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은 완벽한 초소형전기차,

초소형전기차 중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 

성능과 경제성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안전성, 첨단기술의 편리함, 

작아도 여유로운 편안함까지 갖춘 차가 바로 SMART EV D2입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하세요어디를 가든 함께 하세요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은 완벽한 초소형전기차,

초소형전기차 중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 

성능과 경제성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안전성, 첨단기술의 편리함, 

작아도 여유로운 편안함까지 갖춘 차가 바로 SMART EV D2입니다.

스마트 EV 오너를 위한 특별한 스마트 케어

(주)쎄미시스코 고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부분에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이젠 명실상부 

전기차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쎄미시스코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 서울센터 : 02)6951-3425 / 세종센터 : 044)715-5770 / 제주센터 : 064)805-3425

전국 520개 autoOasis 서비스센터 운영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 체계 구축

배터리 4년
고전압 배터리 보증 서비스 (대상 : 최초 구매 고객)

※ 본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 또는 스마트 E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고객센터 운영 (오토오아시스                                            ) 

     스마트 EV의 A/S 및 긴급출동 서비스는 

     autoOasis와 제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긴급 견인 서비스 (유/무상)  

     가까운 A/S 센터로 이동 또는 배터리 방전 시 가까운 충전소까지 이동

● 구매일로부터 1년간 무상점검 서비스 (연간 최대 2회)  

     구매 후 1년간 스마트 EV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2년/40,000km 보증기간 적용

SMART CARE

SEMISYSCO                            SERVICE
세종공장 제주센터 세종센터

(주)쎄미시스코 전기차 세종공장 : 세종시 전의면 압실길 40-10 세종시 전의면 압실길 40-10 제주시 연북로 746

(주)쎄미시스코                           www.smart-ev.co.kr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은 

완벽한 초소형전기차 

유럽에서 이미 인정받은 완벽한 초소형전기차  

2017년 상반기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출 처 - 친환경차 판매 통계 사이트 (ev-sales.blogspot.com)

전세계의 수많은 순수 전기차들 중에서 D2가 네번째로 많이 팔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지도로 보면 유명한 차들이 많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D2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라면 유럽만큼 까다로운 곳도 드물지요. 

정부에서는 안전과 환경에 아주 민감하고, 사람들은 성능과 경제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소형차가 많은 만큼 경쟁도 심하지만, D2는 그런 유럽에서 마이크로카 중 최고의 인기 차종에 올라 있습니다. SMART EV SMART EV 



D2를 ‘스마트 EV’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전기차에 어울리는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함께 합니다.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제공하는 대화면 터치스크린, 고성능 오디오 등으로 
주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물론, 주행 중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 열림 경보, 중앙제어 잠금장치 등으로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Smart Technology. . . .

내비게이션

고성능 오디오 

블루투스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냉난방 

공조시스템

LED 

사이드미러 턴

시그널 램프

알로이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D2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LED

하이마운틴

스톱램프

스마트

리모컨 키

LED 리어 

안개등

키리스 스타트  

파워 버튼

LED 리어 램프 

& 보조 제동등

후방감지

카메라/모니터

 브레이크 

에너지 회수 

시스템

골프백 2개

적재 가능한

트렁크 공간

리튬폴리머 

배터리 장착

9인치 대화면 

터치스크린

Smart In ter ior . . . .

상상을 초월하는 작지만 큰 세상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편하게 타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지, 차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냉난방 
공조시스템,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넓은 트렁크 적재공간, 앉으면 몸을 감싸는 안락한 착석감, 내 몸에 딱 맞춘 스티어링, 
깔끔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D2가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냉난방 공조시스템 _ 여름과 겨울이 긴 우리나라 기후에는 냉난방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온도조절과 풍량조절이 자유로워 4계절 내내 쾌적합니다.

동급 최고의 주행거리,  동급 최강 전기차 D2 

Longest Dis tance. . . .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92.6km 

(저온) 113.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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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

DIMENSION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19년 3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The dimension and the specifications above are subject to change to improve the exterior design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ithout any prior notice.

※ The images shown on this catalog may differ from actual colors and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prior notice.

SPECIFICATIONS

전장 / Overall Length  (mm) 

전폭 / Overall Width  (mm) 

전고 / Overall Height  (mm)

축거 / Wheelbase  (mm)

윤거 (전/후) / Distance Wheel  (Front/Rear) (mm)

형식 / Motor Type

최대토크 / Maximum Torque  (Nm)

배터리 / Battery Type

배터리 용량 / Battery Capacity (kWh)

서스펜션 (전/후) / Suspension  (Front/Rear)

브레이크 (전/후) / Brake  (Front/Rear)

타이어 (전/후) / Tire  (Front/Rear)

에너지 소비 효율 / Fuel Economy  (km/kWh)

충전시간 / Charging Time (~100%)

1회 충전 주행거리 / Mileage

2,820

1,520

1,560

1,765

1,330 / 1,305

PMSM 15kW

90

Li-Polymer

17.3kWh

McPherson / Trailing

Disc

145/60R 13 / 155/50R 14

(도심)  4.1km/kWh  (고속) 3.3km/kWh  (복합)   3.7km/kWh 

약 6시간 / 14시간 (완속 충전기 / 220V 가정용)

(상온) 92.6km (저온) 113.9km
Lovely Sty le . . . .

스타일은 세련되게, 차체는 단단하게

❶ 프런트 리어 범퍼 디자인 (크롬도금 적용)   ❷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❸ LED 리어 램프 & 보조 제동등   ❹ LED 타입 일체형 턴 시그널 램프   

❺ LED 하이마운틴 스톱램프   ❻ LED 리어 안개등   ❼ 알로이 휠   

❶ 냉난방 공조시스템 (온도조절 & 풍량조절)   ❷ 골프백 2개 적재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   ❸ 세련된 실내공간 디자인 (최고급 일체형 (헤드레스트 포함) 인조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장치)   ❹ 지능형 기어 레버   ❺ 키리스 스타트 파워 버튼   ❻ 세련된 도어 디자인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피아노 블랙 우드그레인)   

❼ 4방향 사이드미러 전동 조정 버튼   ❽ USB 커넥터

❶ 9인치 대화면 터치스크린 &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탐색, 블루투스, 라디오, 전화, 비디오, 갤러리(앨범), 캘린더, 계산기 등)   ❷ 시인성 높은 D2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❸고성능 오디오 시스템

❹ 스마트 리모컨 키   ❺ 후방 모니터   ❻ 후방감지 카메라 / 후방감지 센서 

❶ 1회 충전 주행거리, 동급 최강 전기차 D2  ❷ 리튬폴리머 배터리 장착 대용량 배터리   ❸ 편리하고 빠른 충전 (완속 충전기를 통한 충전이 가능한 충전 포트 내장)   

❹ 안전 장치 (주 전원 차단 장치, 디스크 브레이크 (전/후), 운전석 / 조수석 3점식 안전벨트)

작은 만큼 스타일의 세밀한 부분까지 기능성과 심미성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선은 단순하게 처리했고,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드 미러,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등은 감각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차체의 구조와 강성도 철저하게 설계했습니다. 

1회 충전 동급 최고의 주행거리를 달려도 주행 안정성과 정숙성이 뛰어나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❷
❶

❶

❸ ❹ ❺❹

❷

❻

❺

❷

❶❺

❻ ❻

❷ ❸

❼ ❼ ❽ ❸ ❹ ❸❶

D2는 

친환경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