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일블레이저 첫눈에 빠져드는 임팩트 
THE IMPACT SUV, TRAILBLAZER

적용 트림 제한된 기능 항목 사양 상세 공제액

Premier

시트 열선 및 통풍 기능 1열/2열 열선시트, 1열 통풍시트(컴포트 패키지 선택시) 60,000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30,000

주차보조 기능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60,000

ACTIV/RS

시트 열선 및 통풍 기능 1열/2열 열선시트, 1열 통풍시트 60,000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30,000

주차보조 기능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60,000

제3종 저공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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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출고 옵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단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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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천연 가죽 시트 : 부분적 인조가죽 &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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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자세한 기종 및 설명은 홈페이지 참조(www.chevrolet.co.kr/chevy/wireless-charging.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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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운영 : LT 에센셜 → 에센셜 슬림 패키지, Premier 셀렉티브 →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Ⅰ, ACTIV/RS 셀렉티브 →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 Ⅱ, 미드나잇 패키지 → 미드나잇 패키지 Ⅱ

** 에센셜 패키지, 에센셜 슬림 패키지 / 셀렉티브 패키지,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 동시 선택 불가

▶ 우선 출고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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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출고 옵션 선택 시, 제한된 기능 항목에 해당하는 상세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매 후 부품이 가용한 시점에 무상 장착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매 시 차량 판매 가격에서 제한된 기능 항목 별 금액이 공제됩니다.

차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LT

23,200,000
21,090,909(2,109,091)

22,780,000
20,709,091(2,0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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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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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실버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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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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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폴딩시트, 선바이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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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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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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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 룸미러,톨게이트 자동결재 시스템(ETCS)

● 멀티미디어 : 블루투스 오디오 & 핸즈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4 스피커, 1열 USB 포트

● 에센셜 패키지 : 1,180,000 (인하 전 : 1,200,000)

● 에센셜 슬림 패키지** : 790,000 (인하 전 : 800,000)

● 컴포트 패키지Ⅰ: 970,000 (인하 전 : 980,000)

Premier

25,050,000
22,772,727(2,277,273)

24,600,000
22,363,636(2,236,364)

LT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LED 테일램프, LED 포그램프, 17"머신드 알로이 휠,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프론트 & 리어), 실버 루프랙

● 편의 사양 : 풀오토 에어컨, 후방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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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AUX 단자, 6 스피커

● 셀렉티브 패키지Ⅰ: 1,080,000 (인하 전 : 1,100,000)

●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Ⅰ** : 690,000 (인하 전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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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

26,650,000
24,227,273(2,422,727)

26,170,000
23,790,909(2,379,091)

Premier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투톤 루프(제우스 브론즈/퓨어 화이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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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000 (인하 전 : 1,150,000)

●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Ⅱ** : 740,000 (인하 전 : 750,000)

● 프리미엄 패키지 : 1,280,000 (인하 전 : 1,300,000)

└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프리미엄 패키지 선택 시) : 500,000

RS

27,100,000
24,636,364(2,463,636)

26,610,000
24,190,909(2,419,091)

Premier 기본 사양 품목 및

● 외관 사양 : 투톤 루프(밀라노 레드/모던 블랙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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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000 (인하 전 : 1,150,000)

●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Ⅱ** : 740,000 (인하 전 : 750,000)

● 프리미엄 패키지 : 1,280,000 (인하 전 : 1,300,000)

└ Bose® 프리미엄 7 스피커

(프리미엄 패키지 선택 시) : 500,000

● 미드나잇 패키지Ⅰ: 1,130,000 (셀렉티브 패키지Ⅱ 포함)

(인하 전 : 1,150,000)

● 미드나잇 패키지Ⅱ: 740,000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Ⅱ **포함)

(인하 전 :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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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출고 옵션 (상세 하단 참조)***

 - 시트 열선 및 통풍 기능 미작동 : -60,000

 -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미작동 : -30,000

 - 주차보조 기능 미작동 : -60,000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개소세 인하 후



TRAILBLAZER

LT/PREMIER EXTERIOR COLORS

ACTIV EXTERIOR COLORS RS EXTERIOR COLORS

E-TU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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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틴 스틸 그레이 (GYM) 모던 블랙 (G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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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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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에센셜 패키지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8"컬러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AUX 단자, 6 스피커,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에센셜 슬림 패키지**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8"컬러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 듀얼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AUX 단자, 6 스피커

컴포트 패키지Ⅰ 천공 천연가죽 시트, 운전석 8 way 전동시트, 운전석 파워 요추 받침, 1열 통풍시트, 풀오토 에어컨

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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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Ⅰ** LED 헤드램프,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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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렉티브 슬림 패키지 Ⅱ** LED 헤드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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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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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품목 상세

제우스 브론즈 (G7G)

ACTIV ROOF
(퓨어 화이트/제우스 브론즈)

ACTIV COLOR COMBINATION

새틴 스틸 그레이모던 블랙 모나코 블루 제우스 브론즈 모던 블랙 스노우 화이트 펄

RS ROOF
(모던 블랙/밀라노 레드)

이비자 블루 (GHC)

스노우 화이트 펄 새틴 스틸 그레이 밀라노 레드 이비자 블루 모던 블랙 새틴 스틸 그레이 RS 미드나잇

RS COLOR COMBINATION



INTERIOR COLORS

WHEELS

젯 블랙 & 빅토리아 헤링본 포인트 인테리어(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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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 Premier)

17인치 실버 알로이 휠

(LT 전용)
18인치 RS 머신드 알로이 휠

(RS 전용) 

18인치 하이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RS 미드나잇 전용) 

17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

(Premier 전용)

NEW 18인치 ACTIV 머신드 알로이 휠

(ACTIV 전용)

트레일블레이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