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CHEVROLET.CO.KR

2022. 04

T H E  N E W  T R A X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력 있는
THAT'S MY TRAX.

늘 변함없이 매력 가득한 당신만의 공간을 찾는다면, 
트랙스가 당신의 삶에 그 만족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디자인
오늘을 자유롭게 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
당신을 지키는 안전성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퍼포먼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력 있는
THAT'S MY TRAX.



쉐보레 시그니처 듀얼 포트 그릴과 슬릭한 라인의 헤드램프로 인상적인 프론트 디자인을

완성 하였으며, 입체적인 듀얼 시그니처 LED 테일램프와 스타일리쉬한 18'' 투톤 알로이 휠에

쉐보레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더해져 세련된 느낌을 한층 더했습니다. 

SUV 헤리티지에 모던 스타일이 더해져
오래도록 변치않는 매력의 디자인을 완성. 

EXTERIOR DESIGN

※본 카탈로그 상의 사양은 트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릭한 라인이 돋보이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 포지셔닝 램프

입체적이고 세련된 듀얼 시그니처 LED 테일램프

18" 투톤 알로이 휠



URBAN CHIC INTERIOR.
쉐보레의 시그니처인 듀얼콕핏 컨셉의

인테리어는 효율과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수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했으며 은은한

광택의 크롬 장식과 고급스러운 하이글로시

블랙베젤 소재를 더해 프리미엄을 높였습니다.

INTERIOR DESIGN

고급 인조 가죽 시트 & 세심한 스티치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의 클러스터

열선내장 스티어링 휠

※본 카탈로그 상의 사양은 트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 상의 사양은 트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쉐보레 블랙 보타이 &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 레드라인 트랙스 레터링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18" 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강렬한 블랙과 레드 포인트가 더해져 더욱 완벽해진 TRAX REDLINE.

SPECIAL EDITION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력 있는
THAT'S MY TRAX.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1.4L 가솔린 엔진에 터보차저 및 다양한 경량화, 친환경, NVH 저감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고효율의 터보 엔진으로 경쾌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POWERFUL PERFORMANCE.
새롭게 적용된 SGE 1.4L 가솔린 터보 엔진은 고성능 고효율

터보 엔진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PERFORMANCE

SGE 1.4 TURBO ENGINE
최고 출력 155 PS
최고 토크 24.5 kg.m
제3종 저공해차 인증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S)
첨단 센서가 차선 표시를 감지하여 졸음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차선 이탈 

상황 발생 시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 (RCTA)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여 출차 시 좌우 후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여줌으로써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FCA)
주행 차선 앞쪽에 차량이 감지되거나 차간거리가 좁아 충돌이 우려되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SBZA)
아웃사이드 미러 시야를 벗어난 사각지대의 주행 차량을 감지하여 미러의 경고등을 

점등함으로써 차선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상기 차량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우월한 안전성!

단단한 차체 구조에 쉐보레 Active Safety System이 더해져

최상의 주행 안정성을 제공하며 언제나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CHEVROLET PROVEN SAFETY.

SAFETY

6 AIRBAGS
STANDARD



CHEVROLET INFOTAINMENT SYSTEM.

INFOTAINMENT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직관적인 구성으로 보다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Android Auto는 사용 기기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Auto 및 Google 어시스턴트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iPhone 5 이상부터 지원 가능)

터치감이 향상된 7" 스크린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7''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애플 카플레이/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후방카메라 지원,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본 카탈로그 상의 사양은 트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크롬베젤 안개등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크루즈 컨트롤

대용량 트렁크 공간

원터치 세이프티 전동 선루프  

CONVENIENCE

6:4 플립 & 폴딩시트 

오토 라이트 컨트롤 & 헤드램프 각도 조절 장치 

6 WAY 파워 시트 + 파워 럼버 서포트

BOSEⓇ 사운드 시스템

(RICHBASSⓇ 서브우퍼 파워 앰프 포함) 

스마트 시동 버튼

USB 단자

220V 인버터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사양 및 제원은 발행월 기준이며 차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는 최상위 모델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하위 모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사양은 각 모델별로 다르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의 차량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색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 및 사양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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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COLORS

WHEELS

직물시트
(LS 적용)

젯 블랙 인조 가죽시트
(LT 및 Premier 적용)

INTERIOR COLORS

DIMENSIONS

16인치 알로이 휠 
(LS 디럭스, LT 적용)

18인치 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레드라인 전용)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 
(Premier 적용)

NEW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옵션) 

18인치 매쉬타입 알로이 휠 
(LT 코어 전용)

첼시 브라운 (GNM)

다크 나이트 그레이 (GUN)

모던 블랙 (GB0) 미드나잇 블루 (G5J)

카본 버건디 (GNL)

스노우 화이트 펄 (GP5)

4,255
2,555

1,775
1,540

구 분 1.4 Turbo AT
전  장 (mm) 4,255

전  폭 (mm) 1,775

전  고 (mm) 1,650(1,680) *괄호안은 루프랙 포함 전고 길이 입니다.

축  거 (mm) 2,555

윤거(전/후) (mm) 1,541 / 1,540

배기량 (cc) 1,399

최고출력 (ps/rpm) 155/5,600

최대토크 (kg.m/rpm) 24.5/2,000~4,000

연료탱크 (ℓ) 53

공차중량 (kg) 1,365

※ 가솔린 자동6단 복합연비(km/ℓ) : 11.4 (도심연비:10.3 고속도로연비:13.0), 4등급, CO2배출량(g/km)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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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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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차종 및 선포인트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한국지엠 고객센터 : (080-3000-5000)

※ 단, 콜로라도, 트래버스, 카마로는 선포인트 서비스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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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HEVROLET.CO.KR

쉐보레 소셜의 팬이 되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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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INSTAGRAM

※ 2022년 1월 1일 이후 쉐보레 브랜드 차량을 계약한 고객분들께는 일반 부품에 대하여

3년 6만km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BOLT EUV, BOLT EV는 일반 부품 5년 10만km 보증이 제공됩니다.

※ 쉐보레는 전 차종에 대하여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을 5년 10만km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BOLT EUV, BOLT EV의 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해서는 8년 16만km 보증이 제공됩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는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계약차량
※ 본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 문의 또는 쉐보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hevrolet.co.kr)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쉐보레의 대고객 서비스 약속입니다.
쉐보레 플러스 케어 서비스는 쉐보레 브랜드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분들께 경제적인 비용으로 기존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증에 추가하여 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입니다.

상품에 따라 4년 8만km 또는 5년 10만km로 연장된 기간 동안 보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본 보증 연장 서비스는 쉐보레 특정 차량에 적용되며, 전기차, 렌터카, 특판(관납, 조달) 및 택시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 연장 조건은 차체 및 일반 부품에 한하며 엔진, 동력 전달 계통, 배터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기간은

제조사 기본 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종별 1회 및 누적 수리비 한도가 있습니다.

※ 보증 연장 서비스는 쉐보레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쉐보레 플러스 케어 전담 고객센터(☎1600-6562), 전시장, 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쉐보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쉐보레 오토카드만의 특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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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완성, 쉐보레 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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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용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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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