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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만든

글로벌 SUV, QM6 

세계가 누리는 SUV를

당신도 누릴 수 있도록

Challenge Th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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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범퍼까지 이어지는 C자 형태의 LED 주간주행등과 대형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우수한 시인성을 발휘하는 LED PURE VISION 헤드 램프는 

과감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며, 듀얼 디퓨져 형상의 리어크롬 가니시와 함께 전통적인 SUV의 수평적 디자인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금요일  오후 1시,  

달라진 시선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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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최대 뒷좌석 무릎공간 (레그룸 289mm) 확보로 가능해진 

넓은 뒷좌석 공간과 부드럽고 안락한 시트는 특별한 사람을 태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벼운 여행길, 즐거움을 가득 실어도  

공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글로벌 SUV만의 품격 있는 인테리어

수평적인 실내 인테리어에 수직적인 센터페시아가 만나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넓고 높은 센터 콘솔과 다양한 소재들의 세심한 조합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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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스타일, 쓸수록 돋보이는 감각은 

타면 탈수록 만족이 커졌다
센터페시아의 복잡한 버튼들을 세로형 8.7” 정전식 터치스크린으로 담아내, 가벼운 터치 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내비게이션, 

공조장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가죽 & 스티치 디테일  

슬라이딩 암레스트    

듀얼 그립 핸들   

S-Link 사용자 프로필 구성

앰비언트 라이트(컬러 가변형)

브라운 혹은 블랙 가죽으로 이뤄진 세련된 스타일과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스티치 디테일은 유럽의 특별한 감성을 전합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위치를 80mm까지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을 적용, 더욱 편안한 드라이빙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정통 SUV의 DNA를 잇는 그립 핸들은 고급스러운 가죽소재와 만나 세련되게 진화했습니다.

최대 6명까지 등록 가능한 사용자 프로필 구성으로 '나만의 맞춤 차량 세팅'이 가능합니다.

5가지 색상으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매번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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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작은 선율까지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운드 시스템에  

콘서트홀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BOSE
®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시스템 개발부터 QM6를 위해 BOSE사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설계된 사운드 

시스템은 음역 별로 세분화된 12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장착되어 최상의 

음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스테이지를 적용해 앞뒤/좌우 

어디에서나 한 가운데에서 듣는 것 같은 입체적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디젤 엔진음에서 전달되는 부밍 노이즈를 상쇄시켜주는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정숙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며, 조용한 음악까지 콘서트홀의 감동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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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최고 출력

rpm 3,750 rpm 2,000~2,750

177ps 최대 토크 38.7kg.m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파워트레인

르노의 최신 2.0 dCi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자트코(JATCO)의 최신 뉴 엑스트로닉 CVT D-Step 

튜닝으로 무단 변속기 이면서도 자동 변속기와 같은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뛰어난 제동성능 및 핸들링은 

운전하는 즐거움을 극대화 합니다. 

2.0 dci   
반응성이 뛰어나고, 다이내믹한 디젤 엔진 & 뉴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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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도로에 따라 모드를 바꾸는 ALL MODE 4X4-i 

어떤 길도 안심하고 달렸다

2WD mODE

AUTO mODE

4WD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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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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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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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mODE / 4WD LOcK2WD mODE

210mm의 높은 지상고, 19°의 접근각, 26°의 이탈각은 

ALL MODE 4X4-i와 함께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에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210mm 지상고 / 19°의 접근각 / 26°의 이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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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트렁크를 버튼이나 킥 모션만으로 누구나 쉽게,

모든 불편이 손쉽게 해결됐다

매직 테일 게이트

파워 테일 게이트와 핸즈프리 기능의 조합으로 진보된 편의 사양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기능으로, 

다양한 위치에 장치된 버튼을 통해 누구나 쉽게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 조작 없이, 뒷 범퍼 하단의 모션 감지센서를 

통해 범퍼 밑으로 발을 넣었다 빼는 킥 동작만으로도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매직 테일 게이트는 트렁크가 중간 멈춤 없이 끝까지 

부드럽게 열려,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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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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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AP 1등급 최고 수준의 안정성

앞좌석 70°, 뒷좌석 77° 와이드 오픈도어

오토 클로징

원터치 이지 폴딩 2열 시트

초고강력 강판을 적용해 차체 강성을 높인 구조적인 혁신과 탑승자의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승객 보호 장치 

그리고 다양한 충돌 상황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시킨 최고 수준의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 KNCAP 1등급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좌석은 2단계로 70°까지, 뒷좌석은 3단계로 77°까지 안전까지 고려한 동급 최대 도어 오픈 각도를 확보하여 

승하차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도어와 트렁크 리드가 닫힌 상태에서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차량을 떠나 감지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도어와 

트렁크 리드가 잠기는 기능으로 짐을 들고 있거나 아이를 동반했을 때 더욱 편리합니다.

트렁크 내부 레버 조작으로 2열 시트 등받이가 풀플랫(Full Flat)으로 접혀져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했습니다. 

구석구석 세심한 설계로 완성된 

빼어난 안정성과 편의를 만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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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 ~ 2m
Auto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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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주차 보조 시스템과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이 정말 든든해졌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기술력이 담긴 첨단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어려움을 느끼기 전에 신속하게 작동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안전한 운전을 도와드립니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고속 운전 시 더욱 중요한 게 안전이기에 70km/h 이상으로 주행 시 윈드쉴드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하여 차선을 인식한 후, 차선에서 이탈할 경우 경보창과 동시에 

경보음이 발생,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려줍니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

전방 레이더를 통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긴급하게 

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오토매틱 하이빔(AHL)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길 주행 시 자동으로 상향등 전환 후 전방에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감지하여 하향 조정되며, 차가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상향등으로 자동 

전환되어 산길 및 밤길 주행 시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30~140km/h로 주행 시 4개의 울트라 소닉 센서를 이용하여 2륜 차를 비롯해 

움직임이 있는 모든 물체를 감지한 뒤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아웃사이드 

미러에 내장된 LEF 경고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UTA) 

운전 중 스티어링 조작 패턴과 운전자의 차량 기능 조작 빈도수 등을 분석하여, 

졸음운전 등 운전 집중도가 떨어질 경우 메시지와 함께 경보음을 발생시켜 운전에 

집중 혹은 쉬어가게 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EPA)

차체 사방의 센서로 주차공간을 탐색한 뒤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조작, 기어변속은 S-Link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평행/직선/사선 주차 및 평행 출차 가능)

360° 주차보조 시스템 

차량 곳곳에 부착된 12개의 센서를 이용해 주변 전, 후, 측면의 물체를 감지해 경고창과 함께 경고음으로 운전자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FCW)

주행 시 앞차량과 추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음과 함께 경고창이 신속하게 

알려줍니다.

Safe Too close Dangerous

운전 피로도 경고 
잠시 휴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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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cOLORS 보는 각도와 햇빛의 강도에 따라 풍부해지는 QM6의 여섯가지 감성컬러, 

다른 어떤 차와도 차별화되는 개성을 담았습니다.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

클라우드 펄  Cloud Pearl

RE Signature 

RE LE SE

RE Signature RE Signature 

골든 베이지  Golden Beige마이센 블루  Meissen Blue

어반 그레이   Urban Grey 울트라 실버   Ultra Silver

INTERIOR
cOLORS 손 끝에 닿는 안락한 감촉의 가죽시트와 

도시적인 감각의 인테리어가 당신의 열정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시에나 브라운 가죽시트 RE Signature 옵션

우드 그레인 데코 RE Signature

시에나 브라운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

인조가죽시트 SE / LE / RE

허니컴 그레인 데코 RE

가죽시트 RE Signature

우드 그레인 데코 RE Signature

인조가죽시트 SE / LE / RE

실버 페인팅 데코 S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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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투톤 알로이 휠 &

225/55R 19 99V 타이어

18” 투톤 알로이 휠 &

225/60R 18 100H 타이어

18” 알로이 휠 &

225/60R 18 100H 타이어

17” 알로이 휠 & 

225/65R 17 102H 타이어

WHEEL &
TIRE

fEATURES

앞좌석 통풍시트

쿠션과 등받이에 시원한 바람을 통과시켜 한여름에도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시트

뒷좌석에 온열 기능을 제공합니다. (5분 이내 30°C까지 상승)

뒷좌석 2포트 충전 전용 USB 단자

장거리 운행 시 등 뒷좌석 탑승자에 모바일 기기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피스 알루미늄 루프랙

이음새가 없는 메탈릭 느낌의 알루미늄 루프랙으로 세련된 지붕 라인을 강조해 고급스런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플라스틱 펜더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도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아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훨씬 낮췄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을 누르면 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도까지 상승해 겨울철 드라이빙에 아주 용이합니다. 

회전저항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전저항1) : 단위 주행거리 당 소비되는 에너지(손실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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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65R 17 102h 타이어 225/60R 18 100h 타이어 225/55R 19 99V 타이어

제조사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회전저항1) 등급 2 2 3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4 3 4

1 2

4 5 6

3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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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SPEcIfIcATION

(단위 : mm)

2.0 dci 2WD/4WD

전장(mm) 전폭(mm) 전고(mm) 축거(mm) 윤거(전/후, mm)

4,675 1,845 1,680 2,705 1,595/1,590

서스펜션(전/후) 브레이크(전/후) 엔진형식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맥퍼슨 스트럿/멀티링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디젤 직분사 터보 177/3,750 38.7/2,000~2,750

1,
6
8
0

4,675

2,705

1,845

1,595

1,590

고객과의 평생약속

르노삼성자동차 오토솔루션

■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명절 당일은 휴무)

        긴급 출동 서비스 :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전화상담 : 080-300-3000 (수신자부담)  /  팩스상담 : 051-979-7449

        우편상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르노 삼성자동차 엔젤센터 (우편번호 : 46758)

■  상담내용

        구매상담 : 차량정보, 금융상품안내, 제세금안내 / 정비상담 : 정비예약, 자가정비요령, 기기사용법

        긴급출동 : 긴급출동 서비스  /  기타 : 고객 불편 상담 및 제안 접수

        인터넷안내 : http://www.renaultsamsungM.com/ac/index.jsp

평생견인 서비스
보증기간, 견인거리 모두 상관없이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르노삼성 서비스 네트워크로 평생 무료 견인해 드리겠습니다.

안심견적 서비스
정확하고 부풀림 없는 투명한 일반 정비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고객님의 사전동의 없이 정비 후 청구하는 수리비 

발생 시에는 전체 수리비를 무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비보증 서비스
르노삼성자동차가 보증하는 규격부품으로만 수리하겠으며, 정비결과에 대해 1년 또는 2만 km 이내(선도래 우선적용) 

무상보증해 드리겠습니다.

Qm6 고객님만을 위한 멤버십 혜택을 선사합니다.

르노삼성멤버십은, 르노삼성자동차를 구매하신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 무상서비스 제공 횟수는 차종별 상이함

■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 오일필터와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 마일리지 제한없이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기간 내에 꼭 서비스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정기점검 서비스

차체, 섀시, 브레이크, 엔진 쿨런트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무상점검해 드립니다. (횟수 제한 있음)

특별한 재구매 가족 혜택 

르노삼성자동차 재구매 시 고객님과 가족께는  재구매 횟수(2대 구매 ~ 10대 구매)에 따라 20 ~ 100 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가족 :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dCi 2WD CVT S&S (17”, 18”) 복합연비 12.8 km/ℓ (도심 : 12.3km/ℓ, 고속도로 : 13.6km/ℓ) CO2 배출량 148g/km  3등급 배기량 1,995cc 공차중량  1,645kg

2.0 dCi 2WD CVT S&S (19”) 복합연비 12.5 km/ℓ (도심 : 11.8km/ℓ, 고속도로 : 13.4km/ℓ) CO2 배출량 153g/km  3등급 배기량 1,995cc 공차중량  1,705kg

2.0 dCi 4WD CVT S&S (18”) 복합연비 11.9 km/ℓ (도심 : 11.3km/ℓ, 고속도로 : 12.6km/ℓ) CO2 배출량 162g/km  3등급 배기량 1,995cc 공차중량  1,735kg

2.0 dCi 4WD CVT S&S (19”) 복합연비 11.7 km/ℓ (도심 : 11.1km/ℓ, 고속도로 : 12.4km/ℓ) CO2 배출량 165g/km  3등급 배기량 1,995cc 공차중량  1,76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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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월의 가격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나는

기대 이상의 특별함을 만난다 

평범한 일상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