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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
DENALI



BE THE ONE, SIERRA



SIERRA DENALI: 
THE MOST ADVANCED
AND LUXURIOUS PICKUP IN ITS CLASS



5세대의 진화를 거쳐 완성된 드날리는 퍼스트 클래스 력셔리의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능이 집약된 시에라의 최상위 트림입니다. 드날리는 최고를 원하는 당신에게

압도적인 존재감과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하이엔드 픽업의 정수를 선사할 것입니다.  



UNPARALLED PRESENCE,
SIERRA DENALI-X EDITION

1  LED 블랙 GMC 엠블럼 (전), 블랙 GMC 엠블럼 (후)

3  테일게이트 스텝 라이팅

2  GMC 로고 프로젝션 퍼들 램프

4  머드가드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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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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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그니쳐 LED 주간주행등

4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 램프/

   태스크 라이트/운전석 ECM 기능/파워 폴드)  

2  크롬 프론트 토우 후크

5  6.2L V8 펜더 뱃지

3  GMC & 드날리 로고

6  22인치 폴리쉬드 투톤 알로이 휠



EXPLORE THE FIRST CLASS LUXURY INTERIOR 시에라 드날리는 퍼스트 클래스 력셔리의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능이 집약된 최상위 트림으로, 최고를 원하는

당신에게 압도적인 존재감과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하이엔드 픽업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드날리 로고가 새겨진 천공 천연 가죽 시트와 도어 실플레이트, 

도어 배지와 스티어링휠을 통해 드날리만의 프리미엄을 더했으며

실내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오픈 포어 우드 및 브러쉬드 알루미늄

가니쉬 소재 사용으로 럭셔리한 스타일을 완성하였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컬러 클러스터는 클래식, 고급, 디지털, 모던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며,

13.4인치 고해상도 컬러 터치스크린과 15인치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통해 최대 300퍼센트 향상된 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까지 적용되어

보다 편리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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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인치 디지털 컬러 클러스터

3  13.4인치 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

2  15인치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4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ECM 기능 포함)  



TAKE PREMIUM 
BEYOND THE BOUNDARY

1  오픈 포어 우드 

3  천공 천연 가죽 시트

2  드날리 로고 & 갈바노 크롬 가니쉬

4  천연 가죽 센터 콘솔

PREMIUM INTERI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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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WITHOUT COMPROMISE IP 어퍼 글러브 박스와 넓고 깊은 공간을 자랑하는

센터콘솔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맞춰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라는 5세대의 진화를 거쳐 더 넓고 안락한 실내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1열 레그룸은 1,131mm, 2열 레그룸은 

1,102m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2열 시트 뒤에 위치한 시트백 스토리지를 통해 가방과

같은 짐들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시트 하단에도

히든 스토리지가 있어 더욱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6.2L V8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의 강력한 심장에 10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압도적인 힘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자랑합니다. 

GO BEYOND THE LIMITS



6.2L DIRECT-INJECTION GASOLINE V8

CONFIDENCE IN PERFORMANCE

최고출력 426ps / 5,600rpm

최대토크 63.6kg.m / 4,100rpm

최대견인력 3,945kg / 최대수직하중 394.5kg

10단 자동변속기 (전자식 기어시프트, 패들 시프트)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 

Autotrac™ 액티브 4x4 시스템 (4WD)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

드라이브 모드

디퍼렌셜 잠금 장치



CARRY THE LOAD
풀사이즈 픽업의 여유로운 공간은 적재함에도 이어집니다. 1,781L 까지 적재 할 수 있는

베드 스페이스 공간은 국내 출시된 픽업 중에서 가장 광활하며 시에라만의 차별화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드날리 로고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가 적용되어 스크래치,부식 방지 등

뛰어난 내구성을 선사합니다. 

드날리 로고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

이지 리프트 어시스트 테일게이트

코너스텝 & 코너포켓그립

적재함 핸들

6 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 (이너 게이트 포함)

카고 램프 (리어 글라스 상단, 적재함 측면) 

고출력 400W 230V 파워아웃렛 (콘솔 & 적재함)

카고 타이다운



1  카고 램프

3  히치뷰 카메라 및 히치 라이트

2  테일게이트 스텝 라이팅

4  코너스텝

BED CONVI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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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ACETED,
MULTIFUNCTIONAL
INNOVATION



WORLD’S FIRST SIX-FUNCTION
GMC MULTIPRO TAILGATE

PRIMARY GATE
키팝 (Key Fob) 또는 차량 내 버튼으로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PRIMARY GATE LOAD STOP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EASY ACCESS
이너 게이트를 아래로 내려 물건을 적재할 때 적재함에

더 가까이 설 수 있습니다.

FULL-WIDTH STEP
이너 게이트를 아래로 내려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NER GATE LOAD STOP
2단에 적재된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INNER GATE WITH WORK SURFACE
2단 적재함과 동시에 유용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SIX FUNCTIONS THAT CHANGE EVERYTHING
GMC는 120년의 헤리티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베드 컨비니언스를 제공합니다. GM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인 6 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테일게이트로 총 6가지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접고 펼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 일반 전개 위치 | 적재함 전개 위치

3 포지션 멀티프로 파워 스텝은 편리한 탑승과 적재함에서의 작업이 모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승하차시 작동하는 전동 사이드 스텝의 한계를 뛰어 넘어 스텝 후측면 킥 스위치를 통해 적재함까지 이동하는 

기술로 GMC 시에라만의 차별화된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THREE POSITION MultiPro™ POWER STEP



고강성 풀 박스 프레임바디로 구성된 시에라의 최대 견인력은 

3,945kg으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합니다. 엔진과 변속기에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와 오일 쿨러를 적용하여 파워트레인

성능과 트레일러 기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 기술 적용으로 차원이 다른 트레일러링 수준을 

자랑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시에라의 트레일러링 시스템이 당신을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PULL IT ALL TOGETHER WITH
PROGRADE TRAILERING



CONFIDENCE IN SIGHT
시에라에 타는 순간 트레일러링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히치뷰 카메라 기능,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히치 라이트,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에 견인봉 감지 보상 기능까지

기본 제공되어 혼자서도 손쉽게 트레일러를 연결 할 수 있으며 주행 중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트레일러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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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02 베드뷰 & 히치 가이드

03 히치가이드 & 히치뷰       

04 리어 카메라 뷰

05 프론트 카메라 뷰

06 서라운드 뷰

07 프론트 탑-다운 뷰       

08 리어 탑-다운 뷰

09 프론트 사이드 뷰

 10 리어 사이드 뷰

AVAILABLE 
CAMERA 
VIEWS10

시에라는 한차원 진보된 360도 All-Around Camera System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와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총 10개의 카메라 뷰를 제공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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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DVANCED SAFETY AND 
DRIVER ASSISTANCE TECHNOLOGIES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4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외부를 버드뷰로 보여주며, 360도 모든 각도에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석시트 햅틱경고

자동차가 위험한 상황을 감지했을 때 경고음 대신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시스템인
햅틱 시트는 신호음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동승객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운전자에게는
효율적으로 위험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최첨단 안전시스템입니다.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간편한 조작만으로 룸미러와 비디오 스크린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통해 
최대 300퍼센트 향상된 후방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차량 전방의 보행자를 감지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를 보내고, 필요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 가능성을 낮추어 줍니다.

후방 보행자 경고시스템

후진으로 저속 주행 시 후방 카메라에 의해 후방의 보행자를 감지하여 경고를 해줍니다.

힐스타트 어시스트

경사로에 정차 후 재출발 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제동력을 유지하여 차량의 후방밀림을 예방하는 
HSA 기능을 적용함으로 초보운전자나 노약자, 여성운전자들도 오르막길 정차 후 출발 시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힐디센트 컨트롤

급경사의 도로를 저속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차량을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속을 감소시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전방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주행 중 전방의 차량과 충돌이 예상 될 경우 추가 제동력을 제공하여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IntellibeamⓇ (스마트 하이빔)

반대편 차선의 차량 불빛을 감지하여 상향등을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야간 주행 시
시인성 확보는 물론 안전성을 극대화 합니다. 

차선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시스템(트레일러존 감지)

아웃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로 확인 불가능한 사각지대 차량을 감지하여 경고하며,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이

빠르게 접근할 때 경고를 주어 안전한 차선 변경에 도움을 줍니다.

전방충돌 경고 및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운전자의 차량이 전방 차량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 클러스터에 표시등이 켜지고, HUD에 경고표시가
표출되며, 앞차와의 거리를 초 단위로 표시하여 사고 위험을 알려 줍니다. 

후측방 경고시스템

후진 시 후방 좌,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 경고해주는 시스템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 및
출차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주차 및 전/후진 시 전/후방 센서에 의해 접근하는 물체를 파악하고 경고하여 안전한 주차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량 출발 알림 기능과 함께 통행량이 많은
도심 주행 시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코너 주행 시 자동 감속/자동 가속기능을 통해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차량에 탑재된 센서로 차선을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 이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여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해 줍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선이 없는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직관적인 구성과 빠른

응답성으로 보다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Android Auto는 사용 기기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Auto 및 Google 어시스턴트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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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 열선 스티어링 휠

3  자동 통풍시트 (앞좌석)

2  자동 열선시트 (앞좌석)

4  열선시트 (뒷좌석)

CONVENIENCE

1 2

3 4

1  센터 콘솔

3  하단 스토리지 (2열)

2  IP 어퍼 글러브 박스

4  시트백 (2열)

SMART STORAGE DETAIL

2

3 4

1



프리미엄 BOSE® 사운드 (RichbassTM 우퍼/앰프/7스피커)는 실내 어느 좌석에서도 최상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1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 (탈착형 카펫 인서트 포함)  

3  도어 실플레이트

2  뒷좌석 에어 벤트

4  고출력 400W 230V 파워아웃렛 (콘솔 & 적재함)

CONVENIENCE

2

3 4

1



INCH 
POLISHED TWO TONE
ALLOY WHEEL22

젯 블랙 인테리어 젯 블랙 천공 천연 가죽 시트

브라운스톤 인테리어 브라운스톤 천공 천연 가죽 시트

아발론 화이트 펄 (G1W) 턱시도 블랙 (GBA) 퍼시픽 블루 (GA0) 볼케이노 레드 (GNT) 러쉬 그레이 (G6M)

22인치 폴리쉬드 투톤 알로이 휠

DESIGNED FOR DISTINCTION



구분 DENALI
전장 X 전폭 X 전고 (mm) 5,890 X 2,065 X 1,950

축  거 (mm) 3,745

윤거(전/후) (mm) 1,742 / 1,737

배기량 (cc) 6,162

최고출력 (ps/rpm) 426 / 5,600

최대토크 (kg.m/rpm) 63.6 / 4,100

공차중량 (kg) 2,575

연료탱크 (ℓ) 91

최대 연결하중 (kg) 3,945

카고볼륨 (ℓ) 1,781

복합연비 (km/ℓ) 6.9 (도심 6.0 / 고속도로 8.4)

등급 5등급

CO2 배출량 (g/km) 254

DEMENSIONS & ENGINES GMC SERVICE

2,065
1,737

2,065
1,742

1,
9
5
0

5,890
3,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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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세금	적용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증	연장	서비스는	전기차,	렌터카,	특판(관납,조달)	및	택시를	포함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차량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체	및	일반	부품에	한하며	엔진	/	동력	전달	계통	/	배터리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제외되며	차종별	1회	및	누적	수리비	한도가	있습니다.

※	플러스	케어	서비스	전담	고객센터	(1600-6562)

※ GMC 전 차종에 대해서는 일반 부품 3년 6만km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며,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에 한해 5년 10만km 보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는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GMC 컴플리트 케어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GMC의 대고객 서비스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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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C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시에라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로, 전용콜센터(080-800-3305)를 통해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

전문기사가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고, 차량 수리 후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계하는 서비스로 대상 고객께는 보증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

편리하게 정비상담 및 예약을 도와 드리고 정기점검 및 간단한 소모품 교환은 예약없이 방문해도 최우선 정비를 보증기간 내 (3년 6만Km)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환 패키지 서비스

보증기간 내 엔진오일(5회), 에어컨 필터(3회), 브레이크 오일(1회), 브레이크 패드 앞(1회), 와이퍼 블레이드(3회) 항목에 대해 무상으로 소모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GMC 플러스 케어 서비스는 GMC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분께 경제적인 비용으로 기존 GMC 컴플리트 케어에서 제공하는 기본보증에 추가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입니다. 상품에 따라 4년 8만Km 또는 5년 10만Km 까지 연장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PREMIUM CARE

l PLUS+ CARE



BE THE ONE
SIER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