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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O Price

ZEN INTENS

파워트레인

1.5 dCi 엔진 (유로6) ● ●

독일 게트락 파워시프트
Ⓡ

 DCT ● ●

오토 스탑/스타트 시스템 ● ●

에코 모드 ● ●

안전

차체자세 제어장치 (ESC) ● ●

경사로 밀림방지장치 (HSA) ● ●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 ● ●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 ●

EBD-ABS (BAS 내장) ● ●

앞좌석 에어백 (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머리보호 기능 포함) ● ●

ISOFIX 유아용 시트고정장치 ● ●

충돌감지 도어록 해제장치 ● ●

앞좌석 3점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로드리미터, 리마인드 버저 기능, 높이 조절장치 포함) 
● ●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로드리미터 기능 포함) ● ●

중앙집중식 도어록 · 차속감응 오토 도어록 ● ●

ZEN INTENS

외관

프로젝션 헤드램프 ●

LED PURE VISION 헤드램프 ●

LED 주간주행등 

(DRL)

●

범퍼하단

●

C자형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차폭등, 제동등 적용)
●

LED 전방 안개등 ●

LED 보조제동등 ● ●

후방 안개등 (왼쪽, 1개) · 

후진등 (오른쪽, 1개)
● ●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 ●

17" 투톤 알로이 휠 & P205/45ZR 17 타이어
●

그레이 투톤

●

블랙 투톤

크롬 데코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사이드 몰딩, 트렁크 리드)
● ●

사이드 윈도우 크롬 벨트라인 ●

글로시 블랙 터치 

(사이드 도어 프로텍션, B-필라 스트립,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하단, 리어 범퍼 하단)
●

리어 와이퍼 

(후진기어 연동)
● ●

루프 스포일러 ● ●

   

ZEN INTENS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19,900,000 
      18,090,910 (1,809,090)

\23,200,000 
     21,090,910 (2,109,090)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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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 INTENS

내장

블랙 인테리어 · 

블랙 벨벳시트 
●

그레이 인테리어 · 

그레이 포인트 블랙 벨벳시트
●

블랙 인테리어 · 

레드 포인트 블랙 벨벳시트
●

가죽 스티어링 휠 & 변속기 노브 ●

운전석/동승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

뒷좌석 6:4 폴딩 벤치 시트 ● ●

글러브 박스 

(램프 포함)
● ●

센터 암레스트 ● ●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 ●

미터 클러스터 

(디지털 속도계, HMI 디스플레이 포함)
● ●

운전석 ·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 포함)

● ● 

램프 포함

맵램프
● ●

LED

러기지 스크린 ● ●

RENAULT 일루미네이팅 키킹 플레이트* ●

스포츠 페달* ●

공조시스템

매뉴얼 에어컨 ●

풀오토 에어컨 ●

 

ZEN INTENS

편의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어 열림/잠김, 트렁크 열림, 실내등 일시 점등 기능, 카드리더 포함)
●

인텔리전트 스마트카드 시스템 

(키리스 엔진시동/오토 클로징/리퀘스트 버튼)
●

엔진 START/STOP 버튼 ● ●

앞좌석 열선시트 

(운전석/동승석)
●

전방 안개등 코너링 기능 ●

전자식 룸미러 

(ECM)
●

전방 경보 시스템 ●

후방 경보 시스템 ● ●

후방 카메라 ● ●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 ●

레인센싱 와이퍼 ● ●

크루즈 컨트롤 · 스피드 리미터 ● ●

전자식 차속감응 파워 스티어링 

(SSEPS)
● ●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접이, 전동조절, 열선 기능  포함)
● ●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 

파워 윈도우 (동승석/뒷좌석)
● ●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 ●

가스식 후드 리프터 ● ●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 ●

트립 컴퓨터 ● ●

타이어 리페어 키트 ● ●

* 르노 정품 액세서리로 액세서리 보증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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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 INTENS

멀티미디어

7" 디스플레이 A/V 시스템 

(라디오, AUX, USB, iPod 연결단자)
● ●

스마트 커넥트 II 

(T map 내비게이션, 이지 파킹, oncar 스마트폰 풀 미러링)
○ ●

6 스피커 ●

BOSE
Ⓡ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7 스피커)
●

블루투스 핸즈프리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 ●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 ●

스마트 커넥트 II (T map 내비게이션) 

 ㆍ 스마트폰 와이파이(Wi-Fi) 테더링을 통한 SKT의 T map 실시간 빠른 길 안내 서비스는 5년간 무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 참조)   

 ㆍ oncar 스마트폰 풀 미러링(안드로이드 OS 전용), 이지(Ez)파킹 기능이 추가된 사양입니다.  

 ㆍ 이지(Ez) 파킹은 후방카메라 1개로 탑뷰(TOP VIEW)가 구현되는 주차 보조 시스템 입니다. (단, 탑뷰 화면은 실시간 화면이 아닌 가상의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왜곡되어 표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변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ZEN INTENS

선택 품목

\300,000
스마트 커넥트 II (T map 내비게이션, 이지 파킹, oncar 스마트폰 풀 미러링)

○ ●

\200,000
하이패스(ETCS) + 전자식 룸미러(ECM)     ※ INTENS의 경우 하이패스 전용 ECM으로 대체 

○ ○

  ㆍ CLIO는 르노 글로벌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용품 사양들이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ㆍ INTENS 트림의 경우 외관 색상에 따라 인테리어 색상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및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하이패스(ETCS)는 장애인 자동 할인 기능이 없으며, INTENS 트림의 경우 하이패스 선택 시 기본 장착된 ECM은 하이패스 전용 ECM 으로 대체 됩니다.  

 ㆍ 카매트는 출고 사은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사양, ○ 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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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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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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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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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회전저항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P205/45ZR 17 88W 넥센 타이어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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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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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케어 보증연장

<dCi> 상품 판매가격(부가세포함) 상품 설명

4년 / 80,000km ￦ 270,000 

 ·  각 상품의 보증조건은 신차 보증조건을 포함합니다.

 ·  신차 보증기간 종료 후 일반부품 및 엔진 & 동력전달 장치의 주요부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 보증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상품별 보증수리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5년 / 100,000km ￦ 470,000

6년 / 120,000km ￦ 730,000

7년 / 140,000km ￦ 990,000

2,590

4,060

1,
4
5
0

1,5051,7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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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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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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or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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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01  전방 카메라  ￦ 250,000

02  T2C (Tablet to Car)태블릿 내비게이션  ￦ 400,000 (ZEN)  
                 ￦ 100,000 (INTENS)

탈부착 가능한 8" 태블릿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음성명령 기반의 'T map × NUGU' 를 통해 

통화 및 문자 발신, 내비게이션 기능, 멜론, 팟캐스트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CLIO 일체형 무선 충전기  ￦ 130,000     
※ 작동 대상: Qi 인증 취득 휴대폰(iPhone 8, 삼성 갤럭시 S6, S6 Edge, S7, S7 Edge, 

S8, S9, Note 5, 팬택 IM-100, LG G6+, LG V30), 타 기종은 Qi 인증 취득한 충전 패치 

구매 후 사용 가능

※ 무선 충전 패드 주변에 스마트카드 또는 동전 등 금속 물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04  블랙 샤크 안테나  ￦ 50,000

01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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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럭셔리 포칼 스피커(Focal)  ￦ 700,000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다이내믹한 사운드와 정밀하고 밀도감 높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피커 6개 - 프런트 4개, 리어 2개) 

06  루프바 & 루프박스 세트 (컬러 : 화이트/블랙)  ￦ 910,000
※ 단품은 전국 서비스 거점 및 용품점에서 구매 가능

07  RENAULT 일루미네이팅 키킹 플레이트 (2개)  \175,000    

08  CLIO 키킹 플레이트 (2개)  \75,000                  

09  LED 맵램프  ￦ 98,000           

05 06

08 09

07

※ 05번, 07번 ~ 09번 : ZEN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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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12

10 11

13

10  아크릴 바이저  ￦ 46,000           

11  크롬 바이저  ￦ 48,000

12  스포츠 페달  ￦ 78,000           

13  러버매트  ￦ 150,000

※ 12번 : ZEN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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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트렁크 라이너  ￦ 68,300           

15  3D 트렁크 라이너  ￦ 190,000           

16  트렁크 네트 (가로형/세로형)    

￦ 38,900 / ￦ 45,200    

17  트렁크 디바이더 (부착형)  ￦ 28,000 

18  하이패스  ￦ 99,000
고감도 RF 주파수, 음성안내 가능 

19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Q  ￦ 365,000   
(최고급형, Quad - HD, FUll - HD)

20  아이나비 QXD 950 View  ￦ 365,000   
(최고급형,  FUll - HD, FUll - HD)

21  유라이브 HIT 2  ￦ 240,000   
(스마트형, HD, HD) 

22  아이나비 V500  ￦ 279,000   
(스마트형, HD, HD)

※ 14번 ~ 16번 : ZEN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 19번 ~ 20번 : 

     - GPS 정상 수신 시 작동하며 일부 장착 위치에 따라 ADAS 

        기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ADAS 지원은 최고급형에만 해당)

     - 아이나비 QXD 950 View의 GPS는 별매품입니다.   

※ 19번 ~ 22번 : 신차 구매 시 장착비 33,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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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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으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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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CLIO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 (주행 거리 2만 km 이하)이내 입니다.     ㆍCLIO 액세서리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ㆍCLIO 액세서리의 소비자 가격은 신차 주문 출고 시에만 해당 되는 가격입니다. 장착비로 인해 전국 서비스 거점 및 용품점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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