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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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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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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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베스트 셀링 전기 자동차, 리프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와 보세요.  

더욱 강력해진 파워, 더욱 짜릿해진 드라이빙을 통해 당신의 하루하루가 즐거워 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더 자신감 있고, 신나는 드라이빙을 즐겨보세요. 

리프와 함께라면 간단한 일이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All-New Nissan LEAF

simpLy AmAziNg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aunch in a flash
go even farther
리프의 100% 전기 드라이브트레인을 통해 운전자는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인 가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체 바닥에 위치한 배터리 팩은 낮은 무게중심을 만들어주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재미와 

함께 도로를 껴안고 달리는 듯한 안정감과 짜릿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제 한 번의 충전으로 231km를 달릴 수 있는 리프와 함께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곳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PEDAL

Have a blast
at the drop of a pedal

e-Pedal DrIvINg 단 하나의 동작으로 가속과 제동을 병행해 보세요. 

더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e-Pedal은 스릴 넘치는 새로운 운전 방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e-Pedal은 완전히 새로운 운전 방법일 뿐 아니라 큰 즐거움 입니다.

하나의 동작으로 가속과 제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 하나로 주행 모드 변경하여 두 개의 페달로 운전할 수 있지만 

과연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Trace Control
인텔리전트 트래이스 컨트롤은 차량의 주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모터 파워와 각 휠의 브레이크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코너에서 한층

부드럽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닛산 리프는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능을 통해 단순한 자동차를 뛰어넘어, 
주행하는 동안 당신을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 입니다.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인텔리전트 차간거리 제어 기능은 정체 상황 속에서 교통흐름을 파악하여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기능으로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기능은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량의 속도와 앞차와의 간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감속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제동할 수 있습니다.

LEAF saves the day
Blink and you’ll miss how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방 및 360도 화면 전방 및 360도 화면 전방 또는 후방 및 차도

get a bird’s-eye view
of any space you want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리프 주변의 360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더 넓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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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REAR CROSS
TRAFFIC ALERT

BLIND SPOT 
WARNING

  

before you make a move
get a little warning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모니터를 통해 차량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360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 차량 주변 상황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Intelligent Back-up Inervertion 
차량이 후진 할 때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후방에 큰 

물체가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충돌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Intelligent Blind Spot Warning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량을 감지하여 

시, 청각적 경고를 통해 충돌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SENSE MOrE ArOUND YOU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도 이제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당신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의 물체나 차량을 감지, 경고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이제 주차 공간을 
벗어나거나 고속도로 위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도 주변 상황을 더욱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행의 자신감,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lug into savings
embrace the freedom

FIND OUT WHY MOrE IS LESS 전기를 사용한 주행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유를 사용하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더는 주유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적다는 것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남은 자유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goodbye Petrol Engine 
100%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 많은 
점검 및 유지보수는 잊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도로 위에서 더 많은 여유를 즐기십시오.

goodbye Engine Oil Changes And More 
더 이상 엔진 오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교환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변속기, 스파크 플러그, 
라디에이터, 엔진 벨트류 등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지 비용은 낮아지고, 자유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goodbye Petrol Station 
출근길에 주유소를 들르는 일은 잊으십시오.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일어나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Hello Innovative Battery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프의 배터리 팩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very detail
on brilliant display

put 첨단 기술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나보세요.  
이 디스플레이는 주행에 필요한 모든 운전 정보를 풀 컬러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운전을 한층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of driver-centric design
grab hold

대담한 라인과 독특한 터치.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리프의 인테리어는 전기 자동차이면서도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D-컷의 스티어링 휠, 독특한 센터 콘솔 그리고 9인치 디스플레이 까지.
이 모든 인테리어는 바로 당신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perience
comfort at the perfect decibel

UNIQUE BLUE ACCENTS

DISTINCTIvE DASh

hEATED SEATS

ImPrESSIvE LEgroom

위부에서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전기 자동차의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품격 높은 리프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조용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열선이 내장된 가죽 마감 시트와 더불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운전하는 매 순간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oad up
whatever the day demands

리프의 뒷 좌석 60/40 분할 접이식 시트와
낮은 포지션의 카고 플로어는
놀랄만큼의 넓은 적재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of the EV future
Taking charge

전기 자동차의 세계적인 선도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월드 베스트셀링 Ev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닛산은 수십억 킬로미터의 Ev 운행 기록으로 입증된 
탁월한 신뢰성, 그리고 지속적인 Ev 기술의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보된 에너지 저장 솔루션과 Ev 인프라 개발에 대한 헌신으로 닛산은 전기로 이루어 가는 세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NISSAN IMx Concept  
첨단 인공 지능과 선도적인 Ev 기술이 결합된 Imx Concept을 
통해 닛산은 배출가스 제로, 교통 사망자 제로에 대한 열망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9,758,312,330 Ev Kilometers Logged 이 숫자는 놀라운 

기록이며 닛산이 밟아 온 전기 자동차 공학 이 도달한 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Expanding vehicle Lineup 리프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E-Nv200 상용밴은 이미 100% 전기 효율을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더 많은 Ev가 준비돼 있습니다.

Energy Storage Solutions Ev 배터리가 다른 목적이 되게 

만들어준 X-Storage로부터 vehicle-to-home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보된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시장에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Charging Highway 당신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덕션 차저가 장착된 포장 도로를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 SELECTION SErvIC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Two-tone Pearl White/
Super Black

1	 Ev	고객지원센터	운영
  EV 전담 상담사 서비스 제공 및 EV 전용 HELp DEsK 운영

2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신차보증기간내	-	3년	또는	10만km	기준)
  긴급견인 서비스
  EV 배터리 방전시, 가장 근접한 위치의 전기충천소로 무상 견인서비스 제공 (연 2회)
  12V 차량 배터리 점프서비스

3	 무상대차	서비스	(보증	수리로	3일	이상	소요시)
  단, 해당 딜러에 대여 가능 차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모빌리티	개런티
  고객 자택으로부터 100km 이상 출장 또는 여행도중 차량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귀가 비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교통비, 당일 숙박비, 익일 조식 등 (단, 부대시설 이용료 별도, 영수증 증빙 필요)

5	 사고차량	무상	견인	지원	서비스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 차량에 한하여 고객님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단, 공식센터 입고 약정 후, 변심하시어 수리를 원치 않으시거나 비공식 업체에서 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견인 비용 실비 정산 조건) 

6	 차량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에어컨필터 2회, 와이퍼블레이드 (앞,뒤) 2회 

01 닛산	Ev	고객	케어	프로그램	

ECCP
Ev Customer Care Program

1	 Ev	신차	보증	:	3년	또는	10만km

2	 Ev	시스템	보증	:	5년	또는	10만km

3	 Ev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	보증	:	8년	또는	10만km

4	 Ev	배터리	용량보증	:	8년	또는	16만km

02 Ev	보증정책

1	 각	딜러사별	Ev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03 Ev	전문	서비스어드바이저

안드로이드 ios

* 위 서비스는 고객만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 www.nissan.co.kr / 고객센터 : 080–010–2323

* QR 코드 스캔을 통해 닛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earl White

Light gray
Leather

Light gray
Leather

Brilliant Silver
Black
Leather

Black
Leather

Black
Leather

Black
Leathergun metallic

Scarlet EmberSuper Black Deep Blue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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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SPECIFICATION

구분 S SL

제원

전장	(mm)  4,480  4,480 

전폭	(mm)  1,790  1,790 

전고	(mm)  1,540  1,545 

축거	(mm)  2,700  2,700 

공차중량	(kg)  1,585  1,585 

승차정원 5 5

동력

모터타입 AC 모터(AC synchronous) AC 모터(AC synchronous)

최고출력	(kW/rpm) 110(150ps)/3283-9795 110(150ps)/3283-9795

최대토크(kg.m/rpm) 32.6/0-3283 32.6/0-3283

배터리	타입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축전지	정격전압(v)	/
용량(Ah) 350/115 350/115

배터리	용량(kWh) 40 40

타이어	규격 205/55r16 215/50r17

서스펜션
전 독립식	서브프레임

마운팅	스트럿
독립식	서브프레임
마운팅	스트럿

후 토션	빔	 토션	빔	

브레이크
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에너지	
소비	효율
(km/
kWh)

1회	충전	주행거리(km) 231 231

복합연비 5.1 5.1

도심연비 5.5 5.5

고속도로연비 4.7 4.7

복합	Co2	배출량	(g/km) 0 0

저공해	자동차 1종 1종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나오는	이미지	및	제품	사양은	특정	모델에만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나오는	이미지나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닛산	고객	케어	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gine / Drivertrain S SL

회생제동	브레이킹	시스템	(regenerative braking) ● ●

드라이브	모드	(Normal / B / ECo) ● ●

전륜구동	(Front wheel drive) ● ●

Brakes / Suspension S SL

프론트	/	리어	벤틸레이티드	브레이크 ● ●

휠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ABS, Anti-locking Braking System)

● ●

전동식	제동력	배분	시스템	
(EBD, 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 ●

제동	보조	기능	(BA, Break Assist) ● ●

전	:	독립십	서브프레임	마운팅	스트럿 ● ●

후	:	토션	빔	서스펜션 ● ●

Wheels/Tire S SL

휠 16" 17" 알루미늄	휠

215/50r17 ●

205/55r16 ●

Exterior S SL

LED 헤드램프 ●

LED	주간	주행등 ●

오토	헤드램프 ● ●

안개등 ●

LED	리어램프 ● ●

LED	방향	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

열선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 ● ●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 ●

리어	스포일러 ● ●

간헐식	와이퍼	/	리어	와이퍼 ● ●

Ineterior S SL

가죽시트 ●

운전석	6WAY	파워시트 ●

운전석	럼버	서포트 ●

열선	내장	프론트	시트	 ● ●

열선	내장	리어	시트	 ● ●

6:4	폴딩	리어	시트	 ● ●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 ●

가죽마감	다기능	스티어링	휠 ●

틸트	스티어링	휠	컬럼	 ●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 ●

눈부심	방지	ECm	룸	미러	 ●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 ●

트렁크	토너커버 ●

Comfort / Convenience S SL

인텔리전트	키(I-key)	 ● ●

오토	에어컨디셔너 ● ●

후방	카메라	 ● ●

*파킹센서 ● ●

크루즈	컨트롤	(Cruise Control) ● ●

힐	어시스트 ● ●

다운	힐	어시스트 ● ●

리어	윈도우	열선 ● ●

Audio S SL

*9인치	디스플레이 ●

5인치	디스플레이 ●

*네비게이션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및	핸즈프리 ● *●

Audio S SL

mP3 ● *●

CD player ● 	

USB	포트 ● *●

스피커 4 6

리어	글래스	오디오	안테나 ● ●

Safety S SL

운전석	/	조수석	프론트	에어백 ● ●

운전석	/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 ●

사이드	커튼	에어백	 ●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 ●

하이	마운티드	Stop	램프 ● ●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Traction Control System)

● ●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vehicle Dynamic Control)

● ●

Nissan Intelligent Mobility S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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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러	제공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