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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지,  
이동의 수단을 넘어선 혁신  
상상의 미래가 아닌 현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감각적인 미래형 디자인, 
즐겁고 경제적인 드라이빙, 
환경을 생각한 퍼포먼스까지.

당신의 가까운 미래를 
트위지와 함께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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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충전기

 모터

구동축

감속장치

전류
교환장치

TECHNOLOGY

모던 대시보드 (글러브박스 2개) 디지털 계기판 (배터리잔량, 속도)

BATTERY

전압 : 220V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 가능)

배터리 형식 :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 6.1 kWh
정격전압 : 52.5V (129Ah)

완전충전 : 3.5시간 (80%충전 : 2.5시간)

내장형 충전 케이블 (3m 길이)

르노의 완성된 기술력, 트위지에서 경험하다!
CO 2 발생 제로, 100% 무공해 전기 자동차, 220V의 충전 편의성까지.
트위지는 운전하기 쉽고, 주차하기 편리해 이동하는 순간의 모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COMFORT & SAFETY

작아서 실용적인 트위지, 안전까지 완성하다!
좁은 주차공간도 걱정없는 컴팩트한 사이즈,
튼튼한 차체와 에어백 그리고 신속한 제동력까지.
트위지는 르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했습니다.

글러브 박스 (잠금장치 포함)운전석 에어백 디스크 브레이크 (전륜/후륜)

뒷좌석 승객까지 고려한 인체 공학적 설계운전석 4점식 시트벨트 안전성을 강화한 강판 프레임 

※하기 이미지 예시는 Intens(2인승)차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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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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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 INTERIOR COLORS

DIMENSIONS (단위 : mm) TECHNICAL SPECIFICATIONS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에너지 소비효율 7.9km/kWh(도심 8.8km/kWh, 고속도로 7km/kWh), 1회 충전 주행 거리 55km, 배터리 정격전압(전류용량) 52.5V/129Ah | 공차중량 495kg     · 에너지 소비효율은 표준모드에 의한 것으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에너지 소비효율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장 전폭 전고 축거 윤거(전/후)

2,370 1,237 1,454 1,686 1,094/1,080

배터리형식 정격전압 (전류용량) 최고출력 (ps) 최대토크 (kg.m)

리튬 이온 52.5V (129Ah) 17.1 (12.6Kw) 5.8

PRICE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 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125/80 R13(전), 145/80 R13(후) 콘티넨탈 타이어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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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2인승) COLOR

INTENS( 2인승) COLOR

오렌지 바디 / 화이트 데코
Orange body / White Deco

화이트 바디 / 블랙 데코
White body / Black Deco

블랙 인테리어/블랙 시트

블랙 인테리어 / 블랙 시트

블랙
Black

화이트
White

블루 바디 / 화이트 데코
Blue body / White Deco

블랙 바디 / 화이트 데코
Black body / White Deco

TIRE

WHEEL

INTENS 전용
13" 블랙 투톤 알로이 휠

LIFE 전용
13" 스틸 휠 & 화이트 휠커버

차종별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LIFE(2인승)

13,300,000
12,090,909 (1,209,091) 

· 파워트레인 :  13kW 전기모터, 배터리(6.1kWh), AC 220V 완속 충전 시스템(차량 전면 충전케이블), 회생제동 시스템, 에코미터

· 안전 : 보행자 경음기,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운전석 에어백, 매뉴얼 파킹브레이크(스티어링 휠 하단), 앞좌석 4점식 시트벨트,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 뒷좌석 보조시트 고정 장치 

· 외관 : 13" 스틸 휠 & 화이트 휠커버, 타이어(전륜 125/80 R13, 후륜 145/80 R13) , 할로겐 타입 주간 주행등, 트위지 윈도우(지퍼 타입)

· 내장 :   TWIZY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HMI 디스플레이 포함), 블랙 인테리어(다크 카본 대시보드), 전후 2열 시트,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블랙 시트, 
                대시보드 좌우 상단 수납함(우측 수납함 잠금장치 포함), 리어시트 하단 수납함 

· 편의 :  전자식 변속 버튼, 원터치 시저 도어, 후방 경보 시스템, 12V 파워아울렛(좌측 상단 수납함 내)

INTENS(2인승)

14,300,000
13,000,000 (1,300,000)

· 파워트레인 :  13kW 전기모터, 배터리(6.1kWh), AC 220V 완속 충전 시스템(차량 전면 충전케이블), 회생제동 시스템, 에코미터

·  안전 :           보행자 경음기, 디스크 브레이크(전륜/후륜), 운전석 에어백, 매뉴얼 파킹브레이크(스티어링 휠 하단), 앞좌석 4점식 시트벨트,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 뒷좌석 보조시트 고정 장치

· 외관 :  투톤 포인트 바디컬러, 13" 블랙 투톤 알로이 휠, 타이어(전륜 125/80 R13, 후륜 145/80 R13),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미러, 할로겐 타입 주간 주행등, 트위지 윈도우(지퍼 타입)

· 내장 :    TWIZY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HMI 디스플레이 포함), 블랙 인테리어(다크 카본 대시보드), 전후 2열 시트,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블랙 시트, 카매트, 
                대시보드 좌우 상단 수납함(우측 수납함 잠금장치 포함), 리어시트 하단 수납함 

· 편의 :  전자식 변속 버튼, 원터치 시저 도어, 후방 경보 시스템, 12V 파워아울렛 (좌측 상단 수납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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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된 고객 혜택 및 기타 내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점 및 엔젤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엔젤센터 : 080-3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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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지의 매력에 특별함을 더하다!
트위지 운전자를 위한 액세서리는 유니크한 트위지의 매력에 실용성을 더해 줍니다.

※ 액세서리의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액세서리(순정용품)의 보증기간은 1년(주행거리 2만 km 이하) 이내입니다.  ※ 트위지 액세서리는 르노에서 수입되는 르노 정품 액세서리입니다. ※ 모든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격은 신차 주문 출고 시에만 해당 되는 가격입니다. 장착비로 인해 전국 서비스 거점 및 용품점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ACCESSORIES

트위지 바디커버  ￦67,0001 트위지 네트(3종)  ￦47,000  ※ 시트 밑 1개 (40 x 14 cm) / 앞 2개 (20 x 12.5 cm)2

시큐리티 바   별도의 키로 운전대를 잠궈 주는 시큐리티 바  ￦47,0006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69,000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채택, 프리볼트 지원, 6A, 동급최장 사용시간, 장착비 포함 (신차구매시에는 장착비 포함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 ※ 2채널 블랙박스 전용9

블루투스 오디오   차량 일체형 고음질 블루투스 오디오  ￦395,000  ※ 사양: Class AB, 26W X 2CH(4Ω), 블루투스 4.2, USB(MP3,WMA,Flac 지원), Hands Free 노이즈캔슬링 효과 적용5

르노 블랙박스   스마트형, HD, HD  ￦153,000  ※ 장착비 포함가8

프리미엄 워머  ￦155,0004러버 매트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러버 매트  ￦19,000  ※ Intens 기본으로 장착되는 러버 매트와 동일3

트위지 머드 가드   앞바퀴 머드 가드(2개)  ￦15,000  ※ 차량 출고 후 용품점 및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구입 가능 (공임비 미포함. 공임비는거점별 상이)7

8

9

6

TWIZY 고객님만을 위한 멤버십 혜택을 선사합니다.

특별한 재구매 가족 혜택 
르노삼성자동차 재구매 시 고객님과 가족께는  재구매 횟수(2대  ~ 10대 구매)에 따라 20 ~ 100 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족 :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소모품(와이퍼 블레이드)을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   정기점검 서비스
차체, 섀시, 브레이크, 엔진 쿨런트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무상점검해 드립니다.

* 무상서비스 혜택 및 제공횟수와 기간은 차종별로 상이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MY RENAULT KOREA 애플리케이션
내 차 관리를 위한 모든 것 MY Renault Kore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트위지 도어 & 사이드 데칼  ￦330,000 (장착비 포함)

썬플라워 
Sunflower 

화이트 골드 스파클 
White Gold Sparkle

블루 라즈베리 
Blue Raspberry

다크 그레이 
Dark Grey

아토믹 틸 
Atomic Teal

핫핑크 
Hot Pink

드레곤 파이어 레드 
Dragon Fir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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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쇄물은 친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 되었습니다.



TWIZY를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www.renault.co.kr

www.facebook.com/RenaultKOR www.instagram.com/renault_kr www.youtube.com/RenaultKR

· 안전에 관련된 설명에는 제한적 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으며,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21년 11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RENAULT SAMSUNG MOTORS. ALL RIGHTS RESERVED

고객님을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모든 전시장과 A/S센터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사용 및 정기 소독 등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 상담 부스 매 시간 소독, 세정젤 비치   ② 일 3회 이상 전시장 정기 소독   ③ 영업담당 감염방지 대책 규정 준수

안심하고 가까운 전시장과  A/S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르노삼성자동차 전시장과 A/S센터는 

"코로나 방역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