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티바

볼드하게 달린다
2018 CAP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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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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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km/ℓ) 4등급 CO2배출량 : 170g/km

판매가격

차종

공급가액(부가세)

LS

디럭스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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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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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디젤

LT

디럭스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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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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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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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양품목

● 파워트레인/성능 : 2.0 디젤엔진(유로6), AISIN 자동변속기(Sports 드라이빙 모드 포함), 연료탱크(65ℓ),
독립현가식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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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빌라이저, 도난방지장치, 셀프레벨라이저시스템,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급제동 경고시스템, 속도 감응형 오토도어록, 액티브 헤드레스트,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브레이크(전륜/후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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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 룸램프, 실내등, 키홀조명,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 EPB(전자식파킹브레이크), PTC히터, 좌우 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이오나이저 공기청정기능, 글로브박스(조명내장), 슬라이딩컵홀더, 1열 시트백 포켓(그물형), 시트높이 조절장치,
트렁크 사이드수납함(좌/우), 운전석 슬라이딩 선바이저, 선글라스 홀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Day & Night 룸미러, 2단 리어 와이퍼 & 워셔, 듀얼혼, 파워잭(2열, 트렁크),
2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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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시그널,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크루즈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러기지 스크린, 타이어 리페어 킷
● 멀티미디어 : 마이링크(7"터치스크린, 음성인식, 애플 카플레이 지원,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포함), 6스피커, AUX 단자, 글래스안테나, USB 포트(iPod 지원)

선택사양품목

● 7인승 패키지
: 500,000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카메라
● 외관 사양 : 루프랙(블랙)
● 내장 사양 : 가죽 기어노브, 가죽 스티어링 휠
● 편의 사양 : ETCS(ECM 룸미러 포함)

LS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카메라
● 외관 사양 : 크롬+바디컬러도어핸들, 루프랙(실버), 스키드플레이트(실버)
● 내장 사양 : 가죽 기어노브, 가죽 스티어링 휠, 직물+인조가죽시트, 스피커링(실버)
● 편의 사양 : 자외선차단 윈드쉴드글래스, 와이퍼 결빙방지열선, 텔레스코픽 스티어링컬럼, 레인센싱와이퍼,
스마트 키(로터리 타입), 1열 & 2열 열선시트, 선바이저 화장거울(조명내장)
● 멀티미디어 : 8스피커, 듀얼 USB 포트(iPo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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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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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 외관 사양 : 19"(235/50 R19) 타이어 & 투톤 알로이 휠, 일체형 사이드 도어 스텝,
고압분사형 헤드램프워셔, 2열 & 쿼터 프라이버시 글래스
● 내장 사양 : 가죽시트, 오션블루 앰비언트 라이팅, 스페셜 블랙 코팅 센터페시아 & 기어 노브 테두리,
스테인레스 도어 스커프 오션블루 조명
● 편의 사양 : 자외선차단글래스(전체글래스), ETCS(ECM 룸미러 포함),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 스노우 화이트 펄(GP5)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2만원
* 가죽시트 & 도어트림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적용
* 5인승 모델 사양 : 러기지 스크린, 트렁크 대용량 수납함 추가 (3열시트, EZ-Tech, 소화기 제외)
* 7인승 모델 사양 : 3열시트 (5:5 폴딩), 2열 EZ-Tech, 소화기 추가 (러기지 스크린, 트렁크 대용량 수납함 삭제)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이링크 : CDP 지원되지 않음,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은 별매
*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 휴대폰 기종에 따라 호환이 안될 수도 있음. 상세 브링고 내비게이션 앱 지원 기종은 브링고 한국어 홈페이지 참조(www.bringgo.com/kr)

● 7인승 패키지
: 500,000
● 선루프
: 500,000

(단위 : 원)

CAPTIVA
EXTERIOR COLORS

스노우 화이트 펄 (GP5)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GAN)

건 그레이 (GK2)

모던 블랙 (GB0)

블루 아이즈 (GQ3)

INTERIOR COLORS

LS / LS 디럭스

LT

LT 디럭스 / LTZ

직물시트

인조가죽 시트 + 고급 블랙 직물시트

고급 블랙 가죽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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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ELS

18인치 알로이 휠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