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레이싱 머신
2019 THE NEW CAMARO SS
6.2 가솔린 - 엔진 배기량 : 6,162cc

엔진최고출력 : 453/5,700 ps/rpm 엔진최대토크 : 62.9/4,600 kg.m/rpm 복합연비(km/ℓ) : 7.4 (도심연비: 6.0, 고속도로연비: 10.5)

판매가격

차종

54,280,000
49,345,455(4,934,545)

5등급

CO2배출량 : 240g/km

기본사양품목

공급가액(부가세)

CAMARO

더 뉴 카마로 SS

● 파워트레인/성능 : 6.2 V8엔진, 하이드라매틱 10단 자동변속기(패들시프트 포함),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
독립식 후륜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브렘보(Brembo) 디스크 브레이크, 커스텀 런치 컨트롤(라인락 기능 포함),
엔진오일 쿨링 시스템, 연료탱크(72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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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후방 카메라, 런 플랫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ISOFIX), 비상 삼각대
● 외관 사양 : 20"(245/40 ZR20 전륜 & 275/35 ZR20 후륜)고성능 썸머 타이어 & 20"머신드 알로이 휠, LED 헤드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주간주행등 포함), LED 테일 램프, 스텐션 타입 리어스포일러, 글로시 블랙바 일체형 플로우타이(전면), 블랙 보타이(후면),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열선내장/운전석 ECM 기능), 3색 쉴드 뱃지, 듀얼 머플러
● 내장 사양 : 8"컬러 슈퍼비전 클러스터, 젯 블랙 인테리어,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가죽 기어노브, 가죽 D컷 스티어링 휠, 24컬러 앰비언트 라이팅,
일루미네이티드 도어 실 플레이트, 뒷좌석 풀 폴딩
● 편의 사양 : 열선 스티어링 휠,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버튼타입 스마트키(리모트 시동기능 포함),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루즈 컨트롤, 좌우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운전석 통합 메모리 기능(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전용 카메라 포함), 동반석 6 way 전동시트, 앞좌석 3단 열선시트 & 3단 통풍시트,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헤드램프 오토레벨링 시스템, 오토라이트 컨트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투어, 스포츠, 트랙, 눈/얼음),
선루프, 캡리스 퓨얼 시스템
● 멀티미디어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 내비게이션 시스템(8"고해상도 컬러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
고해상도 후방카메라 디스플레이 지원),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프리미엄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9스피커),
AUX 단자, 듀얼 USB 포트

스페셜 에디션

볼케이노 레드

55,070,000
50,063,636(5,006,364)

더 뉴 카마로 SS 기본 사양 및 (※ 플레이밍 레드 외장컬러 적용)
스콜피온 레드 인테리어 (시트/도어 프리미엄 레드 인서트, 시트/도어/스티어링 휠/기어노브/센터 콘솔 레드 스티치)
(단위 : 원)

*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지원, DMB 지원 안 됨
*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적용
*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하여 교차사용 가능
*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ECM 룸미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커스텀 런치 컨트롤은 트랙 주행 전용 기능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TERIOR COLORS

NEW 애쉬 그레이 (G9K)

NEW 다크 쉐도우 그레이 (GJI)

턱시도 블랙 (GBA)

플레이밍 레드 (G7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