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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가솔린)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단위:원]

공통품목

V1(M/T)

16,780,000
15,254,545 (1,525,455)

•엔진/성능 : 1.5ℓ 터보 가솔린 엔진, 6단 수동변속기
•외관 사양 : 16인치 알로이 휠, 205/65R16 타이어
•내장 사양 : 고급 직물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편의 사양 : 전자식 스피드센싱 파워 스티어링(EPS), 리모트 폴딩 키, 매뉴얼 에어컨, 
 소음차단 윈드쉴드 글래스
•안전 사양 : 6에어백(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커튼)
•멀티미디어 : MP3 고급 오디오, USB(i-pod) 단자  

V1(A/T)

18,380,000
16,709,091 (1,670,909)

▶ V1(M/T) 기본품목 외 
•엔진/성능 : AISIN 6단 자동변속기 + 부츠타입 기어노브, ISG 시스템 
•편의 사양 :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밸류업 패키지 750,000
•하이패스 패키지	 250,000

V3

20,500,000
18,636,364 (1,863,636)

▶ V1(A/T)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전/후방 안개등, LED 주간 주행등(DRL), 리어 스포일러, 패션 루프랙
•내장 사양 : 고급 인조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화장거울 조명, 2열 센터 암레스트,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1열 도어 커티쉬 램프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1열 히팅시트(운전석/동승석), 열선 스티어링 휠

•통풍시트 패키지(운전석 + 동승석)  400,000
•하이패스 패키지 250,000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300,000

V5

21,930,000
19,936,364 (1,993,636)

▶ V3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18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215/50R18 타이어,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안개등
•편의 사양 : ETCS + ECM 룸미러, 1열 통풍시트, LED 룸램프, LED 무드램프, SUS 도어스커프, 
 운전석 8way 파워시트, 운전석 4way 럼버서포트

•18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컷팅 휠  150,000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600,000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1,600,000

V7

23,550,000
21,409,091 (2,140,909)

▶ V5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
•내장 사양 : 최고급 블랙 천연 가죽시트
•편의 사양 :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전방 장애물 감지시스템, 2열 히팅시트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1,600,000
•시트 컬러 선택(버건디 투톤 or 소프트 그레이)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0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00,000   
4TRONIC(AWD)시스템 +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ISG 시스템 제외) 
* AISIN 6단 자동변속기 적용 시 선택가능  
 1,770,000
운전석 무릎 에어백  200,000

 공통 선택품목 (전트림 적용)

LED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슈퍼비젼 클러스터(6 color 조절기능 포함), 
2열 리클라이닝 시트, 후방 장애물 감지시스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후드 & 벨트라인 크롬 몰딩, 스포티 D-cut 스티어링 휠, 
1열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상해저감장치(CLT)

기 본 제 공
스 타 일  
& 주요사양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190,000

공통 커스터마이징 품목

I 엔진/성능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서스펜션,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I 외관 사양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LED 보조 제동등, 틴티드 윈드쉴드 글래스, 쉐이드 밴드, 윙로고

I 내장 사양 운전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2열 6:4 분할 풀플랫 폴딩시트, 2열 센터 헤드레스트, 오르간타입 가속페달, 선글라스 케이스, 센터 콘솔 암레스트,
 도어 암레스트 소프트 패드, Day & Night 룸미러, 실버 인사이드 도어핸들, 글로브박스 조명,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2단 러기지 보드

I 편의 사양 통합 주행모드,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2V 파워아울렛,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클러스터 조명조절장치(Dimmer), 배터리 세이버, 
 USB 충전기

I 멀티미디어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I 안전 사양 ESP(BAS, ARP, HSA, ESS),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타이어 리페어킷, ISO-FIX(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HDC(수동변속기 제외)

개별소비세 
30% 적용 인하 금액

딥 컨트롤 패키지Ⅰ        600,000
딥 컨트롤 패키지Ⅱ 850,000

공통 선택품목 (V3부터 적용)

택1 선택품목
세이프티 선루프 500,000
or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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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와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동시선택 불가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할인기능 없음  
* HD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
  (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

딥 컨트롤 패키지Ⅰ BSD(사각지대 감지시스템) + LCA(차선변경 경보시스템) + RCTA(후측방 경보시스템) + RCTAi(후측방 접근충돌방지 보조시스템) + 
EAF(탑승객 하차보조)

딥 컨트롤 패키지Ⅱ AEBS(긴급 제동보조 시스템) + LKAS(차선 유지보조 시스템) + HBA(스마트 하이빔) + FCWS(전방 추돌경보 시스템) + 
LDWS(차선 이탈경보 시스템) + DAA(부주의 운전경보) + SDA(안전거리 경보) + FVSA(앞차 출발알림)

편의사양
밸류업 패키지 가죽 스티어링 휠 + 열선 스티어링 휠 + 고급 인조가죽시트 + 1열 히팅시트 + 2열 암레스트 + 스마트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하이패스 패키지 ETCS + ECM 룸미러

스타일
사양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최고급 블랙 천연 가죽시트(버건디 투톤 or 소프트 그레이 선택 가능)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루프 + 아웃사이드 미러

프리미엄
멀티미디어

사양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와이파이 풀 미러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주파수 변경 + 음성 인식 + 
실시간 음원 저장 + 8인치 터치스크린 + 후방카메라 + AM/FM 라디오 + USB 단자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풀 미러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9인치 터치스크린 + 음성메모 + 화면 5:5 분할기능 + 
후방카메라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 인식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AM/FM 라디오 + TPEG + HD DMB

* 후드 & 리어 데칼은 리어 데칼과 중복 불가 * 일체형 루프박스와 루프 데칼은 세이프티 선루프와 동시 선택 불가  * 일체형 루프박스는 패션 루프랙 사양에서 선택 가능  * 각 데칼별로 루프컬러 / 바디컬러에 상관없이 선택 가능하며, 각 
  컬러사양에 맞도록 주의하여 선택 요망 * 투톤 익스테리어의 윙 스포일러 선택 시 루프컬러와 동일 컬러로 장착됨 * 윙 스포일러는 리어 스포일러 적용 사양에 한해 선택 가능 * 수동변속기 사양은 스포츠 페달 선택 불가 
* 다이내믹 사운드 튠업 : 콘체르토의 400W 급 Class-AB 외장앰프와 고출력 6스피커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블랙박스 : 전방 Full HD/후방 HD, 소니 센서, ADAS(차선이탈경보/앞차출발알림), 나이트 비전, 듀얼레코딩, 16GB 메모리(최대 128GB 지원) 
* 보증연장서비스는 보증기간을 3년/6만km에서 최대 5년/10만km로 연장하는 상품으로, 엔진오일SET 1회 무상교환을 제공합니다. (택시,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차량 및 상용차량은 제외됩니다.) 
* 상기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가솔린, 디젤 공통 적용 품목입니다.

CUSTOMIZING

DECAL

데칼(후드&리어) B-2  150,000데칼(후드&리어) B-1  150,000데칼(후드&리어) A  150,000 데칼(후드&리어) C-1  150,000 데칼(후드&리어) C-2  150,000

루프 데칼 C   200,000루프 데칼 B  200,000루프 데칼 A  200,000 루프 데칼 D   200,000 루프 데칼 E   200,000

뉴 스키드 플레이트 세트(전/후)  240,000 윙 스포일러  150,000

일체형 루프박스(블랙/ 화이트) 
750,000

사이드 실 세트(좌/우)  220,000

다이내믹 사운드 튠업  650,000 블랙박스  178,000

카본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140,000

스피닝 휠캡   60,000 스포츠 페달  28,000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 스커프  190,000

[단위:원]

화이트  80,000 레드  80,000그레이  80,000

도어 가니쉬  170,000휀더 가니쉬  60,000

리어 데칼 A(화이트)  60,000 리어 데칼 B(핑크)  60,000 리어 데칼 C(그레이)  60,000

보증연장 서비스 (일반 및 차체)

4년/8만km   280,000 5년/10만km   370,000

WHEEL LINER

빛나는 디지털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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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디젤)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품목 선택품목 [단위:원]

V1

20,550,000
18,681,818 (1,868,182)

•엔진/성능 : 1.6ℓ LET 친환경 디젤 엔진, AISIN 6단 자동변속기 + 부츠타입 기어노브, ISG 시스템
•외관 사양 : 16인치 알로이 휠, 205/65R16 타이어
•내장 사양 : 고급 직물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장치,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편의 사양 : 스마트키 시스템(오토 클로징), 전자식 스피드센싱 파워 스티어링(EPS), 
 매뉴얼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소음차단 윈드쉴드 글래스
•안전 사양 : 6에어백(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커튼)
•멀티미디어 : MP3 고급 오디오, USB(i-pod) 단자  

•밸류업 패키지 550,000
•하이패스 패키지	 250,000

V3

22,400,000
20,363,636 (2,036,364)

▶ V1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전/후방 안개등, LED 주간 주행등(DRL), 리어 스포일러, 패션 루프랙
•내장 사양 : 고급 인조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화장거울 조명, 2열 센터암레스트,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1열 도어 커티쉬 램프
•편의 사양 :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1열 히팅시트(운전석/동승석), 열선 스티어링 휠 •통풍시트 패키지 (운전석 + 동승석) 400,000

•하이패스 패키지	 250,000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300,000

V5

23,780,000
21,618,182 (2,161,818)

▶ V3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18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215/50R18 타이어,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안개등
•편의 사양 : ETCS + ECM 룸미러, 1열 통풍시트, LED 룸램프, LED 무드램프, SUS 도어스커프, 
 운전석 8way 파워시트, 운전석 4way 럼버서포트

•18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컷팅 휠  150,000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600,000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1,600,000

V7

25,350,000
23,045,455 (2,304,545)

▶ V5 기본품목 외 
•외관 사양 :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
•내장 사양 : 최고급 블랙 천연 가죽시트
•편의 사양 :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전방 장애물 감지시스템, 2열 히팅시트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1,600,000
•시트 컬러 선택(버건디 투톤 or 소프트 그레이) 

LED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슈퍼비젼 클러스터(6 color 조절기능 포함), 
2열 리클라이닝 시트, 후방 장애물 감지시스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후드 & 벨트라인 크롬 몰딩, 스포티 D-cut 스티어링 휠, 
1열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 상해저감장치(CLT)

기 본 제 공
스 타 일  
& 주요사양

I 엔진/성능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서스펜션,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I 외관 사양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포함), LED 보조 제동등, 틴티드 윈드쉴드 글래스, 쉐이드 밴드, 윙로고

I 내장 사양 운전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1열 시트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2열 6:4 분할 풀플랫 폴딩시트, 2열 센터 헤드레스트, 오르간타입 가속페달, 선글라스 케이스, 센터 콘솔 암레스트,
 도어 암레스트 소프트 패드, Day & Night 룸미러, 실버 인사이드 도어핸들, 글로브박스 조명,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2단 러기지 보드

I 편의 사양 통합 주행모드, 스피드센싱 오토도어록,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2V 파워아울렛,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클러스터 조명조절장치(Dimmer), 배터리 세이버, 
 USB 충전기

I 멀티미디어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I 안전 사양 ESP(BAS, ARP, HSA, ESS),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타이어 리페어킷, ISO-FIX(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HDC(수동변속기 제외)

공통품목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00,000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00,000   
4TRONIC(AWD)시스템 + 후륜 독립현가 
멀티링크 서스펜션(ISG 시스템 제외) 
 1,770,000
운전석 무릎 에어백  200,000

 공통 선택품목 (전트림 적용)

도어 스팟램프 + LED 도어스커프 190,000

공통 커스터마이징 품목

개별소비세 
30% 적용 인하 금액

딥 컨트롤 패키지Ⅰ        600,000
딥 컨트롤 패키지Ⅱ 850,000

공통 선택품목 (V3부터 적용)

택1 선택품목
세이프티 선루프 500,000
or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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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

EXTERIOR COLOR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버건디 투톤 인테리어(블랙 헤드라이닝) 소프트 그레이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블랙 인테리어(그레이 헤드라이닝)

*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와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동시선택 불가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포함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및 통행료 자동할인기능 없음  
* HD DMB는 320×240(표준화질) 및 1,280×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전파 수신 환경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DMB 방송 정책과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 송출 방식 변경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커스터마이징 품목은 취급설명서 내 커스터마이징 품목 보증서에 따라 보증 적용됩니다. * 룸미러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올바르게 삽입하여 이용하십시오 - 선불카드
  (ex 한국도로공사 등), 후불카드(신용카드사 발급 문의) * 전품목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

딥 컨트롤 패키지Ⅰ BSD(사각지대 감지시스템) + LCA(차선변경 경보시스템) + RCTA(후측방 경보시스템) + RCTAi(후측방 접근충돌방지 보조시스템) + 
EAF(탑승객 하차보조)

딥 컨트롤 패키지Ⅱ AEBS(긴급 제동보조 시스템) + LKAS(차선 유지보조 시스템) + HBA(스마트 하이빔) + FCWS(전방 추돌경보 시스템) + 
LDWS(차선 이탈경보 시스템) + DAA(부주의 운전경보) + SDA(안전거리 경보) + FVSA(앞차 출발알림)

편의사양
밸류업 패키지 가죽 스티어링 휠 + 열선 스티어링 휠 + 고급 인조가죽시트 + 1열 히팅시트 + 2열 암레스트 

하이패스 패키지 ETCS + ECM 룸미러

스타일
사양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최고급 블랙 천연 가죽시트(버건디 투톤 or 소프트 그레이 선택 가능)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루프 + 아웃사이드 미러

프리미엄
멀티미디어

사양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와이파이 풀 미러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라디오 자동주파수 변경 + 음성 인식 + 
실시간 음원 저장 + 8인치 터치스크린 + 후방카메라 + AM/FM 라디오 + USB 단자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풀 미러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전용) + 안드로이드 오토 + 애플 카플레이 + 9인치 터치스크린 + 음성메모 + 화면 5:5 분할기능 + 
후방카메라 + 라디오 주파수 자동변경 기능 + 음성 인식기능 + 실시간 라디오 음원저장 + AM/FM 라디오 + TPEG + HD DMB

*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V3트림 이상 적용 가능  *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 시 세이프티 선루프 적용 불가

2TONE EXTERIOR COLOR

* 블랙 루프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 컬러는 바디컬러가 적용되며, 화이트 루프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 컬러는 화이트가 적용됨  * 본 가격표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디컬러 
댄디 블루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_ 화이트

바디컬러 
체리 레드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_ 화이트

바디컬러 
스페이스 블랙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_ 화이트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그랜드 화이트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사일런트 실버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바디컬러/아웃사이드 미러 
플래티넘 그레이

루프/리어 스포일러  
블랙

바디컬러 
오렌지 팝

루프/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_ 화이트

플래티넘 그레이 ADA 스페이스 블랙 LAK그랜드 화이트 WAA 오렌지 팝 RAT 체리 레드 RAV사일런트 실버 SAI 댄디 블루 BAS

빛나는 디지털 인테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