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k and you’ll miss how

LEAF saves the day

All-New Nissan

LEAF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단순한 주행 기계에서 일상의 파트너로 탈바꿈시킨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운전자에게 더욱 흥미롭고 자신감 넘치는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내가 운전하는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더욱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과 자동차가 운전을 나누어 하든, 운전 중에 자동으로 전기차가 충전되는 고속도로를 달리든 이 놀라운
기술은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닛산의 현재입니다.

전시장

신형 리프는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능을 통해 단순한 자동차를 뛰어넘어, 곤경에 빠진 당신을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Dealer stamp:

강남

(02)544-5010

부평

(032)328-7900

원주

(033)763-1231

강서

(02)6090-7200

분당

(031)781-8004

일산

(031)810-1600

광주

(062)221-7000

서초

(02)523-6400

전주

(063)270-0000

구미

(054)462-1200

송도

(032)812-2323

제주

(064)742-3030

대구

(053)710-2200

수원

(031)284-8005

창원

(055)252-0500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기능은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대전

(042)670-0000

안양

(031)444-2000

청주

(043)716-0300

차량의 속도와 앞차와의 간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감속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인텔리전트 차간거리 제어 기능은 정체 상황 속에서 교통흐름을 파악하여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를

부산

(051)780-2300

용인

(031)679-0838

포항

(054)728-9339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제동할 수 있습니다.

유지해 주는 기능으로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Printed in Apr. 2018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ave a blast

New Nissan LEAF

SIMPLY AMAZING

Experience

at the drop of a pedal
e-Pedal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서
속도 조절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e-Pedal로 조절

더욱 강력해진 파워. 더욱 짜릿해진 드라이빙.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2세대 전기차 신형 리프가 전기차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e-Pedal에서
발을 완전히 떼면
경사로에서 정차

TECHNICAL DATA

comfort at the perfect decibel

e-Pedal로
스릴 넘치는
드라이빙!

외부에서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전기 자동차의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제원

품격 높은 닛산 리프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은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선이 내장된 가죽 마감 시트와 더불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운전하는 매 순간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UNIQUE BLUE ACCENTS

DISTINCTIVE DASH

e-Pedal을 통해 단 하나의 동작으로 가속과 제동을 병행해 보세요.

IMPRESSIVE LEGROOM

동력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PEDAL

Bi LED 헤드램프

●

전폭(mm)

1,790

LED 주간 주행등

●

전고(mm)

1,545

LED 리어램프

●

축거(mm)

2,700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

공차중량(kg)

1,585

열선 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

리어 스포일러

●

알루미늄 휠

●

5

모터타입

AC 모터(AC synchronous)

축전지 정격전압(V)/용량(Ah)

350/115

최고출력 (kW/rpm)

110(149ps)/3283-9795

최대토크 (kg.m/rpm)

32.6/0-3283

배터리 타입

리튬-이온 배터리

231k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km/kWh)

5.1 (도심 5.5, 고속도로 4.7)

복합 CO2 배출량(g/km)

Load up

후

토션 빔

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뒷좌석 60/40 분할 접이식 시트와 낮은 포지션의 카고 플로어는 리프의
넓은 적재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2018 월드카어워즈,
월드 그린카 수상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독립식 서브프레임 마운팅 스트럿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장비상태 및

whatever the day demands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통해 손쉽게 주차해 보세요.

전방 및 360도 화면

전

브레이크

더 넓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후방 및 360도 화면

0

서스펜션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리프 주변의 360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 선정,
2018 CES 최고 혁신상 수상

저공해 1종

전방 또는 후방 및 차도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eterior

All-New Nissan LEAF

가죽 마감 시트

●

열선 내장 프론트 시트

●

열선 내장 리어 시트

●

6 : 4 폴딩 리어 시트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

다기능 트립 컴퓨터

●

215/50R17

타이어 규격

of any space you want

2018 유로 신차 안전도 평가
최고안전등급 별 5개 획득

40

1회 충전 주행거리(km)

등급

Get a bird’s-eye view

All-New Nissan LEAF

4,480

배터리 용량(kWh)

e-Pedal은 스릴 넘치는 새로운 운전 방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Exterior

전장(mm)

승차정원
HEATED SEATS

SPECIFICATION

All-New Nissan LEAF

구분

Comfort / Convenience

All-New Nissan LEAF

인텔리전트 키(I-key)

●

오토 에어컨 (ATC)

●

Safety

All-New Nissan LEAF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 (Moving Object Detection)

●

인텔리전트 사각 지대 경고 (Intelligent Blind-spot Intervention)

●

인텔리전트 트래이스 컨트롤 (Intelligent Trace Control)

●

인텔리전트 차간 거리 제어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

인텔리전트 전방 충돌 경고 (Intelligent Forward-collision Warning)

●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Intelligent Around-view Monitor)

●

인텔리전트 후측방 경고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

인텔리전트 운전자 주의 경보 (Intelligent Driver Alertne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