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인의 마음을 훔쳐온 아이콘

4세대를 걸쳐 진화한 헤리티지

날렵하게 파고드는 CLIO의 매력이 달려온다

120년 르노의 베스트셀러 Ⅰ 글로벌 1,400만 대 판매 Ⅰ 유럽 올해의 차 2회 선정

Renault CLIO
Thrilling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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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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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으로 살아난 곡선 
마주치는 순간 빠져드는 눈매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로장주 엠블럼. 

보닛과 휀더부터 시작된 볼륨감은 엣지있는 주간주행등을 지나 후면라인까지 

관능적으로 흐릅니다. 매끄럽게 떨어지는 세련된 숄더라인과 다이내믹한 

밸런스는 실루엣을 한층 돋보이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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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컴팩트카에 강점을 지닌 르노의 노하우가 축적된 완벽한 공간활용.

앉는 순간 느껴지는 자유로움은 컴팩트카에서는 누릴 수 없는 최상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모던한 감각과 컬러의 인테리어, 르노의 라이팅 시그니처를 담은 

C자형 DRL을 포함한 세련된 LED 램프, 

3D 타입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조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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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은 멈추지 않는다 
CLIO의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는 일상을 차에서도 누릴 수 있게, CLIO의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차 내부 공간에 일상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줍니다.

정돈된 센터페시아의 버튼 조작감은 직관적인 느낌을 전해 색다른 감각을 선사합니다.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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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oncar (스마트폰 풀 미러링 시스템)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과 연결한 상태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이 7” 모니터에 미러링 됩니다.

T map 내비게이션은 물론 음악, 사진 등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은 스마트 커넥트 II 부가기능 중 하나로, 안드로이드 OS전용입니다.

스마트 커넥트 Ⅱ (T map 내비게이션)

T map 내비게이션과 7” 디스플레이 A/V 시스템을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와이파이 테더링 연결을 통해 T map 빠른 길 안내(5년간 무료) 및 주변 검색이 가능하며,

탑뷰(TOP VIEW)가 구현되는 이지파킹 기능이 탑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 탑뷰 화면은 가상의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왜곡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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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COMFORT

BOSE® Premium Sound
System : pure sound 

다채로운 음색, 터져 나오는 비트와 짜릿한 사운드에 온몸이 들썩입니다.

음역별로 세분화된 6개의 High Performance BOSE® 스피커와

1개의 서브우퍼로 차량 어디서든 풍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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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원하는 대로 
차량 공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하여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더해 일상의 크기까지 키웠으며, 트렁크 공간과 뒷좌석 6:4 폴딩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짐까지 

손쉽게 실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습니다.

6:4 폴딩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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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그 순간에 몰입하다
핸들을 꺾자마자 반응하는 민첩한 핸들링은 매끄러운 코너링으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차체, 낮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포지션, 컴팩트한 바디는 의도했던 주행을 그대로 실현하며, 좁고 굽이진 유럽의 길을 이겨내기 위해 

진화한 CLIO의 날렵한 움직임을 완성시킵니다.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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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1.5 dCi 엔진 (유로6) 

CLIO는 컴팩트한 차체와 르노 그룹의 디젤엔진 노하우가 집약된 5세대 1.5 dCi 엔진의 완벽한 조화로 민첩한 움직임과 강력한 파워 그리고 17.7km/l의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대 이상 판매된 1.5 dCi 엔진은 게트락 DCT 변속기와 결합되어 드라이빙의 재미를 선사합니다.  

(도심 : 16.8km/ℓ, 고속도로 : 18.9km/ℓ)

독일 게트락 파워시프트Ⓡ DCT 

세계가 인정한 독일 게트락사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2개의 클러치가 각각 홀수, 짝수단 기어의 변속을 맡아 

다른 기어가 작동하는 순간 미리 변속을 준비하고 있다가

작동하여 신속하고 매끄러운 변속을 만듭니다.

90ps 

최고 출력
rpm 4,000

최대 토크
rpm 1,750~2,500

22.4kg.m

복합연비 기준





20 CLIO 4세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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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에 걸친 베스트셀러, 유럽 최고의 아이콘
CLIO는 지난 28년간 글로벌 1,40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한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링카입니다.

유러피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CLIO의 매력은 4세대를 거치면서 주행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져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유럽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CLIO의 매력을 지금 느껴보세요.

HERITAGE

1991

2006

CLIO 1세대 CLIO 2세대

CLIO 3세대 CLIO 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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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블랙 투톤 알로이 휠 &

P205/45ZR 17 타이어 

(INTENS)

17" 그레이 투톤 알로이 휠 &

P205/45ZR 17 타이어 

(ZEN)

에투알 화이트 (레드 데코)  Etoile White (Red Deco)

(INTENS)

머큐리 그레이 Mercury Grey

(ZEN)

디아망 블랙  Diamant Black

(INTENS/ZEN)

에투알  화이트 (크롬 데코)  Etoile White (Chrome Deco)

(INTENS/ZEN)

인텐스 레드  Intense Red

(INTENS)

티타늄 그레이  Titanium Grey

(INTENS/ZEN)

아이언 블루  Iron Blue

(INTENS)

EXTERIOR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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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S

그레이 포인트 블랙 벨벳 시트
(헤드레스트/사이드 인조가죽 적용)

소프트 그레이 대시보드

그레이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 

레드 포인트 블랙 벨벳 시트
(헤드레스트/사이드 인조가죽 적용)

소프트 다크 카본 대시보드

※ 인텐스 레드/ 에투알 화이트(레드 데코) 
색상에서만 선택 가능

INTENS

블랙 인테리어 

블랙 벨벳 시트
(헤드레스트/사이드 인조가죽 적용)

소프트 다크 카본 대시보드

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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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여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EURO NCAP)에서

최고 등급인 5 Stars를 획득하였습니다.

전·후방 주차 경보 시스템

전 ·후방 센서가 주변의 물체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알려주어 정확하고 안전한 주차를 

유도합니다.

후방카메라 

후진 시 후방카메라가 차의 뒷부분 상황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므로 사고와 차량 손상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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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시스템

프론트와 사이드 에어백 시스템이 운전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전자식 브레이크 컨트롤 (EBD-ABS/BAS 내장)

주행 중 위급 시 브레이크 램프를 빠르게 깜빡여 위협 상황을 경고하고, 최적의 브레이크 성능과 

급제동 위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차량 및 운전자, 동승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전방 안개등 코너링 기능

회전 시 스티어링휠의 움직임에 따라 안개등이 점등되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SA)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밀림 방지 장치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줌으로써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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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스티어링휠 앞좌석 열선시트 전자식 룸미러(ECM)

FEATURES

자동 접이 아웃사이드 미러

엔진 START & STOP 버튼

인텔리전트 스마트카드 시스템 (키리스 엔진시동/오토 클로징/리퀘스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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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SPECIFICATIONS

2,590

4,060

1,
4
5
0

1,5051,730

1,505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정부 공인 표준연비
CO2 배출량 

(g/km)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변속기 등급

복합연비(km/ℓ) 도심(km/ℓ) 고속도로(km/ℓ)

17.7 16.8 18.9 104 1,461 1,235 6단 DCT 1

회전저항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등급이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전저항1) : 단위 주행거리 당 소비되는 에너지(손실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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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사이즈 P205/45ZR 17 88W

타이어

제조사 넥센 타이어

회전저항1) 등급 3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3

주요제원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 (mm) 윤거 (전/후, mm) 서스펜션 (전/후) 브레이크 (전/후) 엔진형식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4,060 1,730 1,450 2,590 1,505 / 1,505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드럼 1.5 dCi 터보 디젤 90/4,000 22.4/1,750~2,500



CLIO를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clio.renault.co.kr

ㆍ안전에 관련된 설명에는 제한적 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체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ㆍ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18년 6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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