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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득 메운 수많은 자동차. 그 가운데 우아하고 당당한 디자인으로
소리 없이 눈길을 사로잡는 SUV가 있습니다.

강렬한 그릴 디자인과 존재감을 높여주는 LED 라이트 시스템, 
감각적인 디테일의 인테리어로 모던 프리미엄을 완성한 QM6.

SUV에 기대하는 모든 것에 SUV를 뛰어넘는 가치를 더한 QM6는  
당신의 고민에 정답을 제시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중형 SUV의 정석, Q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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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디테일이 스타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QM6는 섬세한 디테일과 완벽한 비율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디자인된 메시 타입 
프론트 그릴은 크롬으로 마감된 역동적인 퀀텀 윙과 함께 QM6만의 우아하고 당당한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비상을 위한 큰 날개를 상징하는 퀀텀 윙은 LED PURE VISION 헤드램프로 이어져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표현합니다.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으로 설계된 범퍼 하단의 데코는 하이 글로시 블랙으로 마감되어 
역동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LED PURE VISION 헤드램프에는 르노코리아자동차 특유의 
디자인 DNA가 반영된 LED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어 어디서든 한눈에 QM6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terior design

1. LED PURE VISION 헤드램프
 LED PURE VISION 헤드램프는 선명하고 일정한 밝기를  
 통해 향상된 전방 시인성을 제공하여 야간 주행 시의  
 안전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2. 다이내믹 턴 시그널
 Full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통합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선을 그리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방향을 바꿀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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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메모리 기능
메모리 시트 기능은 운전자에게 가장 편안한 운전 자세를 설정하여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저장합니다. 번거로움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저장해 둔 시트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운전석 마사지 기능
운전석 마사지 기능으로 운전자의 컨디션에 맞게 마사지 방법과 
강도를 개별 선택해 장시간 주행 시  피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은 S-Link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듀얼 그립 핸들
정통 SUV의 DNA를 잇는 그립 핸들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와 
만나 세련되게 진화했습니다.

QM6에 오를 때마다 선택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아늑한  
소파에 앉은 듯 편안하고 안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던 브라운 가죽 시트와 고급스러운 
스티치 디테일은 유럽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 사양과 제어 버튼은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히 배치되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QM6의 부드럽고 안락한 시트와 289mm의 여유로운 뒷좌석 무릎 공간 확보로 가능해진 
넓은 공간은 더 큰 세상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는 최대 32˚까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안한 여정을 약속합니다.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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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출력

/ 6,000rpm 

140ps
/ 3,700rpm (18" 휠 기준)

최대 토크 복합연비  

19.7kg.m 8.9km/l

국내 유일 LPG SUV의 친환경성  2.0 LPe   
LPG 엔진 &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 

최고 출력

/ 6,000rpm 

144ps
/ 4,400rpm (18" 휠 기준)

최대 토크 복합연비 

20.4kg.m 12.0km/l

최고 연비와 탁월한 정숙성  2.0 GDe   
가솔린 엔진 &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 

최고 출력

/ 3,500rpm 

184ps
/ 1,750~3,500rpm (19" 휠 기준)

최대 토크 복합연비  

38.7kg.m 12.5km/l

다이내믹하고 강력한 성능  2.0 dCi   
디젤 엔진 & 뉴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각이 때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QM6의 2.0 가솔린 엔진 및 2.0 LPG 엔진 및 2.0 디젤 엔진은 탁월한 정숙성과 우수한 
퍼포먼스로 SUV 엔진의 상식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각 엔진은 자트코(JATCO)의 최신 엑스트로닉 CVT 트랜스미션과 결합하여 변속 충격 없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제공하며, 동력 손실과 엔진 마찰이 적어 우수한 내구성과 함께 탁월한 
연료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여기에 D 스텝(D-step) 기능이 더해져 일반 자동 변속기와 같은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르노 그룹 특유의 탁월한 핸들링과 뛰어난 제동 성능으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특허로 입증된 혁신 기술 – 도넛® 탱크
르노코리아자동차 고유의 혁신적 기술인 도넛® 탱크는 LPG 연료탱크를 트렁크 하단에 깔끔하게 
위치시켜,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받은 도넛® 탱크 고정 시스템으로 
소음진동을 최소화했으며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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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길도 안심하고 달린다.
도로에 따라 모드를 바꾸는 ALL MODE 4X4-i®

2WD MODE
시내 주행 등 고른 노면이나, 고속 주행 시 적합한 모드로 최고의 연비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0mm의 높은 지상고, 19°의 접근각, 26°의 이탈각
높은 지상고와 접근각, 이탈각은 ALL MODE 4X4-i®와 함께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에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AUTO MODE
노면 조건과 속도에 따라 접지력이 충분한 바퀴 쪽으로 자동으로 2륜과 4륜으로 구동력이 
배분됩니다. 

4WD LOCK
눈길, 진흙길, 가파른 비포장 도로 등 노면 조건이 좋지 않아 4륜 전체의 구동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40km/h 이상 되면 자동으로 AUTO MODE로 전환)

ALL MODE 4X4-i 엠블럼



driver assistance systems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프론트 레이더가 앞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 엔진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앞 
차량과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기어 레버 옆 버튼이나 스티어링 휠 
버튼을 통해 활성화되며 50~160km/h 범위의 속도에서 작동됩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30~140km/h의 속도로 주행 시 4개의 울트라 소닉 센서를 통해 차량의 사각지대 내에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을 감지합니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다른 차량이 감지될 경우, 해당 아웃사이드 
미러에 내장된 LED 경고등을 점등하여 보다 안전한 차로 변경을 도와줍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7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시 윈드쉴드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려줍니다.

오토매틱 하이빔(AHL) 
야간 주행 시 차량 외부 밝기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상향등으로 자동 전환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다가오면 눈부심 방지를 위해 하향등으로 
조정하며, 차량이 지나간 후 다시 상향등으로 전환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S)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긴급제동을 보조합니다. (보행자 감지 기능 포함) 

360° 주차보조 시스템 
차량 곳곳에 위치한 12개의 전후방 및 측면 센서는 차량이 주변 물체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그래픽 
및 오디오 피드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운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줍니다.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EPA)
차체 사방의 센서로 주차공간을 탐색한 뒤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조작, 기어변속은 S-Link 
화면을 통해 안내됩니다.(평행/직각/사선 주차 및 평행 출차 기능 포함)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FCW)
주행 중 앞 차량과 추돌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경고등 및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UTA)
주행 중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조작 패턴과 차량 기능 조작 빈도수 등을 분석하여 졸음운전 등 운전 
집중도가 떨어질 경우 메시지와 함께 경보음을 발생시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 드라이빙 어시스트 사양(긴급제동 보조 등)은 차량 속도 및 환경에 따라 작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동 조건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피로도 경고 
잠시 휴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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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QM6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QM6의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NCAP 1등급의 최고 안전성 확보
초고장력 강판과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승객 보호 장치, 그리고 다양한 충돌 상황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 KNCAP 1등급의 최고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원터치 이지 폴딩 2열 시트
트렁크 내부 레버 조작으로 2열 시트 등받이가 풀 플랫(Full Flat)으로 접혀져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와이드 오픈 도어
와이드 오픈 도어는 안전까지 고려한 동급 최대 도어 오픈 
각도(앞좌석 2단계 최대 70°, 뒷좌석 3단계 최대 77°)를 
확보하여 승하차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오토 클로징
도어와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차량을 떠나 감지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도어와 테일게이트가 잠기는 기능으로 짐을 들고 있거나 아이를 동반했을 때 더욱 
편리합니다.

 70°  77°

 70°  77°

1.5 ~ 2m
오토 클로징

comfort & safety infotainment

애플 카플레이 & 안드로이드 오토
다양한 컨텐츠(내비게이션, 음악 등)를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애플 Siri, 안드로이드폰은 Google Assistant와 연동)

8.7" S-Link 내 공조 기능 위젯 설정
S-Link 기본 화면에 풍향, 풍량 조절, OFF 버튼 등을 위젯으로 배치하여 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QM6만을 위해 오디오 전문 브랜드 BOSE®와의 제휴를 통해 설계된 사운드 
시스템은 음역별로 세분화된 12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최상의 음향을 전달합니다. 또한 탑승객의 
전후좌우에 스피커를 적절히 배치해 음향의 입체 효과를 높여주는 서라운드 스테이지(Surround 
Stage) 기술이 적용되어 실내 공간 어디에서나 탁월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QM6     COMFORT / SAFETY / INFOTAINMENT 15

QM6는 세심하고 완성도 높은 설계로 향상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이상적인 차체 구조와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QM6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처럼 터치 및 스와이프 
제스처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차내 편의성은 물론 주행 안전성도 향상해주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S-link 내 공조 기능 위젯 설정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복잡한 버튼들은 세로형 8.7” 정전식 
터치스크린으로 담아내,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내비게이션, 공조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위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
동급 최초로 적용된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세련된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SIM 카드 전용 
하이패스 기능과 뒤에 오는 차량의 헤드램프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오토 디밍 기능이 
포함됩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에 온열 기능을 제공합니다.(5분 이내 30°C 까지 상승) 

앞좌석 통풍 시트
땀이 배지 않는 쾌적한 통풍 시스템, 토닉 & 릴렉싱 및 럼버 프로그램이  적용된 앞좌석 마사지 기능, 
그리고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까지, 신개념 드라이빙 테라피를 제공합니다.

운전석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
쿠션의 길이를 조절해 운전자 체형에 맞는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2포트 충전 전용 USB 단자
뒷좌석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차내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QM6     CONVENIENCE 17※ 위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알루미늄 루프랙
이음새가 없는 메탈릭 느낌의 알루미늄 루프랙으로, 세련된 루프 라인을 강조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메모리 및 후진 자동 각도 조절 기능
아웃사이드 미러에 메모리 기능이 탑재되어 시트와 함께 운전자에게 맞는 포지션을 설정하고 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 시 자동으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편리한 주차를 도와줍니다. 

매직 테일게이트
매직 테일게이트는 차량이나 스마트 카드에 손을 대지 않고도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 사양입니다. 범퍼 밑으로 발을 넣었다 빼는 
킥 동작만으로도 손쉽게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이 있거나 손을 쓰고 싶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테일게이트는 스마트 카드의 버튼 및 
테일게이트 안쪽의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convenience 작은 것 하나까지 운전자와 탑승객을 배려하는 QM6의 디테일은 편의 사양에서도 이어집니다. 
세심하게 마련된 다양한 편의 기능들로 모든 여정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에르는 고급스러운 품격이 돋보이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최상위 플래그십 브랜드입니다. 
정교한 감성 품질과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프리미에르만의 디테일은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특별한 가치와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THE ART OF JOURNEY.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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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전용 블랙 퀼팅 나파 가죽 시트 / 알칸타라 내장재

한눈에 느껴지는 프리미에르만의 고급스러운 디테일

PREMIERE 전용 19” 투톤 알로이 휠

PREMIERE 전용 로고 - 퀀텀 윙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및 사이드 엠블리셔 PREMIERE 전용 블랙 우드 그레인



exterior colors

※  : 모든 컬러 가능    QM6     EXTERIOR COLORS / WHEELS & TIRES 23

wheels & tires

18” 투톤 알로이 휠 &
225/60 R18 타이어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 R19 타이어

(  전용) 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 R19 타이어

퍼플 블랙
Purple Black

어반 그레이
Urban Grey

버건디 레드
Burgundy Red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

클라우드 펄
Cloud Pearl

(    / RE Signature) (    전용)



모던 브라운 인테리어

모던 브라운 가죽 시트 
(RE Signature)

스트라이프 햅틱 우드 그레인 
(RE Signature)

블랙 퀼팅 나파 / 알칸타라 인테리어

블랙 퀼팅 나파 가죽 시트 / 블랙 알칸타라 내장재
(PREMIERE)

블랙 우드 그레인 
(PREMIERE)

interior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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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인테리어

블랙 가죽 시트 
(RE Signature)

스트라이프 햅틱 우드 그레인 
(RE Signature)

※ 가죽 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실버 페인팅 데코 
(LE)

블랙 인조가죽 시트 
(LE)

블랙 인테리어



dimensions & specifications

1,6
70

4,675

2,705

1,845

1,595

1,590

주요제원

            구분 전장(mm) 전폭(mm) 전고(mm) (샤크안테나 장착 시) 축거(mm) 윤거(전/후, mm) 서스펜션(전/후) 브레이크(전/후) 엔진 형식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2.0 GDe 2WD 4,675 1,845 1,670 (1,700) 2,705 1,595/1,590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가솔린 직분사 144/6,000 20.4/4,400

2.0 LPe 2WD 4,675 1,845 1,670 (1,700) 2,705 1,595/1,590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LPG 액상분사 140/6,000 19.7/3,700

2.0 dCi 4WD 4,675 1,845 1,670 (1,700) 2,705 1,595/1,590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디젤 직분사 터보 184/3,500 38.7/1,750~3,500

(단위 : mm)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GDe 2WD (18”) 복합연비 12.0 km/ℓ (도심 : 11.1km/ℓ, 고속도로 : 13.5km/ℓ) CO2 배출량 140g/km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535kg 무단 변속기 3등급

2.0 GDe 2WD (19”) 복합연비 11.6 km/ℓ (도심 : 10.6km/ℓ, 고속도로 : 13.1km/ℓ) CO2 배출량 146g/km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570kg 무단 변속기 3등급

2.0 LPe 2WD (18”) 복합연비 8.9 km/ℓ (도심 : 8.1km/ℓ, 고속도로 : 10.2km/ℓ) CO2 배출량 147g/km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575kg 무단 변속기 5등급

2.0 LPe 2WD (19”) 복합연비 8.6 km/ℓ (도심 : 7.7km/ℓ, 고속도로 : 10.1km/ℓ) CO2 배출량 153g/km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610kg 무단 변속기 5등급

2.0 dCi 4WD (19”) 복합연비 12.5 km/ℓ (도심 : 11.4km/ℓ, 고속도로 : 14.1km/ℓ) CO2 배출량 152g/km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805kg 무단 변속기 3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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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전저항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전저항1) : 단위 주행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손실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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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225/60 R18 100H 타이어 넥센타이어 1 3

225/55 R19 99V 타이어 금호타이어 1 4

상담시간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명절 당일 휴무)
 긴급 출동 서비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 구매상담: 차량정보, 금융상품안내, 제세금안내
 정비상담: 정비예약, 자가정비요령, 기기사용법
 긴급출동: 긴급출동 서비스 / 기타: 고객 불편 상담 및 제안 접수
 인터넷안내: www.renaultkoreaM.com/ac/index.jsp

이용방법 전화상담: 080-300-3000 (수신자부담)  
 팩스상담: 051-979-7449
  우편상담: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르노코리아자동차 엔젤센터 (우편번호: 46758)

르노코리아    care service르노코리아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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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 오일필터와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특별한 재구매 가족 혜택

르노코리아자동차 재구매 시 고객님과 가족께는 재구매 횟수
(2대 ~ 10대 구매)에 따라  20 ~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족: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투명합니다
국산 자동차 업계 최초로 주요 소모품 정찰제를 도입하여 주요 정비 및 
수리 작업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을 보장합니다.

편리합니다
예약부터 정비 비용 견적 확인까지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어디서든 30분 내 접근 가능한 전국 420여 개 서비스 
네트워크가 늘 고객님 곁에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6년 연속 국산 자동차 부문 A/S 서비스 만족도 1위 달성!   최고 수준의 
재방문율로 검증된 고객만족 서비스로 케어합니다.

※ 안내된 고객혜택 및 기타 내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르노코리아자동차 영업점 및 엔젤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엔젤센터: 080-300-3000    ■ 르노코리아자동차 홈페이지: www.renaultkoreaM.com

고객님을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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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쇄물은 친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 되었습니다.

지금 스토어에서 
MY 르노코리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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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차종 온라인 구매 시스템

모든 전시장과 A/S센터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사용 및 정기 소독 등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 상담 부스 매 시간 소독, 세정젤 비치   ② 일 3회 이상 전시장 정기 소독   ③ 영업담당 감염방지 대책 규정 준수

안심하고 가까운 전시장과  A/S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르노코리아자동차 전시장과 A/S센터는 

"코로나 방역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renaultkoreaM.com
Copyright © 2022 RENAULT KOREA MOTOR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