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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 SAVOIR-FAIRE

FROM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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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VATING
카리스마틱 디자인

DS 7 크로스백은 DS 오토모빌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더불어 고급스러운 소재와 섬세한 마감 

처리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고유 감각을 더해 만들어진 차세대 SUV 모델입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된 

크롬 DS 윙스와 육각형 그릴은 헤드라이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매혹적이며 정교한 시선

우아하게 세공된 보석을 연상시키는 DS 액티브 LED 비전은 차량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때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차량의 잠금 장치 해제 시, LED 모듈이 180°로 회전하면서 보랏빛 조명*으로 

운전자를 맞이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고휘도 조명을 조절합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화려하고 독창적인 조명

DS 7 크로스백의 독창적인 시그니처 램프는 파충류의 비늘을 연상시키게 디자인되었으며, 

DS E-텐스 콘셉트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리어램프는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3D LED 기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4



OPÉRA
RIVOLI

BASTILLE
PERFORMANCE LINE

T H E   D I S T I N C T I V E   Q U A L I T Y   O F   F R E N C H   S A V O I R - F A I R E

세련되고 현대적인 DS 7 크로스백 인테리어는 모든 사람의 개인화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DS INSPIRATIONS 라고 부르는 4가지 종류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출시 인테리어는 일부 한정이며,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DS INSPIRATIONS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76



M O D E R N  P R E M I U M

PURE GT SPIRIT IN EVERY LITTLE DETAIL

RIVOLI

Grand Chic

PERFORMANCE LINE

So Chic

클루 드 파리 패턴 B.R.M R180 시계

백라이트 도어 핸들 아트 블랙 클라우디아 레더 실내 마감재

블랙 리어 램프 프레임 블랙 DS 윙스

크리스탈 컨트롤러블랙 바살트 알칸타라 시트

인테리어 공간

DS 7 크로스백의 1열에는 통풍* 및 마사지* 시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가 보다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뒷좌석은 23°에서 32°까지 전동식으로 조절 가능하며, 시트에 포함된 

고밀도 스펀지 소재가 뒷좌석 승객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의 유리는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방 유리가 후방 유리 위로 올라가면서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DS 7 크로스백은 이지 액세스 팩에 포함된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통해 범퍼 아래로 발을 살짝 움직

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트렁크 도어를 열 수 있어 양 손에 짐을 가득 든 상태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

전동 후방 시트 40/60 분할 접이식 후방 시트 등받이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포칼 일렉트라 하이파이 시스템
(FOCAL Electra® Hi-Fi System)

프랑스 하이엔드 프리미엄 오디오 제조업체인 FOCAL® (포칼)과 협업하여 
차량 오디오를 설계했습니다. FOCAL Electra® Hi-Fi System*은 세심하게 
배치된 14개의 스피커 및 서브우퍼로 구성되어,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ADVANCED

TECHNOLOGY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10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의 스마트 그래픽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을 활용하여 메뉴를 간편하게 조작하여, 운전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8인치 터치스크린은 직접 스크린에 터치하거나 크리스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다양한 편의 장치 및 

멀티미디어, 블루투스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미러 스크린 기능을 통해 차량 기록 관리,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3

8인치 터치 스크린



DS 센소리얼 드라이브

DS 7 크로스백은 DS 센소리얼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운전자의 성향이나 

운전 환경에 맞게 개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캐시미어/티타늄 중에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다이내믹 

설정, 조명의 강도, 음향 구성 등의 조화를 통해 보다 감각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DS 커넥티드 파일럿

자율주행 차량과 유사하게 주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서 차량이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DS 커넥티드 파일럿 기술을 통해 

고속도로 주행 뿐만 아니라 도로 정체 시에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4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량의 차선 이탈 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여 차량이 차선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며, 디지털 

계기판에 시스템 작동 내용을 표시합니다.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에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측면의 사이드 미러에 경고 

메시지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차량이 

위험한 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DS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스티어링 휠 상단에 부착된 적외선 카메라 및 윈드실드에 부착된 카메라가 

운전 상황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차량에 경고음이 울리고, 

중앙 스크린을 통해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주행 시 주의 분산 및 졸음 

운전의 상황을 감지하며, 이러한 상황이 감지되면 주야를 불문하고 차량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중앙 스크린에 경고 문구가 점멸합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차량이 약 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차량의 

충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거나 줄여줍니다. 윈드스크린에 장착된 카메라 및 

레이더를 통해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스템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시킵니다. 

360° 비전 카메라*

후진 기어 사용 시 차량 상황을 360°의 시야로 확인할 수 있어, 차량 주변 

환경의 장애물 및 기타 상황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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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운전자를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스템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T H E  D S  E X P E R I E N C E

당신에게 영감을 받아,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온리유 서비스는 DS 오토모빌만의 특별한 맞춤식 고객 경험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DS SERVICE CENTER :

080-700-0582

20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