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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대표번호  080-500-5582

쌍용자동차는 SY 오토 캐피탈, KB 캐피탈 파트너스와 함께 합니다.

새롭게, 쌍용자동차 답게 

THE REAL IS BACK



THE REAL IS BACK.

ADVENTUROUS
TORRES.

토레스는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남부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절경이라 불리고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따왔으며, 유네스코의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대 낙원으로 꼽히며 경관이 수려하고 이국적인 비경을 지니고 있어 세계 모험가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 (Torres del Paine)

토레스 델 파이네, 
탐험가들의 로망. 선택받은 모험의 땅.

그리고, 쌍용자동차 토레스의 영감이 시작된 곳
낯선 풍경. 새로운 이야기. 잊지 못할 경험.

이것은 모험이 줄 수 있는 가치이자,
모두가 토레스를 기다려온 이유.

아이언 메탈 ADE



아웃터 렌즈 클린 타입 Full LED 헤드램프 /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와 DRL의 입체감으로 강렬한 인상은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플래그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 

(LED 턴시그널 램프, 오토폴딩, 열선, 전동조절)

“POWERED BY TOUGHNESS”

토레스는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비전이자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

의 시작입니다. 토레스는 기존의 SUV들과는 차별화된, 쌍용의 헤리티지가 담긴  

정통 SUV 감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동시에 현대화된 레트로 감성의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것입니다.

첫인상부터 느껴지는
정통 SUV의 강인한 헤리티지

볼드 한 라인과 풍부한 볼륨감의

진취적이면서도 디테일한 연결.

이것이 바로 토레스의 디자인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입니다.

정통 SUV의 정체성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당신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이언 메탈 ADE



우리들의 떠날 준비는 지금부터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아웃도어 SUV로써의 매력과 구급상자, 구난장비, 젖은 물건 등 
다양한 아이템 수납 가능합니다.

그랜드 화이트 WAA



핵사곤 타입 리어 가니쉬 / 리어 도어 랫치

프론트 이미지와 연동해 입체감을 증폭시킨 리어 가니쉬와, 
측면에 자리 잡은 리어 도어 랫치는 토레스의 SUV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합니다.

오리지널리티는 
이렇게 완성된다

입체감을 증폭시킨 핵사곤 타입의 리어 가니쉬는

강인한 볼륨으로 정통 SUV의 톤앤매너를 새롭게 완성시킵니다.

또한, 각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각진 리어 램프가 양쪽 사이드를 시각적으로 잡아주어
안정감 있는 리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포레스트 그린 GAO



정통 SUV답게, 아웃도어에서도 

토레스의 존재감은 돋보이죠.

특히, 토레스의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즐기든 

가장 스타일리시한 익스테리어를 

완성시켜 드릴 것입니다.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C필러 / 루프 / 스포일러에 블랙 컬러(LAE)가 적용되며,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는 1톤 시 실버, 2톤 시 블랙 컬러가 장착됩니다.

그랜드 화이트 WAA (2Tone)

아이언 메탈 ADE (2Tone)

포레스트 그린 GAO (2Tone)



문을 여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Slim & Wide 프리미엄 인터페이스

앰비언트 라이트

32가지의 컬러로 세팅할 수 있는 소프트한 라이팅은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야간에는 조명 밝기가 자동 조절되어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브라운 인테리어



가장 앞선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공간
무선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연결 / USB 음악 재생 / 장치 내 파일 저장
(4G) / 라디오 주파수 즐겨찾기 기능을 동급 최대 대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콘은 음성인식 제어, 홈 IoT(카투 홈), 모바일 원격제어,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쌍용자동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입니다.

대화면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1. 음성인식 제어  2. 홈 IoT(카투홈)  3. 모바일 원격제어  4.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  3분할 와이드 디지털 클러스터  

차량 모드, 주행상태, 주행기록 등 다양한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동급 최대 크기의 클러스터입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웰컴 메시지 & 사운드 차량점검 후 결과표출 ICE 경고창

차량 실내의 모든 스위치를 통합하고 풀 터치 방식으로 변환해, 마치 태블릿 PC를 
사용하듯 스마트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8인치 버튼리스 통합 컨트롤 패널

주요 통합 기능 : 공조장치 / 시트 통풍 열선 / 헤드램프 레벨링 / ISG 온 오프 / 
전방 감지센서 / 통합 주행모드 / 오토홀드 / 스티어링 휠 열선 / 스마트 테일게이트 / 
윈도우 열선 / 디프로스트 설정

브라운 인테리어



공간의 컬러가 다양해지는만큼
모험의 컬러도 새로워지니까

정통 SUV의 공간은 곧 모험의 공간이기에

공간의 컨셉에 따라 모험의 컨셉도 새로워지기에

토레스의 인테리어는 그 어떤 SUV보다 

다양하고 스타일리시한 컬러들로 채워집니다.

당신에 취향에 꼭 맞춘, 혹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하는

토레스와 함께 남다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카키 인테리어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

1열 & 2열 히팅시트 운전석 & 동승석 통풍시트

운전석 8way 파워시트 & 2way 럼버서포트

2열 리클라이닝(32.5�)



모험의 영역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 

동급 최고인 최대 1,662ℓ의 러기지룸은

기존 중형 SUV 수준의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트레이 밑에 숨겨진 럭키 스페이스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죠.

이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험의 영역을 더 넓혀 보세요.

당신의 또 다른 라이프 플랫폼이 되어 줄 토레스와 함께.

1,662ℓ중형 SUV 수준의 
1,662ℓ 대용량 적재 공간

(2열 폴딩 시)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

전체 언폴딩

703ℓ

2열 60% 폴딩

1,320ℓ

2열 40% 폴딩

1,181ℓ

그랜드 화이트 WAA



드라이빙 테크놀로지의 정점

긴급 제동 보조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자동으로 제동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후측방 경고 BSW (Blind Spot-Detection Warning)
후측방 충돌 보조 BSA (Blind Spot-Detection Assist)

차로를 변경할 때 후측방에 위치한 상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고, 편제동 제어를 통해 
원래의 차선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접근 경고 RCTW (Rear Cross Traffic Warning)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RCTA (Rear Cross Traffic-Collision Assist)

주차 중이거나 후진 주행 시 센서가 차량에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고, 긴급 제동하는 
기능입니다.

안전 하차 경고 SEW (Safety Exit Warning)

주차 후 하차할 때 후측방으로 차량이 접근할 경우 경고 표시/
경고음을 탑승객에게 알려줍니다.

차선 변경 경고 LCW (Lane Change Warning)

후방에 70m 이내로 접근하는 추월 차량을 감지하고 1차
(고속 추월 차량 존재 시), 2차(1차 경고 중 방향 지시등 
조작 시)로 경고해 줍니다.

차선 이탈 경고 LDW (Lane Departure Warning)
차선 유지 보조 LKA (Lane Keeping Assist)

전방 카메라가 주행 중 차선 이탈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고,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여 차로 이탈을 방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안전거리 경고 SDW (Safety Distance Warning)

주행 중 운전 차량 속도 대비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시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기능입니다. 
(안전거리 기준은 운전 차량 속도에 따라 유동적)

스마트 하이빔 SHB (Smart High Beam)

앞 차량의 리어 콤비 램프 및 맞은편 차량의 헤드램프, 주변 
밝기 상태를 감지하여 상황에 적합하게 상향 또는 하향등으로 
자동 전환해 줍니다.

앞차 출발 알림 경고 FVSW (Front Vehicle Start Warning)

정차 중 앞차 출발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경고 표시/
경고음으로 전방 차량 출발을 알려줍니다.

안전 속도 제어 SSA(Safety Speed Assist)

고속도로 주행 시 내비게이션 정보(고정식/이동식/구간 단속
정보)와 차선 중심 추종 제어(횡방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보조해 줍니다.

부주의 운전 경고 DAW (Driver Attention Warning)

차량 주행 패턴과 전방 카메라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운전자가 부주의하다고 판단되면 주의 운전 레벨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어떤 도로환경에서도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IACC (Intelligent Adaptive Cruise Control)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가속/

감속/정차/출발) 하고,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을 통해 차선을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시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 속도를 조절해 운전이 더 편해지는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 IACC 이용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방주시 및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언 메탈 ADE



어떤 길이든, 어떤 날씨든 든든하게 

정통 SUV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선사하는 것.

그래서 토레스는 동급 최다 8에어백, 동급 최고 수준의 

고장력 강판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지켜드립니다.

또한 거친 환경과 돌발 상황에서도 지능적인 대처로

당신의 모험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스마트 AWD 시스템

도로 상태나 제동 상황에 따른 구동력 자동 제어로, 탁월한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차량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 토크를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구현합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78% 고장력 강판 

최고 수준의 고장력 강판 비율 적용과 HPF(Hot Press Foaming) 공법 적용으로 차체 강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중 충돌방지 시스템 (Multi Collision Brake)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차량 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 긴급 
제동을 통해 2차 사고 및 다중 충돌 위험을 줄여줍니다.

8 Airbag

❶ 운전석 에어백 ❷ 운전석 무릎 에어백 ❸ 동승석 에어백 

❹❺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좌/우) ❻❼ 커튼 에어백(좌/우) 

❽ 파사이드 에어백

파사이드 에어백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

긴급 상황에 대비, 벨트 커터/원도우 크랙커/비상등 용도로 
사용 가능한 키트입니다. (전 트림 기본 제공)

❶
❸

❷

❻❼

❹❺

❽

그랜드 화이트 WAA



가솔린 1.5 T-GDI 엔진

글로벌 트렌드인 고성능 다운사이징 엔진이 저속 구간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해, 일상생활에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Maximum power

ps/5,000~5,500rpm170
Maximum torque

kg•m/1,500~4,000rpm  28.6
AISIN 6단 자동변속기  

세계적인 명차들이 선택한 최신 3세대 아이신 6단 미션은 
뛰어난 변속 성능으로 경쾌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ISG 시스템 (공회전 제한 장치)

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켜 
공회전을 방지하고 연비 향상을 도와줍니다.

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저공해 3종

* 일부 지자체 시설 및 주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영주차장 

최대 6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최대 80% 할인
공항주차장 

최대 50% 할인

토레스 가솔린은 초저공해 인증받아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 가능

거칠것 없는 퍼포먼스
망설임 없는 드라이빙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NORMAL/SPORT/WINTER)로 운전자의 
성향에 맞는 주행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언 메탈 ADE



EQUIPMENT

후드 가니쉬

세이프티 선루프 

샤크 안테나

타이어 리페어 킷

C필러 가니쉬 (1Tone 실버 / 2Tone 블랙)

와이드 하이마운티드 스탑램프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 리어 범퍼

스티어링 휠 (열선 / 틸트 / 텔레스코픽)

웰 밸런스드 안개등

후방 카메라

견인고리 커버

패들 쉬프트

오버헤드 콘솔 

1열 & 2열 USB 포트

애프터 블로우 (에어컨 자동 건조 / 전트림 기본 적용)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포함)

대용량 도어 맵 포켓 

2열 에어밴트

2열 롤러 블라인드

휴대폰 무선충전기

프론트 사이드 보관함

러기지 룸램프

스마트 테일게이트

오토 클로징 시스템



INTERIOR COLORCUSTOMIZING

* 천연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 포함

당신의 어드벤처를 커스터마이징하라

에어매트

빌트인 공기청정기사이드 스텝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1Tone 실버 / 2Tone 블랙)

스포츠 페달 루프 크로스바

테일게이트 LED 램프

루프 플랫캐리어

블랙박스

블랙 인테리어 (헤드라이닝 : 블랙 / IP 대쉬보드 & 도어트림 : 블랙) 인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천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 (헤드라이닝 : 그레이 / IP 대쉬보드 & 도어트림 : 블랙) 인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천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브라운 인테리어 (헤드라이닝 : 블랙 / IP 대쉬보드 & 도어트림 : 브라운) 매쉬 인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천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카키 인테리어 (헤드라이닝 : 블랙 / IP 대쉬보드 & 도어트림 : 카키) 매쉬 인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천연 가죽시트 / 크래시패드 패턴 그레인



SPECIFICATIONS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차량 컬러는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의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이미지는 토레스에 따른 차종별 사양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대리점에 확인 바랍니다. 

•주의사항 : 안전운전을 위하여 출고 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토레스

전장(mm) 4,700

전폭(mm) 1,890

전고(mm) 1,720

윤거 전(mm) 1,610

윤거 후(mm) 1,630

오버행 전(mm) 800

오버행 후(mm) 1,055

축간거리(mm) 2,680

엔진형식 1.5 터보 가솔린

구분 토레스

배기량(cc) 1,497

최고출력(ps/rpm) 170 / 5,000 ~ 5,500

최대토크(kgㆍm/rpm) 28.6 / 1,500 ~ 4,000

제동장치 전륜 · 후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현가장치 전 맥퍼슨 스트럿

현가장치 후 독립현가 멀티링크

구동방식 2WD / 4WD

변속기 6단 자동변속기

연료 및 탱크 용량(ℓ) 가솔린 / 50 리터

제원

정부공인 표준연비

모델명 배기량(cc) 공차중량(kg) 변속기 등급 CO2 도심주행(km/ℓ) 고속도로(km/ℓ) 복합연비(km/ℓ)

토레스
(저공해 3종)

2WD 1,497 1,520 자동 6단 4 149 10.2 12.5 11.2

4WD 1,497 1,610 자동 6단 4 164 9.3 11.4 10.2

•위 연비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

윤거 전 1,610

전폭 1,890

단위 : mm
축간거리 2,680오버행 전 800 오버행 후 1,055

전장 4,700

전
고

 1,720

윤거 후 1,630

인포콘(INFOCONN)은 모바일 원격제어, 음성인식 제어, 홈 IoT 제어 및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쌍용자동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하고 스마트한 자동차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도로 위의 모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
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길안내 해주는 서비스

실시간 길안내

음원 서비스, 팟캐스트, 날씨, 지식검색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시동 및 공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원격 제어

에어백 전개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인포콘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응급 서비스

안전보안 차량관리

소모품 교체 시기 혹은 차량 이상 발생 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정비를 받을 수 있도
록 안내하는 서비스

* 안전제일 서비스는 10년, 올인원 서비스는 2년간 무료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객 선택에 따라 서비스  * 프리미엄 서비스 :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서비스 업체별 개별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방법 및 할인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  * 현대해상 외 타 보험사는 현재 해당 할인 서비스가 제휴 안됨  * UBI : 일정 거리 주행 후 주행 패턴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 확인 가능
* 문의 : INFOCONN 인포콘 상담 센터 : 1522-887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infoconn.smotor.com

서비스명 서비스 월 사용료 (VAT 포함) 신차 고객 서비스

안전제일 서비스 에어백 전개 알림 2,200원/월 무료(10년)

올인원 서비스
긴급전화, 차량 도난 추적, 차량 도난 경보 알림, 원격시동, 원격 공조제어, 원격 문열림/잠김, 원격 경적/비상등 제어, 
주차위치 찾기, 목적지 전송, 내차 상태확인, 월간 차량 리포트, 차량진단, 소모품 교체 알림, 커넥티드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홈 IoT, 지식 검색, 날씨
11,000원/월 무료(2년)

프리미엄 서비스 지니뮤직, 팟캐스트, 기타 스트리밍 컨텐츠 8,800원/월 유료(선택)

INFOCONN 서비스 상품 안내

보험 가입 인포콘 가입 개통
모바일 앱 내 가입확인서 캡쳐

가입확인 통보 보험료 할인
인포콘 가입 시 자동차 보험

신차 구매

1단계

보험 할인 혜택 부여 방법

EXTERIOR COLOR

스페이스 블랙 LAK포레스트 그린 GAO 체리 레드 RAV아이언 메탈 ADE 플래티넘 그레이 ADA 댄디 블루 BAS

18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타이어 : 235/55R18)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 225/60R17)

20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타이어 : 245/45R20)

WHEEL & TIRE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현대해상 보험 제휴 할인

인포콘 가입 

7% 할인

주행 안전장치 장착 시 

6% 할인

UBI
(Usage Based Insurance)

9% 할인

그랜드 화이트 WAA

1 TONE

2 TONE

C필러/루프/스포일러 
블랙(LAE)

* 2Tone 선택 시 세이프티 선루프 선택 불가



1 TONE 2 TONE

* 1Tone : 루프 / 스포일러 : 바디 컬러, C필러 : 실버 컬러   * 2Tone : 루프 / 스포일러 / C필러 : 블랙 컬러(LAE)  * 2Tone 선택 시 세이프티 선루프 선택 불가

체리 레드
RAV

댄디 블루 
BAS

(1Tone Only)

스페이스 블랙
LAK

(1Tone Only)

1 TONE 2 TONE

그랜드 화이트 
WAA

아이언 메탈 
ADE

플래티넘 그레이
ADA

포레스트 그린
G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