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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오늘도 당신의 뒤를 따라갑니다

당신만을 위한 품격, 체어맨 W 카이저





XGi3600 / XGi3200  

종합적인 N.V.H 개선 및 최적의 튜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한 In-line Silky6 엔진입니다.

XGi3600 XGi3200

완벽한 드라이빙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주행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거침없는 파워와 과감한 돌파력을 적절히 발휘할 때  

진정한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체어맨 W 카이저에 탑재된

XGi3600 엔진의 폭발적인 파워와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 

더불어 국내 최초 전진 7단, 후진 2단의 자동 변속기가 빚어 

내는 정교한 변속감. 체어맨 W 카이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최상의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정확한 판단,

과감한 돌파,  

그 두 가지의 조율

7Speed Automatic 
Transmission



퀼팅 패턴

당신을 중심으로 여유롭고 아늑한 실내를 설계하였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최고급 시트, 파워시트 기능과 프리미엄 

콘솔, 헤드레스트 필로우 하나까지 세심하고 완벽하게 갖추었

습니다. 또한, 최고급 퀼팅 가죽 시트로 한번 더 휴식의 품격

까지 높였습니다. 오로지 당신, 그리고 당신을 위한 배려로만 

가득한 체어맨 W 카이저의 공간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완벽한 배려로

채워진 공간







퀼팅 가죽, 뉴 글로시 우드그레인 등의 소재가 자아내는 감성이 이미 체어맨 W를 통해 충분히 경험해온 고급감을 선사합니다. 

새로워진 체어맨 W 카이저가 결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래 머물지 않아도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진정한 휴식을 경험시켜드립니다.

몸과 마음에 새로운 휴식을 불어넣는 인테리어 



안전 
ESP 시스템을 통한 4바퀴 제어로 

차량 안전성 극대화

접지력 
상시 4륜 구동에 의한 충분한 접지력 확보로 

미끄럼 방지

주행성능 
노면 접지력 배분으로

주행성능 최적화

안정성 
최적의 전(40) : 후(60) 구동력 배분으로 

주행안정성 우수

AWD 트랜스퍼 
전·후륜 구동축 사이에 탑제된 AWD 트랜스퍼는 

전륜(40) : 후륜(60)의 구동력으로 배분된 최적의 4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IOP 
국내 최초로 적용된 IOP Front Axle은 구동계의 진동을 최소화하며 AWD 트랜스퍼와 함께

4WD의 성능을 향상시켜 최상의 정숙성과 주행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빙의 쾌감은 도로 위에 펼쳐질 다양한 변화들에 완벽 

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눈길 

이나 빗길 등의 미끄러운 도로, 또는 갑작스러운 급커브 등 어떤  

순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어맨 W 카이저의 Full 

Time Safety. 국내 최초 4륜구동 대형세단의 시대를 연 체어맨  

W 만의 상시 4륜구동 ‘4-TRONIC’입니다. 이제 최상의 안전

성능 위에서 완벽한 드라이빙을 만끽하십시오.

Full Time Safety,

한 순간을 달려도

완벽하게 안전해야 하기에...



국내 최다10Air-Bag

365일...

안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방 세이프티 카메라

저속 주행 시, 버튼 조작만으로 180도 어안 카메라가 모니터를 통해 전방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전방 세이프티 카메라는 갑작스런 위험을 사전 감지하고 대응 할 수 있어 편안한 주행과 주차를 도와

주는 안전시스템입니다. 

운전석 & 동반석 무릎 보호 에어백

충돌시 운전자와 동반자의 하체 및 

무릎의 부상을 최소화합니다.

운전석 & 동반석 스마트 에어백

운전석과 동반석에 스마트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충돌시 머리와 목의 

부상을 줄여줍니다.

진정한 안전은 단 한 순간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철저한 대비책을 갖춘 것은 물론, 순간의 위험에도 최상의 대안

을 갖춘 체어맨 W 카이저. 보다 안전한 주행과 주차를 위한 전방 세이프티 카메라

와 앞차와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드라이빙을 자동제어하는 액티브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국내 최다 10 Airbag system까지 모두 적용된 체어맨 W 카이저가 

365일 당신의 안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EAS)

노면상황, 운전자 특성에 따라 스스로 차체의 높이를 제어하여 차량의  

승차감은 물론, 주행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최첨단 서스펜션 시스템 

입니다.

타이어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TPMS)

4바퀴의 센서가 자동적으로 공기압 상태를 체크하여 모니터를 통해  

알려주는 TPMS, 차량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인 타이어에도 차원이  

다른 안전 테크놀로지입니다.

30 30

30 30

근거리 감지 센서
전방 60m까지 감지

장거리 감지 센서
전방 200m까지 감지

액티브 크루즈컨트롤 시스템(ACC)

세계 최초로 제 3세대 와이드 스캐닝 기술이 적용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Active Cruise Control), 장거리 

시야각 18도는 물론 근거리 시야각 56도까지 차량 전방을 감지하여 앞차와의 거리, 속도, 위치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하는 미래형 최첨단 안전기술입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뒷좌석 탑승자의 측면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좌,우 커튼에어백

차량 전복시 탑승자의 머리를 

충격으로 부터 보호해 줍니다.

운전석 & 동반석 사이드 에어백

운전자와 동반자의 측면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체어맨 W 카이저에는 마이바흐 등 세계적인 명차에만 적용

되는 하만카돈 7.1채널, 17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이 연출하는 리얼 사운드는  

가벼운 속삭임에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넘나들며 

당신의 감성을 일깨웁니다. 또한, 주행 정보 등의 다양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8인치 대형 모니터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안전한 주행까지 도와줍니다.

가슴을 메우는,

감성을 일깨우는,

리얼 사운드



    

DISCRETE LOGIC7 7.1채널 시스템

센터스피커, 트위터스피커, 어퍼스피커, 로워스피커, 서라운드스피커, 서브우퍼로 구성된 17개의 스피커는  

웅장한 스케일의 사운드를 연출하며 DISCRETE LOGIC 7.1채널 시스템은 모든 좌석에서 완벽한 음향을  

구현합니다. 

운전자 통합정보 시스템(DIS)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차량공조시스템, 각종 설정 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8인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운전자는 터치스크린과 후석 Haptic 컨트롤러, 음성명령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차량의 각 부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하만카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은 물론 200G HDD를 통한 동영상시스템 구현, 지상파 DMB 등이  

어우러진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주행 중에도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제공

합니다. 편리한 터치스크린은 물론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핸즈프리, 라디오와  

내비게이션 등을 음성으로 통제하는 음성인식 기능이 내장되어 운전에만 집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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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디테일이 불러오는 

커다란 감동

 가죽키 홀더   오토레벨링 HID 헤드램프   LED 아웃사이드미러 턴 시그널램프 & LED 퍼들램프   안개등   LED 리어 콤비램프  

 전동식 파워 트렁크, 트렁크 우산홀더 & 손잡이   히든타입 3점식 워셔노즐   발수유리(Water Repellent Glass)   이중 접합 차음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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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석 프리미엄 콘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전 도어)  

 전동식 파워도어 시스템  

 레인 & 스노우 센싱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뒷좌석 USB 충전기  

 전자식 액티브 헤드레스트  

 동반석 폴딩 시트  

 히팅 & 통풍시트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전자동 파킹 브레이크(EPB)  

 전동 조절식 페달(APS)  

 전동식 파워롤러 블라인드  

 도어스커프

12 1311



INTERIOR COLORS

LINE-UP

블랙 인테리어 

블랙 가죽시트

EXTERIOR COLORS

WHEELS

◀ 19인치 하이퍼실버 휠

19인치 스퍼터링 휠 ▶

CW600 CW700

헤드라이닝 스웨이드헤드라이닝 니트

뉴 글로시 우드그레인

마블 그레이 Marble Gray : ACM

클래식 블랙 Classic Black : LAE

파인 실버 Fine Silver : SAF



(   )값은 4-Tronic 차량임

전장(mm)

전폭(mm)

전고(mm)

윤거 전(mm)

윤거 후(mm)

축간거리(mm)

최저지상고(mm)

엔진형식

배기량(cc)

최고출력(ps/rpm)

최대토크(kg.m/rpm)

제동장치 전륜

            후륜

현가장치 전

            후

연료탱크 용량(ℓ)

구동방식

5,135

1,895

1,495

1,600

1,590

2,970

175(155)

IL6

3,199

225/6,600

30.2/4,600

V/DISC

V/DISC

멀티링크

멀티링크

83

2WD/AWD

CW600

















3,598

250/6,600

35.0/4,000









 



CW700

TECHNICAL DATA

DIMENSIONS

1,600mm

1,495m
m

2,970mm

5,135mm

1,590mm

1,895m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XGi 3200 가솔린 엔진 

Sedan 자동 7단 

: 복합 7.5㎞/ℓ [ 도심주행 6.6㎞/ℓ, 고속도로 9.1㎞/ℓ] I 배기량 : 3,199cc I 공차중량 :1,935kg I CO2 배출량 : 227g/km I 5등급

4-Tronic 자동 7단 

: 복합 7.0㎞/ℓ [ 도심주행 6.0㎞/ℓ, 고속도로 8.6㎞/ℓ] I 배기량 : 3,199cc I 공차중량 :2,035kg I CO2 배출량 : 246g/km I 5등급

XGi 3600 가솔린 엔진 

Sedan 자동 7단 

: 복합 7.5㎞/ℓ [ 도심주행 6.5㎞/ℓ, 고속도로 9.0㎞/ℓ] I 배기량 : 3,598cc I 공차중량 :1,990kg I CO2 배출량 : 228g/km I 5등급

4-Tronic 자동 7단 

: 복합 7.1㎞/ℓ [ 도심주행 6.1㎞/ℓ, 고속도로 8.7㎞/ℓ] I 배기량 : 3,598cc I 공차중량 :2,075kg I CO2 배출량 : 242g/km I 5등급

▶ 위 표준연비는 차량상태 및 운행조건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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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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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15만km 무상보증
국내 최장 Full Warranty 품질 보증 프로그램

일반차체 + 엔진구동

정상의 품격을 지키는 7년의 약속
* 본 행사는 [체어맨 W 최초구입자]에 한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