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 전차종 가격표
2023 03

YOUR TREND, YOUR TRAX
                 TRAX CROSSOVER



SUV & Pickup Truck

Sedan

THE NEW MALIBU    17 THE NEW SPARK    20

01

REAL NEW COLORADO    13

TRAILBLAZER    05 THE NEXT EQUINOX     07

TAHOE    11TRAVERSE    09

EV

BOLT EUV    24 BOLT EV    25

TRAX CROSSOVER    03

02

SUV & Pickup Truck

TRAX CROSSOVER
TRAILBLAZER
THE NEXT EQUINOX
TRAVERSE
TAHOE
REAL NEW COLORADO



트랙스 크로스오버 YOUR TREND, YOUR TRAX
TRAX CROSSOVER

03    TRAX CROSSOVER

TRAX CROSSOVER

TRAX CROSSOVER    04

(단위 : 원)

FWD - 엔진 배기량 : 1,199cc    엔진최고출력 : 139/5,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2.4/2,500~4,000 kg.m/rpm    복합연비 : 12.7 km/ℓ(도심연비 : 11.7 km/ℓ, 고속도로연비 : 14.3 km/ℓ)    3등급    CO2배출량 : 132g/km  (17"타이어)
FWD - 엔진 배기량 : 1,199cc    엔진최고출력 : 139/5,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2.4/2,500~4,000 kg.m/rpm    복합연비 : 12.3 km/ℓ(도심연비 : 11.2 km/ℓ, 고속도로연비 : 14.0 km/ℓ)    3등급    CO2배출량 : 136g/km  (18"타이어)
FWD - 엔진 배기량 : 1,199cc    엔진최고출력 : 139/5,0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2.4/2,500~4,000 kg.m/rpm    복합연비 : 12.0 km/ℓ(도심연비 : 11.1 km/ℓ, 고속도로연비 : 13.2 km/ℓ)    3등급    CO2배출량 : 141g/km  (19"타이어)

제3종 저공해차량

선택품목 상세

적용 트림 선택 사양 주요 사양

ACTIV/RS 테크놀로지 패키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워 리프트게이트

ACTIV 힛더로드 패키지 루프 크로스 바, 러기지 라이너

* 피스타치오 카키(GVR) 외장 컬러는 6월 이후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 LS / LT 선택가능 외장 컬러 : 모던 블랙(GB0), 퓨어 화이트(GAZ), 스털링 그레이(GZB)

※ ACTIV 선택가능 외장 컬러 : 모던 블랙(GB0), 퓨어 화이트(GAZ), 스털링 그레이(GZB), 밀라노 레드(GFM), 피스타치오 카키(GVR), 어반 옐로우(GHS)

※ RS 선택가능 외장 컬러 : 모던 블랙(GB0), 퓨어 화이트(GAZ), 스털링 그레이(GZB), 밀라노 레드(GFM), 피스타치오 카키(GVR), 새비지 블루(GLN)

힛더로드(HIT THE ROAD) PACKAGE

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WHEELS

18인치 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ACTIV)

19인치 카본 플래시

머신드 알로이 휠

(RS) 

17인치 스틸 휠 및 휠 커버

(LS)

17인치 브라이트 실버

알로이 휠 

(LT)

블랙 & 그레이 직물 시트

[LS]

젯 블랙 & 옐로우 포인트 ACTIV 인조가죽 시트

[ACTIV 선택]

블랙 콤비 시트 (직물 및 인조가죽 적용)

[LT]

젯 블랙 & 아르테미스 포인트 ACTIV 인조가죽 시트

[ACTIV 기본]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RS 인조가죽 시트

[RS]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LS
20,900,000

20,520,000

●  파워트레인/성능 : E-Turbo Prime 1.2 가솔린 엔진, GENⅢ 6단 자동변속기,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후드 인슐레이션

●  안전 사양 :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힐스타트 어시스트 포함), 6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사이드, 커튼),

디지털 후방 카메라, 저속 자동 긴급 제동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스피드 리미터,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  외관 사양 : 17"스틸 휠 및 휠 커버,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테일램프,

LED 보조 제동등,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 열선내장, 전동 접이식),

어쿠스틱 윈드쉴드 글래스(차음), 바디컬러 샤크핀 안테나 

●  내장 사양 : 3.5"모노 LCD 클러스터, 젯 블랙 & 블루 포인트 인테리어, 블랙 & 그레이 직물 시트,

매트 실버 IP 및 프론트 도어 데코 패널, 뒷좌석 6:4 폴딩시트,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및 컵홀더, 맵램프 & 룸램프

●  편의 사양 : 오토홀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매뉴얼 에어컨,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동반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크루즈 컨트롤, 캡리스 퓨얼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레벨링, 리어와이퍼, 12V 파워 아웃렛

●  멀티미디어 : 8"컬러 터치스크린,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4 스피커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350,000 (인하 전 : 350,000)

LT
24,100,000

23,660,000

LS 기본 품목 및

●  안전 사양 :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17"브라이트 실버 알로이 휠, 실버 인서트 스키드 플레이트

●  내장 사양 : 블랙 콤비 시트, 글로스 실버 IP 데코 패널, 글로스 블랙 프론트 도어 데코 패널, 동반석 시트백 포켓,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  편의 사양 : 앞좌석 3단 열선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풀오토 에어컨, 뒷좌석 에어벤트,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2열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충전 전용)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350,000 (인하 전 : 350,000)

ACTIV
27,300,000

26,810,000

LT 기본 품목 및

●  안전 사양 :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  외관 사양 : 18"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및 블랙 휠 캡, ACTIV 전용 티타늄 크롬 외장(그릴 인서트, 스키드 플레이트 인서트),

글로스 블랙 외장(그릴, 아웃사이드 미러), 루프랙, 쉐보레 블랙 보타이(앞/뒤)

●  내장 사양 : 젯 블랙 & 아르테미스 포인트 ACTIV 인조가죽 시트, 글로스 그레이 IP 및 프론트 도어 데코 패널,

쉐보레 블랙 보타이(스티어링휠), 8"컬러 클러스터

* 옐로우 포인트 인테리어 선택 가능(글로스 블랙 IP 및 프론트 도어 데코 패널 적용)

●  편의 사양 : 앞좌석 3단 통풍시트,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 전동 요추 받침, 러기지 보드,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멀티미디어 : 11"컬러 터치 스크린, 무선 폰 프로젝션, 6 스피커

● 테크놀로지 패키지

: 640,000 (인하 전 : 650,000)

● 힛더로드 패키지

: 430,000 (인하 전 : 430,000)

● 선루프

: 690,000 (인하 전 : 700,000)

RS
27,900,000

27,390,000

LT 기본 품목 및

●  안전 사양 :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  외관 사양 : 19"카본 플래시 머신드 알로이 휠 및 블랙 휠 캡, RS 전용 외장(블랙 아이스 크롬 그릴바, 블랙 루프

& 샤크핀 안테나, 블랙 트랙스 레터링, RS 뱃지), 글로스 블랙 외장(그릴, 아웃사이드 미러, 스키드 플레이트 인서트, 루프랙), 

쉐보레 블랙 보타이(앞/뒤)

●  내장 사양 :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RS 인조가죽 시트, 글로스 블랙 IP(RS로고) 및 프론트 도어 데코 패널,

D컷 스티어링 휠, 프론트 도어 실 플레이트, 블랙 헤드라이너, 쉐보레 블랙 보타이(스티어링휠), 8"컬러 클러스터

●  편의 사양 : 앞좌석 3단 통풍시트,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 전동 요추 받침, 러기지 보드,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멀티미디어 : 11"컬러 터치 스크린, 무선 폰 프로젝션, 6 스피커

● 테크놀로지 패키지

: 640,000 (인하 전 : 650,000)

● 선루프

: 690,000 (인하 전 : 700,000)

※ 제 3종 저공해 차량으로, 공영/공항주차장 등 이용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힛더로드 패키지는 지엠 순정 액세서리로 구성된 사양으로서, 루프 크로스 바 장착으로 전고가 88mm 높아지며(루프 크로스 바 미장착 시 1,560mm / 장착 시 1,648mm), 러기지 라이너 장착을 위해 뒷좌석 시트백에 홀을 뚫게 됩니다.

*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폰 프로젝션/무선 폰 프로젝션 :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콤비 시트: 직물 및 인조가죽 적용 (시트쿠션 및 시트백 직물)

* 인조가죽 시트: 부분적 직물 적용

* 차량 구매 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던 블랙 (GB0) 스털링 그레이 (GZB)

피스타치오 카키 (GVR) 새비지 블루 (GLN)  * RS 전용 컬러

퓨어 화이트 (GAZ) 밀라노 레드 (GFM)

어반 옐로우 (GHS)  * ACTIV 전용 컬러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루프 크로스 바 러기지 라이너



트레일블레이저 첫눈에 빠져드는 임팩트 
THE IMPACT SUV, TRAILBLAZER

제3종 저공해차량

※ 제 3종 저공해차량으로 공영/공항주차장 등 이용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위처블 AWD 패키지 선택시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변경 적용 (노멀/스포츠/AWD)       * 스노우 화이트 펄(GP5) 외장컬러 선택시 추가금 12만원

* ACTIV/RS 투톤루프 : 바디컬러에 따라 정해진 조합 중에서 선택 가능(ACTIV 스노우 화이트 펄  선택시, 동일 컬러 루프 적용)

* 천공 천연 가죽 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 RichBass™ 서브우퍼, 앰프 포함

*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안됨(내비게이션 시스템 적용 시 지원)       * 차량 구매 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사용 가능       

* 무선 폰 프로젝션 :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미운영 : LT 트림

FWD (CVT)            -  엔진 배기량 : 1,341cc      엔진최고출력 : 156/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4.1/1,600~4,0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2.9 (도심연비: 12.1, 고속도로연비: 14.0)      3등급      CO2배출량 : 129g/km (17"타이어)

FWD (CVT)            -  엔진 배기량 : 1,341cc      엔진최고출력 : 156/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4.1/1,600~4,0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2.6 (도심연비: 11.9, 고속도로연비: 13.4)      3등급      CO2배출량 : 133g/km (18"타이어)

(단위 : 원)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Premier
26,170,000

25,710,000

● 파워트레인/성능 : E-Turbo 1.35 가솔린 엔진, Stop & Start 시스템(On/Off 버튼 포함),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노멀/스포츠/ 스노우),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액티브 에어로 셔터

● 안전 사양 :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6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사이드, 커튼),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적정 공기압 주입 알림 포함), 

스피드 리미터,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저속 자동 긴급 제동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 외관 사양 :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크롬 그릴 바,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전동 접이식),

어쿠스틱 윈드쉴드 글래스(차음,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글래스(전체), 에어로 타입 와이퍼,

리어 스포일러, LED 보조 제동등, LED 테일램프, LED 포그램프, 17"머신드 알로이 휠,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프론트 & 리어), 실버 루프랙

● 내장 사양 : 젯 블랙 & 빅토리아 헤링본 포인트 인테리어, 젯 블랙 인조가죽시트,

갈바노 크롬 엑센트, 3.5"모노 TFT LCD 클러스터, 가죽 스티어링 휠, 크롬 도어 핸들,

센터 콘솔, 선바이저 거울, 2열 6:4 폴딩시트, 선바이저 조명

● 편의 사양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크루즈 컨트롤,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시트높이 조절장치, 운전석/동반석 시트 백포켓,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동반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12V 파워 아웃렛,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2단 러기지 플로어, 

버튼시동 & 스마트 키 시스템, 1열 열선시트,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2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ECM 룸미러,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풀오토 에어컨, 후방 카메라

● 멀티미디어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8"컬러 터치스크린),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AUX 단자, 6 스피커

● 셀렉티브 패키지Ⅰ: 1,180,000 (인하 전 : 1,200,000)

● 컴포트 패키지Ⅱ: 1,160,000 (인하 전 : 1,180,000)

ACTIV
27,770,000

27,280,000

Premier 기본 사양 품목 및(스노우 화이트 펄 선택시, 동일 컬러 루프 적용)

● 외관 사양 : 투톤 루프(퓨어 화이트), 루프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루프랙, 

18"ACTIV 전용 머신드 알로이 휠, 액티브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 쉐보레 블랙 보타이,

다크 티타늄 크롬 그릴 바 & 스키드 플레이트, 스퀘어 타입 듀얼 머플러

● 내장 사양 : 아몬드 버터 투톤 & 워시드 데님 포인트 인테리어, 아몬드 버터 투톤 천공 천연가죽 시트,

블랙 헤드라이너, 스티어링 휠 블랙 보타이, 가죽 기어노브, 2열 센터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요추 받침, 1열 통풍시트

● 셀렉티브 패키지Ⅱ: 1,230,000 (인하 전 : 1,250,000)

● 프리미엄 패키지 : 1,380,000 (인하 전 : 1,400,000)

└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프리미엄 패키지 선택 시) : 500,000

RS
28,220,000

27,720,000

Premier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투톤 루프(모던 블랙/밀라노 레드),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루프랙,

18"RS 전용 머신드 알로이 휠, RS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 쉐보레 블랙 보타이, 다크 티타늄 크롬 그릴 바, 

카본 데코 로워 페시아, 블랙 레터링, 리어 범퍼 버티컬 리플렉터, 라운드 타입 듀얼 머플러

● 내장 사양 :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 RS 디자인 천공 천연가죽 시트, 블랙 헤드라이너,

D컷 스티어링 휠 & 블랙 보타이, RS 전용 클러스터, 가죽 기어노브, 2열 센터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요추 받침, 1열 통풍시트

● 셀렉티브 패키지Ⅱ: 1,230,000 (인하 전 : 1,250,000)

● 프리미엄 패키지 : 1,380,000 (인하 전 : 1,400,000)

└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프리미엄 패키지 선택 시) : 500,000

● 미드나잇 패키지Ⅰ: 1,230,000 (셀렉티브 패키지Ⅱ 포함)

(인하 전 : 1,250,000)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Premier/Activ/RS 공통

● 스위처블 AWD 패키지 : 2,070,000

(인하 전 : 2,100,000)

● SkyFull(스카이풀) 파노라마 선루프 : 1,130,000

(인하 전 : 1,150,000)

선택품목 상세

적용 트림 선택 사양 주요 사양

Premier/ACTIV/RS 스위처블 AWD 패키지 스위처블 AWD(Switchable AWD) 시스템,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 Z-링크 리어 서스펜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7 스피커

Premier

셀렉티브 패키지Ⅰ LED 헤드램프,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컴포트 패키지 Ⅱ 천공 천연가죽 시트,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요추 받침, 1열 통풍시트,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정차 & 재출발)

ACTIV/RS

셀렉티브 패키지 Ⅱ
LED 헤드램프,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레인센싱 와이퍼,

2열 듀얼 USB 포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프리미엄 패키지 내비게이션 시스템, 디지털 후방 카메라,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정차 & 재출발),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폰 프로젝션

RS 미드나잇 패키지Ⅰ 블랙 루프, 하이글로스 블랙 그릴 바 , 18"하이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셀렉티브 패키지Ⅱ  (* 모던 블랙 외장 컬러 전용)

05    TRAILBLAZER

TRAILBLAZERE-TURBO

AWD (자동 9단)      -  엔진 배기량 : 1,341cc      엔진최고출력 : 156/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4.1/1,600~4,0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1.8 (도심연비: 10.8, 고속도로연비: 13.3)      3등급      CO2배출량 : 143g/km (17"타이어)

AWD (자동 9단)      -  엔진 배기량 : 1,341cc      엔진최고출력 : 156/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4.1/1,600~4,0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1.6 (도심연비: 10.7, 고속도로연비: 12.7)      3등급      CO2배출량 : 146g/km (18"타이어)

INTERIOR COLORS

젯 블랙 & 빅토리아 헤링본 포인트 인테리어(Premier) 아몬드 버터 투톤 & 워시드 데님 포인트 인테리어(ACTIV)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RS)

 ※ 상기 이미지는 컴포트 패키지 선택 시 천공 천연 가죽시트가 적용된 이미지임 (Premier)

WHEELS

18인치 RS 머신드 알로이 휠

(RS 전용) 

18인치 하이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RS 미드나잇 전용) 

17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

(Premier 전용)

18인치 ACTIV 머신드 알로이 휠

(ACTIV 전용)

PREMIER EXTERIOR COLORS

스노우 화이트 펄 (GP5) 모나코 블루 (GGK)밀라노 레드 (GFM)

NEW 스털링 그레이 (GZB) 모던 블랙 (GB0)

ACTIV EXTERIOR COLORS RS EXTERIOR COLORS

ACTIV ROOF (퓨어 화이트)ACTIV COLOR COMBINATION

스노우 화이트 펄 모던 블랙 스털링 그레이

모나코 블루

모나코 블루 (GGK) NEW 새비지 블루 (GLN)

RS ROOF (모던 블랙/밀라노 레드)

스노우 화이트 펄 스털링 그레이 밀라노 레드

RS COLOR COMBINATION

새비지 블루 모던 블랙 RS 미드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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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EQUINOX더 넥스트 이쿼녹스 LIFT YOUR LIFE, 
THE NEXT EQUINOX

07    THE NEXT EQUINOX THE NEXT EQUINOX    08

WHEELS

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 제 3종 저공해차량으로 공영/공항주차장 등 이용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remier는 지엠 순정 액세서리가 포함된 사양입니다. (블랙 보타이, 블랙 레터링)

* 천연 가죽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구매 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7"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안됨

* 8"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지원,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지원, 음성인식 지원

*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사용 가능

* 무선 폰 프로젝션 :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 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1.5 터보 가솔린 FWD (자동 6단) - 엔진 배기량 : 1,490cc   엔진최고출력 : 172/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8/2,000~4,000 kg.m/rpm   복합연비 : 11.5 km/ℓ(도심연비 : 10.6 km/ℓ, 고속도로연비 : 12.8 km/ℓ)   4등급   CO2배출량 : 143g/km

1.5 터보 가솔린 AWD (자동 6단) - 엔진 배기량 : 1,490cc   엔진최고출력 : 172/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28/2,000~4,000 kg.m/rpm   복합연비 : 10.6 km/ℓ(도심연비 : 9.8 km/ℓ, 고속도로연비 : 11.9 km/ℓ)   4등급   CO2배출량 : 156g/km

제3종 저공해차량

젯 블랙 데님 직물시트 

LS

젯 블랙 천연 가죽시트 

LT

젯 블랙 천연 가죽시트 

RS

젯 블랙 천연 가죽시트 

PREMIER

메이플 슈가 천연 가죽시트 

PREMIER

퓨어 화이트 (GAZ)

체리팝 레드 (GSK)

턱시도 블랙 (GBA)

아이언 그레이 (GIV)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17인치 알로이 휠

LS

18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

LT

19인치 다크 안드로이드 알로이 휠

RS

19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

PREMIER

 ※ 체리팝 레드(GSK) 색상은 LT/ RS/ Premier만 선택 가능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LS
31,450,000

31,040,000

●  파워트레인/성능 : 1.5터보 가솔린 엔진, 6단 자동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Stop & Start 시스템(On/Off 버튼 포함), 액티브 에어로 셔터

●  안전 사양 :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6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사이드, 커튼),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적정 공기압 알림 포함),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스피드 리미터,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후방 카메라

●  외관 사양 :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17"알로이 휠, 크롬 그릴 서라운드, 바디컬러 도어 핸들

●  내장 사양 : 젯 블랙 인테리어, 데님 직물시트, 3.5"모노 TFT LCD 클러스터, LED 맵램프,

운전석/동반석 선바이저 화장거울

●  편의 사양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 내장/전동 접이식),

엔진 오일 모니터링 시스템, 어쿠스틱 윈드쉴드 글래스(차음), 자외선 차단 유리(전체),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동반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터널 디텍션 시스템, 레인센싱 와이퍼,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12V 파워 아웃렛(1열, 2열, 트렁크), 헤드램프 오토 레벨링 시스템, 2열 에어벤트, 2열 6:4 폴딩 및 리클라이닝,

러기지 플로어 언더 스토리지, 러기지 쉐이드, 리어 와이퍼, 캡리스 퓨얼 시스템

●  멀티미디어 : 7"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라디오,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AUX단자, 듀얼 USB 포트(A타입 1개/C타입 1개), 6 스피커

LT
34,500,000

34,030,000

LS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디지털 후방 카메라

●  외관 사양 : 18"머신드 알로이 휠,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리어 범퍼 크롬 가니쉬

●  내장 사양 : 젯 블랙 천연 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선바이저 LED 조명

●  편의 사양 : 운전석 햅틱 시트,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이오나이저,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파워 요추 받침,

1열 열선시트, 2열 폴딩 레버(트렁크),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무선 폰 프로젝션

●  멀티미디어 : 8"쉐보레 인포테인먼트 & 내비게이션 시스템, 2열 듀얼 USB포트(충전 전용)

● 스타일 패키지(파노라마 선루프 + 블랙 루프랙)

: 1,270,000 (인하 전 : 1,280,000) 

● 스위처블 AWD + HDC(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 1,970,000 (인하 전 : 2,000,000)

RS
36,800,000

36,310,000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9"다크 안드로이드 알로이 휠, 블랙휠 캡, LED 테일램프, RS전용 그릴 & 뱃지,

블랙 아이스 크롬 엑센트(그릴 서라운드, 리어 가니쉬), 블랙 보타이, 블랙 레터링, 블랙 루프랙,

블랙 윈도우 서라운드, 바디컬러 인서트(프론트 페시아 하부,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  내장 사양 :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 RS 디자인 천연 가죽시트, 스티어링 휠 블랙 보타이,

블랙 헤드라이너, 인조 가죽 센터 콘솔 암레스트

● 파노라마 선루프

: 1,140,000 (인하 전 : 1,150,000)

● 스위처블 AWD + HDC(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 1,970,000 (인하 전 : 2,000,000)

Premier
39,450,000

38,940,000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  외관 사양 : 업레벨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LED 안개등(프론트), 19"머신드 알로이 휠, 블랙 보타이,

블랙 레터링, 크롬 엑센트 그릴, 바디컬러 크롬 인서트 도어 핸들, 크롬 루프랙

●  내장 사양 : 젯 블랙 또는 메이플 슈가 인테리어 선택 가능, 인조 가죽 센터 콘솔 암레스트, 1열 도어 실플레이트

● 편의 사양 : 운전석 메모리시트, 동반석 8way 전동시트 & 파워 요추 받침, 1열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등받이 개별 작동),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220V 인버터(2열)

● 멀티미디어 :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 파노라마 선루프

: 1,140,000 (인하 전 : 1,150,000)

● 스위처블 AWD + HDC(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 1,970,000 (인하 전 : 2,000,000)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TRAVERSE
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 개별 액세서리 판매 가격은 차량과 함께 구매 시 장착 공임 및 VAT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트래버스 차량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가 제공되며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액세서리 제품, 구매 및 설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액세서리 카탈로그, 쉐보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쉐보레 홈페이지에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일부 액세서리의 경우 다른 액세서리와의 간섭으로 인해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액세서리 카탈로그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 판매와 설치는 트래버스 차량 출시와 함께 쉐보레 공식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루프 크로스 바  :  360,000 사이드 스텝  :  820,000 프리미엄 러기지 매트  :  90,000 러기지 쉐이드  :  170,000

프리미엄 러기지 라이너  :  160,000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1열)  :  130,000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2열)  :  90,000프론트 머드 가드  :  70,000

아발론 화이트 펄 (G1W) NEW  스털링 그레이 (GXD) 미드나이트 블랙 (GB8) 블랙 체리 (GLR)

* 블랙 체리(GLR) 색상은 High Country만 선택 가능  

젯 블랙 & 챠이 엑센트 천공 천연가죽 시트
(Premier, Redline 전용)

젯블랙 & 클로브 천공 천연가죽 시트
(High Country 전용)

젯 블랙 천연가죽 시트
(LT Leather Premium 전용)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천연가죽 시트
(RS 전용)

20인치 테크니컬 그레이 

포켓 머신드 알로이 휠

(LT Leather Premium 전용)

20인치 아전트 메탈릭 

머신드 알로이 휠

(Premier 전용)

20인치 다크 안드로이드 

페인티드 알로이 휠

(RS 전용)

20인치 레드라인 시그니처 

블랙 알로이 휠

(Redline 전용)

20인치 루나 그레이

머신드 알로이 휠

(High Country 전용)

ACCESSORIES

WHEELS

* 아발론 화이트 펄(G1W)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20만원        * 천연 가죽 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스마트 슬라이드(Smart Slide®) 시스템 : 2열 우측 시트

* 8"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지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 음성인식 지원, 디스플레이 슬라이딩 기능

*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 사용 가능

* 트레일러링 시스템 : 히든 순정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 커넥터, 범퍼 일체형 커버, 트레일러 히치 가이드 라인/ 히치 뷰 모니터링, 헤비듀티 쿨링 시스템, 토우/홀 모드 셀렉션

최대 견인력 2,268kg, 최대 수직하중 226.8kg, 전기 커넥터 미국식 7핀, 추가적인 구조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견인봉 미포함)

* 토우/홀 (견인/운반) 모드 : 트레일러를 견인하거나 짐을 많이 싣는 경우 토우/홀 모드로 전환하면 무거운 하중에 맞게 변속 패턴을 바꿔 주어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히치 뷰 모니터링 : 트레일러 연결부를 줌인하여 센터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기능(탑 뷰)으로 트레일러 연결 시 쉬운 체결을 도와주며, 주행 중 차량 히치 리시버와 트레일러 연결부의 체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오토 캐빈 클라이밋 최적 제어 :  운전자가 설정한 실내 온도 및 외부 온도 상황에 따라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통풍 시트, 에어컨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최적의 운전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격 시동과도 연동, 적용된 사양에 따라 차등 적용)

* 스카이 스케이프(SkyScape®) 듀얼 패널 선루프 : 매뉴얼 선쉐이드, 2열 파워 쉐이드        * 운전석 통합 메모리 시스템(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파워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선 폰 프로젝션 :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3.6 가솔린 AWD(자동 9단) - 엔진 배기량 : 3,564cc   엔진최고출력 : 314/6,8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6.8/2,800 kg.m/rpm   복합연비 : 8.3 km/ℓ(도심연비 : 7.1 km/ℓ, 고속도로연비 : 10.3 km/ℓ)   5등급   CO2배출량 : 211g/km

▶ 반드시 하단의 '한시적 사양 운영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트림 제한된 기능 항목 사양 상세 공제액 무상 장착 여부

전 트림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60,000 O

Premier/Redline 시트 통풍 기능 [미작동] 1열 자동 통풍시트 (쿠션 부분 블로워 모듈)          * 등받이 부분 정상 작동 30,0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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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버스 LIVE SUPER, LIVE HIGH 
SUPER SUV, TRAVERSE

▶ 한시적 사양 운영에 대한 안내

**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양을 선택하실 경우, 제한된 기능 항목에 해당하는 상세 기능이 미작동/미적용 또는 변경되며, 구매시 차량 판매 가격에서 제한된 기능 항목 별 금액이 공제됩니다.

** 무상 장착 서비스 여부는 제한된 기능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무상 장착에 해당될 경우 차량 구매 후 부품이 가용한 시점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LT
Leather
Premium

56,400,000

55,670,000

●  파워트레인/성능 : 3.6L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 9단 자동변속기, 스위처블 AWD(Switchable AWD), 통합 트랙션 모드 셀렉트 다이얼, 

트레일러링 시스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Stop & Start 시스템(On/Off 버튼 포함), 후륜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5링크) 

●  안전 사양 :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 포함),

7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센터, 1/2/3열 사이드 커튼),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적정 공기압 알림 포함),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후측방 경고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IntelliBeam®(스마트 하이빔),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자동 긴급 제동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후방 보행자 감지시스템

●  외관 사양 :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테일램프,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전동접이식), 블랙 루프랙,

20"테크니컬 그레이 포켓 머신드 알로이 휠, 자외선 차단 글래스(전체), 2열/쿼터/리프트게이트 프라이버시 글래스, 라운드 타입 듀얼 머플러

●  내장 사양 : 젯 블랙 인테리어 컬러, 젯 블랙 천연가죽 시트, 블랙 헤드라이너, 2열 독립식 캡틴 시트(스마트 슬라이드(Smart Slide®) 시스템),

2열 플랫 플로어, 슈퍼비전 4.2"컬러 클러스터, LED 실내등, 도어 커티쉬 램프, 3열 6:4 폴딩 시트, 대용량 러기지 플로어 언더 스토리지

●  편의 사양 :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스마트 원격 시동,

트라이존 오토 에어컨, 오토 캐빈 클라이밋 최적 제어(원격 시동 연동), 1열 자동 열선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 파워 요추 받침, 동반석 6 way 전동시트 & 파워 요추 받침,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동반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12V 파워 아웃렛(1열 1개, 러기지 1개), USB 충전 포트(2열 2개, 3열 2개),

파워 리프트게이트(레벨링 메모리 기능 포함),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 & 워셔 포함,

ECM 기능 내장),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자동 열선 스티어링 휠, 스마트폰 무선 충전시스템, 220V 인버터, 무선 폰 프로젝션,

캡리스 퓨얼 시스템

●  멀티미디어 : 8"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내비게이션 시스템,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AUX 단자, 듀얼 USB 포트(1열),

BOSE® 프리미엄 10스피커

● 스카이 스케이프(SkyScape®) 듀얼 패널

선루프 : 1,340,000 (인하 전 : 1,350,000)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RS
58,100,000

57,330,000

LT Leather Premium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20"다크 안드로이드 페인티드 알로이 휠,

블랙 아이스 크롬 엑센트(라디에이터 그릴, 리어 가니쉬), 블랙 보타이, 하이 글로스 블랙 윈도우 서라운드

●  내장 사양 : 젯 블랙 &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 RS 디자인 천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블랙 보타이

● 스카이 스케이프(SkyScape®) 듀얼 패널

선루프 : 1,340,000 (인하 전 : 1,350,000)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Premier
60,750,000

59,920,000

LT Leather Premium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20"아전트 메탈릭 머신드 알로이 휠, LED 보조 주간 주행등, 크롬 루프랙, 크롬 도어 핸들,

바디 컬러 클래딩(프론트, 휠 오프닝, 사이드 락커 몰딩, 리어), 크롬 인서트(사이드 & 리어), 스퀘어 타입 듀얼 머플러, 블랙 보타이

●  내장 사양 : 젯블랙 & 챠이(Chai) 엑센트 천공 천연가죽 시트, 슈퍼비전 8"컬러 클러스터

●  편의 사양 : 운전석 햅틱 시트, 1열 자동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 파워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ECM 아웃사이드 미러,

운전석 통합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억세스,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 스카이 스케이프(SkyScape®) 듀얼 패널

선루프 : 1,340,000 (인하 전 : 1,350,000)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시트 통풍 기능 미작동 : -30,000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High
Country

66,150,000

65,250,000

Premier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20"루나 그레이 머신드 알로이 휠, 하이컨트리 레터링, 고드릭 엑센트 갈바노 크롬 그릴,  

스카이 스케이프(SkyScape®) 듀얼 패널 선루프

● 내장 사양 : 젯블랙 인테리어(스웨이드 인서트), 젯블랙 & 클로브 천공 천연가죽 시트, 하이컨트리 로고(헤드레스트), 

하이컨트리 로고 플로어 매트, 1열 도어 실플레이트

● 편의 사양 : 3열 파워폴딩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Redline
62,800,000

61,950,000

Premier 기본 사양 품목 및 (* 아발론 화이트 펄 / 미드나이트 블랙 외장컬러 전용)

● 외관 사양 : 20"레드라인 시그니처 블랙 알로이 휠, 하이글로스 블랙 컬러 클래딩,

블랙 아이스 크롬 엑센트(라디에이터 그릴, 리어 가니쉬, 사이드 & 리어 인서트), 

하이 글로스 블랙 윈도우 서라운드 & 도어핸들 & 아웃사이드 미러, 시그니처 레드 아웃라인 블랙 트래버스 레터링, 블랙 루프랙,

스카이 스케이프(SkyScape®) 듀얼 패널 선루프

●  내장 사양 : 스티어링 휠 블랙 보타이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시트 통풍 기능 미작동 : -30,000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스페셜 에디션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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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22인치 크롬 실버
 프리미엄 페인티드 휠

Dark Knight 품목

LED 블랙 보타이(프론트) 블랙 타호 레터링/블랙 보타이(리어) 보타이 프로젝션 퍼들램프블랙 하이컨트리 로고

INTERIOR COLORS

젯 블랙 천공 천연 가죽시트 모카 브라운 천공 천연 가죽시트

※ 아발론 화이트 펄 외장 컬러 선택 시 모카 브라운 색상 선택 가능

※ 차량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발론 화이트 펄 (G1W) 턱시도 블랙 (GBA) 포레스트 던 (GED)

EXTERIOR COLORS

TAHOE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High

Country

93,900,000

92,530,000

●  파워트레인/성능 :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

10단 자동변속기(드라이브 모드), 버튼식 기어시프트, Stop & Start 시스템, 2 speed Auto 4WD,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 &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후륜 차동제한장치(LSD),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수명모니터(브레이크 패드/엔진 에어필터 & 오일),

액티브 에어로 셔터

●  안전 사양 :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포함), 힐디센트 컨트롤,

힐스타트어시스트,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7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센터 에어백,

앞좌석 사이드, 커튼에어백),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자동 제동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후방 보행자 경고시스템,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운전석시트 햅틱경고,

IntelliBeamⓇ(스마트 하이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  외관 사양 : 하이컨트리 시그니쳐(하이컨트리 로고/고드릭 액센트 갈바노 크롬 그릴/갈바노 액센트 로워 범퍼/

갈바노 리어 어플리케), 22” 크롬 실버 프리미엄 페인티드 휠, 쿼드 머플러 팁,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테일램프,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바디컬러 인서트), 크롬 루프 레일,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미러(퍼들 램프/운전석 ECM 기능/전동접이/전동조절/열선/LED 방향지시등),

어쿠스틱 윈드쉴드(자외선차단 포함), 틴티드 글라스(2열/3열/뒷유리), 파노라마 선루프

●  내장 사양 : 하이컨트리 로고(스티칭 & 도어실 플레이트), 천공 천연 가죽 시트, 12"컬러 LCD 클러스터,

어시스트 핸들(1열 & 2열 좌/우), 루프 에어 벤트(2열 & 3열), 트렁크 실 플레이트, 트렁크 언더 스토리지

●  편의 사양 : 15"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식 사이드 스텝(LED 커티시램프 포함), 자동승하차 지상고 조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1열 전동 시트 & 파워 요추받침, 1열 자동 열선시트, 2열 열선시트, 1열 자동 통풍시트,

전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컬럼,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미러, 스티어링컬럼),

2열 파워 릴리스 캡틴시트, 3열 6:4 파워폴딩 시트,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열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원격 작동(미러 접기/펴기, 윈도우 열기), 트라이존 오토 에어컨, 자동 열선 스티어링 휠,

핸즈프리 파워리프트게이트, 리프트글라스 오픈,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ECM 기능/카메라 워셔),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원격시동, 오토라이트 컨트롤, 220V 파워아웃렛(콘솔 & 트렁크),

12V 파워 아웃렛, 레인센싱 와이퍼, 리어 와이퍼, 가스후드 리프트, 캡리스 퓨얼시스템,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17"스페어 휠 & 타이어

●  멀티미디어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10.2"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무선 폰프로젝션),

리어시트미디어 (12.6"듀얼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HDMI 포트 2개/블루투스 헤드셋 2개),

A&C 타입 USB 포트(IP & 콘솔 내부), C 타입 USB 충전 포트(2열 2개 & 3열 2개),

BOSEⓇ 프리미엄 사운드(앰프/서브우퍼 포함 10 스피커), 스마트폰 무선 충전시스템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Dark

Knight

95,000,000

93,630,000

High Country 기본 품목 및 

●  외관 사양 : LED 블랙 보타이(프론트), 블랙 보타이(리어), 블랙 타호 레터링/블랙 하이컨트리 로고,

보타이 프로젝션 퍼들램프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스페셜 에디션

(단위 : 원)

※ Dark Knight 스페셜 에디션은 지엠 순정 액세서리 패키지입니다. (우측 품목 사진 참조)

* 천공 천연 가죽 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지원

* 무선 폰 프로젝션 : 케이블 연결 없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 범퍼 일체형 커버, 최대 견인력 3,402kg, 최대 수직하중 340.2kg, 전기 커넥터 미국식 7핀 & 4핀이 포함되며 추가적인 구조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견인봉 미포함)

* 트레일러링 기능 향상을 위해 헤비듀티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쿨러, 히치뷰 카메라 기능,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견인봉 감지 보상 기능(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에 포함)이 기본 제공됩니다.

* 타호 6.2L 차량은 옥탄가 RON 95 이상의 고급 휘발유 사용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하단의 '한시적 사양 운영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WD - 엔진 배기량 : 6,162cc     엔진최고출력 : 426/5,600 ps/rpm    엔진최대토크 : 63.6/4,100 kg.m/rpm    복합연비 : 6.4 km/ℓ(도심연비 : 5.7 km/ℓ, 고속도로연비 : 7.6 km/ℓ)   5등급   CO2배출량 : 274g/km

타호 THE ABSOLUTE
2022 TA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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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사양 운영에 대한 안내

**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양을 선택하실 경우, 제한된 기능 항목에 해당하는 상세 기능이 미작동/미적용 또는 변경되며, 구매시 차량 판매 가격에서 제한된 기능 항목 별 금액이 공제됩니다.

** 무상 장착 서비스 여부는 제한된 기능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무상 장착에 해당될 경우 차량 구매 후 부품이 가용한 시점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적용 트림 제한된 기능 항목 사양 상세 공제액 무상 장착 여부

전 트림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자동 제동시스템 60,000 O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리얼 뉴 콜로라도

※ 화물차 세금 적용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소세 5% 및 교육세 1.5% 면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10% 환급,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연 28,500원, 취등록세 5% 적용  

※  EXTREME-X/ Z71-X/ Z71-X Midnight은 지엠 순정 액세서리가 포함된 사양입니다. (우측 품목 사진 참조)

* 멀티미디어 팩

- Extreme, Extreme 4WD, Extreme-X : BOSE® 프리미엄 사운드(앰프, 7 스피커), 내비게이션 시스템,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4.2” 슈퍼비전 컬러 클러스터, 고해상도 디지털 후방 카메라

- Z71-X, Z71-X Midnight : BOSE® 프리미엄 사운드(앰프, 7 스피커), 내비게이션 시스템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 안됨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지원, 음성인식 지원  

*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 사용 가능          * 천연 가죽 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토우/홀 (견인/운반) 모드 : 트레일러를 견인하거나 짐을 많이 싣는 경우 토우/홀 모드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하중에 맞게 변속 패턴을 바꿔 주어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 트레일러 무게에 따라 운전자가 트레일러 제동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트레일러링의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고급 통합 기술입니다.

*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장착 시 최대 견인력 3,175 kg, 최대 수직하중 317.5kg, 듀얼 전기 커넥터 미국식 7&4핀이며 구조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견인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모험의 시작
REAL NEW COLORADO

2WD - 엔진 배기량 : 3,649cc   엔진최고출력 : 312/6,8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8/4,000 kg.m/rpm   복합연비 : 8.3 km/ℓ(도심연비 : 7.3 km/ℓ, 고속도로연비 : 10.1 km/ℓ)   5등급   CO2배출량 : 210g/km

4WD - 엔진 배기량 : 3,649cc   엔진최고출력 : 312/6,800 ps/rpm   엔진최대토크 : 38/4,000 kg.m/rpm   복합연비 : 7.9 km/ℓ(도심연비 : 7.0 km/ℓ, 고속도로연비 : 9.3 km/ℓ)   5등급   CO2배출량 : 220g/km

▶ 반드시 하단의 '한시적 사양 운영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트림 제한된 기능 항목 사양 상세 공제액 무상 장착 여부

전 트림
시트 열선 기능 [미작동] 앞좌석 열선시트 60,000 O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60,0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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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71 Signature X

개별 액세서리 품목

레드 리커버리 훅  :  150,000

블랙 스포츠 바  :  1,230,000

쉐보레 퍼포먼스 로고 블랙 사이드 데칼 

 :  280,000

블랙 사이드 레일  :  460,000

레드 리커버리 훅  :  150,000 전면 언더 바디 쉴드  :  320,000

※ Z71 Signature X는 Z71-X, Z71-X Midnight 구매시 무상 제공 되는 한정판 액세서리 패키지입니다. 

※ 쉐보레 퍼포먼스 로고 블랙 사이드 데칼, 쉐보레 테일게이트 레터링 데칼은 별도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개별 액세서리 판매 가격은 차량과 함께 구매 시 장착 공임 및 VAT를 포함한 가격 입니다.         ※ 콜로라도 차량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가 제공되며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ED 블랙 보타이, 보타이 도어 실 플레이트, 머드 가드, 블랙 크롬 머플러 팁은 개별 액세서리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전체 액세서리 제품, 구매 및 설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액세서리 카탈로그, 쉐보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쉐보레 홈페이지에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일부 액세서리의 경우 다른 액세서리와의 간섭으로 인해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탈로그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 바에는 별도의 보조제동등이 내장되어 있으며, 스포츠 바 혹은 사이드 레일을 장착할 경우 적재함을 덮는 토너 커버(적재함 커버)는 장착이 불가합니다.

사이드 스텝  :  770,000

블랙 쉐보레 테일게이트 레터링 데칼 

 :  170,000

3단 접이식 소프트 적재함 커버  :  600,000

실버 쉐보레 테일게이트 레터링 데칼 

 :  170,000

적재함 고리 세트  :  120,000

EXTREME-X / Z71-X / Z71-X Midnight 품목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보타이 도어 실 플레이트 블랙 크롬 머플러 팁(Z71-X Midnight 전용)

LED 블랙 보타이(프론트) 머드 가드(프론트 & 리어)스테인리스 머플러 팁

퍼포먼스 도어 실 플레이트  :  210,000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1열 & 2열)

REAL NEW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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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시도 블랙 외장 컬러에 한해 실버 테일게이트 레터링 데칼 적용

▶ 한시적 사양 운영에 대한 안내

**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양을 선택하실 경우, 제한된 기능 항목에 해당하는 상세 기능이 미작동/미적용 또는 변경되며, 구매시 차량 판매 가격에서 제한된 기능 항목 별 금액이 공제됩니다.

** 무상 장착 서비스 여부는 제한된 기능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무상 장착에 해당될 경우 차량 구매 후 부품이 가용한 시점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Extreme 40,500,000

●  파워트레인/성능 : 3.6L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 하이드라매틱 8단 자동변속기, 2WD(후륜구동),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토우/홀 모드, 액티브 에어로 셔터

●  안전 사양 : 디퍼렌셜 잠금 장치,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 포함), 풋 파킹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6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커튼에어백), 후방 카메라,

**후방주차 보조시스템(견인봉 감지 보상 기능 포함),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식 차일드록 시스템, 

전자식 뒷좌석 윈도우록,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발렛 모드(오디오 화면 잠금)

●  외관 사양 : 17” 실버 메탈릭 알로이 휠 및 올 터레인 타이어,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 카고 레일 보호 커버,

블랙 프론트 토우 후크(좌/우), 할로겐 프로젝션 헤드램프, 프론트 안개등, 크롬 윈도우 벨트라인,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크롬 리어 범퍼,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운전석 스포터 미러), 틴티드 뒷좌석 윈도우 & 뒷유리,

프론트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

●  내장 사양 : 3.5” 모노 TFT LCD 클러스터, 블랙 인테리어, 천연 가죽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센터콘솔 암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운전석 6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요추받침, **앞좌석 열선시트, 뒷좌석 히든 스토리지,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컬럼,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동반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풀오토 에어컨, 열선 스티어링 휠, 리어 슬라이딩 윈도우, 이지 리프트 & 로워 테일게이트,

리어 범퍼 코너 스텝 & 코너 포켓 그립, 카고 램프 및 보조제동등,

고정형 적재함 고리 4개 & 탈착형 적재함 고리 장착 홀 13개,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ECM 룸미러, 크루즈 컨트롤, 

리모트키, 원격시동, 오토라이트 컨트롤, 충전 전용 듀얼 USB 포트(2열), 12V 파워 아웃렛(1열 & 2열), 선글라스 홀더, 

가스후드 리프트,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스틸 휠), 캡리스 퓨얼시스템

●  멀티미디어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8"컬러 터치 스크린, 라디오,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AUX 단자, 듀얼 USB 포트(1열), 6 스피커

● 멀티미디어 팩 : 900,000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시트 열선 기능 미작동 : -60,000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Extreme

4WD 43,800,000

Extreme 기본 품목 및

●  파워트레인 : Autotrac™ 액티브 4x4 시스템(4WD)

●  안전 사양 :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  편의 사양 :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Extreme-X 45,400,000
Extreme 4WD 기본 품목 및

●  외관 사양 :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LED 블랙 보타이(프론트), 스테인리스 머플러 팁, 머드 가드(프론트 & 리어)

●  내장 사양 :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1열 & 2열), 보타이 도어 실 플레이트

Z71-X 47,390,000

Extreme-X 기본 품목 및

●  안전 사양 : 힐 디센트 컨트롤(HDC), 트랜스퍼 케이스 쉴드, 고해상도 디지털 후방 카메라

●  외관 사양 : 17"브라이트 머신드 알로이 휠, 프론트 그릴 Z71 배지, 프론트 다크 그레이 스키드 플레이트,

블랙 윈도우 벨트라인, 페인티드 블랙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페인티드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바디컬러 리어 범퍼

●  내장 사양 : 4.2"슈퍼비전 컬러 클러스터, 미스티 블루 액센트 블랙 인테리어(IP, 도어 트림, 센터콘솔 암레스트).

크로스 패턴 장식(기어박스 콘솔, 도어 트림)

● 편의 사양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크롬베젤 리모트키

● 멀티미디어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8"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 멀티미디어 팩 : 800,000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시트 열선 기능 미작동 : -60,000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Z71-X

Midnight 48,890,000
Z71-X 기본 품목 및

●  외관 사양 : 프리미엄 Z71 도어 배지, 블랙 외장 컬러, 17"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블랙 휠 캡,

페인티드 블랙 프론트 그릴 바, 블랙 크롬 머플러 팁

● 멀티미디어 팩 : 800,000

▶ 한시적 사양 운영(상세 하단 참조)

 - 시트 열선 기능 미작동 : -60,000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스페셜 에디션

(단위 : 원)



턱시도 블랙 (GBA) 퓨어 화이트 (GAZ) 애쉬 그레이 (G9K) NEW 샌드 듄 (GTL)*토파즈 블루 (GLT)

블랙 인테리어 (천연 가죽 시트)
Extreme / Extreme 4WD / Extreme-X

미스티 블루 액센트 블랙 인테리어 (천연  가죽 시트)
Z71-X / Z71-X Midnight

17인치 실버 메탈릭 알로이 휠
(Extreme / Extreme 4WD

/ Extreme-X 전용)

17인치 브라이트 머신드 알로이 휠
(Z71-X 전용)

17인치 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Z71-X Midnight 전용)

* 샌드 듄(GTL) 색상은 Z71-X 트림만 선택 가능  

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WHEELS

리얼 뉴 콜로라도

15    REAL NEW COLORADO

THE NEW MALIBU
THE NEW SPARK

Sedan

16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Premier
29,490,000

28,950,000

●  파워트레인/성능 : E-Turbo 1.35 직분사 가솔린 엔진, VT40 무단 변속기, Stop & Start 시스템(ON/OFF 버튼 포함),

액티브 에어로 셔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  안전 사양 : 차체 자세 제어장치, 10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앞좌석 & 뒷좌석 사이드 & 커튼 에어백 & 앞좌석 무릎),

전후방주차 보조시스템, 디지털 후방카메라,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Electro-Hydraulic Brake System), 페달 분리 시스템,

트렁크 비상탈출장치, 급제동 경고시스템(ES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적정 공기압 알림 포함)

●  외관 사양 : 17"알로이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어쿠스틱 윈드실드 글래스(차음/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유리(전체),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등, LED 보조제동등, LED 테일 램프,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전동접이식), 크롬 도어핸들

●  내장 사양 : 천공 천연 가죽시트(블랙 또는 크림 베이지 색상 중 선택), 가죽 기어 노브, 가죽 스티어링 휠,

슈퍼비전 8"컬러 클러스터, 크롬 도어핸들, 우드그레인 패키지(도어 데코, 기어 판넬), 센터콘솔 암레스트,

2열 에어벤트, 뒷좌석 암레스트, LED 맵램프, 앰비언트 라이팅

●  편의 사양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크루즈 컨트롤,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자동내외기전환기능,

터널 디텍션 시스템,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레인 센싱 와이퍼, 열선내장 스티어링 휠,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동반석 6 way 전동시트, 앞좌석 파워 요추 받침,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 운전석 이지 억세스, 앞좌석 3단 열선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앞좌석 3단 통풍시트,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12V 파워 아웃렛(1열 & 2열),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2열 6:4 폴딩시트, 앞좌석 시트백 포켓, 가스후드리프터,

발렛모드(트렁크 & 차량설정 잠금)

●   멀티미디어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내비게이션(8"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고해상도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 지원), 라디오,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AUX 단자,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A타입 1개/C타입 1개), 2열 듀얼 USB 포트(충전 전용),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무선 폰 프로젝션

● 19” 메탈릭 알로이 휠 : 550,000

(인하 전 : 560,000) 

● LED 헤드램프(오토 레벨링

시스템 포함) : 540,000

(인하 전 : 550,000) 

● 시티 세이프티 팩 2 : 1,080,000

(인하 전 : 1,100,000) 

프라임

세이프티

31,790,000

31,210,000

Premier 기본 품목 및 

●  안전 사양 :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긴급 제동시스템(시티 브레이킹 시스템 포함),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  외관 사양 : 롱 레이더 전용 프론트 그릴        

●  편의 사양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19” 메탈릭 알로이 휠 : 550,000

(인하 전 : 560,000) 

● LED 헤드램프(오토 레벨링

시스템 포함) : 540,000

(인하 전 : 550,000) 

레드라인

Premier

30,450,000

29,900,000

E-Turbo Premier 기본 품목 및 (※ 모던 블랙, 스노우 화이트 펄,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외장컬러 전용)

●  외관 사양 : 19"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및 전용 휠 캡, 블랙 그릴 및 블랙 크롬 서라운드,

하이글로스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쉐보레 블랙 보타이(전면, 후면), 블랙 레드라인 말리부 레터링(도어, 트렁크)

●  내장 사양 : 블랙 천공 천연 가죽시트

● 시티 세이프티 팩 2 : 1,080,000

(인하 전 : 1,100,000)

프라임

세이프티

32,750,000

32,160,000

E-Turbo Premier 프라임 세이프티 기본 품목 및 (※ 모던 블랙, 스노우 화이트 펄,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외장컬러 전용)

●  외관 사양 : 19"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및 전용 휠 캡, 블랙 그릴 및 블랙 크롬 서라운드,

하이글로스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쉐보레 블랙 보타이(전면, 후면), 블랙 레드라인 말리부 레터링(도어, 트렁크)

●  내장 사양 : 블랙 천공 천연 가죽시트

* 스노우 화이트 펄(GP5)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2만원

Premier 공통

● 파노라마 선루프 : 940,000

(인하 전 : 950,000) 

레드라인 공통

● 파노라마 선루프 : 940,000

(인하 전 : 950,000) 

● LED 헤드램프(오토 레벨링

시스템 포함) : 540,000

(인하 전 : 550,000) 

(단위 : 원)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THE NEW MALIBU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E-TURBO 엔진 배기량 : 1,341cc   엔진최고출력 : 156/5,600ps/rpm   엔진최대토크 : 24.1/1,500~4,000kg.m/rpm   복합연비(km/ℓ) : 14.2 (도심연비 : 12.8 / 고속도로연비 : 16.2)   2등급   CO2 배출량 : 118g/km   (17"Tire)
엔진 배기량 : 1,341cc   엔진최고출력 : 156/5,600ps/rpm   엔진최대토크 : 24.1/1,500~4,000kg.m/rpm   복합연비(km/ℓ) : 13.3 (도심연비 : 12.2 / 고속도로연비 : 14.9)   3등급   CO2 배출량 : 126g/km   (19"Tire)

제3종 저공해차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 스노우 화이트 펄(GP5) 외장컬러 선택 시 추가비용 12만원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LT

스페셜

30,770,000

30,220,000

●  파워트레인/성능 : 2.0 Turbo 직분사 가솔린 엔진, GENⅢ 6단 자동변속기(수동겸용 토글 시프트),

액티브 에어로 셔터,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  안전 사양 : 차체 자세 제어장치, 10 에어백(운전석 & 동반석, 앞좌석 & 뒷좌석 사이드 & 커튼 에어백 & 앞좌석 무릎),

전후방주차 보조시스템, 디지털 후방카메라,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진공 브레이크 부스터, 페달 분리 시스템,

트렁크 비상탈출장치, 급제동 경고시스템(ES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적정 공기압 알림 포함)

●  외관 사양 : 19"메탈릭 알로이 휠, 듀얼 머플러 팁, 프로젝션 헤드램프, 어쿠스틱 윈드실드 글래스(차음/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유리(전체),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등, LED 보조제동등, LED 테일 램프,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전동접이식)

●  내장 사양 : 천연 가죽시트(블랙 또는 크림 베이지 색상 중 선택), 가죽 기어 노브, 가죽 스티어링 휠, 3.5"클러스터,

크롬 도어핸들, 센터콘솔 암레스트, 2열 에어벤트, 뒷좌석 암레스트, LED 맵램프

●  편의 사양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크루즈 컨트롤,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자동내외기전환기능,

터널 디텍션 시스템,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레인 센싱 와이퍼, 열선내장 스티어링 휠,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동반석 6 way 전동시트, 앞좌석 파워 요추 받침, 통합메모리기능(운전석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시 미러 자동기울임, 리모트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 언폴딩 기능, 운전석 이지 억세스, 앞좌석 3단 열선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ECM 룸미러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ETCS),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동반석 및 뒷 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12V 파워 아웃렛(1열 & 2열),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2열 6:4 폴딩시트, 앞좌석 시트백 포켓, 가스후드리프터,

발렛모드(트렁크 & 차량설정 잠금),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멀티미디어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8"컬러 터치 스크린), 라디오,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AUX 단자,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A타입 1개/C타입 1개),

6 스피커

● 멀티미디어 팩 : 1,080,000

(인하 전 : 1,100,000)

● 시티 세이프티 팩 1 : 1,080,000

(인하 전 : 1,100,000)

Premier

스페셜

33,430,000

32,830,000

2.0 Turbo LT 스페셜 기본 품목 및

●  안전 사양 :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  외관 사양 : 크롬 도어핸들

●  내장 사양 : 천공 천연 가죽시트(블랙 또는 크림 베이지 색상 중 선택), 슈퍼비전 8"컬러 클러스터,

우드그레인 패키지(도어 데코, 기어 판넬), 앰비언트 라이팅 

●  편의 사양 : 앞좌석 3단 통풍시트, 동반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  멀티미디어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내비게이션(8"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고해상도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 지원), 2열 듀얼 USB 포트(충전 전용),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무선 폰 프로젝션

● LED 헤드램프

(오토 레벨링 시스템 포함)

: 540,000 (인하 전 : 550,000)

● 프라임 세이프티 팩 : 1,180,000

(인하 전 : 1,200,000)

레드라인
33,830,000

33,230,000

2.0 Turbo Premier 스페셜 기본 품목 및 (※ 모던 블랙, 스노우 화이트 펄,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외장컬러 전용)

●  외관 사양 : 19"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및 전용 휠 캡, 블랙 그릴 및 블랙 크롬 서라운드,

하이글로스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쉐보레 블랙 보타이(전면, 후면), 블랙 레드라인 말리부 레터링(도어, 트렁크)

●  내장 사양 : 블랙 천공 천연 가죽시트

● 파노라마 선루프 : 940,000

(인하 전 : 950,000) 

● LED 헤드램프

(오토 레벨링 시스템 포함)

: 540,000 (인하 전 : 550,000)

● 프라임 세이프티 팩 : 1,180,000

(인하 전 : 1,200,000)

(단위 : 원)

스페셜 에디션

엔진 배기량 : 1,998cc   엔진최고출력 : 253/5,300ps/rpm   엔진최대토크 : 36.0/2,000~5,000kg.m/rpm   복합연비(km/ℓ) : 10.5 (도심연비 : 9.1 / 고속도로연비 : 13.0)   4등급   CO2 배출량 : 163g/km2.0 TURBO

선택사양 선택 가능 트림 가격 사양 상세

멀티미디어 팩 2.0 Turbo LT 스페셜
1,080,000

(인하 전 : 1,100,000)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 스피커), 슈퍼비전 8"컬러 클러스터, 2열 듀얼 USB 포트(충전 전용),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내비게이션(8"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고해상도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 지원), 무선 폰 프로젝션

시티 세이프티 팩 1 2.0 Turbo LT 스페셜
1,080,000

(인하 전 : 1,100,000)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차선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시티 세이프티 팩 2
E-Turbo Premier

E-Turbo 레드라인 Premier
1,080,000

(인하 전 : 1,100,000)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프라임 세이프티 팩
2.0 Turbo

Premier 스페셜, 레드라인
1,180,000

(인하 전 : 1,200,000)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긴급 제동시스템(시티 브레이킹 시스템 포함), 롱 레이더 전용 프론트 그릴

선택품목 상세

※ E-Turbo / 2.0 Turbo  공통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 안 됨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지원, DMB 지원 안 됨       

*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 사용 가능       * 천연 가죽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적용

*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구매 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THE NEW MALIBU

전 트림 공통

● 파노라마 선루프 : 940,000

(인하 전 : 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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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COLORS

INTERIOR COLORS

17인치 알로이 휠 19인치 메탈릭 알로이 휠 NEW 19인치 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레드라인 전용)

WHEELS

[프리미엄 가죽 시트(블랙)]
2.0T LT 스페셜

[프리미엄 천공 가죽 시트(블랙)]
E-Turbo Premier & 프라임 세이프티 / 

2.0T Premier 스페셜 / E-Turbo & 2.0T 레드라인

[프리미엄 가죽 시트(크림 베이지)]
2.0T LT 스페셜

[프리미엄 천공 가죽 시트(크림 베이지)]
E-Turbo Premier & 프라임 세이프티 /

2.0T Premier 스페셜

스노우 화이트 펄 (GP5)

모던 블랙 (GB0)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미드나잇 블루 (G5J) 다크 나이트 그레이 (GUN)

첼시 브라운 (GNM) NEW 밀라노 레드 (GFM)

* 2 스피커 위치 : 프런트 도어 2개          * 6 스피커 위치 : A필러 2개, 프런트 도어 2개, 리어 도어 2개

* 시티모드 : 플렉서블 스티어링 시스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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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LED가 운전석 윈드실드 전방에 나타나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 안됨     *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2개의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 사용 가능

* 듀얼 USB 포트 : A타입 1개, C타입 1개     * Stop & Start 시스템 : on/off 버튼 포함     * 차량 구매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포인트 컬러 인테리어는 외장색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양 선택 가능 트림 가격 사양 상세

밸류업 패키지 LS 250,000 LED 턴시그널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트렁크 선반

래더 패키지 LS 380,000 다크 실버 포인트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2열 6:4 폴딩시트(높이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래더 패키지 LT 450,000 다크 실버 포인트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동반석 시트백 포켓,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세이프티 패키지 LT 300,000 리어 사이드 에어백,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크롬 라이팅 패키지 LT 250,000 LED 주간주행등 & 크롬 베젤, 크롬 인사이드/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사이드 크롬 몰딩

라이팅 패키지 Premier 320,000 LED 주간주행등 & 크롬 베젤, LED 테일램프, LED 룸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 LT, Premier 350,000 풀오토 에어컨(콤비필터 포함), 이오나이저,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LT, Premier 550,000 7"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듀얼 USB 포트

선택품목 상세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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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도심연비 : 14.2, 고속도로연비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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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 (도심연비 : 13.4, 고속도로연비 : 16.0)     경형     CO2배출량 : 116 g/km
1.0 가솔린(C-TECH/Stop & Start 시스템) - 엔진 배기량 : 999cc     엔진최고출력 : 75/6,500 ps/rpm     엔진최대토크 : 9.7/4,500 kg.m/rpm     복합연비(km/ℓ) : 15.0 (도심연비 : 14.3, 고속도로연비 : 16.0)     경형     CO2배출량 : 109 g/km

가솔린 더 뉴 스파크스타일과 안전성의 완벽한 조화

THE NEW SPARK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LS

Basic

M/T 9,820,000

●     파워트레인/성능 : 1.0 SGE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사일런트 타이밍체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쉬프트 인디케이터

●     안전 사양 :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HSA 기능 포함),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6 에어백(운전석, 동반석, 앞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앞좌석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급제동 경고시스템(ESS), 진공 펌프, 후방 주차 거리 경고

●     외관 사양 :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4"스틸 휠,  

아웃사이드미러(블랙/레버조절식), 주간주행등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직물시트, 트렁크 룸램프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Day & Night 룸미러,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2열 폴딩시트,

앞좌석 4 way 헤드레스트

●     멀티미디어 : AM/FM 라디오, 2스피커(앞), 루프안테나

● 2열 6:4 폴딩시트

(높이 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 100,000

C-Tech 11,560,000
LS Basic M/T 기본사양 품목 및

C-Tech 무단 변속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 모드 

LS

M/T 10,600,000

LS Basic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속도 감응형 오토도어록,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    외관 사양 : 바디컬러 도어 핸들      ●    내장 사양 : 플로어 매트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 휠, 전좌석 파워윈도우, 무선접이식 리모컨키

●     멀티미디어 : USB 포트,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 래더 패키지 : 380,000

●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 300,000

● 14" 알로이 휠 : 250,000

● 밸류업 패키지 : 250,000

C-Tech 12,340,000
LS M/T 기본사양 품목 및

C-Tech 무단 변속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 모드

LT

M/T 11,250,000

LS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4"알로이 휠, LED 턴시그널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열선내장),

LED 보조제동등 

●     내장 사양 : 운전석 암레스트

●    편의 사양 : 선바이저 화장거울(운전석),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리어 와이퍼 & 워셔,

2열 6:4 폴딩시트(높이 조절식 3-헤드레스트 포함), 오토라이트 컨트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트렁크 선반

● 멀티미디어 : 6 스피커

● 래더 패키지 : 450,000

┗ 세이프티 패키지(래더 패키지 선택 시)

: 300,000

●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 300,000

● 크롬 라이팅 패키지 : 250,000

● 15" 알로이 휠 : 200,000
C-Tech 12,990,000

LT M/T 기본사양 품목 및

C-Tech 무단 변속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 모드

Premier

M/T 12,740,000

LT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FCA, 헤드업 LED 포함), 사각지대 경고시스템(SBSA),

차선이탈 경고시스템(LDWS)  

● 외관 사양 : 15"알로이 휠, 크롬 도어 핸들, 사이드 크롬 몰딩 

● 내장 사양 : 인조가죽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하이글로시 블랙 베젤(IP 미드, 도어, 센터페시아),

포인트 컬러 인테리어(다크 실버, 블루 중 선택),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  편의 사양 :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 열선시트,

동반석 시트백 포켓, 선바이저 화장거울(동반석), 크루즈 컨트롤, 속도조절 간헐식 와이퍼

● 라이팅 패키지 :  320,000

● 리어 사이드 에어백 :  150,000

● 선루프 : 400,000

● 16" 알로이 휠 : 240,000

C-Tech 14,480,000
Premier M/T 기본사양 품목 및

C-Tech 무단 변속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 모드

LT, Premier 트림 공통

● 컨비니언스 패키지 : 350,000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550,000

● Stop & Start 시스템(C-Tech 선택시)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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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 스피커 위치 : 프런트 도어 2개          * 승용밴 외장컬러 : 퓨어 화이트(GAZ), 스위치블레이드 실버(GAN), 건 그레이(GK2), 모던 블랙(GB0) 선택가능

* 시티모드 : 플렉서블 스티어링 시스템(시속 60킬로미터 이내에서 스티어링 휠의 조작력을 추가로 감소시켜 주어, 도심주행시 더욱 부드러운 조향감을 제공하는 기능)

* 차량 구매시 타이어 긴급수리 서비스 5년 무상 제공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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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도심연비 : 14.2, 고속도로연비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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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도심연비 : 14.3, 고속도로연비 : 16.0)     경형     CO2배출량 : 109 g/km

EXTERIOR COLORS

WHEELS

INTERIOR COLORS

14인치 스틸 휠 14인치 알로이 휠 15인치 알로이 휠 16인치 알로이 휠 

[Premier 블루]
인조가죽 시트 (블루 포인트 컬러 인테리어 선택 시)

[LS BASIC]
직물 시트

[LT]
인조가죽 시트 (래더 패키지 선택 시)

[Premier 다크 실버]
인조가죽 시트

[LS]
인조가죽 시트 (래더 패키지 선택 시)

※ 마이핏 선택가능 외장 컬러 : 퓨어 화이트(GAZ), 모던 블랙(GB0), 선셋 오렌지(GFQ), 원더랜드 블루(GNZ), 모나코 블루(GGK), 어반 옐로우(GHS)

※ 레드픽 선택가능 외장컬러 : 퓨어 화이트(GAZ), 스위치블레이드 실버(GAN), 모던 블랙(GB0)          ※ Premier 트림 블루 포인트 인테리어 선택 가능 외장컬러 : 퓨어 화이트(GAZ), 모던 블랙(GB0), 모나코 블루(GGK)

승용밴THE NEW SPARK

퓨어 화이트 (GAZ)

NEW 밀라노 레드 (GFM) NEW 모나코 블루 (GGK) NEW 어반 옐로우 (GHS)

파티 레드 (GG2)모던 블랙 (GB0)건 그레이 (GK2)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원더랜드 블루 (GNZ)선셋 오렌지 (GFQ)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승용밴

Basic

M/T 9,770,000

●     파워트레인/성능 : 1.0 SGE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사일런트 타이밍체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쉬프트 인디케이터

●     안전 사양 :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HSA 기능 포함),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운전석 에어백, 

앞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급제동 경고시스템(ESS), 진공 펌프, 후방 주차 거리 경고

●    외관 사양 :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4"스틸 휠, 아웃사이드 미러(블랙/레버조절식), 주간주행등

●     내장 사양 :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직물시트, 트렁크 룸램프

●     편의 사양 : 매뉴얼 에어컨, 격벽, 보호봉, Day & Night 룸미러,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앞좌석 4 way 헤드레스트

●     멀티미디어 : AM/FM 라디오, USB 포트,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2스피커(앞), 루프안테나 ● 동반석 에어백

: 200,000
C-Tech 11,510,000

승용밴 Basic M/T 기본사양 품목 및

C-Tech 무단 변속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 모드

승용밴

M/T 10,200,000
승용밴 Basic M/T 기본사양 품목 및    

●     안전 사양 : 속도 감응형 오토도어록, 충격감지 도어잠금 해제장치

●     편의 사양 : 틸트 스티어링 휠, 앞좌석 파워윈도우, 무선접이식 리모컨키

C-Tech 11,940,000
승용밴 M/T 기본사양 품목 및

C-Tech 무단 변속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시티 모드

레드픽/마이핏

스페셜 에디션

선택사양 선택 가능 트림 가격 사양 상세

라이팅 패키지 레드픽 320,000 LED 주간주행등 & 크롬 베젤, LED 테일램프, LED 룸램프

라이팅 패키지 마이핏 350,000 LED 주간주행등 & 컬러 베젤, LED 테일램프, LED 룸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 레드픽, 마이핏 350,000 풀오토 에어컨(콤비필터 포함), 이오나이저,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ETCS)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레드픽, 마이핏 550,000 7"터치스크린, 후방카메라,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듀얼 USB 포트

선택품목 상세

(단위 : 원)※ 마이핏 선택가능 외장컬러 : 화이트 루프 - 모던 블랙(GB0), 모나코 블루(GGK) / 블랙 루프 - 퓨어 화이트(GAZ), 선셋 오렌지(GFQ), 원더랜드 블루(GNZ), 어반 옐로우(GHS)

* 퓨어 화이트(GAZ), 모던 블랙(GB0), 모나코 블루(GGK)는 블루 포인트 인테리어 선택 가능

※ 레드픽 선택가능 외장컬러 : 퓨어 화이트(GAZ), 스위치블레이드 실버(GAN), 모던 블랙(GB0)          * 블루 포인트 인테리어 선택 불가(다크 실버 포인트 인테리어 적용)

* Stop & Start 시스템 : on/off 버튼 포함

내가 원하는 컬러와 아이템으로 나만의 마이핏을 완성해보세요!
                         외장색상별로 가용한 엑센트 컬러 및 옵션 사양을 쉐보레 홈페이지에서 피팅 해보세요!

MYFIT BOWTIE MYFIT WHEELS

16인치 블랙 알로이 휠 (P1B) 16인치 그레이 인서트 블랙 알로이 휠 (NWQ)

엑센트 컬러 적용 부위 (2가지 컬러 중 선택)

1. 루프

2. 아웃사이드 미러

3.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적용 외장색 무관)  

4. 하단 램프 베젤 (라이팅 패키지 선택 시)   

5.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5
3

4

2

1

ACCENT COLOR

차종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레드픽
(RedPick)

14,850,000

Premier  C-Tech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16"레드 포인트 블랙 알로이 휠, 레드 아웃라인 블랙 레터링,

블랙 그릴 서라운드, 쉐보레 블랙 보타이(전면/후면),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윈도우 벨트라인 몰딩, B필러 블랙테입

●    내장 사양 : 쉐보레 블랙 보타이(스티어링 휠), 투톤 플로어 매트

● 라이팅 패키지 : 320,000

마이핏
(MyFit)

14,870,000
Premier  C-Tech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컬러 루프(외장색 별 블랙, 화이트 중 적용),

루프 컬러 포인트(아웃사이드 미러,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B필러 블랙테입 

● 라이팅 패키지 : 350,000 

● 쉐보레 블랙 보타이(전면, 후면) : 50,000

● 16" 마이핏 전용 알로이 휠 : 290,000

레드픽, 마이핏 공통

● 컨비니언스 패키지 : 350,000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550,000

● 리어 사이드 에어백 :  150,000

● 선루프 : 400,000

● Stop & Start 시스템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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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 EUV
BOLT EV

EV
차종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Premier 47,900,000

●  성능 : 150kW 고성능 싱글 모터, 66kWh 리튬이온 배터리, 버튼식 기어시프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스포츠 모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리젠 온 디맨드 패들시프트, 액티브 에어로 셔터

●  안전 사양 : 10 에어백(앞좌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무릎, 앞/뒷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전복감지센서 포함), 셀프실링 타이어,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방지 경고 및 보조,

전방 충돌 경고(헤드업 LED 경고등 포함), 전방 거리 감지,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IntelliBeam® 하이빔 어시스트,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적정공기압 알림 포함),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보행자 보호 가상 사운드

●  외관 사양 : 블랙 보타이, 17"머신드 투톤 알로이 휠 & 미쉐린 저구름저항 타이어,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시퀀셜 방향지시등(전면), 

LED 주간주행등, LED 보조제동등, LED 리어램프,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식/열선내장), 리어 스포일러,

루프랙, 크롬 스트립 도어핸들, 크롬 사이드 바디몰딩, 실버 메탈릭 스키드 플레이트, 리어 와이퍼 & 워셔, 자외선 차단 유리(전체적용),

이중접합 차음유리(윈드실드)

●  내장 사양 : D컷 스티어링 휠 & 블랙 보타이, 어반 네이비 인테리어, 천연 가죽시트, 도어 & IP 가죽 포인트, 8"디지털 클러스터,

앰비언트 라이팅, 크롬 도어핸들, 맵램프,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트렁크 폴딩 트레이 

●  편의 사양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전방 차량 출발 알림 포함), 버튼시동 & 스마트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풀오토 에어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앞좌석 3단 열선/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2way 럼버서포트,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오토라이트 컨트롤,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 ECM 룸미러, 레인센싱 와이퍼,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뒷좌석 6:4 폴딩, 뒷좌석 암레스트, 선바이저 LED 조명

●  멀티미디어 : EV전용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10.2"고화질 터치스크린), 무선 폰 프로젝션,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6 스피커, 앞/뒷좌석 듀얼 USB 포트(A, C타입)

● 밸류 플러스

: 1,550,000 

● 내비게이션 시스템

: 400,000

Redline 49,850,000

Premier 기본 품목 및 

● 외관 사양 : (퓨어 화이트 / 아폴로 실버 / 미드나이트 블랙 외장색 선택 가능) 레드라인 시그니처 알로이 휠,

블랙 & 레드 레터링, 아웃사이드 미러 레드 엑센트 데칼

● 내장 사양 : 레드라인 전용 젯 블랙 인테리어          

● 편의 사양 :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파노라마 선루프,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서브우퍼, 파워앰프 포함)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 및 ECM 룸미러 미적용

● 내비게이션 시스템

: 400,000

전기차 - 모터최고출력 : 150kW/204PS   모터최고토크 : 36.7 kg.m   1회 충전주행거리 - 복합 : 403km(도심 : 440 km, 고속도로 : 358 km), CO2배출량 : 0g/km

에너지 소비효율 - 복합연비 : 5.5 km/kWh(도심연비 : 6.1 km/kWh, 고속도로연비 : 5.0 km/kWh)

볼트 EUV전기차 100년, 당신을 위해 모두를 위해
WELL FORMED eSUV, BOLT EUV

EXTERIOR COLORS

퓨어 화이트 (GAZ) 아폴로 실버 (GSJ) 미드나이트 블랙 (GB8) 아이스 블루 (G7X)

선택 사양 사양 상세

밸류 플러스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파노라마 선루프,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RichBass™ 서브우퍼, 파워앰프 포함)               *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 및 ECM 룸미러 미적용

선택품목 상세

*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적용

* EV 전용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 

*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선 폰 프로젝션 :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케이블 사용 없이 연결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뒷좌석 USB 포트는 충전 전용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관련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단위 : 원)

스페셜 에디션

 ※ Redline 선택 가능 외장색 :  퓨어 화이트(GAZ), 아폴로 실버(GSJ), 미드나이트 블랙(GB8)

INTERIOR COLORS 

어반 네이비 천연 가죽 시트 젯 블랙 천연 가죽 시트 (Redline 전용 ) 17 인치 머신드 블랙 투톤 알로이 휠 17 인치 Redline 시그니처 알로이 휠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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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적용

* EV 전용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내장형 음성인식 지원 

*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 :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용 수신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선 폰 프로젝션 :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케이블 사용 없이 연결할 수 있으며, 애플 및 구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뒷좌석 USB 포트는 충전 전용

* 차량(일부차종 제외) 구매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썬팅 또는 차량용품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 전기차 관련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단위 : 원)

전기차 - 모터최고출력 : 150kW/204PS   모터최고토크 : 36.7 kg.m   1회 충전주행거리 - 복합 : 414km(도심 : 455 km, 고속도로 : 363 km), CO2배출량 : 0g/km

에너지 소비효율 - 복합연비 : 5.4 km/kWh(도심연비 : 6.0 km/kWh, 고속도로연비 : 4.8 km/kWh)

EXTERIOR COLORS

퓨어 화이트 (GAZ) 미드나이트 블랙 (GB8) 아이스 블루 (G7X)

INTERIOR COLORS 

젯 블랙 천연 가죽 시트 17 인치 머신드 블랙 투톤 알로이 휠

WHEELS

차종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Premier 44,300,000

●  성능 : 150kW 고성능 싱글 모터, 66kWh 리튬이온 배터리, 버튼식 기어시프트,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스포츠 모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리젠 온 디맨드 패들시프트,

액티브 에어로 셔터

●  안전 사양 : 10 에어백(앞좌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무릎, 앞/뒷좌석 사이드, 좌우 커튼, 전복감지센서 포함), 

셀프실링 타이어,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경고,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적정공기압 알림 포함), StabiliTrak® 차체 자세 제어, 후방 카메라,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보행자 보호 가상 사운드

●  외관 사양 : 블랙 보타이, 17"머신드 투톤 알로이 휠 & 미쉐린 저구름저항 타이어,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시퀀셜 방향지시등(전면), LED 주간주행등, LED 보조제동등, LED 리어램프, 리어 스포일러,

버터플라이타입 와이퍼,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식/열선내장), 크롬 숄더 라인,

바디컬러 도어핸들, 리어 와이퍼 & 워셔, 자외선 차단 유리(전체적용)

●  내장 사양 : D컷 스티어링 휠 & 블랙 보타이, 젯 블랙 인테리어, 천연 가죽시트, 8"디지털 클러스터,

앰비언트 라이팅, 크롬 도어핸들, 맵램프, 룸램프, 트렁크 룸램프, 트렁크 트레이 

●  편의 사양 : 버튼시동 & 스마트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풀오토 에어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앞좌석 3단 열선 시트, 운전석 8way 전동시트 & 2way 럼버서포트, 열선 스티어링 휠,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 ECM 룸미러,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동반석/뒷좌석 원터치 다운 파워윈도우,

뒷좌석 6:4 폴딩, 뒷좌석 암레스트

●  멀티미디어 : EV전용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10.2"고화질 터치스크린), 무선 폰 프로젝션,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6 스피커, 앞/뒷좌석 듀얼 USB 포트(A, C타입)

● 테크 패키지

: 1,800,000 

● 내비게이션 시스템

: 400,000

선택 사양 사양 상세

테크 패키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전방 차량 출발 알림 포함),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차선 이탈 방지 경고 및 보조, 전방 충돌 경고(헤드업 LED 경고등 포함), 전방 거리 감지,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IntelliBeam® 하이빔 어시스트,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RichBass™ 서브우퍼, 파워앰프 포함)

선택품목 상세

볼트 EV 전기차 100년, 당신을 위해 모두를 위해
SMART CROSSOVER, BOLT EV

25    BOLT EV

쉐보레 오토카드만의 특별한 혜택

서비스의 완성, 쉐보레 멤버스

1.  쉐보레 오토카드의 주요 서비스
▶ 쌓일 수록 빛나는 오토포인트 기본 3% 적립
▶ 쉐보레 신차 구매 시 최대 200만 오토포인트 사용
▶ 쉐보레 신차 구매 시 최대 30만원 선포인트 서비스 사용 (오토포인트 + 선포인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최대 230만원 할인 가능)
▶ 쉐보레 정비사업소 결제 시 5% 현장 할인 (지정정비는 공임 5% 할인)
▶ 쉐보레 정비사업소 이용 시 일 3만/연 10만 오토포인트 사용 (일부 지정 서비스 사용 제외)

2.  자동차 선포인트 서비스
쉐보레 오토카드를 이용하여 쉐보레 신차를 구매하실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미리 할인을 받고, 차후 지정한 상환기간 동안에 
사용금액 2~5% 비율에 상응하는 선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이용해 갚아 나가는 서비스

● 앞서가는 선포인트 서비스 상환율
▶ 쉐보레 삼성카드 :  대상카드 사용금액의 2~5% 상환 및 삼성 보너스 클럽 이용 시 보너스 포인트 적립
▶ 쉐보레 롯데카드 :  대상카드 사용금액의 2% 상환 및 롯데 포인트 0.5%~3% 적립

3.  국내 최대의 오토 포인트
쉐보레 차량 구입 시 미리 적립해 놓은 쉐보레 오토카드의 오토포인트로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

● 쌓일 수록 빛나는 오토포인트 3% 적립
▶  쉐보레 오토카드 이용 시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의 3%를 오토포인트로 적립하여 자동차 구매 및 차량 정비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한도 : 연 40만 포인트 / 5년 200만 포인트 (카드 발급월 기준)
▶  유효기간 : 5년(60개월)이며, 유효기간 경과 시 월 단위로 소멸됨

● 쉐보레 삼성카드 (고객센터 : 1588-8750)
▶ 전국 3만 삼성 보너스 클럽에서 사용 시 최고 5%까지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

● 쉐보레 롯데카드 (고객센터 : 1577-8500)
▶ 전국 롯데 가맹점에서 사용 시 0.5%~3% 롯데포인트 적립
 ※ 쉐보레 오토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쉐보레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ar Buying Service
   ▶  쉐보레 차량 재구매 시 본인의 구입 이력을 고려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할인 (단, 경차 구매 시 10~40만원)

※ 모든 신차 재구매 할인 적용 대상은 1993년 이후 출고 차량이며, 각 재구매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ar Care System
   ▶ 신차 구매 고객께 주행거리 5,000Km 도달 시 1회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정비 예약을 통해 주행거리 매 10,000Km마다‘정기점검 소모품 교환’상품 선택 시 총 수리 비용의 10% 할인

Premium Life Service
   ▶  다양한 신차 런칭 행사 및 마케팅 이벤트 행사 초청 (오토캠핑 등)

※ 모든 쉐보레 멤버스 혜택은, 쉐보레 홈페이지에서 쉐보레 멤버스 회원 가입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가입 문의는 가까운 대리점 또는 홈페이지(www.chevrolet.co.kr)를 참조하세요.

※ 선포인트 서비스는 스파크,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한하여 제공되며, 

선포인트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한국지엠 고객센터 : (080-3000-5000)

※ 쉐보레 멤버스 혜택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 고객센터 

●전화상담 : 080-3000-5000

●우편상담 : 21314 인천 부평구 평천로187(청천동) 한국지엠 고객케어팀

●인터넷상담 : 쉐보레 홈페이지 www.chevrolet.co.kr

※ 2023년 1월 1일 이후 쉐보레 브랜드 차량을 계약한 고객분들께는
일반 부품에 대하여 3년 6만km 보증 서비스를 제공되며 BOLT EUV,
BOLT EV는 일반 부품 5년 10만km 보증이 제공됩니다.

※ 쉐보레 전 차종에 대해서는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을 5년 10만km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BOLT EUV, BOLT EV의 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해서는 8년 16만km 보증이 제공됩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는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적용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계약차량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쉐보레의 대고객 서비스 약속입니다.

쉐보레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2022년형 이후 모델 한정) : 타호 / 트래버스 / 콜로라도 /

이쿼녹스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로, 전용콜센터(080-3000-5000)를 통해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ick up & Delivery

전문기사가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고, 차량 수리 후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계하는 서비스로
대상 고객께는 1회 무상쿠폰이 (1년 이내 사용) 제공됩니다. 

Express Service

편리하게 정비상담 및 예약을 도와 드리고 정기점검 및 간단한 소모품 교환은 예약없이 방문해도
최우선 정비를 보증기간 내 (3년 6만Km) 받을 수 있습니다.

l PREMIUM CARE

쉐보레 플러스 케어 서비스는 쉐보레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분께 경제적인 비용으로 기존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에서 제공하는 기본보증에 추가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입니다.

상품에 따라 4년 8만Km 또는 5년 10만Km 까지 연장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보증 연장 서비스는 쉐보레 일부 차종에 한하며, 전기차, 렌터카, 특판(관납, 조달) 및
택시를 포함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차량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제 및 일반 부품에 한하며 엔진 / 동력 전달 계통 / 배터리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제외되며 차종별 1회 및 누적 수리비 한도가 있습니다.

※ 플러스 케어 서비스 전담 고객센터 (1600-6562)

l PLUS+ CARE



※ 본 가격표에 기재한 사양 및 가격은 제품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가격표의 차량 내/외관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및 각 서비스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쉐보레 소셜의 팬이 되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쉐보레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hevroletkorea
쉐보레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hevroletkr

WWW.CHEVROLET.CO.KR
FACEBOOK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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