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선택 품목

Classic
정상가

21,550,000

20,000,000
18,181,819 (1,818,181)

파워트레인 : 2.0 CVTCⅡ가솔린 엔진, 뉴 엑스트로닉(Xtronic) 무단 변속기(6단 수동모드 지원), 백금점화플러그, 사일런트 타이밍체인

안전 : 앞좌석 에어백(운전석/동승석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 사이드(앞)/커튼 에어백, 고급형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 차체자세 제어장치(ESC),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SA), EBD-ABS(BAS 내장), 4륜 디스크 브레이크(프런트 벤틸레이티드),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충돌감지 도어록 해제장치, 
  차속감응 오토도어록, 앞좌석 3점식 시트벨트(운전석 프리텐셔너/로드리미터/리마인드 경고 기능/높이 조절장치 포함),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외관 : 17” 투톤 알로이 휠 & 215/50R 17 타이어, LED 주간주행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제동등(루프 부착형), 
  글로시 블랙베젤/클리어렌즈 4등식 헤드 램프(프로젝션 타입), 후방 안개등,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그립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바디컬러), 신가교 내스크래치 클리어도장, 머플러 디퓨저 

내장 : 블랙 최고급가죽시트, 최고급 다이내믹 클러스터(LCD 모니터/HMI 디스플레이/ECO 모니터링 시스템/조명 조절장치/웰컴 기능 포함), 메시 패턴 그레인(IP 데코),
  고급 카매트, 맵 램프(타이머 기능 포함), 룸 램프, 선바이저(거울/조명 포함), 도어 커티시 램프(앞좌석), 운전석 수납함, 스키스루 시트, 뒷좌석  암레스트(컵홀더 포함), 
  글러브 박스, 센터콘솔 박스, 선글라스 케이스, 앞좌석 컵홀더, 디지털 시계

편의 : 인텔리전트 스마트카드 시스템(키리스 엔진 시동/오토 클로징/운전석 리퀘스트 버튼), 엔진 START/STOP 버튼, 앞좌석 통풍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운전석 파워시트(매뉴얼 요추 받침장치 포함), 동승석 파워시트, 하이패스 시스템(ETCS), 전자식 룸미러(ECM), 후방 경보장치, 크루즈 컨트롤/스피드 리미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트립 컴퓨터,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조절/자동접이/열선 기능 포함),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운전석/동승석), 
  도난경보장치, 차속감응 파워 스티어링(HEPS),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오토 라이팅 헤드 램프, 레인센싱 와이퍼, 헤드 램프 에스코트 기능, 
  리어글라스 디포그 기능, 타이어 리페어 키트

멀티미디어 : 프리미엄 오디오 - 알카미스Ⓡ 3D 사운드 시스템/라디오/MP3 CDP/AUX/USB/ iPod 연결단자, 블루투스 핸즈프리(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6 스피커, 차속감응 볼륨조절 시스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공조 시스템 : 좌/우 독립 풀오토 에어컨, 유해가스 유입차단 장치(AQS), 리어 에어 벤틸레이션

LED 라이팅 패키지 150,000

Model Line-up       2.0 가솔린  |  Classic  

2.0 가솔린
(단위 : 원)

CLASSIC

구분 세부내용

LED 라이팅 패키지 LED 포지셔닝 램프 +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은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

 

17" 
투톤 알로이 휠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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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솔린

Exterior Interior

블랙 최고급 가죽시트
메시 패턴 그레인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솔리드 화이트 Solid White 울트라 실버 Ultra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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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원

SM5 2.0 가솔린

전장 (mm) 4,885

전폭 (mm) 1,860

전고 (mm) 1,485

축거 (mm) 2,760

윤거 (전/후, mm) 1,565/1,565

서스펜션 (전/후)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브레이크 (전/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디스크

엔진형식 2.0 CVTC Ⅱ가솔린

배기량 (cc) 1,998

최고 출력 (ps/rpm) 141/6,000

최대 토크 (kg.m/rpm) 19.8/4,800

  타이어

•회전저항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전저항1) :단위 주행거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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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215/50R 17 95V 금호타이어 3 4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SM5
정부 공인 표준연비

CO2 배출량
(g/km)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변속기 등급
복합 (km/ℓ) 도심 (km/ℓ) 고속도로 (km/ℓ)

2.0 가솔린 (17") 11.2 10.3 12.5 151 1,998 1,420 무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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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s & Specifications (단위 : mm)

1,
4
8
5

4,885

2,7601,5651,565 1,565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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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수리비 관리, 해피케어 보증연장 상품을 경험해보세요

<가솔린> 상품 상품 가격(부가세 포함) 상품 설명

4년/80,000km 280,000원   ·  각 상품의 보증조건은 신차 보증조건을 포함합니다. 
  ·  신차 보증기간 종료 후 일반부품 및 엔진 & 동력전달 장치의 주요부품에 대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  택시, 리스용 차량, 렌터카 등 상용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보증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상품별 보증수리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5년/100,000km 490,000원

6년/120,000km 780,000원 

7년/140,000km 1,070,000원 

보증연장 상품

DRIVE THE SM5, 
LIVE THE PLEASURE
정통 유러피언 프리미엄 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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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후방

구분 상품 가격

패키지 (360° 스카이뷰 카메라 + 순정용품 내비게이션 V7) 1,590,000원

주요 기본 품목 현재 일부 수입차 및 고급차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마치 하늘에서 바라보는 듯한 버드뷰를 포함 총 5가지의 View mode를 지원하여 
운전자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의성 제공.

전장용 초광각 카메라 4개(전방, 후방 및 좌/우측 아웃사이드 미러 하단부 장착), ECU, 순정용품 내비게이션 V7, 샤크안테나 및 장착비 포함. 

360° 스카이뷰 카메라는 가변 가이드라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60° 스카이뷰 카메라는 V7 순정용품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에서 구현됩니다.

360° 스카이뷰 카메라 (Around View Monitoring) 

내비게이션명 상품 가격 상품 구성 비  고

V7 패키지 1,070,000원 전/후방 카메라 포함 스마트 미러링 옵션 선택 시
적용되지 않음V7 기본형 910,000원 전방 카메라 미포함

주요 기본 품목  해상도 높은 전방, 후방 카메라 적용, HD 화면, HD 3D Gini Next 맵, USB 16GB, 8" LCD, 통합 샤크안테나, KBS TPEG 무료, 지상파 DMB
  AVM(어라운드 뷰 카메라)연결 기능, 순정 전용 마감재 및 브라켓, 최적화된 TRIP 기능, MP3 & 동영상재생, 차량사용설명 동영상, 지도(Gini 

Next)매뉴얼 탑재, 장착비 포함.

※지상파 DMB는 320x240 해상도를 지원하는 사양으로, DMB 방송 정책 또는 DMB사업자의 방송 송출방식 변경(고화질 1280x720 해상도)에 따라 
    지상파 DMB 수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옵션으로 스마트 커넥트 시스템을 장착하는 경우 순정용품 내비게이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순정용품 내비게이션 V7 패키지 - (순정용품 내비게이션 V7 + 전/후방 카메라)

전용 액세서리

유라이브 블랙박스 2 type

1  알바트로스 Q (최고급형) 제품가 365,000원

   (Quad-HD, Full-HD)
장착비 : 33,000원   장착비 포함가 : 398,000원

※ 최첨단 안전운전 지원시스템(ADAS) 지원합니다. (최고급형 해당)

※ GPS 정상 수신 시에만 작동합니다. 
 (일부 장착 위치에 따라 ADAS 기능 지원 불가)

※ 차선이탈경보, 앞차추돌경보, 앞차출발알림, 주차충격알림 기능이 탑재된
 상품입니다.

2  HIT 2 (스마트형) 제품가 240,000원

(HD, HD) 장착비 : 33,000원   장착비 포함가 : 273,000원 

※신차 구매 시에는 장착비 포함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2

1

아이나비 블랙박스 2 type

1  QUANTUM (최고급형) 제품가 365,000원

   (QHD, QHD)
장착비 : 33,000원   장착비 포함가 : 398,000원

※최첨단 안전운전 지원시스템(ADAS) 지원합니다. (최고급형 해당)
※ GPS 정상 수신 시에만 작동합니다. 
 (일부 장착 위치에 따라 ADAS 기능 지원 불가)

※ 차선이탈경보, 앞차추돌경보, 앞차출발알림, 안전운행 도우미 기능이 탑재된
 상품입니다.

※ GPS는 별매품입니다. 
 (아이나비 호환 GPS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  Z300 (스마트형) 제품가 240,000원

(Full-HD, HD) 장착비 : 33,000원   장착비 포함가 : 273,000원

※신차 구매 시에는 장착비 포함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GPS는 별매품입니다.

2

1

3M 공기청정기(필터 3개 포함) 170,000원

색상 : 블랙/화이트

※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용 벨트, 차량용 전원 케이블 및 필터 카트리지 3개
     포함 가격입니다.

※ 모든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르노삼성자동차 액세서리(순정 용품)의 보증기간은 1년(주행거리 2만km 이하)이내입니다.    
※ 액세서리의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해당 가격표에 표기된 가격은 신차 주문 출고 시에만 해당 되는 가격입니다. 장착비로 인해 전국 서비스 거점 및 용품점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도그 카시트 & 백팩 169,000원

반려동물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BETTERS와의 콜라보레이션으
로 탄생한 카시트 및 백팩 공용의 액세서리 입니다.

설치형 공기청정기 205,000원

(차량천정 설치형, 유선리모컨포함, 청정도 LED 표기, 5중필터)

장착비 포함가 : 250,000원

※ 신차구매시에는 장착비 포함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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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액세서리

1 2

3 4

바디키트 세트  프런트/사이드/리어 바디키트 778,000원

※바디키트 & 머드 가드 용품은 상호간섭에 의해 동시 장착이 안됩니다. 

스타일리시 세트 474,800원

1  일루미네이팅 키킹 플레이트 세트 + 2 LED 룸 램프 세트 +
3 스포츠 페달 + 4 머드 가드 세트

1 일루미네이팅 키킹 플레이트 세트 282,200원

프런트 (2개), 리어(2개) 조명 기능

2 LED 룸 램프 세트 + 3 스포츠 페달 135,000원

※ LED 룸 램프 세트 : 각 차종 및 옵션에 따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4 머드 가드 세트 (바디키트 장착 시 제외) 57,600원

전방

전방 카메라(단품) 250,000원

해상도 높은 카메라 적용, 높은 편의성을 제공
합니다. (스마트 커넥트, 스마트 미러링 전용/
V7 내비 선택 차량은 V7 패키지 선택 시, 전방 
카메라 기본 장착)

아웃사이드 미러 캡 58,500원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장
착 차량 제외)

하이패스(고감도 RF방식 하이패스)

99,000원

● RF주파수 방식 하이패스     
● 음성안내 기능(선,후불,할인 면제카드 안내/카드 잔액/
단말기 정보 등)
● 버튼 기능(음량 조절 기능/최근 거래 내역 확인/단말기 
정보 확인)

※장착비 포함 가격입니다.

KC인증 완료

아크릴 바이저 46,000원 크롬 바이저 48,000원와이드 스포일러 153,300원 리어 스포일러 92,200원

※ 모든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르노삼성자동차 액세서리(순정 용품)의 보증기간은 1년(주행거리 2만km 이하)이내입니다.    
※ 액세서리의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해당 가격표에 표기된 가격은 신차 주문 출고 시에만 해당 되는 가격입니다. 장착비로 인해 전국 서비스 거점 및 용품점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냉온장고 277,000원

(빌트인 터치방식, 저전압 차단 및 슬림모드, 화장품 유아용 
냉온장시스템)
장착비 : 33,000원, 장착비포함가 : 310,000원

※ 신차구매시에는 장착비 포함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틴팅 필름

1  3M 프리미엄 틴팅 필름 

          전방(70%)  330,000원  →   프로모션가   195,000원

      측후방(40%)   410,000원  →   프로모션가 280,000원

      전체(선루프 제외)   740,000원  →   프로모션가   475,000원

2  RAYNO 프리미엄 틴팅 필름 

      전방(70%)  250,000원  →   프로모션가   195,000원

      측후방(40%)   320,000원  →   프로모션가 280,000원

      전체(선루프 제외)   570,000원  →   프로모션가   475,000원

NE
W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69,000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채택, 프리볼트 지원, 6A, 
동급 최장 사용시간, 장착비 포함)   

※ 신차구매시에는 장착비 포함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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