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올란도만의 안전 사양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시스템
ADVANCED SAFETY
1

S-ESC
(Sensitive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RP
(Active Rollover Protection)

EDC
(Engine Dra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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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 활성화 조건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 시속 11km/h ~ 140km/h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 시속 56km/h 이상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 시속 40km/h 이상
※ 폭우가 내릴경우, 센서와 카메라에 이물질이 묻어 감지가 어려운 경우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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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든든한 우리 가족 지킴이 올란도
1. 6에어백 시스템 운전석/동반석 듀얼 에어백 및 앞좌석 사이드, 측면 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을 적용하여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충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1.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첨단 센서가 차선 표시를 감지하여 졸음이나 부주의 등에 인한 차선 이탈 상황 발생 시
경고음 발생으로 대형 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2.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아웃사이드 미러 시야를 벗어난 사각지대의 주행 차량을 감지하여 미러의 경고등을
점등함으로써 차선 변경 시 발생하는 접촉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동급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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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주행 차선 앞쪽에 차량이 감지되거나 차 간 간격이 좁아 충돌이 우려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 추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동급최초

2. 가속, 제동, 코너링시 차량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지하여 차량의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는 S-ESC, 주행 중 급회전 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엔진 출력과
제동력을 신속하게 제어하여 사고를 예방해주는 ARP, 빙판길 등 마찰력이 낮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할 때 일정량의 토크를 발생시켜 위험상황을
예방하여 주는 EDC
3. 전/후방 주차보조시스템 차량 전후방에 센서를 내장하여 차량 전후방 장애물과의 거리를 그래픽 및 경고음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한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4.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R-EPS)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하여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보여줍니다.
5. HBA (Hydraulic Brake Assist) 긴급한 제동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제동력을 보조하여 더 많은 제동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제동거리를 단축해드립니다.

INTERIOR

모두가 편안한 올란도의 쾌적한 공간

INTERIO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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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간 활용성과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법
1. 시트 베리에이션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으로 7인승의 승차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가족 여행이 기다려지는 올란도의 공간활용성

2.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 2열 시트 기울기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승객의 편안함과 공간 활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3. EZ - Tech 첨단 EZ-Tech 기술로 여성들도 아주 쉽게 원터치로 시트 더블 폴딩 및 공간활용이 가능합니다.

INTERIOR DESIGN

CHEVROLET MYLINK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NEW 마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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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Up
※상기 마이링크 기능은 외부기기 또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올란도에 적용된 마이링크 기능은 브링고 앱이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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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
1. 7인치 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TPEG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후방카메라 모니터링 화면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책임지는 스마트 인테리어

2. 운전석 6 way 전동조절 시트 운전석 시트는 전후방 슬라이딩, 높이조절, 쿠션 틸팅의 6방향으로 전동조절되는 파워 시트를 적용하여 다양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3.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타이어 압력 이상 발생 시 트립컴퓨터 화면을 통해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안전성을 높여주는 편의사양입니다.
4.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휠 좌측에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ADVANCED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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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2. 듀얼 메쉬 그릴
3. 트렁크 가니쉬 듀얼 라이트
4. 대형 크롬 안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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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면 센터 백업램프
6.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7. 전/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8. 리어 와이퍼

18
9. 후방 보조 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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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인치 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11. 버튼타입 스마트키
12. 폴딩타입 운전석 암레스트
13. 톨게이트 자동결제시스템(E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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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크릿 큐브
15. 버킷타입 시트
16. 스티어링 휠 리모콘
17. 도어 오토 다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21
18. 3단조절 열선 시트(운전석&동반석)
19. 2열 열선 시트
20. 조명내장 선바이저 화장거울
21. 듀얼 실내 독서등

INTERIOR SEAT COLORS
ORLANDO BEST SAFETY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올란도의 안전성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투톤(블랙, 라이트 티타늄) 가죽시트 (퍼펙트 블랙)

고급 메쉬 직물시트 (LT 프리미엄, LT 컨비니언스)

고급 가죽시트 (LT 세이프티, LTZ 프리미엄, LTZ 세이프티)

※ LT 컨비니언스는 버튼타입 스마트키 적용

※ LT 세이프티는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및 무광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적용
※ LTZ 세이프티는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버튼 적용

더욱 섬세한 제어기능을 발휘하는 첨단 예방안전 시스템 S-ESC의 탑재와 앞좌석 및 사이드 에어백을 전모델 기본 장착함은
물론, 충돌테스트 1등급의 차체강성 확보를 통해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최고등급 획득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EURO NCAP)

우븐 직물시트 (LS 고급형)

올란도는 매력적인 SUV 스타일, 세단의 안정적인 승차감, 패밀리 밴의 실용성 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의 선진 시장인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차량 안전성 테스트 결과, 최고안전등급을 획득하면서 안전성까지 공식 입증을 받았습니다.

최고등급 획득

2011년 국산 신차 수리비 평가

올란도는 뛰어난 안전성으로 사고시 차량의 손상범위를 최소화 시키고, 수리가 용이하도록 수리성을 높여 보험개발원 평가에서
RV 차량 중 가장 낮은 수리비를 기록했습니다.

RV중 최저 수리비 기록

브라운 가죽시트 (다이나믹)

※ NEW 마이링크가 적용된 이미지임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적용

EXTERIOR COLORS

퓨어 화이트 (GAZ)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새틴 스틸 그레이 (GYM)

블루 아이즈 (GQ3)

번트 코코넛 (GD8)

모던 블랙 (GB0)

네이비 그레이 (GO6)

WHEELS

16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18인치 실버 알로이 휠 (다이나믹 전용)

DIMENSION
- 디젤 자동 6단 복합연비 (km/ℓ) : 13.5 (도심: 12.3, 고속도로: 15.2), 3등급, CO2배출량 (g/km) : 147

- LPGi 자동 6단 복합연비(km/ℓ) : 8.0 (도심: 7.0, 고속도로: 9.7), 5등급, CO2배출량 (g/km) : 169

구분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 (mm)

윤거(전/후) (mm)

배기량 (cc)

최고출력 (ps/rpm)

최대토크 (kg.m/rpm)

공차중량 (kg)

연료탱크 (ℓ)

1.6 디젤 (A/T)

4,665

1,835

1,635

2,760

1,584/1,588

1,598

134/3,500~4,000

32.6/2,000~2,250

1,645

64

2.0 LPGi (A/T)

4,665

1,835

1,635

2,760

1,584/1,588

1,998

140/6,000

18.8/4,600

1,645

LPG 봄베 70 (실충전 용량 6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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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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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4
1,835

974

2,760
4,665

931

1,588
1,835

※ 본 카탈로그의 차량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색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 및 사양은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퍼펙트 블랙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