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VA & TRAX
& ORLANDO

2016
쉐보레 전차종 가격표

09

올 뉴 말리부
1.5 터보

변화, 말리부로부터

엔진 배기량 : 1,490cc 엔진최고출력 : 166/5,400ps/rpm 엔진최대토크 : 25.5/2,000~4,000kg.m/rpm 복합연비(km/ℓ) : 13.0 (도심연비 : 11.4 / 고속도로연비 : 15.5) 3등급 CO2 배출량 : 131g/km (16" & 17" Tire)
엔진 배기량 : 1,490cc 엔진최고출력 : 166/5,400ps/rpm 엔진최대토크 : 25.5/2,000~4,000kg.m/rpm 복합연비(km/ℓ) : 12.5 (도심연비 : 11.1 / 고속도로연비 : 14.7) 3등급 CO2 배출량 : 136g/km (19" Tire)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LS

디럭스

23,880,000
21,709,091 (2,170,909)

25,060,000
22,781,818 (2,278,182)

1.5
Turbo

심장을 뛰게하는 파워풀 퍼포먼스 터보엔진

LT

디럭스

26,950,000
24,500,000 (2,450,000)

28,630,000
26,027,273 (2,602,727)

● 엔진/성능 : 1.5 DOHC TURBO 가솔린 엔진, 차세대 GENⅢ 6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Stop & Start 시스템, 62ℓ연료 탱크
● 안전 사양 : ESC(BAS & HSA 기능 포함), 8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앞좌석 & 뒷좌석 사이드 & 커튼 에어백),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시트벨트(듀얼 프리텐셔너 적용), 차량 전방 충돌시 페달 분리 시스템, 트렁크 비상탈출장치,
유아용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비상삼각대,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외관 사양 : 16"(205/65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프로젝션 4등식 헤드램프, 어쿠스틱 소음 차단 윈드실드,
자외선 차단 글래스(앞면, 뒷면, 전체도어), LED DRL(주간주행등), 윈도우 크롬 벨트라인, LED 보조제동등
● 내장 사양 : 그레이톤 인테리어 컬러, 직물시트, 시트백 포켓(운전석, 동반석), 6:4 리어 폴딩 시트,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센터 컵홀더,
센터콘솔 암레스트, 2열 에어벤트, 2열 암레스트 & 컵홀더, 리어 분리형 헤드레스트
● 편의 사양 : 전자식주차브레이크(EPB),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매뉴얼 에어컨,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3.5"클러스터,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운전석 & 동반석 6-way 매뉴얼 시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히든 고압 분무식 윈드실드 워셔 & 레벨링 시스템, 헤드램프 에스코트, 고급 LED 맵램프, 룸램프,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마트키(버튼시동), 운전석 & 동반석 화장거울, 윈도우 오토다운(운전석, 동반석 & 뒷좌석),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12V 파워 아웃렛(1열 & 2열),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 센시티브 오토라이트 컨트롤, 3단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 오 디 오 : 마이링크(7"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 지원,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라디오, 속도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블루투스 핸즈프리, USB 입력단자(1개, iPOD 지원), 6 스피커

선택사양품목

2.0 터보

엔진 배기량 : 1,998cc 엔진최고출력 : 253/5,300ps/rpm 엔진최대토크 : 36.0/2,000~5,000kg.m/rpm 복합연비(km/ℓ) : 10.8 (도심연비 : 9.4 / 고속도로연비 : 13.2) 4등급 CO2 배출량 : 160g/k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 파노라마 선루프
: 9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LT
프리미엄

30,570,000
27,790,909 (2,779,091)

2.0
Turbo

LTZ
프리미엄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전방 & 후방 거리 감지 영역 표시 : 클러스터)
● 외관 사양 : 17"(225/55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 편의 사양 :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ALL NEW MALIBU

33,080,000
30,072,727 (3,007,273)

1.5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엔진/성능 : 2.0 DOHC TURBO 가솔린 엔진, 차세대 GENⅢ 6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전방 & 후방 거리 감지 영역 표시 : 클러스터)
● 외관 사양 : 19"(245/40 R19) 메탈릭 알로이 휠, 듀얼 브라이트 머플러 팁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가죽시트(블랙 또는 브라운 색상 중 선택)
● 편의 사양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8-way 운전석 전동시트 & 6-way 동반석 전동시트, 운전석 & 동반석 파워 요추 받침,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 동반석 3단 히팅 시트,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발렛 모드(트렁크, 차량설정 잠금)
● 오 디 오 : New 마이링크(8"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 지원),
USB 입력단자 4개(1열 2개 : MYLINK와 연동 및 충전가능, 2열 2개 : 충전만 가능)

프리미엄
세이프티

29,990,000
27,263,636 (2,726,364)

32,840,000
29,854,545 (2,985,455)

전 트림 공통

● 파노라마 선루프
: 9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 800,000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 1,300,000

2.0 LT 프리미엄 팩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카메라,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씨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 외관 사양 :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블랙 또는 브라운 색상 중 선택), 우드그레인 패키지(도어 데코, 기어 판넬)
● 편의 사양 : 운전석 & 동반석 3단 통풍시트, 동반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뒷좌석 열선시트

● HID 헤드램프
: 400,000
● 스마트 드라이빙 팩
: 1,600,000

2.0 LTZ 프리미엄 기본 사양 품목 및 (※ 모던블랙 외장컬러 전용)
● 외관 사양 : New 19" 블랙 투톤 휠, 퍼펙트 블랙 전용 휠 캡,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 내장 사양 : 블랙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 HID 헤드램프
: 400,000
● 스마트 드라이빙 팩
: 1,600,000

스페셜 에디션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7"(225/55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 내장 사양 : 가죽 커버(기어 노브, 스티어링 휠)
●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 좌우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터널 디텍션 시스템, 운전석 & 동반석 화장거울 및 조명,
아이스블루 무드조명 & 인사이드 도어 핸들 핀 조명(전체 도어), 이오나이징 시스템, 레인 센싱 와이퍼,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 19”(245/40 R19)
메탈릭 알로이 휠
: 560,000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 1,300,000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전방 & 후방 거리 감지 영역 표시 : 클러스터)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가죽시트(블랙 또는 브라운 색상 중 선택)
● 편의 사양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8-way 운전석 전동시트 & 6-way 동반석 전동시트, 운전석 & 동반석 파워 요추 받침,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 동반석 3단 히팅 시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19”(245/40 R19)
메탈릭 알로이 휠
: 560,000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 1,000,000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 1,300,000

33,380,000

퍼펙트 블랙

30,345,455 (3,034,545)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LT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씨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후방카메라
* 스마트 드라이빙 팩
LTZ :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긴급 제동시스템(씨티 브레이킹 시스템 포함),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롱 레이더 전용 프론트 그릴
Ⓡ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 내비게이션 &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 2.0 터보엔진 :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및 Stop & Start 시스템 미적용

1.8 하이브리드

엔진 배기량 : 1,796cc 엔진최고출력 : 124/5,000ps/rpm 엔진최대토크 : 18.0/4,750kg.m/rpm 복합연비(km/ℓ) : 17.1 (도심연비 : 17.3 / 고속도로연비 : 16.8) 1등급 CO2 배출량 : 95g/km
모터최고출력 : Motor A 93.5(69kW)/4,000ps/rpm Motor B 106.1(78kW)/2,600ps/rpm 모터 최대토크 : Motor A 17.8(174.4Nm)/2,200kg.m/rpm Motor B 30.7(300.8Nm)/2,200kg.m/rp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배터리 및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8년/16만 km, 일반부품 5년/10만 km

LTZ

선택사양품목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카메라,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전방 & 후방 거리 감지 영역 표시 : 클러스터)
● 외관 사양 : 크롬 아웃사이더 도어핸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블랙 또는 브라운 색상 중 선택), 우드그레인 패키지(도어 데코, 기어 판넬)
● 편의 사양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8-way 운전석 전동시트 & 6-way 동반석 전동시트, 운전석 & 동반석 파워 요추 받침,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 동반석 3단 히팅 시트,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운전석 & 동반석 3단 통풍시트, 동반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발렛 모드(트렁크 & 차량설정 잠금), 뒷좌석 열선시트
● 오 디 오 : New 마이링크(8"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 지원),
USB 입력단자 4개(1열 2개 : MYLINK와 연동 및 충전가능, 2열 2개 : 충전만 가능)

● 19”(245/40 R19)
메탈릭 알로이 휠
: 560,000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 800,000
● HID 헤드램프
: 400,000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 1,250,000

LTZ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긴급 제동시스템(씨티 브레이킹 시스템 포함),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롱 레이더 전용 프론트 그릴
● 편의 사양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19”(245/40 R19)
메탈릭 알로이 휠
: 560,000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 800,000
● HID 헤드램프
: 400,000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LT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씨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후방카메라
LTZ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씨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LT : 내비게이션 & New 마이링크, 8"컬러 터치 스크린 &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USB 입력단자 4개(1열 2개 : New MYLINK와 연동 및 충전가능, 2열 2개 : 충전만 가능)
LTZ : 내비게이션 &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 1.5 터보 / 2.0 터보 / 1.8 하이브리드 공통
* 가죽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 직물 적용
* New 마이링크 : CDP & 브링고 앱 지원되지 않음
* 마이링크 : CDP 지원되지 않음,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은 별매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LT

31,800,000
28,909,091 (2,890,909)

1.8
Hybrid

디럭스

33,480,000
30,436,364 (3,043,636)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엔진/성능 : 1.8 SIDI 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드라이브 유닛(Drive Unit), 49.2ℓ연료 탱크,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EGHR 시스템(Exhaust Gas Heat Recovery system)
● 외관 사양 : 17"(225/55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 내장 사양 : 가죽커버(기어노브, 스티어링 휠)
●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 좌우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터널 디텍션 시스템, 운전석 & 동반석 화장거울 및 조명,
아이스블루 무드조명 & 인사이드 도어 핸들 핀 조명(전체 도어), 이오나이징 시스템, 레인 센싱 와이퍼,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캡리스 퓨얼 시스템
● 오 디 오 : 하이브리드 전용 창(클러스터 & 인포테인먼트), 8 스피커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주차 보조시스템(전방 & 후방 거리 감지 영역 표시 : 클러스터)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가죽시트(블랙 또는 브라운 색상 중 선택)
● 편의 사양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8-way 운전석 전동시트 & 6-way 동반석 전동시트, 운전석 & 동반석 파워 요추 받침,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 동반석 3단 히팅 시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선택사양품목
전 트림 공통

● 파노라마 선루프
: 9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 스마트씨티드라이빙팩
: 1,300,000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 1,000,000

* 스마트 씨티 드라이빙 팩
LT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씨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후방카메라
* 내비게이션 팩 (제스쳐 UI 기능 포함)
LT : 내비게이션 & New 마이링크, 8"컬러 터치 스크린 &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USB 입력단자 4개(1열 2개 : New MYLINK와 연동 및 충전가능, 2열 2개 : 충전만 가능)
※ 1.5 터보 / 2.0 터보 / 1.8 하이브리드 공통
* 가죽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 직물 적용
* New 마이링크 : CDP & 브링고 앱 지원되지 않음
* 마이링크 : CDP 지원되지 않음,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은 별매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 뉴 말리부 하이브리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운행 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올 뉴 말리부

이런 경차는 처음이니까,
2017 THE NEXT SPARK 출시!

가솔린

변화, 말리부로부터

THE NEXT SPARK

1.0 가솔린(수동 5단)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5.2 (도심연비 : 14.5, 고속도로연비 : 16.0) 경형 CO2배출량 : 109 g/km
1.0 가솔린(Easytronic)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4.7 (도심연비 : 13.6, 고속도로연비 : 16.4) 경형 CO2배출량 : 113 g/km
1.0 가솔린(C-TECH)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4.3 (도심연비 : 13.2, 고속도로연비 : 15.7) 경형 CO2배출량 : 117 g/km

EXTERIOR COLORS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스노우 화이트 펄 (GP5)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번트 코코넛 (GD8)

건그레이 (GK2)

블루 아이즈 (GQ3)

다크 버건디 레드 (G6D)

모던 블랙 (GB0)

LS
Basic

M/T

9,990,000

LS

M/T

10,360,000

9,081,818(908,182)

9,418,182(941,818)

● 엔진/성능 : ALL NEW 1.0 SGE ECOTEC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사일런트 타이밍체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쉬프트 인디케이터
● 안전 사양 : ESC(HSA 기능 포함),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3점식 리어시트벨트, ISOFIX(국제규격 유아용 시트고정장치),
급제동경보시스템(ESS),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이모빌라이저, 진공 펌프
● 외관 사양 : 14"(165/65 R14) 타이어 & 스틸 휠, 할로겐 헤드램프, 아웃사이드 미러(블랙/레버조절식), 주간주행등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고급형 직물시트, 시크릿 포켓박스, 트렁크 룸램프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리어와이퍼 & 워셔, 뒷유리열선(타이머 포함), 타이어 리페어킷, 배터리세이버, Day & Night 룸미러,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리어 폴딩 시트, 엔진오일 수명 확인 시스템
● 오 디 오 : 라디오, AUX / USB(iPod 연결단자 포함), 블루투스(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2스피커(앞), 루프안테나

(단위 : 원)

선택사양품목
전 트림 공통

● C-TECH Package
: 1,630,000

●6:4 리어 폴딩 시트
(높이 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 70,000

LS Basic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속도감응형 오토도어록,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 내장 사양 : 플로어 매트, 트렁크 선반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휠, 운전석 원터치 업다운 파워윈도우, 파워윈도우(동반석, 뒷좌석), 무선폴딩리모컨키
LT/LT Plus 전용

INTERIOR COLORS
[그레이 직물 시트]

[가죽 시트(블랙)]

[가죽 시트(브라운)]

1.5TURBOLS,LS디럭스,LT&1.8HYBRIDLT

1.5TURBO&1.8HYBRIDLT디럭스/2.0TURBOLT프리미엄

1.5TURBO&1.8HYBRIDLT디럭스/2.0TURBOLT프리미엄

LT

Plus

[천공 가죽 시트(블랙)]
1.5TURBOLTZ,LTZ프리미엄세이프티/2.0TURBOLTZ프리미엄
2.0TURBOLTZ프리미엄퍼펙트블랙

M/T

M/T

11,340,000
10,309,091(1,030,909)

12,060,000
10,963,636(1,096,364)

LS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그릴,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턴시그널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LED 보조제동등
● 내장 사양 : 고급형 직물시트, 시크릿 포켓박스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 오 디 오 : 4 스피커, 스티어링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ALL NEW MALIBU

12,910,000
11,736,364(1,173,636)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마이링크 & 세이프티 패키지 -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사각지대경고시스템(SBSA)
: 700,000

LT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4"(165/65 R14) 타이어 & 알로이 휠, 안개등
● 내장 사양 : 인조가죽 시트, 가죽 스티어링휠, 시트백포켓(동반석)
● 편의 사양 : 시트히팅기능(운전석/동반석)

LT Plus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RLAD* 포함) 동급최초 , 사각지대 경고시스템(SBSA) 동급최초 ,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동급최초 , 리어 사이드 에어백 동급최초
● 외관 사양 : 15"(185/55 R15) 타이어 & 알로이휠, 크롬 데코*
● 내장 사양 : 컬러 센터페시아(블랙, 베이지, 화이트, 블루 4개 컬러 중 선택가능),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동반석),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속도조절 간헐식 와이퍼, 암레스트(운전석)
● 오 디 오 : 6 스피커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버튼타입 스마트키 : 450,000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00,000
●선루프 : 350,000
●스타일 패키지
- 프로젝션 헤드램프(크리스탈 LED 포지셔닝
& 주간주행 램프 포함), 16" 알로이휠 동급유일 ,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 포함),
듀얼 그래픽 LED 테일램프 : 630,000

LT Plus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외장컬러 : 퓨어 화이트, 모던 블랙 선택가능)
● 엔진/성능 : C-Tech 패키지*
● 외관 사양 : 15"(185/55 R15) 타이어 & 알로이 휠(레드 포인트 휠 인서트 포함), 레드 포인트 그릴 서라운드,
레드 포인트 에어로 스포일러, B필러 블랙테입, 허니콤 엑센트 데칼, 크롬 베젤 안개등, 레드 포인트 아웃사이드미러
● 내장 사양 : 레드 포인트 클러스터 서라운드, 컬러 센터페시아(레드 & 블랙 투톤 그라데이션), 시크릿 포켓박스(레드 컬러 매트 포함)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리어사이드 에어백 동급최초
: 200,000
●마이링크 & 세이프티 패키지 -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사각지대경고시스템(SBSA)
: 700,000
●버튼타입 스마트키 : 450,000

LTZ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외장컬러 : 모던 블랙 선택가능)
● 엔진/성능 : C-Tech 패키지*
● 외관 사양 : 16"(195/45 R16) 타이어 & 블랙 알로이 휠,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블랙 도어 핸들, 블랙 트렁크 도어 몰딩
● 내장 사양 : 투톤 인조 가죽시트, 실버 서징 플로어매트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버튼타입 스마트키 : 450,000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00,000
●선루프 : 350,000
●프로젝션 헤드램프(크리스탈 LED 포지셔닝
& 주간주행 램프 포함), 오토매틱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포함),
듀얼 그래픽 LED 테일램프 : 350,000

1.5TURBOLTZ,LTZ프리미엄세이프티/2.0TURBOLTZ프리미엄

M/T

동급최초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리어사이드 에어백 동급최초
: 200,000
●마이링크 & 세이프티 패키지 -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사각지대경고시스템(SBSA)
: 700,000
●스마트 크롬 패키지(Easytronic 선택불가)
-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데코* : 580,000

[천공 가죽 시트(브라운)]

LTZ

● Easytronic
: 800,000

스페셜 에디션

패션
C-Tech
(Passion)

퍼펙트 블랙 C-Tech

14,300,000
13,000,000(1,300,000)

15,090,000
13,718,182(1,371,818)

※ 가솔린/에코(ECO) 공통
* 2 스피커 위치 : 프런트 도어 2개
* 4 스피커 위치 : A필러 2개, 프런트 도어 2개
* 6 스피커 위치 : A필러 2개, 프런트 도어 2개, 리어도어 2개
* 크롬 데코 : 사이드 크롬 몰딩, 크롬 도어 핸들(내/외), 크롬 트렁크 도어 몰딩, 크롬 베젤 안개등, B필러 블랙테입
* C-TECH Package : Next Gen C-TECH, 변속기 레버위치 표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모드(시속 60킬로미터 이내에서 스티어링 휠의 조작력을 추가로 감소시켜 주어, 도심주행시 더욱 부드러운 조향감을 제공하는 기능)
* RLAD(Reflected LED Alert Display - 헤드업 LED 경고등) : FCA가 작동 되어 있을 시, 앞 차량과 사고가 예상될 때 전방에 붉은 색 LED가 운전석 윈드실드 전방에 나타나 운전자에게 경고함
* 스파크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임(경차 1대 보유가구 대상 연 10만원 한도)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시 리터당 가솔린 약 250원 할인 청구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더 넥스트 스파크

에코(ECO)

에코드라이빙으로 연비와 환경까지 생각하다

판매가격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판매가격

차종

선택사양품목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LS
Basic

C-Tech

11,900,000
10,818,182(1,081,818)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 엔진/성능 : ALL NEW 1.0 SGE ECOTEC 엔진, C-TECH 패키지*, Stop & Start 시스템, 사일런트 타이밍체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 안전 사양 : ESC(HSA 기능 포함),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3점식 리어시트벨트, ISOFIX(국제규격 유아용 시트고정장치),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이모빌라이저, 진공 펌프
● 외관 사양 : 14" (165/65 R14) 컨티넨탈 저 구름 저항 타이어 & 스틸 휠, 할로겐 헤드램프,
아웃사이드 미러(블랙/레버조절식), 프런트 에어댐, 블랙 에어로 스포일러, LED 보조제동등, 주간주행등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고급형 직물시트, 시크릿 포켓박스, 트렁크 룸램프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리어와이퍼 & 워셔, 뒷유리열선(타이머포함), 타이어 리페어킷, 배터리세이버,
Day & Night 룸미러, 리어 폴딩 시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엔진오일 수명 확인 시스템
● 오 디 오 : 라디오, AUX / USB(iPod 연결단자 포함), 블루투스(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2스피커(앞), 루프안테나

THE NEXT SPARK

1.0 가솔린(수동 5단)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5.2 (도심연비 : 14.5, 고속도로연비 : 16.0) 경형 CO2배출량 : 109 g/km
1.0 가솔린(C-TECH)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4.3 (도심연비 : 13.2, 고속도로연비 : 15.7) 경형 CO2배출량 : 117 g/km

C-TECH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5.4 (도심연비 : 14.6, 고속도로연비 : 16.4) 경형 CO2배출량 : 107 g/km

차종

이런 경차는 처음이니까,
2017 THE NEXT SPARK 출시!

승용밴

승용밴

Basic

9,920,000

M/T

9,018,182(901,818)

●6:4 리어 폴딩 시트
(높이 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 70,000

승용밴

● 엔진/성능 : ALL NEW 1.0 SGE ECOTEC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사일런트 타이밍체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쉬프트 인디케이터
● 안전 사양 : ESC(HSA 기능 포함),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운전석 에어백,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운전석, 동반석),
급제동경보시스템(ESS),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이모빌라이저, 진공 펌프
● 외관 사양 : 14"(165/65 R14) 타이어 & 스틸 휠, 할로겐 헤드램프, 시크릿 리어도어, 아웃사이드 미러(블랙/레버조절식), 주간주행등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고급형 직물시트, 시크릿 포켓박스, 트렁크 룸램프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리어와이퍼 & 워셔, 뒷유리열선(타이머 포함), 타이어 리페어킷, 배터리세이버, 격벽, 보호봉,
Day & Night 룸미러,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엔진오일 수명 확인 시스템
● 오 디 오 : 라디오, AUX / USB(iPod 연결단자 포함), 블루투스(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2스피커(앞), 루프안테나
승용밴 Basic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속도감응형 오토도어록,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휠, 파워윈도우(앞), 무선폴딩리모컨키

10,150,000

M/T

●C-TECH Package : 1,630,000
●동반석 에어백 : 200,000

9,227,273(922,727)

※ 승용밴

LS

C-Tech

LT

C-Tech

Plus

LTZ

C-Tech

C-Tech

12,270,000
11,154,545(1,115,455)

13,250,000
12,045,455(1,204,545)

13,970,000
12,700,000(1,270,000)

15,620,000
14,200,000(1,420,000)

LS Basic ECO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속도감응형 오토도어록,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 내장 사양 : 플로어 매트, 트렁크 선반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휠, 운전석 원터치 업다운 파워윈도우, 파워윈도우(동반석, 뒷좌석), 무선폴딩리모컨키

* C-TECH Package : Next Gen C-TECH, 변속기 레버위치 표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모드(시속 60킬로미터 이내에서 스티어링 휠의 조작력을 추가로 감소시켜 주어, 도심주행시 더욱 부드러운 조향감을 제공하는 기능)
* 2 스피커 위치 : 프런트 도어 2개
* 스파크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임(경차 1대 보유가구 대상 연 10만원 한도)
* 승용밴 외장컬러 : 퓨어 화이트(GAZ),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GAN), 건 그레이(GK2), 모던 블랙(GB0) 선택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시 리터당 가솔린 약 250원 할인 청구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LS ECO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그릴,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턴시그널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 내장 사양 : 고급형 직물시트, 시크릿 포켓박스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 오 디 오 : 4 스피커, 스티어링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마이링크 & 세이프티 패키지
-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사각지대경고시스템(SBSA) : 700,000

LT ECO 기본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4"(165/65 R14) 컨티넨탈 저 구름 저항 타이어 & 알로이 휠, 안개등
● 내장 사양 : 인조가죽 시트, 가죽 스티어링휠, 시트백포켓(동반석)
● 편의 사양 : 시트히팅기능(운전석/동반석)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리어사이드 에어백 동급최초
: 200,000
●마이링크 & 세이프티 패키지
-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사각지대경고시스템(SBSA) : 700,000
●스마트 크롬 패키지
-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데코* : 580,000

LT Plus ECO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RLAD* 포함) 동급최초 , 사각지대 경고시스템(SBSA) 동급최초 ,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동급최초 , 리어 사이드 에어백 동급최초
● 외관 사양 : 15"(185/55 R15) 컨티넨탈 저 구름 저항 타이어 & ECO 전용 알로이 휠, 크롬 데코*,
프로젝션 헤드램프(크리스탈 LED 포지셔닝 & 주간주행 램프 포함), 듀얼 그래픽 LED 테일램프
● 내장 사양 : 컬러 센터페시아(블랙, 베이지, 화이트, 블루 4개 컬러 중 선택가능),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동반석),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속도조절 간헐식 와이퍼,
암레스트(운전석), 버튼 타입 스마트키,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 포함)
● 오 디 오 : 6 스피커

●컨비니언스 패키지
-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전자동
에어컨(콤비 필터 포함), 열선 스티어링휠
: 510,000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00,000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퓨어 화이트 (GAZ)

파티 레드 (GG2)

크리미 베이지 (GV8)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건 그레이 (GK2)

모던 블랙 (GB0)

※ 에코(ECO)

[ LS ]

[ LT ]

젯 블랙(Jet Black) 인테리어 / 고급형 직물 시트

젯 블랙(Jet Black) 인테리어 / 고급형 직물 시트

[ PERFECT BLACK EDITION ]

[ PASSION EDITION ]

투톤(블랙, 라이트 티타늄) 인조가죽 시트

레드 & 블랙 투톤 컬러 센터페시아 / 인조가죽 시트

[ LTZ ]

[ LT Plus ]

하단*[LTZ] 컬러 참조

젯 블랙(Jet Black) 인테리어 / 인조가죽 시트

* 에코(ECO)모델의 경우 연비 향상을 위하여 고급 차량에 주로 적용되는 저 구름 저항 타이어를 장착하였으므로, 겨울철 빙판길 또는 눈길 주행 시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스노우 체인을 사용하거나 동절기용 타이어로의 교체주행을 권장합니다.
* 에코(ECO)모델의 경우 공인 연비 기준 일반 모델 대비 약 7.7%의 개선 효과가 있어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1,5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년간 약 15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와 200,000g의 CO2 절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차량 입니다.
이를 5년 운행할 경우 75만원의 주유비와 1,000,000g의 CO2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1년 주행거리 20,000km 기준)

레모네이드 옐로우 (GN6)

티파니 민트 (GP9)

미스틱 바이올렛 (GV2)

스플래쉬 블루 (GW7)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THE NEXT SPARK

패션 에디션

퍼펙트 블랙 에디션

퓨어 화이트 (GAZ)

모던 블랙 (GB0)

모던 블랙 (GB0)

[LTZ] 컬러
프리미엄 블랙 (하이글로시 피아노 블랙 그레인, 허니콤 블랙 인조가죽 시트) /
모던 화이트 (허니콤 화이트 컬러 그레인, 허니콤 블랙 인조가죽 시트) /
엘레강스 베이지 (허니콤 베이지 컬러 그레인, 허니콤 베이지 인조가죽 시트) /
다이내믹 블루 (허니콤 블루 컬러 그레인, 허니콤 블루 인조가죽 시트)

WHEELS

14인치 스틸 휠

14인치 알로이 휠

15인치 알로이 휠

15인치 블랙 투톤 휠
(LTZ 에코 전용)

15인치 레드 포인트 휠
(패션 에디션 전용)

16인치 블랙 휠
(퍼펙트 블랙 전용)

16인치 알로이 휠

아베오

1.4 터보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0.4/3,000~4,500 kg.m/rpm
수동6단 - 복합연비(km/ℓ) : 14.9(도심 : 13.3, 고속 : 17.4) 2등급 CO2배출량: 114g/km 자동6단 - 복합연비(km/ℓ) : 13.1(도심 : 11.6, 고속 : 15.5) 3등급

판매가격

차종

4도어 세단

나만의 개성, 나만의 스타일! 2016 아베오

(단위 : 원)

CO2배출량 : 132g/km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5도어 해치백

EXTREME FUN DRIVING! 스포티 해치백 2016 아베오

1.4 터보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0.4/3,000~4,500 kg.m/rpm
수동6단 - 복합연비(km/ℓ) : 14.6(도심 : 13.5, 고속 : 16.2) 2등급 CO2배출량: 116g/km 자동6단 - 복합연비(km/ℓ) : 12.9(도심 : 11.7, 고속 : 14.8) 3등급
RS 자동6단 - 복합연비(km/ℓ) : 12.6(도심 : 11.5, 고속 : 14.2) 3등급 CO2배출량: 138g/km

선택사양품목

판매가격

차종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1.4
Turbo
L

M/T
Star

A/T

1.4
Turbo
LS

M/T

12,927,273(1,292,727)

15,720,000
14,290,909(1,429,091)

15,480,000
14,072,727(1,407,273)

고급형

A/T

1.4
Turbo
LT

14,220,000

최고급형 A/T

16,980,000
15,436,364(1,543,636)

17,980,000
16,345,455(1,634,545)

스타일

A/T

16,709,091(1,670,909)

퍼펙트 블랙

A/T

18,530,000
16,845,455(1,684,545)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1.4
Turbo
LS

M/T

15,210,000
13,827,273(1,382,727)

스탠다드

M/T 기본사양 및
Gen II 6단 자동변속기(자동 중립 기능, 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동급유일 )
1.4 Turbo L Star M/T 기본사양 및
● 안전 사양 : LED 보조제동등
● 외관 사양 : B 필라 블랙 테입
● 내장 사양 : 인테리어 컬러(젯블랙, 다크 티타늄), 인조가죽 시트(젯블랙, 다크 티타늄 스티치), 열선시트(1열),
실버 페인트(HVAC, 커플 포켓 데코라인, 제퍼 벤트링), 다크 실버 센터페시아,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실버 페인트 3스포크)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 커버 & 티켓홀더(운전석, 동승석), 운전석 암레스트,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포함), 선글라스 케이스, 크루즈 컨트롤
● 오 디 오 : 고급형 MP3 CDP오디오, USB / iPod, 블루투스(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스티어링 휠 오디오 조절장치, 6 스피커
M/T 기본사양 및
Gen II 6단 자동변속기(자동 중립 기능, 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동급유일 , 인조가죽 기어노브 포함)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동급유일
: 500,000
● 16인치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 ECM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 25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1.4 Turbo LS 고급형 A/T 기본사양 및
● 외관 사양 : 16"(205/55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크롬 사양(도어 핸들, 트렁크 핸들, 윈도우 벨트라인), LT 레터링
● 내장 사양 : 인테리어 컬러(젯블랙, 다크 티타늄 / 브릭), 인조가죽 시트(젯블랙, 다크 티타늄 / 브릭 스티치),
하이드로 그래픽 센터페시아,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 편의 사양 :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레인센싱 와이퍼,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 포함)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동급유일
: 500,000
● 17인치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1.4 Turbo LT 최고급형 A/T 기본사양 및 (※ 블레이즈 레드 &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 외관 사양 : 스타일 에디션 전용 크롬 베젤 다이내믹 포그 램프, 다크 메탈릭 17"(205/50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실버 주유구 캡
● 내장 사양 : 스포츠 페달, 프리미엄 플로어 매트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동급유일
: 500,000
● 선루프 : 4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1.4 Turbo LT 최고급형 A/T 기본사양 및 (※ 러시안 블랙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선택가능)
● 외관 사양 :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7인치 블랙 알로이 휠, 블랙 도어 핸들, 블랙 트렁크 핸들
● 내장 사양 : 투톤 인조 가죽시트(젯블랙,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동급유일
: 500,000
● 선루프 : 400,000

* 통합형 ABS는 ESS(급제동 경고시스템) 포함
* My Link 적용시 코지업스토리지 중 카드홀더 삭제 및 스마일 인테리어 라이팅 적용
* My Link 적용시 CDP지원 안됨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A/T

16,710,000
15,190,909(1,519,091)

1.4
Turbo
LT

최고급형 A/T

17,980,000
16,345,455(1,634,545)

1.4
Turbo

RS

A/T

19,980,000
18,163,636(1,816,364)

● 엔진/성능 : 1.4 TURBO ECOTEC 엔진 동급유일 , Gen II 6단 수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고성능 & 저소음 타이밍 체인, 후드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이모빌라이저, 충격감지 도어락 해지장치,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유아용 시트고정장치(ISO-FIX), 3점식 리어 센터 시트벨트,
틸트 헤드레스트(운전석, 동반석), 안전 삼각대, 오토도어락, LED 보조제동등,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언덕밀림방지, 통합형 ABS, TCS 장치 포함), 전자식 진공펌프,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틴티드 윈도우, B 필라 블랙 테입, 15"(195/65 R15) 타이어 & 알로이 휠, 안개등, 크롬 사양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 & 리어 램프링), 바디 컬러 사양(아웃사이드 미러, 도어핸들, 트렁크핸들),
시크릿 리어도어, 리어스포일러,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Turbo 레터링
● 내장 사양 : 다이내믹 미터 클러스터, 인테리어 컬러(젯블랙, 다크 티타늄), 유러피안 고급 직물시트(다크 티타늄),
버킷 타입 시트, 실버 페인트(HVAC, 커플포켓 데코라인, 제퍼 벤트링), 다크 실버 센터페시아, 열선시트(1열),
트렁크 2단선반, PU 3 스포크 스티어링 휠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에어필터 포함), 에스코트 헤드램프, 파워윈도우(1열, 2열),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도난 방지장치),
보조키, 배터리 세이버,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속도조절식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시트 벨트 높이 조절장치,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트렁크 룸램프, 타이어 리페어 킷, 전원 일시 유지 장치,
코지 업 스토리지(스마트 박스, 글로브 박스, 도어 포켓, 트리플 컵 홀더, 시트백 포켓(동반석), 커플 포켓, 토글 포켓,
탑 포켓, 코인 홀더, 카드 홀더), Day&Night 룸미러, 어시스트 핸들, 코트훅(2열), 뒷 유리열선(타이머내장),
펌프식 시트높이 조절장치(운전석),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사이드 미러(전동조절 & 접이식, 열선내장), 크루즈 컨트롤,
트립컴퓨터, 세이프티 원터치 윈도우(업 / 다운, 운전석), 외부 온도센서, 6:4 리어 폴딩 시트(일체형 헤드레스트),
뒷유리 워셔 & 와이퍼, 선바이저 화장거울 커버 & 티켓홀더(운전석, 동승석), 운전석 암레스트, 선글라스 케이스
● 오 디 오 : 고급형 MP3 CDP오디오, USB / iPod, 블루투스(핸즈프리 & 오디오스트리밍), 스티어링 휠 오디오 조절장치,
6 스피커

INTERIOR COLORS

1.4 Turbo LS 스탠다드형 A/T 기본사양 및
● 외관 사양 : 16"(205/55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크롬 사양(도어 핸들, 트렁크 핸들, 윈도우 벨트라인), LT 레터링
● 내장 사양 : 인테리어 컬러(젯블랙, 다크 티타늄 / 브릭), 인조가죽 시트(젯블랙, 다크 티타늄 / 브릭 스티치),
하이드로 그래픽 센터페시아,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실버 페인트 3 스포크), 인조가죽 기어노브,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포함)
● 편의 사양 :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레인센싱 와이퍼,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 포함)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동급유일
: 500,000
● 17인치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1.4 Turbo LT 최고급형 A/T 기본사양 및
● 엔진/성능 : RS 전용 스포츠 서스펜션 & 기어비 셋팅
● 안전 사양 : 15"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 외관 사양 : RS 전용 전 / 후면 범퍼 디자인, RS 전용 크롬 안개등, 다크블랙 LED 아웃사이드 미러,
다크메탈릭 17"(205/50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바디컬러 도어핸들, RS 전용 스포츠 광폭 리어 스포일러,
대구경 크롬 팁 머플러, RS 전용 레터링, 스포츠 록커몰딩
● 내장 사양 : 인테리어 컬러(젯블랙, 젯블랙), RS 전용 스포츠 천연 가죽 버킷시트(젯블랙, 레드 스티치),
다크블랙 센터페시아 & 인사이드 도어 핸들, RS 전용 D컷 스포츠 스티어링 휠(실버페인트 3 스포크),
RS 전용 알루미늄 페달, RS 로고(클러스터, 바닥매트, 시트, 스티어링 휠)
● 오 디 오 : 마이링크(후방카메라포함) 동급유일

● 선루프 : 4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 통합형 ABS는 ESS(급제동 경고시스템) 포함
* My Link 적용시 코지업스토리지 중 카드홀더 삭제
* My Link 적용시 CDP지원 안됨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와이안 블루 (GQM)

마티니 실버 (GAN)

블레이즈 레드 (GX5)

러시안 블랙 (GAR)

모던 블랙 (GB0)

알렉산더 화이트 펄 (GYN)

스타일 에디션
블레이즈 레드 (GX5)

건 그레이 (GK2)

알렉산더 화이트 펄 (GYN)

EXTERIOR COLORS

[ LT 최고급형 ]

[ LT 최고급형 ]

[ 퍼펙트 블랙 ]

젯블랙 & 브릭 인테리어 컬러
인조가죽시트 젯블랙 (브릭 스티치)

젯블랙 & 다크 티타늄 인테리어 컬러
인조가죽시트 젯블랙 (다크 티타늄 스티치)

젯블랙 & 다크 티타늄 인테리어 컬러
투톤 인조가죽시트

[ LS 고급형 ]

[ L Star ]

젯블랙 & 다크 티타늄 인테리어 컬러
인조가죽시트 젯블랙 (다크 티타늄 스티치)

젯블랙 & 다크 티타늄 인테리어 컬러
다크 티타늄 직물시트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동급유일
: 500,000
● 16인치 알로이 휠
: 300,000
● 선루프 : 400,000
● ECM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 25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M/T 기본사양 및
Gen II 6단 자동변속기(자동 중립 기능, 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동급유일 )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TERIOR COLORS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 엔진/성능 : 1.4 TURBO ECOTEC 엔진 동급유일 , Gen II 6단 수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고성능 & 저소음 타이밍 체인, 후드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이모빌라이저, 충격감지 도어락 해지장치,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유아용 시트고정장치(ISO-FIX), 3점식 리어 센터 시트벨트,
틸트 헤드레스트(운전석, 동반석), 안전 삼각대, 오토도어락,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언덕밀림방지, 통합형 ABS, TCS 장치 포함), 전자식 진공펌프,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틴티드 윈도우, 15"(195/65 R15) 타이어 & 알로이 휠, 안개등, 크롬 사양(라디에이터 그릴, 헤드 램프링),
바디 컬러 사양(아웃사이드 미러, 도어핸들, 트렁크핸들), Turbo 레터링
● 내장 사양 : 다이내믹 미터 클러스터, 인테리어 컬러(젯블랙, 다크 티타늄), 직물시트(다크 티타늄), 버킷 타입 시트,
블랙 컬러 사양(센터페시아, HVAC, 커플 포켓 데코라인, 제퍼 벤트링), PU 3 스포크 스티어링 휠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에어필터 포함), 에스코트 헤드램프, 파워윈도우(1열, 2열),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
(도난 방지장치), 보조키, 리어 폴딩 시트(일체형 헤드레스트), 배터리 세이버,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속도조절식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시트 벨트 높이 조절장치,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트렁크 룸램프, 타이어 리페어 킷, 전원 일시 유지 장치, 코지 업 스토리지(스마트 박스, 글로브 박스, 도어 포켓,
트리플 컵 홀더, 시트백 포켓(동반석), 커플 포켓, 토글 포켓, 탑 포켓, 코인 홀더, 카드 홀더),
펌프식 시트높이 조절장치(운전석), Day&Night 룸미러, 어시스트 핸들, 코트훅(2열), 뒷 유리열선(타이머내장),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사이드 미러(전동조절 & 접이식, 열선내장), 트립컴퓨터,
세이프티 원터치 윈도우(업 / 다운, 운전석), 외부 온도센서, 기어 변속 표시 장치
● 오 디 오 : AM / FM 라디오, AUX, 4 스피커, 액티브 안테나

스페셜 에디션

18,380,000

CO2배출량 : 134g/km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AVEO

INTERIOR COLORS

*해치백 외장컬러는 세단과 동일하며 RS터보 컬러는 하단 컬러 참조

터보

어반 오렌지 (G6V)
블레이즈 레드 (GX5)
러시안 블랙 (GAR)
모던 블랙 (GB0)
알렉산더 화이트 펄 (GYN)

[ LT 최고급형 ]

[ LT 최고급형 ]

젯블랙 & 브릭 인테리어 컬러
인조가죽시트 젯블랙 (브릭 스티치)

젯블랙 & 다크 티타늄 인테리어 컬러
인조가죽시트 젯블랙 (다크 티타늄 스티치)

[ RS 터보 ]

[ LS 스탠다드 ]

젯블랙 & 젯블랙 인테리어 컬러
RS 전용 천연 가죽시트

젯블랙 & 다크 티타늄 인테리어 컬러
유러피안 고급 직물시트 (다크 티타늄)

크루즈

My 1st IDENTITY 2016 크루즈!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완벽하게 진화된 세련된 스타일

1.8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796cc 엔진최고출력 : 142/6,300 ps/rpm 엔진최대토크 : 18.0/3,8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1.3(도심연비 : 9.8 고속도로연비 : 13.7) 4등급 CO2배출량 : 156g/k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2014년 신차 안전도 평가 1등급!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1.8 가솔린

1.4 터보

선택사양품목

1.4 터보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0.4/3,000~4,500kg.m/rpm
복합연비(km/ℓ) : 12.6(도심연비 : 11.2 고속도로연비 : 14.7) 3등급 CO2배출량 : 138g/km

판매가격

차종

LS

15,909,091(1,590,909)

A/T

18,550,000
16,863,636(1,686,364)

● 엔진/성능 : 1.8 ECO-TEC 엔진, GEN II 6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가스 쇽업쇼바
● 안전 사양 : 이모빌라이져,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동반석), 전자식 진공 펌프, 페달 분리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ISO FIX), S-ESC,
텐덤 부스터,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비상 삼각대
● 외관 사양 : 16"(205/60 R16) 타이어 & 스틸 휠, 컬러유리(앞), 뒷열선 유리, 크롬 가니쉬 리어범퍼
● 내장 사양 : 그레이톤 인테리어 컬러, 직물시트(우븐), 버킷 타입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3 써클 클러스터(주간상시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 편의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식, 열선내장),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슬라이딩 컵홀더, 선바이저 화장거울(동반석), 도어맵 포켓, 오토 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타이어 리페어 킷, 배터리 세이버, 주행정보 시스템(트립 컴퓨터),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파워 윈도우(앞, 뒤 원터치 다운), 에어포일 와이퍼, IP상단 수납함, 시트백 포켓(동반석),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포함), 파워잭(1열)
● 오 디 오 : 라디오, MP3 CDP, AUX 단자, 6스피커, 글라스 안테나,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LT

디럭스 팩
A/T

LS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후드 인슐레이션,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 외관 사양 : 라디에이터 그릴(크롬테두리+블랙가로바), LED DRL/포지셔닝 램프(범퍼), 프로젝션 안개등, 16"알로이 휠
● 내장 사양 : 블랙톤 인테리어 컬러, 다크 그레이 고급 직물시트, IP & 도어트림 고급 직물 커버링
● 편의 사양 : 3단 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조명 포함), 시트백 포켓(운전석), 트렁크 룸램프, 슬라이딩 센터콘솔
● 오 디 오 : USB 연결단자,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블루투스 핸즈프리

LTZ
LT

디럭스 팩
A/T

LTZ

A/T

19,500,000
17,727,273(1,772,727)

20,740,000
18,854,545(1,885,455)

LT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프로젝션 헤드램프(LED DRL/포지셔닝 램프 내장)
● 내장 사양 : 다크 그레이 가죽시트(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IP & 도어트림 인조가죽 커버링, 스티어링 휠 가죽커버 & 실버페인트
●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뒷좌석 암레스트

LT 디럭스 팩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보조제동등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7"(215/50 R17) 타이어 & LTZ 알로이 휠,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 내장 사양 : 가죽시트(다크 그레이/새들업 브라운-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아이스블루 크리스탈 클러스터, 피아노 블랙 센터페시아
● 편의 사양 : 솔라컨트롤 글래스(윈드쉴드), 버튼타입 스마트 키, 파워잭(1열&2열), 레인센서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뒷유리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
(ETCS) : 450,000
● 17인치 LT 알로이 휠
: 280,000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A/T

20,640,000
18,763,636(1,876,364)

21,890,000
19,900,000(1,990,000)

● 엔진/성능 : 1.4 ECO-TEC TURBO 가솔린 엔진, GEN II 6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가스 쇽업쇼바, 후드 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이모빌라이져,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동반석), 전자식 진공 펌프, 페달 분리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ISO FIX), S-ESC, 텐덤 부스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비상 삼각대,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 외관 사양 : 라디에이터 그릴(크롬테두리+블랙가로바), 프로젝션 헤드램프(LED DRL/포지셔닝 램프 내장), 프로젝션 안개등,
16"(20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뒷열선 유리, 크롬 가니쉬 리어범퍼
● 내장 사양 : 블랙톤 인테리어 컬러, 다크 그레이 가죽시트(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IP & 도어트림 인조가죽 커버링,
스티어링 휠 가죽커버 & 실버페인트, 버킷 타입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3 써클 클러스터(주간상시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 편의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식, 열선내장),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3단 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파워잭(1열),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조명 포함), 시트백 포켓(운전석 & 동반석), 트렁크 룸램프, 슬라이딩 센터콘솔,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슬라이딩 컵홀더, 도어맵 포켓, 오토 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타이어 리페어 킷, 배터리 세이버, 주행정보 시스템(트립 컴퓨터),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파워 윈도우(앞,뒤 원터치 다운), 에어포일 와이퍼, IP상단 수납함,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포함),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
● 오 디 오 : 라디오, MP3 CDP, AUX / USB 연결단자,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블루투스 핸즈프리, 6스피커, 글라스 안테나,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LT 디럭스 팩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보조제동등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7”(215/50 R17) 타이어 & LTZ 알로이 휠,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 내장 사양 : 가죽시트(다크 그레이/새들업 브라운-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아이스블루 크리스탈 클러스터, 피아노 블랙 센터페시아
● 편의 사양 : 솔라컨트롤 글래스(윈드쉴드), 버튼타입 스마트 키, 파워잭(1열 & 2열), 레인센서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뒷유리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17인치 LT 알로이 휠
: 280,000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스페셜 에디션

퍼펙트
블랙

A/T

22,160,000
20,145,455(2,014,545)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LTZ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카본 플래시 블랙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선택가능)
● 외관 사양 :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7"블랙 알로이 휠 (LTZ 알로이휠 대체)
● 내장 사양 : 투톤 가죽시트(다크 그레이,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 크루즈 1.8 가솔린 / 1.4 터보 / 1.6 디젤 공통
*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차량 설정 조절 시스템 : 오디오 설정 뿐 아니라, 에어컨 풍향 / 풍속, 언어, 라이팅, 도어, 키 기능 등의 차량 시스템 설정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단, 차종 별 적용여부 차이 있음)
* S-ESC : Sensitive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샤크핀 안테나 : 내비게이션 선택 시 적용, 모든 외장 컬러에 블랙 컬러만 가능
* 센터페시아 플레이트 : 기본 오디오 선택 시 실버 페인트 / 내비게이션, 마이링크 선택 시 메탈 그레인이 적용됨
* 마이링크 : CDP 지원 안됨,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사용가능(별매)
* 내비게이션과 마이링크 중복 선택 불가
*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 평균연비, 순간연비, 연료소모량, 주행가능거리, 타이어공기압, 배터리전압, 리모트키 정보,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1.8 제외) 등 표시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스페셜 에디션

퍼펙트
블랙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17,500,000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A/T

CRUZE

A/T

21,010,000
19,100,000(1,910,000)

LTZ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카본 플래시 블랙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선택가능)
● 외관 사양 :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7"블랙 알로이 휠 (LTZ 알로이휠 대체)
● 내장 사양 : 투톤 가죽시트(다크 그레이,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EXTERIOR COLORS

[다크 그레이 직물시트]

퓨어 화이트 (GAZ)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스위치 블래이드 실버 (GAN)

우븐 직물시트(LS)

블루 아이즈 (GQ3)

모던 블랙 (GB0)

번트 코코넛 (GD8)

LS / LT

[다크 그레이 가죽시트]

LT 디럭스 팩 / LTZ

새틴 스틸 그레이 (GYM)

[새들업 브라운 가죽시트]

※ 크루즈 1.8 가솔린 / 1.4 터보 / 1.6 디젤 공통
*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차량 설정 조절 시스템 : 오디오 설정 뿐 아니라, 에어컨 풍향 / 풍속, 언어, 라이팅, 도어, 키 기능 등의 차량 시스템 설정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단, 차종 별 적용여부 차이 있음)
* S-ESC : Sensitive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샤크핀 안테나 : 내비게이션 선택 시 적용, 모든 외장 컬러에 블랙 컬러만 가능
* 센터페시아 플레이트 : 기본 오디오 선택 시 실버 페인트 / 내비게이션, 마이링크 선택 시 메탈 그레인이 적용됨
* 마이링크 : CDP 지원 안됨,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사용가능(별매)
* 내비게이션과 마이링크 중복 선택 불가
*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 평균연비, 순간연비, 연료소모량, 주행가능거리, 타이어공기압, 배터리전압, 리모트키 정보,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1.8 제외) 등 표시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IOR COLORS

※ 크루즈 / 크루즈 5 공통

카본 플래시 블랙 (GAR)

고급 직물시트(LT)

LTZ

[투톤 가죽시트]

퍼펙트 블랙

크루즈

My 1st IDENTITY 2016 크루즈!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완벽하게 진화된 세련된 스타일

2014년 신차 안전도 평가 1등급!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1.6 디젤 - 엔진 배기량 : 1,598cc 엔진최고출력 : 134/3,500 ~ 4,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2.6/2,000~2,250kg.m/rpm
복합연비(km/ℓ) : 15.0(도심연비 : 13.6 고속도로연비 : 17.2) 2등급 CO2배출량 : 130g/k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1.6 디젤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1.8 가솔린

1.8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796cc 엔진최고출력 : 142/6,300 ps/rpm 엔진최대토크 : 18.0/3,8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1.1(도심연비 : 9.8 고속도로연비 : 13.3) 4등급 CO2배출량 : 158g/k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LT

LTZ

디럭스 팩 22,440,000
A/T
20,400,000(2,040,000)

A/T

23,670,000
21,518,182(2,151,818)

CRUZE 5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 엔진/성능 : 1.6 CDTi 디젤엔진(유로 6), GEN lll 6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PTC히터, 가스 쇽업쇼바, 후드 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이모빌라이져,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동반석), 페달 분리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ISO FIX), S-ESC, 텐덤 부스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비상 삼각대,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 외관 사양 :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테두리+블랙가로바),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DRL/포지셔닝 램프 내장),
프로젝션 안개등, 16"(20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뒷열선 유리, 크롬 가니쉬 리어범퍼
● 내장 사양 : 블랙톤 인테리어 컬러, 다크그레이 가죽시트(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IP & 도어트림 인조가죽 커버링,
스티어링 휠 가죽커버 & 실버페인트, 버킷 타입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3 써클 클러스터 (주간상시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 편의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식, 열선내장),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3단 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파워잭 (1열),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조명 포함), 시트백 포켓(운전석 & 동반석), 트렁크 룸램프, 슬라이딩 센터콘솔,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슬라이딩 컵홀더,
도어맵 포켓, 오토 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타이어 리페어 킷, 배터리 세이버, 주행정보 시스템(트립 컴퓨터),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파워 윈도우(앞,뒤 원터치 다운), 에어포일 와이퍼, IP상단 수납함,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포함),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
● 오 디 오 : 라디오, MP3 CDP, AUX / USB 연결단자,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블루투스 핸즈프리, 6스피커,
글라스 안테나,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LT 디럭스 팩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보조제동등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7”(215/50 R17) 타이어 & LTZ 알로이 휠,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 내장 사양 : 가죽시트(다크 그레이/새들업 브라운-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아이스블루 크리스탈 클러스터, 피아노 블랙 센터페시아
● 편의 사양 : 솔라컨트롤 글래스(윈드쉴드), 버튼타입 스마트 키, 파워잭(1열 & 2열), 레인센서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뒷유리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 550,000
●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
●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LTZ

20,850,000
A/T

1.4 터보

18,954,545(1,895,455)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1.4 터보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ps/rpm 엔진최대토크 : 20.4/3,000~4,500kg.m/rpm
복합연비(km/ℓ) : 12.6 (도심연비 : 11.2 / 고속도로연비 : 14.7) 3등급 CO2 배출량 : 138g/km

판매가격

차종

● 엔진/성능 : 1.8 ECO-TEC 엔진, GEN II 6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가스 쇽업쇼바, 후드 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이모빌라이져,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동반석), 전자식 진공 펌프, 페달 분리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ISO FIX), S-ESC,
텐덤 부스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보조제동등, 비상 삼각대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프로젝션 헤드램프(LED DRL/포지셔닝 램프 내장), 프로젝션 안개등,
17”(215/50 R17) 타이어 & LTZ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뒷열선 유리,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윙핀(Wing Fin), 크롬 가니쉬 리어범퍼
● 내장 사양 : 블랙톤 인테리어 컬러, 가죽시트(다크 그레이/새들업 브라운-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IP & 도어트림 인조가죽 커버링, 버킷 타입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 크리스탈 클러스터,
3 써클 클러스터(주간상시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피아노 블랙 센터페시아, 스티어링 휠 가죽커버 & 실버페인트,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 편의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식, 열선내장),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3단 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타이어 리페어 킷,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에어포일 와이퍼,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슬라이딩 컵홀더, IP상단 수납함, 도어맵 포켓, 오토 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파워 윈도우(앞, 뒤 원터치 다운), 배터리 세이버, 주행정보 시스템(트립 컴퓨터),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컨트롤, 슬라이딩 센터콘솔,
시트백 포켓(운전석 & 동반석), 트렁크 룸램프,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파워잭(1열 & 2열),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조명 포함), 솔라컨트롤 글래스(윈드실드),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버튼타입 스마트 키,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포함), 뒷유리 워셔 & 와이퍼, 레인센서
● 오 디 오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라디오, AUX / USB 연결단자, 액티브 안테나,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6스피커,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블루투스 핸즈프리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 크루즈 1.8 가솔린 / 1.4 터보 / 1.6 디젤 공통
*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차량 설정 조절 시스템 : 오디오 설정 뿐 아니라, 에어컨 풍향 / 풍속, 언어, 라이팅, 도어, 키 기능 등의 차량 시스템 설정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단, 차종 별 적용여부 차이 있음)
* S-ESC : Sensitive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샤크핀 안테나 : 내비게이션 선택 시 적용, 모든 외장 컬러에 블랙 컬러만 가능
* 센터페시아 플레이트 : 기본 오디오 선택 시 실버 페인트 / 내비게이션, 마이링크 선택 시 메탈 그레인이 적용됨
* 마이링크 : CDP 지원 안됨,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사용가능(별매)
* 내비게이션과 마이링크 중복 선택 불가
*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 평균연비, 순간연비, 연료소모량, 주행가능거리, 타이어공기압, 배터리전압, 리모트키 정보,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1.8 제외) 등 표시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GENⅢ 6단 트랜스 미션
LTZ

1.6L 친환경 디젤 엔진

21,990,000
A/T

19,990,909(1,999,091)

● 엔진/성능 : 1.4 ECO-TEC TURBO 가솔린 엔진, GEN II 6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가스 쇽업쇼바, 후드 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이모빌라이져,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동반석), 전자식 진공 펌프, 페달 분리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ISO FIX), S-ESC,
텐덤 부스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보조제동등, 비상 삼각대
● 외관 사양 :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프로젝션 헤드램프(LED DRL/포지셔닝 램프 내장), 프로젝션 안개등,
17”(215/50 R17) 타이어 & LTZ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뒷열선 유리,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윙핀(Wing Fin), 크롬 가니쉬 리어범퍼
● 내장 사양 : 블랙톤 인테리어 컬러, 가죽시트(다크 그레이/새들업 브라운 - 액센트 스티치 라인 적용),
IP & 도어트림 인조가죽 커버링, 버킷 타입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 크리스탈 클러스터,
3 써클 클러스터(주간상시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피아노 블랙 센터페시아, 스티어링 휠 가죽커버 & 실버페인트,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 편의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 접이식, 열선내장),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3단 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타이어 리페어 킷,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에어포일 와이퍼,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슬라이딩 컵홀더, IP상단 수납함, 도어맵 포켓, 오토 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파워 윈도우(앞,뒤 원터치 다운), 배터리 세이버, 주행정보 시스템(트립 컴퓨터),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컨트롤, 슬라이딩 센터콘솔,
시트백 포켓(운전석 & 동반석), 트렁크 룸램프,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파워잭(1열 & 2열),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조명 포함), 솔라컨트롤 글래스(윈드실드), 오토매틱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 포함),
버튼타입 스마트 키,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6:4 리어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포함), 뒷유리 워셔 & 와이퍼, 레인센서,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
● 오 디 오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라디오, AUX / USB 연결단자, 액티브 안테나,
속도 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6스피커,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블루투스 핸즈프리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컨비니언스 팩
-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 450,000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550,000

*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차량 설정 조절 시스템 : 오디오 설정 뿐 아니라, 에어컨 풍향 / 풍속, 언어, 라이팅, 도어, 키 기능 등의 차량 시스템 설정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단, 차종 별 적용여부 차이 있음)
* S-ESC : Sensitive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Level Up 차량정보시스템 : 평균연비, 순간연비, 연료소모량, 주행가능거리, 타이어공기압, 배터리전압, 리모트키 정보,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1.8 제외) 등 표시
* 마이링크 : CDP 지원 안됨,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사용가능(별매)
* 센터페시아 플레이트 : 기본 오디오 선택 시 실버 페인트 / 내비게이션, 마이링크 선택 시 메탈 그레인이 적용됨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말리부

어메리칸 머슬카의 진화! 6세대 카마로 SS!

당신을 위해 문을 엽니다. 2016 말리부

가솔린

2.0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1,998cc 엔진최고출력 : 141/6,200ps/rpm 엔진최대토크 : 18.8/4,600kg.m/rpm
복합연비 : 10.1 km/ℓ(도심연비 8.8 km/ℓ, 고속도로 연비 12.4 km/ℓ) 4등급 CO2배출량 : 175g/km

판매가격

차종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LS

24,590,000
22,354,545 (2,235,455)

2.0
가솔린

LT

디럭스 팩

LTZ

디럭스 팩
(블랙휠)

25,950,000
23,590,909 (2,359,091)

26,950,000

● 엔진/성능 : 2.0 DOHC ECO-TEC 가솔린 엔진, 차세대 Gen II 6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이리듐 스파크 플러그, 맥퍼슨 스트럿 전륜 서스펜션, 4링크 후륜 서스펜션, 73ℓ 연료 탱크,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 안전 사양 : ESC(BAS & HSA 기능 포함),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듀얼스테이지,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엑티브 헤드레스트,
차량 전방 충돌시 페달 분리 시스템, 트렁크 비상탈출장치, 유아용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전자식 진공 펌프 브레이크, 비상삼각대,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외관 사양 : 16"(22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프로젝션 4등식 헤드램프, 히든타입 머플러, 크롬도어핸들,
어쿠스틱 소음 차단 윈드실드, 솔라글래스(윈드실드, 측면), 안개등,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블랙 인테리어, 가죽 커버(기어 노브, 스티어링 휠), ECM 미러, 오션블루 인테리어 무드 조명,
직물 & 인조가죽 시트, 시트백 포켓(운전석, 동반석), 센터콘솔 슬라이딩 암레스트, 운전석 & 동반석 화장거울,
계기판 조명 조절,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센터 컵홀더 & 슬라이딩 커버, 리어 분리형 헤드레스트
● 편의 사양 : 전자식주차브레이크(EPB),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전자동에어컨, AQS 공기순환 시스템,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방향 지시등 일체형), 센스티브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센싱 와이퍼,
톨게이트 자동결제시스템(ETCS), 가스 후드 리프터, DIC(Driver Information Center - 주행가능거리, 평균연비, 순간연비,
평균속도, Digital Speed, 엔진오일 수명 시스템, 배터리 전압), 개인화설정 통합정보 디스플레이, 틸트 스티어링,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운전석 파워 시트(up / down), 윈도우 오토다운(운전석, 동반석, 뒷좌석), 접이식 리모트키 2개
(폴딩 / 트렁크 오픈 / 패닉기능), 원터치 트렁크 open 버튼,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히든 & 고압 분무식 윈드실드 워셔,
헤드램프 에스코트, 파워잭(IP 하단, 센터콘솔), 맵램프, 룸램프, 선글라스 홀더, 6:4 리어 폴딩 시트
● 오 디 오 :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CDP, 속도 감응 사운드 컨트롤, 6 스피커, USB(iPod) 연결단자

26,818,182 (2,681,818)

30,890,000
28,081,818 (2,808,182)

CAMARO

NEW 마이링크+
사운드 시스템 &
세이프티팩
: 1,550,000
● 내비게이션+
사운드 시스템팩
: 1,800,000
● 내비게이션+
사운드 시스템 &
세이프티팩
: 2,530,000

LT A/T 기본 사양 품목 및

(225/55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버튼타입 스마트키
24,500,000 (2,450,000) ● 17"

29,500,000

NEW

마이링크,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TERIOR COLORS

벨벳 레드 (GCS)

카본 플래시 블랙 (GAR)

버건디 레드 (G6D)

INTERIOR COLORS
[블랙 인테리어] LS 디럭스 팩

46,345,455(4,634,545)

CO2배출량 : 226g/km

기본사양품목
● 엔진/성능 : 6.2ℓ V8엔진(453마력), 하이드라매틱 8단 자동변속기(패들 시프트 포함), 속도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독립식 후륜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브렘보(brembo) 디스크 브레이크, 72ℓ연료탱크
● 안전 사양 : 8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앞좌석 무릎, 좌우 커튼),
전자제어 주행안전 시스템(StabiliTrak System), 액티브 후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런 플랫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비상용 삼각대
● 외관 사양 : 20"(245/40 ZR20 전륜 & 275/35 ZR20 후륜)타이어 & 20"머신드 알로이 휠, 오토매틱 HID 헤드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주간주행등 포함), LED 테일 램프, 스텐션 타입 리어스포일러,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SS 뱃지, 3색 쉴드 뱃지, 듀얼 머플러
● 내장 사양 : 8" 컬러 슈퍼비전 클러스터, 젯 블랙 인테리어,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가죽커버(기어노브, 스티어링 휠),
열선내장 D컷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라이팅(블루, 레드, 오렌지, 아이스블루), 일루미네이티드 도어 실 플레이트, 뒷좌석 풀 폴딩
●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좌우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선루프,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8-way 전동시트,
동반석 6-way 전동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 동반석 3단 히팅시트/통풍시트, 파워 윈도우(원터치 Up&Down),
ECM 룸미러,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버튼타입 스마트키(리모트 시동기능 포함), 스마트폰 무선충전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투어, 스포츠, 트랙, 눈/얼음),
캡리스 퓨얼 시스템, USB 입력단자(2개), AUX 단자
● 오 디 오 : 스마트 내비게이션(제스쳐 UI 기능 포함), NEW 마이링크(8"컬러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 지원),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스피커)

스페셜 에디션

볼케이노 레드

51,780,000
47,072,727(4,707,273)

* New 마이링크 : CDP, 브링고 앱 지원되지 않음

올 뉴 카마로 SS 기본 사양 및 (※ 플레이밍 레드 외장컬러 전용)
● 스콜피온 레드 인테리어 (시트/도어 프리미엄 레드 인서트, 시트/도어/스티어링 휠/기어노브/센터 콘솔 레드 스티치)

*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 직물 적용

● 내비게이션
: 1,100,000

LTZ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18"(245/45 R18) 타이어 &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HID 헤드램프(자동높이조절), 고압분사형 헤드램프워셔,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스노우플레이크 화이트 펄 (GYN)

50,980,000

5등급

EXTERIOR COLORS

* NEW 마이링크 + 사운드 시스템 & 세이프티팩 - NEW 마이링크, 시크릿 큐브, 후방카메라, Color DIC(Driver Information Center), Infinity 프리미엄 사운드,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 내비게이션 + 사운드 시스템팩 - 터치 스크린, 7"디스플레이, DVD, 시크릿 큐브, Color DIC(Driver Information Center), 후방카메라, Infinity 프리미엄 사운드,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 내비게이션 + 사운드 시스템 & 세이프티팩 - 터치 스크린, 7"디스플레이, DVD, 시크릿 큐브, Color DIC(Driver Information Center), 후방카메라, Infinity 프리미엄 사운드,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 가죽시트 & 도어트림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말리부에 적용된 NEW 마이링크는 브링고 앱이 지원되지 않음 * NEW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동시 적용 불가 * 2열 에어벤트 적용 시 센터콘솔 슬라이딩 암레스트 & 센터콘솔 오션블루 인테리어 무드 조명 미적용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블래이드 실버 (GAN)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
● 화이트 펄 외장색
: 100,000

●

LS 디럭스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가죽시트
● 편의 사양 :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 아웃사이드미러), 운전석 이지억세스, 8Way 전동시트(운전석, 동반석),
운전석 파워 요추받침, 후진시 미러 자동기울임, 아웃사이드미러 리모트 폴딩 & 언폴딩, 운전석 & 동반석 3단 히팅 시트,
뒷좌석 히팅시트

LT A/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7"
(225/55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윈도우 라인 크롬, 보조제동등, LED 테일램프
● 편의 사양 : 2열 에어벤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이오나이저 공기 청정기, 좌우독립식 전자동에어컨,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동반석), Color DIC(Driver Information Center), 후방카메라, 버튼타입 스마트키,
시크릿큐브,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운전석 & 동반석 화장거울 조명
● 오 디 오 : Infinity 프리미엄 사운드,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차종

엔진최고출력 : 453/5,700 ps/rpm 엔진최대토크 : 62.9/4,600 kg.m/rpm 복합연비(km/ℓ) : 7.8 (도심연비: 6.5, 고속도로연비: 10.2)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디럭스 팩

6.2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6,162cc

올 뉴 카마로 SS

[블랙 인테리어] LT/LTZ

*상기 이미지는 LTZ 디럭스 팩 인테리어임

메탈릭 그레이 (G7Q)

턱시도 블랙 (GBA)

허니 옐로우 (G7D)

※ 허니 옐로우 선택 시 랠리 스트라이프 데칼 적용

플레이밍 레드 (G7C)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 볼케이노 레드 패키지 선택 시, 플레이밍 레드 외장컬러 및 스콜피온 레드 인테리어 시트 적용

2017 임팔라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2.5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2,457cc 엔진최고출력 : 199/6,3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6.0/4,4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0.5(도심연비 : 9.3 고속도로연비 : 12.5) 4등급 CO2배출량 : 163g/k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가솔린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2017 IMPALA

(단위 : 원)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EXTERIOR COLORS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LT

35,870,000
32,609,091(3,260,909)

2.5
가솔린

LTZ

39,990,000
36,354,545(3,635,455)

● 엔진/성능 : 2.5L ECOTEC SIDI L4 엔진, 차세대 Gen III 수동겸용 6단 자동변속기, 스탑 & 스타트 시스템,
연료탱크(70L),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 기본 안전 사양 : 10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앞좌석 무릎, 뒷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운전석, 동반석), ESC(BAS & HSA 기능포함),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이모빌라이저,
유아용시트 고정장치(ISO FIX), 뒷좌석 센터 3점식 시트벨트, 차량 전방 충돌 시 페달 분리 시스템,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후방카메라, 트렁크 비상탈출 장치,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롤오버센서
● 능동형 안전 사양 :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헤드업 LED경고등(RLAD),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사각지대 경고시스템(SBZA), 차선변경 경고시스템(LCA), 후측방 경고시스템(RCTA)
● 외관 사양 : 18"(235/50 R18) 타이어 & 알로이 휠, 프로젝션빔 헤드램프(주간주행등 기능 포함),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전동폴딩/퍼들램프 포함), 히든타입 싱글머플러,
에어로블레이드 와이퍼, IMPALA 레터링(측면), 임팔라 심볼(측면), 크롬 트렁크 가니쉬, LED 보조제동등,
샤크핀 안테나, 대용량 트렁크
● 내장 사양 : 젯 블랙 인테리어, 가죽커버(기어 노브, 스티어링 휠), 아이스블루 무드조명, 프리미엄 가죽시트,
슈퍼비전 클러스터(인포앱 내장형 DIC, 4.2인치 컬러 LCD포함)
● 편의 사양 : 버튼타입 스마트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운전석 및 동반석 8 way 전동시트,
전동식 요추받침대(운전석 및 동반석), 앞좌석 3단 히팅시트,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전동식 시크릿 큐브, 발렛 모드(시크릿 큐브, 트렁크, 차량설정 잠금), 좌우독립식 전자동 에어컨(앞유리 김서림 자동제거),
수동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솔라글래스(전체 윈도우 적용), 차음유리(윈드쉴드/운전석/동반석),
전자식 차일드락 시스템,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운전석, 원터치 업/다운), 윈도우 오토다운(동반석, 뒷좌석),
스마트 리모트 엔진스타트, 운전석 & 동반석 확장 선바이저(카드홀드/화장거울/조명), 스티어링 휠 멀티 리모트 컨트롤,
2 리모트키(폴딩타입/트렁크 오픈/패닉 기능), ECM 룸미러, 뒷좌석 에어벤트, 시트백 포켓, 앞좌석 4 way 헤드레스트,
뒷좌석 다운폴딩 헤드레스트, 6:4 리어 폴딩 시트, 루프 어시스트 핸들, 가스 후드 리프터,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오토라이트 컨트롤,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개인화설정 통합정보 디스플레이, 레인센싱와이퍼, 접이우산 스토리지,
원터치 트렁크 오픈버튼,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 멀티미디어 : 스마트 내비게이션(제스쳐 UI 기능 포함), New 마이링크 (8"슬라이딩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애플 카플레이 지원), DMB,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MP3 CDP, USB 입력단자(3개, iPod지원),
라디오 & AUX 단자, 6 스피커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9"(245/45 R19) 굿이어 타이어 & 알로이 휠, HID 헤드램프, LED 포지셔닝 링 램프, LED DRL(주간주행등),
대형 크롬 듀얼머플러, 크롬 테마 디자인(하단 그릴, 도어핸들, 아웃사이드 미러, 바디사이드 몰딩)
● 내장 사양 : 크롬 도어스커프, 프리미엄 천공가죽시트
● 편의 사양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쿨링기능 포함), 220V 인버터,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뒷좌석 멀티 암레스트(오디오 컨트롤, 뒷좌석 열선시트 조절, 슬라이딩 컵홀더),
앞좌석 3단 통풍시트, 뒷좌석 3단 히팅시트, 통합 메모리 기능(운전석시트/스티어링휠/아웃사이드 미러 개인설정,
후진시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기울임 및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포함),
ECM 아웃사이드 미러(운전석), 운전석 이지억세스
● 멀티미디어 :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11 스피커

퓨어 화이트 (GAZ)

● 파노라마 선루프
860,000

젯 블랙

LTZ

41,236,364(4,123,636)

베이지 (3.6L LTZ 선택사양)

※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의 경우 가용 시점 추후 공지

WHEELS

● 파노라마 선루프
860,000

18인치 알로이 휠 (LT)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2.5 LTZ 기본 사양 품목 및
● 엔진/성능 : 3.6L SIDI V6 엔진(309마력), 하이드라-매틱 수동겸용 6단 자동변속기
● 외관 사양 : 후면 V6 레터링, 3.6L 전용 V6 엔진커버
● 내장 사양 : 젯 블랙 또는 베이지 인테리어 선택 가능
● 편의 사양 : 뒷유리 김서림 자동제거

메탈릭 그레이 (G7Q)

INTERIOR COLORS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45,360,000

미드나이트 블랙 (GB8)

※ 메탈릭 그레이의 경우 가용 시점 추후 공지

3.6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3,564cc 엔진최고출력 : 309/6,8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6.5/5,200 kg.m/rpm 복합연비(km/ℓ) : 9.2(도심연비 : 7.7 고속도로연비 : 12.0) 5등급 CO2배출량 : 190g/km 제3종 저공해차

3.6
가솔린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 파노라마 선루프
860,000
● 스마트 드라이빙 팩
1,880,000

* 스마트 드라이빙 팩 :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20"(245/40 R20) 브릿지스톤 타이어 & 알로이 휠, 스마트 드라이빙 팩 전용 프론트 그릴
* RLAD(Reflected LED Alert Display - 헤드업 LED 경고등) : 선행차량과의 추돌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운전석 윈드실드 글래스에 적색 LED 경고등이 반사되어 나타나 운전자가 빠르게 위험상황 인지 가능
* 인포앱 내장형 DIC(Driver Information Center) : 차량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오디오, 전화, 차량 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폴더 형식으로 구현하여 운전자가 스티어링휠 리모트 컨트롤로 간편하게 조작
* 3.6 LTZ 선택 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및 스탑 & 스타트 시스템 제외
* 가죽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IMPALA

19인치 알로이 휠 (LTZ)

20인치 알로이 휠 (3.6L 스마트 드라이빙 팩 전용)

트랙스

트랙스, 전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안전성!
(한국)

(유럽)

(호주)

가솔린

(북미)

1.4 가솔린 Turbo - 엔진 배기량 : 1,362cc 엔진최고출력 : 140/4,9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0.4/1,850~4,9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2.2(도심연비 : 11.1 고속도로연비 : 14.1) 3등급 CO2배출량 : 142g/km

차종

판매가격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선택사양품목

디젤

WHAT'S YOUR ENGINE?

1.6 디젤 - 엔진 배기량 : 1,598cc 엔진최고출력 : 135/4,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2.8/2,250 kg.m/rpm 복합연비(km/ℓ) : 14.7(도심연비 : 13.5 고속도로연비 : 16.4) 2등급 CO2배출량 : 133g/km

차종

판매가격

디럭스 팩

17,772,727(1,777,273)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 엔진/성능 : 1.4 ECOTEC TURBO 가솔린 엔진, GENⅢ 6단 자동변속기(수동 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자동 중립 기능(NIC), 연료탱크(53ℓ)
● 안전 사양 : ESC, 경사로 밀림방지(HSA), 6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사이드, 커튼),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전자식 진공 펌프, 페달 분리 시스템,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1열), 2열 센터 3점식 벨트,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안전 삼각대, 4 way 헤드레스트(1열)
● 외관 사양 : 16"(P205/70R16) 컨티넨탈 타이어 & 스틸 휠, 루프랙,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보조제동등,
바디컬러 도어핸들, 바디컬러 아웃사이드미러(전동조절, 접이식, 열선내장)
● 내장 사양 : 다이나믹 미터 클러스터, 직물시트, 블랙 인테리어 컬러, 버킷 타입시트, 실내등, 선바이저 화장거울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에어필터 포함), 트립컴퓨터, 선글라스 홀더, 듀얼 글러브박스(상단 & 하단), IP 센터 상단 수납함,
컵홀더(1열 4개), 펌프식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 장치, 1열시트 백포켓, 풀 플랫 동반석 시트, 6:4 리어 폴딩 시트,
솔라 글래스(전체 글래스), 차음 윈드실드, 파워 윈도우(1열 & 2열), Day & Night 룸미러, 분무식 윈드실드 워셔,
2단 리어 와이퍼 & 워셔, 접이식 무선 리모트 키(2개), 220V 인버터, 배터리 세이버, 파워도어락,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헤드램프 에스코트,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트렁크 러기지 커버
● 오 디 오 : 기본형 라디오(AUX 포함), USB 단자(I-pod 지원), 4 스피커, 액티브 안테나

Leather
Package

LTZ

● ECM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제시스템(ETCS)
240,000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6"(P205/70R16) 컨티넨탈 타이어 & 알로이 휠
● 내장 사양 : 가죽커버 스티어링 휠
18,454,545(1,845,455) ● 편의 사양 : 크루즈컨트롤
● 오 디 오 : MP3CDP(블루투스 핸즈프리 및 오디오 스트리밍 지원),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6 스피커

20,300,000

LS 디럭스 기본 사양 품목 및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21,050,000 ●
● 외관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실버 스키드플레이트
19,136,364(1,913,636) ● 내장 사양 : 직물+인조가죽시트, 운전석 & 2열 암레스트, 조명내장 선바이저 화장거울
● 편의 사양 : 운전석 6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럼버 서포트, 1열 열선 시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LT

21,860,000
19,872,727(1,987,273)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19,550,000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LS

TRAX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8"(P215/55R18) 컨티넨탈 타이어 & 알로이 휠
● 편의 사양 : 인조가죽시트

디럭스 팩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 Convenience Package
360,000

LT Leather & Convenience Package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크롬 도어핸들
도어 스커프
20,954,545(2,095,455) ● 내장 사양 : 알루미늄
Ⓡ
● 오 디 오 : BOSE 사운드 시스템(서브우퍼, 파워앰프 포함)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LTZ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신규 디자인 18"알로이 휠, 크롬 테일게이트 핸들
21,090,909(2,109,091)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플로어 매트, 카고 트레이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LTZ 기본 사양 품목 및 (※ 카본 플래시 블랙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선택가능)
● 외관 사양 :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8"블랙 알로이 휠, 블랙 도어핸들
21,200,000(2,120,000) ● 내장 사양 : 투톤 인조가죽시트(블랙,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23,050,000

LS

스페셜 에디션

LT

Leather
Package

LTZ

● 엔진/성능 : 1.6 CDTI 디젤 엔진(유로6), GENⅢ 6단 자동변속기(수동 겸용 토글 시프트 기능 포함),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연료탱크(52ℓ)
● 안전 사양 : ESC, 경사로 밀림방지(HSA), 6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사이드, 커튼),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페달 분리 시스템,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1열), 2열 센터 3점식 벨트,
시트 고정장치(ISOFIX), 이모빌라이저,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안전 삼각대, 4 way 헤드레스트(1열)
21,950,000 ● 유아용
외관 사양 : 16"(P205/70R16) 컨티넨탈 타이어 & 스틸 휠, 루프랙, 안개등, 측면방향지시등, 보조제동등,
19,954,545(1,995,455)
바디컬러 도어핸들, 바디컬러 아웃사이드미러(전동조절, 접이식, 열선내장)
● 내장 사양 : 다이나믹 미터 클러스터, 직물시트, 블랙 인테리어 컬러, 버킷 타입시트, 실내등, 선바이저 화장거울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에어필터 포함), 트립컴퓨터, 선글라스 홀더, 듀얼 글러브박스(상단 & 하단), IP 센터 상단 수납함,
컵홀더(1열 4개), 펌프식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 장치, 1열시트 백포켓, 풀 플랫 동반석 시트, 6:4 리어 폴딩 시트,
솔라 글래스(전체 글래스), 차음 윈드실드, 파워 윈도우(1열 & 2열), Day & Night 룸미러, 분무식 윈드실드 워셔,
2단 리어 와이퍼 & 워셔, 접이식 무선 리모트 키(2개), 220V 인버터, 배터리 세이버, 파워도어락,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헤드램프 에스코트,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트렁크 러기지 커버, PTC 히터
● 오 디 오 : 기본형 라디오(AUX 포함), USB 단자(I-pod 지원), 4 스피커, 액티브 안테나

● ECM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제시스템(ETCS)
240,000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6"(P205/70R16) 컨티넨탈 타이어 & 알로이 휠
● 내장 사양 : 가죽커버 스티어링 휠
20,636,364(2,063,636) ● 편의 사양 : 크루즈컨트롤
● 오 디 오 : MP3CDP(블루투스 핸즈프리 및 오디오 스트리밍 지원),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6 스피커

22,700,000

LS 디럭스 기본 사양 품목 및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23,550,000 ●
● 외관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실버 스키드플레이트
21,409,091(2,140,909) ● 내장 사양 : 직물+인조가죽시트, 운전석 & 2열 암레스트, 조명내장 선바이저 화장거울
● 편의 사양 : 운전석 6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럼버 서포트, 1열 열선 시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4,360,000
22,145,455(2,214,545)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8"(P215/55R18) 컨티넨탈 타이어 & 알로이 휠
● 편의 사양 : 인조가죽시트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 Convenience Package
360,000

LT Leather & Convenience Package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크롬 도어핸들
도어 스커프
22,681,818(2,268,182) ● 내장 사양 : 알루미늄
Ⓡ
● 오 디 오 : BOSE 사운드 시스템(서브우퍼, 파워앰프 포함)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LTZ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신규 디자인 18"알로이 휠, 크롬 테일게이트 핸들
22,818,182(2,281,818)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플로어 매트, 카고 트레이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컬러 선택가능
100,000

LTZ 기본 사양 품목 및 (※ 카본 플래시 블랙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선택가능)
● 외관 사양 :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8"블랙 알로이 휠, 블랙 도어핸들
22,927,273(2,292,727) ● 내장 사양 : 투톤 인조가죽시트(블랙,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600,000
● 마이링크(후방카메라 포함)
550,000

24,950,000

스페셜 에디션

프리미엄

23,200,000

퍼펙트 블랙

23,320,000

* Convenience Package : ECM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제시스템(ETCS), 오토라이트컨트롤, 레인센싱와이퍼
* 마이링크 - CDP지원 안됨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25,100,000

퍼펙트 블랙

25,220,000

* Convenience Package : ECM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제시스템(ETCS), 오토라이트컨트롤, 레인센싱와이퍼
* 마이링크 - CDP지원 안됨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TERIOR COLORS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GYN)

에스프레소 브라운 (GYO)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INTERIOR COLORS

스노우 화이트 펄 (GP5)

카본 플래시 블랙 (GAR)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하와이안 블루 (GQM)

벨벳 레드 (GCS)

[ 직물 시트 ] LS 적용

[ 인조가죽+블랙 직물 시트 ] LT 적용

모던 블랙 (GB0)

건 그레이 (GK2)

모카 브라운 (GD7)

[ 블랙 인조 가죽시트 ]
LT Leather Package 및 LTZ 적용

[ 투톤(블랙, 라이트 티타늄) 인조 가죽시트 ]
퍼펙트 블랙 전용

[ 브라운 인조 가죽시트 ] LTZ 적용
* 하와이안 블루(GQM) 선택 불가

캡티바

더욱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강력한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다!

볼드하게 달린다, 2016 캡티바

2.0 디젤(5인승) - 엔진 배기량 : 1,956cc 엔진최고출력 : 170/3,750 ps/rpm 엔진최대토크 : 40.8/1,750~2,500 kg.m/rpm 복합연비 : 11.8 km/ℓ(도심연비 : 10.6 km/ℓ, 고속도로연비 : 13.5 km/ℓ) 3등급 CO2배출량 : 170g/km
2.0 디젤(7인승) - 엔진 배기량 : 1,956cc 엔진최고출력 : 170/3,750 ps/rpm 엔진최대토크 : 40.8/1,750~2,500 kg.m/rpm 복합연비 : 11.4 km/ℓ(도심연비 : 10.3 km/ℓ, 고속도로연비 : 13.1 km/ℓ) 4등급 CO2배출량 : 175g/km

판매가격

차종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CAPTIVA

EXTERIOR COLORS

선택사양품목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LS

디럭스 팩

28,610,000
26,009,091(2,600,909)

29,160,000
26,509,091(2,650,909)

● 엔진/성능 : Euro 6 2.0L 디젤엔진, AISIN 자동변속기(Sports 드라이빙 모드 포함), 65리터 연료탱크,
독립현가식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전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브레이크,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 안전 사양 : ESC, HSA(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HDC(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1열시트벨트(프리텐셔너, 로드리미터, 높이조절),
시트벨트 경고음(운전석), 에어백(운전석/동반석/사이드/커튼), 이모빌라이져, 도난방지장치, 셀프레벨라이저시스템,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ISOFIX(국제규격 유아용 시트고정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TPMS), 2열 시트 3점식 안전벨트,
급제동 경보시스템, 속도감응식 오토도어락, 액티브 헤드레스트
● 외관 사양 : 18"(235/55 R18) 타이어 & 알로이 휠, 바디컬러 도어핸들, 프로젝션 헤드램프, 보조제동등, 투톤바디컬러,
스키드 플레이트(블랙), 리어스포일러, 로커몰딩, 사이드 에어벤트,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사이드미러(전동조절 & 접이식, 열선내장),
LED 테일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주간주행등), 안개등 & 크롬 베젤, 크롬 듀얼 그릴바
● 내장 사양 : 오션블루조명 슈퍼비전 클러스터(LCD창 포함), 블랙컬러 인테리어, 직물 시트, 트렁크조명, 실내등, 키홀조명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 EPB(전자식파킹브레이크), PTC히터, 좌우 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이오나이저 공기청정기능,
글러브박스(조명내장), 슬라이딩컵홀더, 리어센터암레스트, 1열 시트백 포켓(그물형), 펌핑식 시트 높이조절장치, 트렁크 사이드수납함(좌/우),
슬라이딩 선바이저(운전석), 선글라스 홀더, 파워 윈도우(운전석 원터치업/다운&세이프티), Day&Night 룸미러, 2단 리어 와이퍼&워셔,
듀얼혼, 파워잭(2열, 트렁크), 2열 6:4 풀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리어 암레스트 포함), 도어스텝램프, 배터리 세이버,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운전석 요추받침대, 가스 후드리프터,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 2개, 이중접합 차음 윈드쉴드글래스,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램프,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크루즈컨트롤(정속주행장치), 오토 헤드램프 컨트롤, 러기지 스크린, 타이어 리페어 킷
● 오 디 오 : 마이링크 (블루투스 핸즈프리 및 오디오스트리밍 포함), 6스피커, AUX단자, 글래스안테나, USB(iPod) 연결단자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카메라
● 외관 사양 : 루프랙(블랙)
● 내장 사양 : 가죽커버 기어노브, 가죽커버 스티어링 휠

퓨어 화이트 (GAZ)

● 7인승 패키지
: 50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외장컬러
: 100,000

카본플래시 블랙 (GAR)

스노우플레이크 화이트 펄 (GYN)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다크 버건디 (G6D)

블루 아이즈 (GQ3)

건 그레이 (GK2)

번트 코코넛 (GD8)

INTERIOR COLORS

● 편의 사양 : ETCS(ECM 룸미러 포함)

직물시트
LS / LS 디럭스

2.0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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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디럭스 팩

30,520,000
27,745,455(2,774,545)

31,870,000
28,972,727(2,897,273)

LS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카메라
● 외관 사양 : 크롬+바디컬러도어핸들, 루프랙(실버), 스키드플레이트(실버)
● 내장 사양 : 가죽커버 기어노브, 가죽커버 스티어링 휠, 직물+인조가죽시트, 스피커링(실버), 조명내장 선바이져
● 편의 사양 : 자외선차단 윈드쉴드글래스, 와이퍼 결빙방지열선, 텔레스코픽 스티어링컬럼, 레인센싱와이퍼,
스마트 키(로터리 타입), 1열 & 2열 히팅 시트
● 오 디 오 : 8스피커, 듀얼 USB(iPod) 연결단자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9"(235/50 R19) 타이어 & 투톤 알로이 휠, 고압분사형 헤드램프워셔
● 내장 사양 : 오션블루 무드 조명, 스테인레스 도어 스커프 오션블루 조명, 가죽 시트,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편의 사양 : 자외선차단글래스(전체글래스)

● 7인승 패키지
: 500,000
● 선루프
: 500,000
● ETCS
(ECM 룸미러 포함)
: 25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외장컬러
: 100,000

WHEELS

18인치 알로이 휠

LTZ

33,550,000
30,500,000(3,050,000)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 외관 사양 : 19"(235/50 R19) 타이어 & 투톤 알로이 휠, 일체형 사이드 도어 스텝, 고압분사형 헤드램프워셔
● 내장 사양 : 가죽시트, 운전석 8way 전동시트, 오션블루 무드 조명, 스페셜 블랙 코팅 센터페시아 & 기어 노브 테두리,
스테인레스 도어 스커프 오션블루 조명
● 편의 사양 : 자외선차단글래스(전체글래스), ETCS(ECM 룸미러 포함)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19인치 블랙 알로이 휠

● 7인승 패키지
: 500,000
● 선루프
: 500,000
●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펄 외장컬러
: 100,000

스페셜 에디션

퍼펙트 블랙

31,550,000
28,681,818(2,868,182)

LT 기본 사양 품목 및 (카본 플래시 블랙 외장칼라 전용)
● 외관 사양 : Perfect Black 데칼, 19"(235/50 R19) 타이어 & 올 블랙 알로이 휠
● 내장 사양 : 가죽시트, 실버 서징 매트

● 7인승 패키지
: 500,000
● 선루프
: 500,000
● ETCS
(ECM 룸미러 포함)
: 250,000

※ 가죽시트 & 도어트림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적용
※ 5인승 모델 사양 : 러기지 스크린, 트렁크 대용량 수납함 추가 (3열시트, EZ-Tech, 소화기 제외)
※ 7인승 모델 사양 : 3열시트 (5:5 풀 폴딩), 2열 EZ-Tech, 소화기 추가 (러기지 스크린, 트렁크 대용량 수납함 삭제)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블랙보다 완벽한 블랙
PERFECT BLACK

올란도
엔진 배기량 : 1,598cc

엔진최고출력 : 134/3,500~4,000 ps/rp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디젤

유로 6 친환경 다운사이징 디젤. 2017 올란도

엔진최대토크 : 32.6/2,000~2,250 kg.m/rpm

복합연비(km/ℓ) : 13.5(도심연비: 12.3, 고속도로연비: 15.2)

3등급

기본사양품목

CO2배출량 : 147g/km

LPGi

가족을 위한 기능도,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2017 올란도

엔진 배기량 : 1,998cc

엔진최고출력: 140/6,000 ps/rpm

판매가격

차종

선택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고급형

23,610,000
21,463,636(2,146,364)

프리미엄

25,530,000
23,209,091(2,320,909)

LT
컨비니언스

26,680,000
24,254,545(2,425,455)

세이프티

28,080,000
25,527,273(2,552,727)

LS 고급형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커튼 에어백
● 외관 사양 : 그립식 도어핸들(바디컬러),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보조제동등, 크롬 트렁크 가니쉬, 크롬 안개등
● 내장 사양 : 고급 메쉬 직물시트(블랙), 3단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실내 앰비언트 라이팅,
가죽 스티어링 휠, 센터콘솔 수납함(탬버타입),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 편의 사양 : 운전석 암레스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운전석),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컨트롤,
조명내장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 동반석), 오토매틱 헤드램프, 팔로우미 홈(에스코트 기능)
● 오 디 오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USB(iPod) 연결 단자
LT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 2열 좌석 히팅 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LT 컨비니언스 사양 품목 및
● 고급 가죽 시트(블랙), 17"(225/50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

5등급

기본사양품목

● 커튼 에어백
: 320,000원

LS

고급형

21,180,000
19,254,545(1,925,455)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프리미엄

23,160,000
21,054,545(2,105,455)

LT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컨비니언스

24,310,000
22,100,000(2,210,000)

● 엔진/성능 : ECOTEC 2.0 LPGi 엔진, GEN Ⅱ 자동6단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맥퍼슨 전륜 서스펜션/컴파운드 크랭크 후륜서스펜션, 후드 인슐레이션, LPG 봄베 70ℓ(실충전 용량 60ℓ)
● 안전 사양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S-ESC, EBD-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이모빌라이져,
운전석/동반석/사이드 에어백,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텐덤 부스터, 운전석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동반석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페달 분리 시스템, 2열 센터 3점식 벨트,
소화기, 안전삼각대
● 외관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및 전동접이식), 16"(21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그립식 도어핸들(블랙), 뒷열선 유리, 듀얼 메쉬 그릴, 루프랙,
후면 센터 백업램프
● 내장 사양 : 블랙 컬러 인테리어, 직물시트(우븐), 버킷타입 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실버 IP 몰딩,
2열 에어벤트(센터콘솔 후면)
● 편의 사양 : 시크릿 큐브(플립업 센터페시아 수납함), 컨버세이션 미러,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틸트 스티어링 휠,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시큐리티 인디케이터(도난방지),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선바이저 화장거울, 1열 시트 백포켓, 도어맵포켓, 오토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앞좌석 파워 윈도우(원터치 다운), 뒷좌석 파워 윈도우(원터치 다운),
글러브박스(내부조명 및 댐퍼 포함), 접이식 무선리모트키(2개), 배터리 세이버,
레벨업 주행정보 시스템(트립컴퓨터),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2열 6:4 풀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 리어 암레스트), 3열 5:5 풀 폴딩 시트,
EZ-Tech(2열 원터치 더블폴딩, 3열 오토폴딩 헤드레스트, 3열 / 트렁크 수납함 레버),
2열 센터 헤드레스트,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파워잭(1열, 2열), 컵홀더(1열 2개 / 2열 2개 / 3열 1개),
리어 트렁크 수납함, 리어 범퍼스텝, 타이어 리페어 킷
● 오 디 오 : 속도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라디오, MP3 CDP, 6스피커(앞 & 뒷좌석 도어 스피커 및
트위터 스피커 포함), AUX단자, 루프 안테나(고정형)
LS 고급형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커튼 에어백
● 외관 사양 : 그립식 도어핸들(바디컬러),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보조제동등, 크롬 트렁크 가니쉬, 크롬 안개등
● 내장 사양 : 고급 메쉬 직물시트(블랙), 3단조절 시트 히팅 기능(운전석 & 동반석), 실내 앰비언트 라이팅,
가죽 스티어링 휠, 센터콘솔 수납함(탬버타입),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 편의 사양 : 운전석 암레스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운전석),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컨트롤,
조명내장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 동반석), 오토매틱 헤드램프, 팔로우미 홈(에스코트 기능)
● 오 디 오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USB(iPod) 연결 단자
LT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 2열 좌석 히팅 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프리미엄

26,190,909(2,619,091)

LTZ

세이프티

29,160,000
26,509,091(2,650,909)

퍼펙트 블랙

● 커튼 에어백
: 320,000원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원

: 1,270,000원

● NEW 마이링크

세이프티

(후방카메라 포함)

25,710,000
23,372,727(2,337,273)

: 600,000원

LT 세이프티 사양 품목 및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실버 IP 몰딩, 하이글로스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6way 전동 조절 시트(운전석)
● 외관 사양 :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실드)
● 편의 사양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레인센싱 와이퍼,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LT 컨비니언스 사양 품목 및
● 고급 가죽 시트(블랙), 17"(225/50 R17) 타이어 & 알로이 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

LTZ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 NEW 마이링크

● 18" (235/45 R18)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 300,000원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원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프리미엄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원

26,340,000
23,945,455(2,394,545)

LTZ

세이프티

(후방카메라 포함)

26,690,000
24,263,636(2,426,364)

: 600,000원

스페셜 에디션
다이나믹

선택사양품목

(후방카메라 포함)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28,810,000

CO2배출량 : 169g/km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상세 내용은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페이지 참조)

LS

복합연비(km/ℓ) : 8.0 (도심연비: 7.0, 고속도로연비: 9.7)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 : 동급유일 5년 10만 km 무상 보증기간 적용, 전 트림 공통

● 엔진/성능 : 1.6 CDTi 디젤엔진(유로 6), GEN lll 자동6단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맥퍼슨 전륜 서스펜션/컴파운드 크랭크 후륜서스펜션, 후드 인슐레이션, 64ℓ 연료탱크
● 안전 사양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S-ESC, EBD-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이모빌라이져,
운전석/동반석/사이드 에어백,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텐덤 부스터, 운전석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동반석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페달 분리 시스템, 2열 센터 3점식 벨트,
소화기, 안전삼각대
● 외관 사양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및 전동접이식), 16"(21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컬러유리(앞), 그립식 도어핸들(블랙), 뒷열선 유리, 듀얼 메쉬 그릴, 루프랙,
후면 센터 백업램프
● 내장 사양 : 블랙 컬러 인테리어, 직물시트(우븐), 버킷타입 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GID(Graphic Information Display),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실버 IP 몰딩,
2열 에어벤트(센터콘솔 후면)
● 편의 사양 : 시크릿 큐브(플립업 센터페시아 수납함), 컨버세이션 미러,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틸트 스티어링 휠, 앞좌석 4way 헤드레스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시큐리티 인디케이터(도난방지),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선바이저 화장거울, 1열 시트 백포켓, 도어맵포켓, 오토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앞좌석 파워 윈도우(원터치 다운), 뒷좌석 파워 윈도우(원터치 다운),
글러브박스(내부조명 및 댐퍼 포함), 접이식 무선 리모트키(2개), 배터리 세이버,
레벨업 주행정보 시스템(트립컴퓨터),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2열 6:4 풀 폴딩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 리어 암레스트), 3열 5:5 풀 폴딩 시트,
EZ-Tech(2열 원터치 더블폴딩, 3열 오토폴딩 헤드레스트, 3열 / 트렁크 수납함 레버),
2열 센터 헤드레스트,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파워잭(1열, 2열), 컵홀더(1열 2개 / 2열 2개 / 3열 1개),
리어 트렁크 수납함, 리어 범퍼스텝, 타이어 리페어 킷, PTC 히터
● 오 디 오 : 속도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라디오, MP3 CDP,
6스피커(앞 & 뒷좌석 도어 스피커 및 트위터 스피커 포함), AUX 단자, 루프 안테나(고정형)

엔진 최대토크: 18.8/4,600 kg.m/rpm

ORLANDO

LT 세이프티 사양 품목 및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실버 IP 몰딩, 하이글로스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6 way 전동 조절 시트(운전석)
● 외관 사양 :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솔라 컨트롤 글래스(윈드실드)
● 편의 사양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레인센싱 와이퍼, 전자동 에어컨(앞/뒤 김서림 자동제거)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LTZ 프리미엄 사양 품목 및
●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원
● 18" (235/45 R18)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 300,000원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원

스페셜 에디션

27,550,000
25,045,455(2,504,545)

27,750,000
25,227,273(2,522,727)

LT 프리미엄 사양 및
● 2열 좌석 히팅 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브라운 가죽 시트,
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18"(235/45 R18) 타이어 & 실버 알로이 휠
LT 프리미엄 사양 및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전용)
● 2열 좌석 히팅 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투톤 가죽시트(블랙,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8"(235/45 R18)타이어 & 블랙 알로이 휠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다이나믹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25,180,000
22,890,909(2,289,091)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원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원

1)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동시 적용 불가 2)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3) 기본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전화 불가능 /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가능
4) 다이나믹 : 차량 외장 컬러 별 스페셜 데칼 적용 / 퍼펙트 블랙 : 스페셜 데칼 적용 5) 올란도에 적용된 마이링크는 브링고 앱이 지원되지 않음 6) LED 포지셔닝 램프는 DRL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7)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퍼펙트 블랙

25,380,000
23,072,727(2,307,273)

LT 프리미엄 사양 및
● 2열 좌석 히팅 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브라운 가죽 시트,
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18"(235/45 R18) 타이어 & 실버 알로이 휠
LT 프리미엄 사양 및 (※ 모던 블랙 외장컬러 전용)
● 2열 좌석 히팅 시트,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버튼타입 스마트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투톤 가죽시트(블랙, 라이트 티타늄), 실버 서징 플로어 매트,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18"(235/45 R18)타이어 & 블랙 알로이 휠

●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 600,000원
● 7"DMB 통합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

: 1,270,000원
● NEW 마이링크
(후방카메라 포함)

: 600,000원

1)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동시 적용 불가 2)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3) 기본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전화 불가능 / 마이링크와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가능
4) 다이나믹 : 차량 외장 컬러 별 스페셜 데칼 적용 / 퍼펙트 블랙 : 스페셜 데칼 적용 5) 올란도에 적용된 마이링크는 브링고 앱이 지원되지 않음 6) LED 포지셔닝 램프는 DRL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7)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일반 조건 구입에 한해 적용(군, 관납, 렌트, 리스 등 Fleet 판매 부분 제외)되며, 일부차종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올란도

올란도 택시/렌터카

ACTIVE LIFE VEHICLE

ACTIVE LIFE VEHICLE

ORLANDO

엔진 배기량 : 1,998cc 엔진최고출력 : 140/6,000 ps/rpm 엔진 최대토크 : 18.8/4,600 kg.m/rpm 복합연비 : 8.0 km/ℓ (도심연비 7.0 km/ℓ, 고속도로연비 9.7km/ℓ) 5등급 CO2배출량 : 169g/km

INTERIOR COLORS

EXTERIOR COLORS

차종

판매가격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 우븐 직물시트 ] LS 고급형

퓨어 화이트 (GAZ)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새틴 스틸 그레이 (GYM)

[ 고급 메쉬 직물시트 ] LT 프리미엄 / LT 컨비니언스

모던 블랙 (GB0)

블루 아이즈 (GQ3)

번트 코코넛 (GD8)

LS (5인승)

※ LT 컨비니언스는 버튼타입 스마트키 적용

19,260,000
17,509,091(1,750,909)

네이비 그레이 (GO6)
[ 브라운 가죽시트 ] 다이나믹

● 엔진/성능 : ECOTEC 2.0 LPGi 엔진, GENⅡ 자동6단 변속기, 맥퍼슨 전륜 서스펜션/컴파운드 크랭크 후륜서스펜션, 후드 인슐레이션,
LPG 봄베 70ℓ(실충전 용량 60ℓ)
● 안전 사양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EBD-ABS,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이모빌라이져,
운전석/동반석 에어백,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텐덤 부스터, 운전석 및 동반석 프리텐셔너 & 로드 리미터, 속도 감응식 오토도어록,
페달 분리 시스템, 2열 센터 3점식 벨트, 소화기, 안전삼각대
● 외관 사양 : 16"(215/60 R16) 타이어 & 스틸 휠 & 휠 커버, 컬러유리(앞),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그립식 도어핸들(블랙),
뒷열선 유리, 듀얼 메쉬 그릴, 루프랙, 후면 센터 백업램프
● 내장 사양 : 블랙 컬러 인테리어, 택시전용 PVC 시트 및 고무 매트, 버킷타입 시트, 아이스블루 인테리어 조명, 3 스포크 스포티 스티어링 휠,
택시 전용 라디오 디스플레이 및 센터 트레이, 크롬 코팅 인사이드 도어핸들, 실버 IP 몰딩, 2열 에어벤트(센터콘솔 후면)
● 편의 사양 : 시크릿 큐브(플립업 센터페시아 수납함), 컨버세이션 미러, 매뉴얼 에어컨 & 에어필터, 틸트 스티어링 휠, 앞좌석 2way 헤드레스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시큐리티 인디케이터(도난방지),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맵램프, 잔광식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선바이저 화장거울,
1열 시트 백포켓, 도어맵포켓, 오토도어록 해제 스위치, Day & Night 룸미러, 앞좌석 파워 윈도우(원터치 다운), 뒷좌석 파워 윈도우(원터치 다운),
글러브박스(내부조명 및 댐퍼 포함), 접이식 무선리모트키(3개), 배터리 세이버, 택시용 주행정보 시스템(트립컴퓨터), 계기판 조명 조절장치,
2way 운전석 시트 조절장치,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6:4 풀 폴딩 2열 시트(뒷좌석 헤드레스트 UP & Down / 리어 암레스트),
2열 원터치 더블폴딩, 트렁크 오프닝 터치패드, 파워잭(1열, 2열, 트렁크), 컵홀더(1열 2개 / 2열 2개), 리어 트렁크 언더트레이, 리어 범퍼스텝,
풀사이즈 스페어타이어 & 스틸 휠
● 오 디 오 : 속도감응형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 택시 전용 기본 라디오, MP3 CDP, 4스피커, AUX단자, 루프 안테나(고정형)

다이나믹 스페셜 데칼

디럭스 팩

19,660,000
17,872,727(1,787,273)

LS 사양 품목 및
● 내장 사양 : 펌핑타입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 외관 사양 : 16"(215/60 R16) 타이어 & 알로이 휠,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전동접이식)
● 편의 사양 : 2열 센터 헤드레스트

[ 투톤(블랙, 라이트 티타늄) 가죽시트 ] 퍼펙트 블랙

브라운 데칼

그레이 데칼
1) 개인택시(간이과세자) 판매가격 = {차량가격(부가세포함) + 선택사양품목(부가세포함)}/1.1
2) 상기 차량 판매가격은 면세 가격 기준임
3) 장애우 구입불가
4) 디럭스 팩 구입시 스페어휠은 스틸휠이 적용됨
5) 외장 컬러 : 퓨어 화이트 (GAZ),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모던 블랙 (GB0) 선택 가능 (모던 블랙의 경우 디럭스 팩 적용 시에만 선택 가능)

브라운 데칼 : 새틴 스틸 그레이(GYM), 번트 코코넛(GD8)
그레이 데칼 : 퓨어 화이트(GAZ),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GAN)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택시 / 렌터카 차량에 적용 불가

[ 고급 가죽시트 ] LT 세이프티 / LTZ 프리미엄 / LTZ 세이프티
※ LT 세이프티는 하이글로스 블랙 IP 몰딩 및 무광 블랙 센터페시아 몰딩 적용
※ LTZ 세이프티는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버튼 적용

EXTERIOR COLORS

퓨어 화이트 (GAZ)

INTERIOR COLORS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스페셜 데칼

모던 블랙 (GB0)

스페셜 데칼 : 모던 블랙(GB0)
※ NEW 마이링크가 적용된 이미지임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적용

SPECIAL EDITION

WHEELS

16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블랙 포인트 알로이 휠

18인치 실버 알로이 휠
(다이나믹 전용)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퍼펙트 블랙 전용)

KEY FEATURES

버튼타입 스마트키

EZ-Tech

LED 포지셔닝 램프

LED 테일 램프

NEW 마이링크

DYNAMIC

PERFECT BLACK

다마스/라보
다마스 코치

We are Back!
성공사업 파트너 2017 다마스&라보 출시!

5M/T(796cc, 905kg) 복합연비 : 9.0 km/ℓ (도심연비 8.7 km/ℓ, 고속도로연비 9.4 km/ℓ) 경형 CO2배출량 : 147g/km

판매가격

차종

Libig

공급가액(부가세)

M/T

9,930,000
9,027,273(902,727)

5인승
SUPER

다마스 밴

M/T

10,280,000
9,345,455(934,545)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0.8 LPGi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연료탱크(48L), 155/80R 12타이어 & 휠커버,
간헐식 와이퍼 & 워셔, 뒷열선유리, 안개등, 리어와이퍼 & 워셔, 시가라이터, 대형 아웃사이드미러,
직물시트 & 도어트림, 카페트, 스테레오 라디오 & 2스피커, 파워윈도우, 운전석 슬라이딩 기능,
3점식 룸램프, 2열 격납시트, 원격조정 백도어 열림 버튼,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다마스 코치 5인승 Libig 기본사양 품목 및 바디 컬러범퍼, 4스피커, 사이드 데칼,
고급직물시트 & 도어트림, Day & Night 룸미러, 컬러유리

● 에어컨
: 550,000

●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커버,
도어트림)
: 180,000

5M/T(796cc, 865kg) 복합연비 : 9.2 km/ℓ (도심연비 9.0 km/ℓ, 고속도로연비 9.6 km/ℓ) 경형 CO2배출량 : 143g/km

판매가격

차종
DLX

2인승
판넬밴

SUPER

라보 일반형 5M/T(796cc, 755kg)

공급가액(부가세)

M/T

M/T

0.8 LPGi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연료탱크(48L), 155/80R 12타이어 & 휠커버, 안개등,
스테레오 라디오 & 2스피커, 시가라이터, 간헐식 와이퍼 & 워셔, 대형 아웃사이드미러,
격벽, 파워윈도우, 3점식 룸램프, 원격조정 백도어 열림 버튼,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다마스 밴 DLX 기본사양 품목 및 바디컬러 범퍼, 사이드데칼, Day & Night 룸미러

● 에어컨
: 550,000

●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커버,
도어트림)
: 120,000

8,380,000
7,618,182(761,818)

8,730,000
7,936,364(793,636)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0.8 LPGi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연료탱크(48L), 155/80R 12타이어, 헤드레스트,
스테레오 라디오 & 2스피커, 운전석 도어포켓, 시가라이터, 운전석 선바이저,
간헐식 와이퍼 & 워셔, 운전석 슬라이딩 기능, 대형 아웃사이드미러, 데크게이트 체인,
헤드램프 바디컬러 몰딩, 파워윈도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라보 일반형 STD 기본사양 품목 및 휠커버, 3점식 룸램프, 동반석 선바이저, 카페트,
직물시트 & 도어트림, 사이드데칼

● 에어컨
: 500,000

●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커버)
: 150,000

복합연비 : 8.9 km/ℓ (도심연비 8.9 km/ℓ, 고속도로연비 8.9 km/ℓ) 경형 CO2배출량 : 147g/km

판매가격

차종
DLX

9,209,091(920,909)

판매가격

M/T

라보 롱카고 5M/T(796cc, 760kg)

10,130,000

공급가액(부가세)

M/T

DLX

8,981,818(898,182)

선택사양품목

복합연비 : 8.9 km/ℓ (도심연비 8.9 km/ℓ, 고속도로연비 8.9 km/ℓ) 경형 CO2배출량 : 147g/km

차종

STD

9,880,000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M/T

8,880,000
8,072,727(807,273)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라보 일반형 STD 기본사양 품목 및 휠커버, 3점식 룸램프, 동반석 선바이저, 카페트,
직물시트 & 도어트림, 파워윈도우, 사이드데칼

● 에어컨
: 500,000

● 인조가죽 (시트,

SUPER

M/T

9,080,000
8,254,545(825,455)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 품목 및 바디컬러 범퍼, Day & Night 룸미러

스티어링 휠 커버)
: 150,000

라보 특장차
판매가격

차종
보냉탑차

일반형

공급가액(부가세)

M/T

10,980,000
9,981,818(998,182)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라보 일반형 DLX 기본사양품목 및 1면 개폐(뒷면) 보냉탑(샌드위치 판넬 단열재 적용)
※ 냉각 장치 없음

● 에어컨
: 500,000

● 인조가죽 (시트,

내장탑차

탑차

롱카고

롱카고

M/T

M/T

10,180,000
9,254,545(925,455)

10,530,000
9,572,727(957,273)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품목 및 1면 개폐(뒷면) 내장탑(알루미늄 & 우레탄폼의 3중 구조)

스티어링 휠 커버)
: 150,000

● 에어컨 : 500,000
● 운전석 슬라이딩도어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품목 및
2면 개폐(우측면 : 상1단, 하1단 스윙도어 / 뒷면 : 상단 풀스윙도어) 스윙도어

: 250,000

●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커버)
: 150,000

접이식탑차

롱카고

M/T

10,930,000
9,936,364(993,636)

● 에어컨 : 500,000
● 양접이식도어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품목 및
3면 개폐(우측면 : 상2단접이식, 하1단 / 뒷면 : 상2단 스윙도어 / 좌측면 : 풀스윙도어)

: 200,000

●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커버)
: 150,000

* 전 차종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장착이 되어 있음. (99km/h)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다마스 / 라보 차량에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