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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니저 공식 블로그
신속한 1 : 1 구매상담신청

http://blog.smotor.com

구입문의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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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조된 뉴클래식 스타일이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플래그십 브랜드인 체어맨의 정통 클래식 디자인을 

모던한 감각으로 새롭게 창조해낸 체어맨 H 뉴클래식. 

지금 중후한 매력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EXTERIOR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가 되는 당신이기에

당신의 움직임 그 어떤 순간이라도 세상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조화로운 명품으로 완성된 세단, 당신은 체어맨 H 뉴클래식입니다.

EXTERIOR



하만카돈 12 스피커

럭셔리 세단의 품격, 

오디오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마이바흐, 벤츠, BMW가 선택한 하만카돈 오디오로 더 높아진 가치, 체어맨 H

체어맨 H는 자동차가 아니라 달리는 오페라 극장입니다.

INTERIOR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INTERIOR



TECHNOLOGY

어떤 돌발상황에서도 당신의 안전부터 지키는 것, 
이것이 체어맨 H 뉴클래식의 임무입니다

충돌 예상시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하는 BAS, 후방 추돌을 방지하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 

만의 하나 사고 후의 상황까지도 대처한 발목 보호 브레이크 페달, 오토도어 언락 시스템 등 

최첨단 세이프티 시스템으로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최우선으로 지켜 드립니다.

BAS(Brake Assist System)

HSA(Hill Start Assist)

점프스타트 방지 시스템피라미드식 차체 구조 발목보호 브레이크 페달

속도감응형 파워스티어링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Emergency Stop Signal) 듀얼 &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

XGi3200/2800 엔진

가장 부드러운 진동을 구현하는 직렬6기통으로 내구성이 탁월하며, 
실린더블록 강성 보강 및 사일런트 체인 적용으로 정숙성을
실현하였습니다.

XGi3200  최고출력 222ps, 최대토크 31kg.m
XGi2800  최고출력 200ps, 최대토크 27kg.m

T-Tronic 5단 자동변속기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전자의 운전습관까지 파악하여 최적의 
변속시점을 찾아내는 전자식 5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하였으며 
수동변속이 가능한 T-Tronic 변속레버를 적용하였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카리스마,
직렬6기통 XGi의 파워



6_ 안개등

범퍼 일체형의 배광성이 뛰어난 안개등 적용 
으로 악천후와 불안정한 시계에서도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1_ 다기능 2열 센터 암레스트

뒷좌석 시트조절 등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2열 센터 암레스트는 대용량 사물함 
까지 갖춰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7_ 글래스 안테나/통합형 안테나

미관까지 배려한 디자인의 수신감도가 뛰어난 
글래스 안테나와 통합형 안테나를 적용했습
니다.

22_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자의 자세와 체형에 따른 시트 위치와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기억하는 메모리시스템 
으로 3가지 모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3_ ETCS(하이패스 시스템) & 
      ECM 룸미러

하이패스가 내장된 ECM 룸미러는 후방 차량 
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하여 운전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9_ 스마트키

스마트키와 연동한 버튼시동 시스템을 적용 
하여 럭셔리 세단이 갖추어야 할 편의성과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24_ 운전석 수납공간

대용량 맵 포켓, 콘솔 박스, 센터페시아 트레이, 핸드폰 트레이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공간의  
여유를 더합니다.

10_ 에코크루즈 시스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을 자동 제어 
하는 에코 크루즈 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시에  
더욱 유용합니다.

11_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리어글래스에 원터치 전동식 블라인드를 적용, 
직사광선으로부터 뒷좌석 승객을 보호하며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12_ 전동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오디오 리모콘 
체형 및 주행모드에 따라 스티어링휠을 자유
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스위치 조
작으로 주행중에도 편리하게 오디오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5_ 1열 2열 히팅시트/독립 히팅 스위치

1열은 물론 2열까지 각각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한 히팅시트는 겨울철 안락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13_ 인비저블 에어백

에어백이 전개되는 부분을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Invisible에어백으로 
감성만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4_ 도어스커프(램프형/스테인레스형)

대형세단의 품격을 더해주는 도어스커프는 
화이트조명이 적용된 램프형과 스테인레스형
의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26_ AVN시스템

7인치 와이드 LCD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15_ 앞좌석 통풍시트

블로우 타입의 통풍 시트 적용으로 착좌 부위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함을 향상시켰
습니다.

1_ 소음차단 글래스

주행중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소음차단 글래스  
적용으로 정숙성을 강화했습니다.

16_ USB & AUX SLOT

USB 메모리, 외부 음향기기를 연결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_ O/S도어핸들

스마트키 시스템이 적용된 고품격 그립타입의 
아웃사이드 핸들을 적용해 차별화된 편의성
을 제공합니다.

17_ 고급 오디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고급 오디오가 기본 
으로 제공되어 드라이빙의 즐거운 여유를 더해 
줍니다.

3_ LED 아웃사이드 미러 턴시그널 램프

기품 있는 디자인의 LED 턴시그널 램프 적용 
으로 안전성은 물론 디자인의 차별화를 도모
했습니다.

18_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ISO(국제표준화기구) 규격의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를 적용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4_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윈도우에 원터치 업/다운 기능을 적용 
하여 주행중 창문을 열고 닫는데 매우 편리 
합니다. 

19_ 뒷좌석 6:4 분할식 파워시트

6:4로 분할되어 있는 뒷좌석 시트에 슬라이딩 
기능을 적용하여 안락감 및 편의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5_ 열선 스티어링 휠

겨울에 따뜻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열선 스티어
링 휠 적용으로 운전의 편의성까지 향상시켰 
습니다.

20_ 세이프티 후방카메라

7인치 화면에 후방 상태가 선명하게 들어오며  
원근감을 살린 눈금표시로 편리하게 후진주차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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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 전/후방 장애물 감지시스템

전방 코너센서 2개와 후방센서 4개가 사각지대 
인지 후 거리에 따라 경고음을 울려주어 주차
시 충돌을 방지합니다.

EQUIPMENTS



블랙 인테리어

우드그레인 가죽시트

1,560 1,540

1,825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17인치 알루미늄 휠

INTERIOR COLOR WHEEL DIMENSION

클래식 블랙
Classic Black:LAE

그랜드화이트
Grand White:WAA

사파이어 블랙
Sapphire Black:LBC

다이아몬드 실버
Diamond Silver:SAK

티타늄 그레이
Titanium Gray :ACL

EXTERIOR COLOR

구 분 600S 500S

전장(mm)

전폭(mm)

전고(mm)

축간거리(mm)

최저 지상고(mm)

엔진형식

배기량(cc)

최고출력(ps/rpm)

최대토크(kg·m/rpm)

연료탱크 용량(ℓ)

연료

5,050

1,825

1,465

1,560

1,540

2,895

180

직렬6기통

3,199 

222 / 6,600

31.0 / 4,600

V/DISC

DISC

댐퍼스트럿

멀티링크(독립현가)

80

가솔린

←

←

←

←

←

←

←

←

2,799

200 / 6,600

27.0 / 4,600

←

←

←

←

←

←

윤 거
앞(mm)

뒤(mm)

제동장치
전륜

후륜

현가장치
전

후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위 연비등급은 개정된 단일 등급표시 규정에 따릅니다.

✽ 위 표준연비는 차량상태 및 운행조건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양들은 차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오니 구입시 가격표상의 가격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급출발, 급제동은 삼가하시고, 제품의 성능향상과

    수명연장을 위하여 순정부품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안전운전을 위하여 출고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00S 2.8L   자동5단 : 복합 8.4㎞/ℓ [ 도심주행 7.4㎞/ℓ, 고속도로 10.0㎞/ℓ] I 배기량 : 2,799cc I

                   공차중량 : 1,730kg I CO2 배출량 : 212g/Km I 5등급

600S 3.2L   자동5단 : 복합 8.5㎞/ℓ [ 도심주행 7.5㎞/ℓ, 고속도로 10.1㎞/ℓ] I 배기량 : 3,199cc I

                   공차중량 : 1,735kg I CO2 배출량 : 211g/Km I 5등급

TECHNICAL DATA

2,895

5,050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