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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역동적이고 더 스타일리시하게. 닛산 글로벌 베스트셀링 세단으로 중형 세단의 대명사인 알티마가 놀라운 변신을 감행했습니다.

입체적인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교차하는 디자인은 한층 강렬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엔진은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모든 예상을 

뛰어넘은 닛산 알티마를 지금 만나보실까요.

지금껏 가장 강렬한 알티마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닛산 알티마는 이전 보다 대담해진 V-모션 그릴과 부메랑 헤드 램프 등 닛산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는 물론,

이전 세대 대비 전고는 낮추고 전장과 전폭은 늘림으로써 한층 더 날렵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뛰어난 주행성능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각 필러는 블랙 색상으로 마감되어 차량 지붕이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플로팅 루프를 구현해 닛산의 정체성과 함께 세련미를 강조하였습니다.

NISSAN ALTIMA MAKES ME BOLD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닛산의‘글라이딩 윙(Gliding wing)’디자인은 닛산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넓은 공간감과 우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계기판과 대시보드는 우드톤 그레이 가죽과 크롬 몰딩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PREMIUM DETAILS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스마트 트림은 제외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플로팅 타입의 8인치 터치 컬러 디스플레이는 운전 중 시야의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와
안드로이드오토(Android Auto)도 기본으로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SMART “FLOATING” 
TOUCH SCREEN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닛산 알티마의 역동적인 굴곡 그리고 표면의 엣지가 살아있는 날렵한 디자인은 달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특히 부메랑 형태의 테일 램프의 꼬리가 차량 측면까지 이어지도록 배치해 차량이 넓게 보이는 효과를 주며,

이러한 디테일의 알티마는 도시에서의 삶을 더 빛나게 합니다.

THE DAy yOU wANT TO DRIv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앰프를 포함한 9개의 스피커와 8개의 맞춤형 이퀄라이저

채널을 갖추어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생생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CONCERT HALL SOUND



DRIvE MORE LIKE A PRO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단거리 경기와 마라톤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까요?

첨단의 멀티링크 시스템은 주행 상황을 고려해 8:1(고성능과) 14:1(고효율) 사이에서 

엔진의 압축비를 가변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터의 폭발적인 질주와 마라토너의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THE wORLD’S 
FIRST PRODUCTION 

vARIABLE 
COMPRESSION

TURBO ENGIN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VC
TURBO

38.7
TORQUE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 ELEvATED 
ExPERIENCE FOR 

EvERyONE
닛산 알티마의 운전석에 장착된 저중력 시트는 골반부터

가슴까지 신체의 중심을 단단히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모니터를 통해 차량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360°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Moving Object Detection)

기능이 내장되어 운전자가 차량 주변 상황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쉽고 편리한 주차를 돕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 있고 설레는 운전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전념해 온 닛산의 기술적 방향성입니다. 한층 더 다이내믹하고 세련된 모델로 거듭난 닛산 알티마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엔진과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의 면모를 한층 더 가미한 첨단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with 
Pedestrian Detection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를 통해 전방에 

있는 차 간격과 속도를 모니터하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자율적으로 작동시켜 전면 

충돌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심각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인지 기능을 

갖춘 긴급 브레이크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합니다.

Intelligent Lane 
Intervention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차선을 벗어나 

주행하지 않게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부드럽게 주행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Intelligent Forward 
Collision warning
인텔리전트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레이더를 사용해 전방 주행 차량은 물론 

그 앞 차량의 상대적인 속도 및 거리를 

감지합니다. 급작스러운 감속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계기판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경고음을 냅니다. 

Blind-spot warning
사각지대 경고는 차량 양측의 사각지대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사이드 미러 

안쪽의 라이트가 켜집니다. 만약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경고등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인지시켜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NSE MORE AROUND yOU
알티마에 적용된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with Pedestrian Detection

기술을 통해서 사물은 물론 보행자까지 감지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방 충돌 경고와 차선이탈 방지, 사각지대 경고등과 같은 기능으로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 SELECTION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torm Blue

Pearl White
Charcoal 
Leather Brilliant Silver

Charcoal 
Leather

Super black
Charcoal 
LeatherGun Metallic

Charcoal 
Leather

Charcoal 
Leather

Scarlet Ember

INTERIOR COLOR SELECTION

* 본 카탈로그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색상은 인쇄 과정 및 주변 조명에 따라 실제 차량의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닛산 매장에서 실제 차량의 색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rey Leather

Charcoal Leather

Charcoal 
Leather

Grey 
Leather

Charcoal 
Leather



TECHNICAL DATA SPECIFICATION

구분 2.5 SMART 2.5SL Tech  2.0 T

제원

전장 (mm) 4,900 4,900 4,900

전폭 (mm)  1,855 1,855 1,855 

전고 (mm) 1,445  1,445 1,445 

윤거 전륜 / 후륜 (mm)  1,605 / 1,605 1,605 / 1,605 1,595/1,595

축거 (mm) 2,825 2,825 2,825 

공차중량 (kg) 1,470 1,500 1,555 

승차정원 5 5 5

엔진

총 배기량 (cc) 2,488 2,488 1,997
(1970~1997)

최고출력 (ps/rpm) 184/6,000 184/6,000 252/5,600

최대토크 (kg∙m/rpm) 24.9/3,600 24.9/3,600 38.7/4,400

연료 탱크 용량 (ℓ) 61.3 61.3 61.3

타이어 규격 215/55R17 215/55R17 235/40R19

브레이크

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 리어 디스크 리어 디스크 리어 디스크

사용연료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

연비
(km/ℓ)

복합연비 12.9 12.8 12.2

도심연비 11.1 11.1 10.8

고속도로연비 16.0 15.8 14.6

복합 CO2 배출량 (g/km) 131 132 139

등급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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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2.5 SMART 2.5SL Tech 2.0 T

PR25DD : 2.5리터 DOHC 16밸브 4기통 엔진 ● ●

KR20DDET : 2.0리터 VC-Turbo DOHC 16밸브 4기통 ●

Drivetrain / Transmission 2.5 SMART 2.5SL Tech 2.0 T

무단변속 Xtronic CVT ● ● ●

전륜구동(Front-Wheel Drive) ● ● ●

패들 시프트 ●

wheels / Tires 2.5 SMART 2.5SL Tech 2.0 T

17" 알루미늄 휠 ● ●

19" 알루미늄 휠 ●

215 / 55R17 타이어 ● ●

235 / 40R19 타이어 ●

Brakes 2.5 SMART 2.5SL Tech 2.0 T

벤틸레이티드 프론트 디스크/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 ● ●

4륜 휠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ABS, Anti-locking Braking Syst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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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및 오토 홀드 ● ●

제동 보조 기능 (BA, Break Assist) ● ● ●

Suspension / Steering 2.5 SMART 2.5SL Tech 2.0 T

전 : 독립식 스트럿 ● ● ●

후 : 멀티링크 ● ● ●

듀얼 피니언 전자식 스티어링 (DP-EPS) ● ● ●

신차보증  닛산의 모든 차량은 3년 / 100,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24시간 고객님의 즐겁고 편안한 운전을 위하여 3년 또는 100,000km 이내

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본 서비스에는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 스페어타이어 교체, 비상 연료 공급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무상대차 서비스  보증 수리로 예약을 하시고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 후 수리가 3일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상대차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대여 가능한 차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품 대기중인 경우는 제외) 

* 위 서비스는 고객만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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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ior 2.5 SMART 2.5SL Tech 2.0 T

LED 헤드램프 / LED 안개등 ● ●

주간 주행등 ● ●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 ● ●

열선 내장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 ● ●

듀얼 크롬 이그저스트 파이프 ● ●

크롬 도어 핸들 ● ● ●

원터치 파워 슬라이딩 / 틸트 선루프 ● ●

Comfort / Convenience 2.5 SMART 2.5SL Tech 2.0 T

원격시동 시스템 ● ● ●

인텔리전트 키(I-Key), 푸쉬버트 시동 기능 ● ● ●

7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 ●

8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 ● ●

USB 포트
1개

(TYPE-A)
4개

(2: TYPE-A, 2:TYPEC)
4개

(2: TYPE-A, 2: TYPEC)

듀얼존 오토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Dual zone Auto A/C)

● ●

운전석 원터치 파워윈도우(Up/Down) ●

앞좌석 원터치 파워윈도우(Up/Down) ● ●

속도 감응형 파워 도어 록
(Speed sensing auto lock)

● ● ●

스티어링 휠 크루즈컨트롤 스위치
●

(ASCD)
●

(ICC)
●

(ICC)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트 디스플레이
(Advanced Drive-Assist Display)

●
(5인치)

●
(7인치)

●
(7인치)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컬럼 ● ● ●

속도감응형 간헐식 와이퍼 ● ● ●

선바이저 화장 거울 및 조명 ● ● ●

눈부심 방지 ECM 룸 미러
●

(Manual Dimming)
●

(Auto Dimming)
●

(Auto Dimming)

12볼트 DC 파워 아울렛 ● ● ●

오버헤드 선글라스 홀더 ● ● ●

센터 콘솔 ● ● ●

맵 랩프 및 뒷좌석 독서등 ● ● ●

Audio / Entertainment 2.5 SMART 2.5SL Tech 2.0 T

오디오 시스템 - AM/FM, 6 스피커 ●

애플 카플레이 / 안드로이드오토 ● ●

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_9 스피커 ●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및 핸즈프리 ● ● ●

Seating / Appointments 2.5 SMART 2.5SL Tech 2.0 T

운전석 8방향 파워시트 ● ● ●

운전석 2방향 럼버 서포트 ● ●

조수석 4방향 시트
●

(Manual)
●

(Power)
●

(Power)

운전석 메모리 시트 ● ●

6 : 4 폴딩 리어 시트 ● ● ●

직물 시트 ●

가죽 마감 시트 ● ●

스티어링 휠 & 기어 레버 우레탄 마감 ●

스티어링 휠 & 기어 레버 가죽 마감 ● ●

열선 내장 프론트 시트 ●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 ●

Safety / Security 2.5 SMART 2.5SL Tech 2.0 T
닛산 어드밴스드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
(탑승자 식별 센서 포함)

● ● ●

운전석 / 조수석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 ● ●

루프 내장형 사이드 커튼 에어백 ● ● ●

운전석 / 조수석 무릎 에어백 ● ● ●

하이빔어시스트 ● ●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 ● ●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Vehicle Dynamic Control)

● ● ●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Traction Control System)

● ● ●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 ● ●

후방 주차 센서 ● ●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 ● ●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 ●

인텔리전트 차간 거리 제어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 ●

인텔리전트 전방 충돌 경고

(Intelligent Forward-collision Warning)
● ● ●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with   
 Pedestrian Detection)

● ●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Blind Spot Warning)
● ●

후측방 경고 시스템

(Rear Cross Traffic Alert)
● ●

인텔리전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Intelligent Lane Interven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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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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