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LESS VALUE. SM5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인정받는

유러피언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

편안한 승차감과 드라이빙에 담긴

SM5의 변함없는 품격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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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THE SM5
LIVE THE PLEASURE

중형 세단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숙성과 안락함,

SM5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2.0 CVTCⅡ엔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공동 투자하고 닛산이 개발한 최첨단 엔진으로 풍부한 출력과 
토크를 발휘하는 강하고도 부드러운 엔진입니다. 특히 중저속의 실용영역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도심 주행에 강하며, 경량화로 연비가 높습니다. 

2.0 가솔린

(복합연비 기준, 도심 : 10.4km/ℓ, 고속도로 : 12.6km/ℓ)

141ps

최고 출력 복합연비 최대 토크

11.3km/ℓ 19.8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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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XING SPACE
DESIGNED FOR COMFORT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세련된 인테리어,

인체공학적 설계로부터의 편안함은 SM5의 자부심입니다.

앞좌석 통풍시트

차량 실내 공기를 흡수하여

시트를 통해 순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쾌적한 느낌을

지속시켜 줍니다.

운전석/동승석 파워시트

운전석 뿐만 아니라

동승석에도 적용된 파워시트는 

SM5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 (운전석/동승석) 

탑승자의 자세, 안전벨트 착용 여부 및 충격강도를 센서로 감지한 뒤  
충격이 적을 때는 약하게, 충격이 강할 때는 강하게 에어백이 터지도록  
강도를 조절하여 충돌 및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에어백입니다.6 AIR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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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PROTECTION
AS THE 1ST PRIORITY

어떤 위험이 닥쳐도 운전자와 동승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SM5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안심이 됩니다.

60km

60km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크루즈 컨트롤/스피드 리미터  

주행 시 운전자가 설정한 주행 속도를 유지 및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으로 주행 편의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LED 방향지시등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사이드 뷰에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를 가미합니다.



10



11

SMART CONVENIENCE
THROUGH TECHNOLOGY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활은 몰라보게 편리해집니다.

SM5는 앞선 카 라이프의 즐거움을 제시합니다.

좌/우 독립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과 동승석에서 원하는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탑승자 누구나 원하는 쾌적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토 클로징 (Auto Closing) 

도어와 트렁크 리드가 닫힌 상태에서 스마트카드를 가지고 차량을 떠나  

감지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도어와 트렁크 리드가 잠기는 기능으로  

짐을 들고 있거나 아이를 동반했을 때 더욱 편리합니다.

1.5~2m
Auto Closing

하이패스 시스템 (ETCS) / 전자식 룸미러 (ECM)  

전자식 룸미러에 일체형으로 적용된 하이패스 시스템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고, 결제 내용 및 

관련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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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INE - UP 

2.0가솔린

최고급 가죽시트

메시 패턴 그레인

INTERIOR & 
EXTERIOR COLORS

울트라 실버 

Ultra Silver  

솔리드 화이트 

Solid White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  

EXTERIOR

메시 패턴 그레인  

INTERIOR

최고급 가죽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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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투톤 알로이 휠

215/50R 17 95V 타이어

DIMENSIONS & 
SPECIFICATIONS

1,
4
8
5

4,885

2,760

1,860

1,565

1,565

주요 제원

전장(mm) 전폭(mm) 전고(mm) 축거(mm) 윤거(전/후, mm)

4,885 1,860 1,485 2,760 1,565/1,565

서스펜션(전/후) 브레이크(전/후) 엔진형식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디스크 2.0 CVTCⅡ가솔린 141/6,000 19.8/4,800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가솔린 (17”) 복합연비 11.2km/ℓ(도심 : 10.3km/ℓ , 고속도로 : 12.5km/ℓ) CO2 배출량 151g/km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20kg 무단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에 관련된 설명에는 제한적 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19년 11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 1) 등급 젖은노면 제동력 등급

215/50R 17 95V 타이어 금호타이어 3 4

※ 회전저항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전저항1) : 단위 주행거리 당 소비되는 에너지(손실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이 좋습니다. 

※ 본 타이어 효율 등급표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에만 해당합니다. 출고 이후 장착한 타이어의 경우 사이즈가 같더라도 효율 등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Wheel &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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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재구매 가족 혜택 

르노삼성자동차 재구매 시 고객님과 가족께는  재구매 횟수(2대  ~ 10대 구매)에 따라 20 ~ 100 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족 :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고객과의 평생약속

르노삼성자동차 오토솔루션

■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명절 당일은 휴무)

긴급 출동 서비스 :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전화상담 : 080-300-3000 (수신자부담)  /  팩스상담 : 051-979-7449

우편상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르노 삼성자동차 엔젤센터 (우편번호 : 46758)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검색 (르노삼성자동차 또는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하기)

■  상담내용

구매상담 : 차량정보, 금융상품안내, 제세금안내 / 정비상담 : 정비예약, 자가정비요령, 기기사용법

긴급출동 : 긴급출동 서비스  /  기타 : 고객 불편 상담 및 제안 접수

인터넷안내 : http://www.renaultsamsungM.com/ac/index.jsp

평생견인 
보증기간, 견인거리 모두 상관없이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르노삼성 서비스 네트워크로 평생 무료 견인

안심견적
정확하고 부풀림 없는 투명한 일반정비 견적을 안내하고, 고객님의 사전동의 없이 정비 후 청구하는 수리비 발생 시에는

전체 수리비를 무상 처리

정비보증
르노삼성자동차가 보증하는 규격부품으로만 수리하며, 정비결과에 대해 1년 또는 2만 km 이내(선도래 우선적용) 무상보증

르노삼성멤버십은 르노삼성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님이 누리는 고객 및 차량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고객님의 즐거운 자동차 생활, 르노삼성자동차 멤버십이 함께합니다.

MY르노삼성 애플리케이션 
르노삼성자동차 오너를 위한 프리미엄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 지금 스토어에서 MY르노삼성을 다운 받으세요!

■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 오일필터와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  정기점검 서비스

차체, 섀시, 브레이크, 엔진 쿨런트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무상점검해 드립니다.

* 무상서비스 혜택 및 제공횟수와 기간은 차종별로 상이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s://post.naver.com/rsm2019

고객님을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지금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M.com)에서
자동차 구매의 놀라운 진화를 직접 경험하세요!

국내 최초 전차종 온라인 구매 시스템

Copyright © 2019 RENAUL T SAMSUNG MOTOR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