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IVE THE PREMIUM, 
LIVE THE PLEASURE

중형 세단의 기대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정숙성과 안락함,

SM5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141ps  12.6km/ℓ
                 

 19.8kg.m 
(복합연비 기준, 도심 : 11.5km/ℓ, 고속도로 : 14.1km/ℓ)

최고 출력 복합연비 최대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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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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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PLi

InnoVaTIon fRoM  
HUManIsM & TEcHnology 
bEyond ImAGInATIon

혁신을 주도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집약.

앞선 공간 활용에서 오는 즐거움을 지금 SM5에서 느껴보십시오.

도넛Ⓡ  탱크

도넛Ⓡ 탱크는 기존 실린더형 탱크가 탑재된 lPg 차량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골프백, 대형 여행용 가방, 스키 및 낚싯대 등을 보다 많이 적재하여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르노삼성자동차 고유의 혁신적 기술입니다.
*lPli (liquid Phase lPg Injection) : lPg 액상 분사 시스템

Sm5 LPLi 트렁크

기존 lPg 차량 실린더형 탱크

도넛Ⓡ 탱크로 lPg 차량의 트렁크 공간 100% 활용

트렁크를 열 때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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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통풍시트  차량 실내 공기를 흡수하여 시트를 통해 순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쾌적한 느낌을 지속시켜 줍니다.

lUxURIoUs coMfoRT 
In THE MosT  
RELAxInG SPACE

첨단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완성한 세련된 인테리어,  

최고급 소재와 색감이 주는 편안함은 SM5의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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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RoTEcTIon 
foR yoUR SAFE dRIVInG

어떤 위험이 닥쳐도 운전자와 동승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SM5.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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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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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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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시스템 (ETCS) / 전자식 룸미러 (ECm)  

전자식 룸미러에 일체형으로 적용된 하이패스 시스템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고, 결제 내용 및 관련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IcTED To  
THE TECHnoLoGy
TowaRDs  
SUPERIoR ConVEnIEnCE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활은 몰라보게 편리해집니다.

SM5의 첨단 기술은 앞선 카 라이프의 즐거움을 제시합니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E-PKb)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주차 또는 정차 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 해제되어 운전 편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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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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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우드그레인  
(전트림)

최고급 인조가죽시트(블랙)  
(전트림)

16" 알로이 휠 

modEL LInE-UP dImEnSIonS & SPECIFICATIonS

InTERIoR And ExTERIoR CoLoRS

WHEELInTERIoR

울트라 실버 
Ultra silver  
(전트림)

솔리드 화이트 
solid white  
(전트림)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  
(전트림)

ExTERIoR

주요 사양 

•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운전석/동승석) 

• lED 포지셔닝 램프

•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 엔진 sTaRT/sToP 버튼

• 후방 경보장치

• 하이패스 시스템(ETcs)/전자식 룸미러 (EcM)

가장 기본적으로 sM5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중형세단

2.0G

주요 사양

•도넛Ⓡ 탱크

•전자식 파킹브레이크(E-PKB)

•앞좌석 통풍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후방 경보장치

국내 최초로 트렁크 공간 100%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 lPli 세단

2.0 LPLi

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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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60R 16 92H │제조사               금호타이어 │회전저항1) 등급               3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3등급

타이어

2.0 G (가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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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li (liquid Phase lPg Injection)

2.0 LPLi (택시/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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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TCⅡLPLi* 140/6,000 19.7/3,700

1,
4
8
5

4,885

2,760

1,860

1,565

1,565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g(가솔린)  복합연비 12.6km/ℓ(도심 : 11.5km/ℓ , 고속도로 : 14.1km/ℓ) 무단변속기 co2 배출량 138g/km  3등급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15kg

 2.0 lPli 복합연비   9.6km/ℓ(도심 : 8.6km/ℓ, 고속도로 : 11.2km/ℓ) 무단변속기 co2 배출량 139g/km  4등급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7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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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VM(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마치 하늘에서 바라보는 듯한 버드뷰를 포함,  총 5가지의 
View mode를 지원하여 운전자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aVM은 V7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커넥트에서 구현됩니다.

V7 내비게이션 
전방, 후방 카메라 적용, HD화면 및 Map 적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만의 드라이빙을 완성합니다.

전방 카메라 (단품)
차량 전방에 해상도 높은 카메라 적용하여 안전성과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 커넥트, 스마트 미러링 전용/V7 내비 선택 차량은
V7 패키지 선택 시, 전방 카메라 기본 장착

프리미엄 피크닉 세트
트렁크에 수납이 적합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피크닉 가방 안에 
의자 2개/매트/테이블보/썬쉐이드가 수납됩니다. 초경량 제품
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피크닉 
세트입니다. 세트A : 피크닉 테이블가방+방수매트+초경량 의자 
2개+테이블보│세트B : 피크닉 세트a 구성품+초경량 썬쉐이드

※ 상기 이미지는 풀세트 버전입니다. 제품 색상 및 이미지, 수치는
실상품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은 단품 또는 세트로 
용품 전문점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상품 제외)

프런트 바디키트 
차량의 캐릭터 라인과 어우러져 일체감이 뛰어나며,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중후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KC인증 완료

아웃사이드 미러 캡
lED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장착 차량 제외

사이드 바디키트

머드 가드

트렁크 리드 가니시 & 리어 바디키트

※ 모든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르노삼성자동차 액세서리(순정용품)의 보증기간은 1년 (주행거리 2만km 이하)이내 입니다.

아크릴 바이저

와이드 스포일러

트렁크 라이너

LED 룸 램프 세트 스테인리스 페달

하이패스 (고감도 RF방식 하이패스) 
•Rf주파수 방식 하이패스       •디스플레이 기능  

•음성안내 기능  •버튼 기능   •자가 발급 기능

ACCESSoRIES

KC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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