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루프와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동시선택 불가  * 하이디럭스 패키지와 20인치 스퍼터링 휠, 스마트 테일게이트 / 카키 인테리어 패키지 /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 / 천연 가죽시트 패키지는 동시선택 불가

*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럴(IACC)에는 정차 및 재출발 기능,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안전속도 제어 기능(SSA), 선행 차량 추종제어(차선 대신 앞차를 인식하여 주행 및 제어)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삼성 정품 스마트폰 커버(LED VIEW COVER)는 원활한 충전을 위해 분리 후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 (아이폰 12 이후 출시모델 사용 불가)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 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 할인 기능 없음 

* 전품목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단위:원]선택품목

토레스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개별소비세 3.5% 기준]

T7

29,900,000
~

30,400,000

▶ T5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18인치 235/55R 타이어, LED 안개등

•내장 사양 : 솔라 컨트롤 글래스, 실내 무드램프, 2열 롤러블라인드, 러기지보드 & 와이드트레이,

1열 통풍시트, 운전석 8way 파워시트, 운전석 럼버서포트, 2열 열선시트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시스템(ETCS), ECM룸미러, 

1열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오토 업 & 다운)

•안전 사양 : 스마트 하이빔(HBA), 전방 감지센서

•커스터마이징 :  도어 스팟램프, LED 도어스커프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타이어
600,000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  300,000 
•카키 인테리어 패키지  300,000 
•스마트 테일게이트  600,000 
•하이디럭스 패키지 1,700,000
   (천연 가죽시트 색상 4가지 선택가능)

•천연 가죽시트 패키지 800,000

T5

26,900,000
~

27,400,000

•엔진/성능 : 친환경 GDI 터보 엔진, 엔진 어쿠스틱 커버, AISIN 3세대 6단 자동변속기, ISG 시스템(공회전 제한장치)

•외관 사양 : 17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225/60R 타이어, 아웃사이드 미러(LED 턴시그널 램프/오토폴딩/열선/전동조절),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핸들, LED DRL, LED 턴시그널,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리어 스포일러, 플라스틱 커버 리어 와이퍼, 하이그로시 A필러 익스테리어,
노이즈 윈드쉴드 글래스, 틴티드 도어 글래스, 전후방 스키드 플레이트, 패션 루프랙

•내장 사양 : 3분할 와이드 디지털 클러스터, 플로어 타입 엑셀 페달,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글로브 박스 램프, 
USB 포트 4개(1열 2개, 2열 2개), 고급 카매트, DAY & NIGHT ROOM 미러, 리어 에어벤트, 
가죽 변속기 노브,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LED 룸램프, 운전석 높이 조절 장치, 1열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시트벨트 높이 조절장치,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2열 6:4 분할 시트, 2열 시트 암레스트(WITH 컵홀더),  
ISO FIX, 고급 인조가죽시트, 1열 열선시트

•편의 사양 : 매뉴얼 틸팅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패들 쉬프트, 원터치 트리플 턴시그널 램프,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운전석 오토 다운 파워윈도우, 듀얼 레키스 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풀오토 에어컨, 8인치 버튼리스 통합 컨트롤 패널, 통합 드라이빙 모드, 애프터 블로우

•안전 사양 : ESP(ARP & HAS & ESS), 7에어백(전방, 사이드, 커튼, 파사이드), TPMS, 타이어 리페어킷, 
후방주차 보조 경고, 앞차 출발 경고(FVSW), 긴급 제동 보조(AEB), 전방 추돌 경고(FCW), 
차선 이탈 경고(LDW), 차선 유지 보조(LKA), 부주의 운전 경고(DAW), 안전 거리 경고(SDW), 
다중충돌방지 시스템, 전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로드리미터(2열 센터 제외),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

•멀티미디어 :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무선내비 업데이트), 스티어링 휠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블루투스, 
6스피커, 후방카메라

•밸류업 패키지 1,400,000 
•그레이시트 색상 변경 

전트림 공통 선택품목

4륜구동 시스템  2,000,000
세이프티 선루프   500,000
무릎 에어백   200,000
딥 컨트롤 패키지   1,000,000
사이드 스텝(커스터마이징)  450,000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커스터마이징)  

300,000
투톤 루프 익스테리어   400,000

딥 컨트롤 패키지 1,000,000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 후측방 경고(BSW) + 후측방 충돌 보조(BSA) +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
후측방 접근 경고(RCTW) + 차선 변경 경고(LCW) + 안전 하자 경고(SEW) + 휴대폰 무선 충전기

밸류업 패키지 1,400,000
오토라이트 컨트롤 + 우적감지 와이퍼 + 하이패스 시스템(ETCS) + ECM룸미러 + 스마트키 시스템 + 스마트 하이빔(HBA) + 
전방 감지센서 +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18인치 235/55R 타이어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 300,000 브라운 매쉬타입 인조 가죽시트 + 브라운 인테리어 적용

카키 인테리어 패키지 300,000 카키 매쉬타입 인조 가죽시트 + 카키 인테리어 적용

하이디럭스 패키지 1,700,000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 20인치 245/45R 타이어 + 고급 천연 가죽시트 + 동반석 파워시트 + 스마트 테일게이트 + 
천연 가죽시트 색상별 인테리어 적용 + 3D 매쉬매트

천연 가죽시트 패키지 800,000 고급 천연 가죽시트 + 동반석 파워시트 + 천연 가죽시트 색상별 인테리어 적용 + 3D 매쉬매트

[단위:원]



EXTERIOR COLOR

스페이스 블랙 LAK그랜드 화이트 WAA

2 TONE

1 TONE

포레스트 그린 GAO 체리 레드 RAV아이언 메탈 ADE 플래티넘 그레이 ADA 댄디 블루 BAS

루프 LAK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motor.com) 및 가까운 쌍용자동차 전시장에 문의 바랍니다. 

구입문의

202206

TORRES 사전계약 이벤트
토레스 아웃도어 컬렉션 증정(택 1) 

증정 대상 : 사전계약 후 8월 31일 이전 출고고객(개인/개인사업자에 한함)

선택1 

토레스 X 하이브로우 툴 캔버스
선택2 

토레스 써머 쿨링박스

X

CUSTOMIZING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1Tone시 실버 스토리지 박스, 2Tone시 블랙 스토리지 박스 적용)

INTERIOR COLOR

인테리어 컬러
컬러 시트

IP 대쉬보드 & 도어트림 헤드라이닝 인조 가죽 천연 가죽

블랙 인테리어 블랙 블랙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 블랙 그레이

카키 인테리어 카키 블랙

브라운 인테리어 브라운 블랙

* 천연 가죽시트에는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이 포함 

매쉬 타입 인조가죽

매쉬 타입 인조가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