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H E  N E W  M A L I B U



당신의 이유 있는
자신감

성공을 향한 당신의 여정,
말리부와 함께라면 자신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독보적 파워에서
감각적 디자인까지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THE NEW MALIBU.



쉐보레 프론트 디자인 룩으로 완성된

듀얼 포트 크롬 그릴은 강인하면서도 시크한 

디자인을 완성

엣지있는 라인과 볼륨감 넘치는

LED 헤드램프로 탄생한 프론트 스타일

감각적인 LED 테일램프와 시인성 높은 

크리스탈 LED 제동등으로 세련됨을 강조

프리미엄 메탈릭 19" 알로이 휠 적용으로 

말리부만의 당당한 스타일과 다이내믹한 

주행을 구현

EXTERIOR DETAILS 듀얼 포트 크롬 그릴

디자인 LED 테일램프 / 크리스탈 LED 제동등

프리미엄 메탈릭 19"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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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보레 블랙 보타이 & 그릴 (블랙 크롬 서라운드) 

블랙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19인치 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블랙 레드라인 말리부 레터링

REDLINE EDITION

스타일의 완성은 시크한 블랙과 강렬한 레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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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한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와
8인치 디스플레이로 최상의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완성.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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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인 개방감으로 
주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파노라마 선루프.

INTERIOR DESIGN

크림 베이지 컬러 인테리어와 첨단 테크놀로지가 조화를 이룬 MODERN CLASSIC INTERIOR
탑승자 중심 인터페이스 디자인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 디자인과 쉐보레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8" 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스티어링 휠 내 버튼 등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조작이 한층 편리합니다.

슈퍼비전 컬러 클러스터 8"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차량정보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GenⅢ 6단 자동변속기 2.0 TURBO 엔진에 최적화되어 최상의 토크 전달 효율과 실크처럼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는 첨단 GenⅢ 6단 자동변속기 탑재로 탁월한 가속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엔진 세팅으로 보다 완벽해진 말리부

국내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고강성 맥퍼슨 스트럿 타입 전륜 서스펜션과 프리미엄 세단에 적용되는 독립형 멀티링크 타입 후륜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승차감이 뛰어나고

BOSCH사의 R-EPS 타입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하여 TURBO 엔진의 역동적인 주행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2.0 터보 엔진 프리미엄 2.0 터보 엔진은 최고 253ps 출력 및 36.0kg.m의 최대 토크로 캐딜락 CTS, ATS 및 북미 카마로에 적용된 프리미엄 엔진입니다.

2.0 Turbo

고성능/프리미엄 터보 엔진

최고 출력              최대 토크

253ps   36kg.m
E-Turbo

고효율/최첨단 라이트사이징 엔진

14.2 km/ℓ(복합연비/17인치 타이어 기준)

제3종 저공해차 인증

E-Turbo 엔진 GM의 차세대 전략적 터보 엔진으로 엔진 중량은 감소시키고 전기화를 포함한 기술혁신을 통해 연비 효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Electro-Hydraulic Brake System)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로 적용되는 최첨단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브레이크 부스터, ABS, ESC 기능이 포함된 통합 제동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계식 진공이 아닌 전자식 유압 펌프 사용으로 적은 힘으로도 즉각적으로 브레이크가 응답하여 운전자에 관계없이 확실한 제동이 가능합니다.

VT40 무단 변속기 GM에서 개발한 VT40은 새로운 Luk 체인 적용으로 기존 CVT를 개선한 저하중, 고효율의 무단변속기로서, 연비 및 토크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Stop & Start 버튼 (E-Turbo) 운전석 우측에 위치하여 운전환경에 따라 기능을 켜고 끄기 편리합니다.

PERFORMANCE E-TURBO



10AIRBAG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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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 동반석 에어백은 물론, 전후 4개의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운전석, 동반석 무릎 에어백 등 첨단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CHEVROLET SUPER SAFETY.

SAFETY

차량의 전후측방에 광학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등 

총 15개의 최첨단 세이프티 센서를 장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조해주는 

동급 최고 수준의 예방 안전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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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량과의 거리와 설정한 차량속도를 비교하여 차속을 자동으로 

유지하여 장거리 주행시 최적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발휘합니다.

2.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아웃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로 확인 불가능한 사각지대 차량을 감지하여

경고해줄 뿐 아니라 다른 차선으로 빠르게 접근할 때 경고를 주는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전한 차선 변경에 도움을 줍니다.

7.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차량 전방의 보행자를 감지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을때 경고를 보내고 

필요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 가능성을 낮추어 줍니다.

8.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공간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평행 및 직각 주차 상황에 맞게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보조합니다.

3.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가 시간으로 표시되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주행을 보조합니다.

4. 스마트 하이빔
반대편 차선의 차량 불빛을 감지하여 상향등을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야간 주행시 시인성 확보는 물론 안전성을 극대화 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구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 10 에어백
주행 중 발생하는 충돌 사고 시 운전석, 동반석, 사이드, 커튼, 무릎 등

총 10개의 에어백이 탑승객의 신체 상해를 최소화하여 줍니다.

5. 고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급 상황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 가능성을 낮추어 줍니다.

6.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City Braking System)
고속 뿐 아니라 시속 8km 이상의 저속 주행시에도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4. 스마트 하이빔

2.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8.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 9. 후측방 경고 시스템

10. 10 에어백
     

3.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1.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의 전 과정에서 운전자를 보조하는 

10개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10에어백 포함)

5. 고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6.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7.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9. 후측방 경고 시스템
후진시 후방 좌,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 경고해주는 

시스템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SMART SAFETY TECHNOLOGY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 상단에 적용된 동급 최고 해상도(1,280 X 768) 8인치 터치스크린 타입의 내비게이션은 탁월한 시인성과스마트 폰과 유사한 직관적 조작감의 신규 UI로 뛰어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온도 조절 마스터 컨트롤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터치스크린 타입의 온도조절 마스터로 차량 실내 온도를 손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이오나이저는 차량 내부 공기의 항균 및 탈취 작용을 하며 설정 메뉴을 통해 ON/OFF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호환성이 강화된 첨단 무선충전 시스템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종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세계적인 차량 오디오의 명가 BOSE의 9 스피커와 앰프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실내 어느좌석에서도 최상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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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LESS AND LIMITLESS EXCITEMENT.

CHEVROLET INFOTAINMENT SYSTEM

무선 폰 프로젝션으로 선이 없는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차량 탑승시 별도의 선 연결 없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와 연결되어

전화, 문자, 음악, 내비 등의 모든 기능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CONVENIENCE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와이드 크롬 듀얼 브라이트 머플러 팁

대용량 트렁크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등

운전석 & 동반석 3단 통풍시트

좌우 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통합 메모리 기능(운전석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뒷좌석 열선시트

톨게이트 자동결제 시스템

스마트 시동 버튼

열선내장 스티어링 휠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A타입 1개/C타입 1개) 및 AUX 단자

오토라이트 컨트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17인치 알로이 휠 19인치 메탈릭 알로이 휠 NEW 19인치 블랙 레드라인 알로이 휠

(레드라인 전용)

모던 블랙 (GB0)다크 나이트 그레이 (GUN)미드나잇 블루 (G5J)

스노우 화이트 펄 (GP5) 스위치블레이드 실버 (GAN) 첼시 브라운 (GNM) NEW 밀라노 레드 (G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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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미지는 시트 / 인테리어 색상 참조용이므로,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트림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T LT 스페셜

프리미엄 가죽 시트 (크림 베이지) 프리미엄 천공 가죽 시트 (블랙)

E-Turbo Premier & 프라임 세이프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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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T LT 스페셜

프리미엄 가죽 시트 (블랙)

E-Turbo Premier & 프라임 세이프티 / 

2.0T Premier 스페셜 

프리미엄 천공 가죽 시트 (크림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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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사양 및 제원은 발행월 기준이며 차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는 최상위모델,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하위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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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 E-TURBO 2.0 TURBO

구분 17" Tire 19" Tire 19" Tire

전장 X 전폭 X 전고 (mm) 4,935 X 1,855 X 1,465

축거 (mm) 2,830

윤거(전/후) (mm) 1,594 / 1,597

배기량 (cc) 1,341 1,341 1,998

최고출력 (ps/rpm) 156/5,600 156/5,600 253/5,300

최대토크 (kg.m/rpm) 24.1/1,500~4,000 24.1/1,500~4,000 36.0/2,000~5,000

공차중량 (kg) 1,400 1,415 1,470

연료탱크 (ℓ) 61.7 61.7 61.7

복합연비 (km/ℓ) 14.2 (도심 12.8/고속도로 16.2) 13.3 (도심 12.2/고속도로 14.9) 10.5 (도심 9.1/고속도로 13.0)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CO2 배출량 (g/km) 118 126 163

EXTERIOR COLORS

WHEELS

INTERIOR COLORS

DIMEN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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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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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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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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