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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ult ZOE

Electrify Your Life
세상에 없던 나만의 모빌리티,
당신의 삶을 짜릿하게 채워줄 조에(ZOE)가
세대를 거듭한 진화를 통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유럽 e-모빌리티의 선구자이자 리더인 르노의
베스트셀링 순수 전기차 조에는 향상된 파워와 주행거리,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첨단 편의 사양,
그리고 모터스포츠 DNA로 구현한 민첩한 스티어링으로
100% 전기 주행의 즐거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스마트 드라이빙 라이프를
새로운 차원의 e-모빌리티 조에와 시작해보세요.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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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조에는 우리를 더 멀리 가고 싶도록 만들어줍니다. 르노는 전기차 기술과 성능의
선두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조에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에는 르노가
모두를 위한 100% e-모빌리티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질 노만 르노 전기차 총괄 부회장
GILLES NORMAND SVP, Electric Vehicles & Mobility Services

2012년 첫선을 보인 이래, 유럽 베스트셀링 전기차로 자리매김한 조에는 유럽
에서만 60개 이상의 상을 휩쓸며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뚜렷한
개성을 표현하는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새로워진 조에는 모두를 위한
e-모빌리티 컨셉트로 이지 일렉트릭 라이프(Easy Electric Life)의 기준을 제시
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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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istory.
세상에 멋진 차는 많지만, 역사 없는 명차는 없습니다. 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온 르노의
탄탄한 자신감 그 자체입니다. 조에를 통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르노의 도전 정신과 열정은
전기차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에는 르노의 선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혁신의 결과입니다.

2016
2013

2019

WLTP 기준(2) 300km 주행거리를 달성

에 대한 취향과 실용성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선뜻 다가설 수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충전 옵션을 장착

유명한 이곳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로 2010년

없던 전기차에 대한 통념을 조에가 바꿔 놓

한 조에가 등장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르노 전기차 삼총사, SM3 Z.E.와 캉구 Z.E.

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

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란

거리 309km(WLTP 기준 395km)의

그리고 트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조에의 차지였습니다.

무엇인지 유럽을 중심으로 알렸습니다.

조에가 지금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2011

+

조에는 새로운 Z.E.40 배터리를 장착해

조에가 가장 먼저 밟은 땅은 영국이었습니다. 자동차

+

+

+

+

+

+

+

+

2009

2012

2015

2018

2020

SM3 Z.E.(Fluence), 다목적 밴 캉구 Z.E.(Kangoo

조에의 양산 버전을 제네바 모터쇼에서 소개

조에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에는 파워 드라이빙을 원하는

화려한 수상 경력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Z.E.), 그리고 트위지(Twizy) 컨셉트 카를 프랑크푸르트

했습니다. 부드러운 라인과 매력적인 인테리

더 효율적인 R90 모터를 출시해 적용

운전자들을 위해 R110 모터를

인정받은 조에는 유럽 베스트셀링 전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SM3 Z.E.는 르노-

어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했습니다. NEDC 기준 240km 주행

출시해, 순수 전기차만이 가질 수

차로서 e-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리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있는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열어가고 있습니다.

닛산 얼라이언스 전기차 중 유일한 세단차량으로 각국
대표들의 의전차 역할을 맡았습니다.

(1) NEDC 테스트에서 비교 목적으로 승인한 주행 거리로 240km이며, 실생활에서 주행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표기된 WLTP 수치는 비교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이후에 얻어진 수치로 실제 주행 후 결과는 배터리의 충전 시작 시점, 액세서리 장착 여부, 날씨, 적재 중량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

조에, 유럽 전기차 단일 모델 누적판매 1위
(1세대~2020년 6월)

●

3세대 조에, 출시 이후 전기차 부문 유럽 판매 1위

●

르노, 2020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 1위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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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enault Z.E.

Renault 전기차 - 혁신의 시작.
르노는 2008년 Z.E. 컨셉트 카를 발표하면서 혁신의 한계에 도전해왔고
지금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르노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르노만의 신념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2016년, 르노는 Z.E. 40 배터리 탑재
로 이전 세대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는 조에를 출시하고, 2018
년에는 R110 모터를 도입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조에
를 탄생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309km(WLTP 기준 395km)의 주행거
리와 함께 더 빠르고,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신형 조에를 출시했습니다.

모터스포츠 DNA.
전기차 혁신에 대한 르노의 신념은 르노 브랜드의 DNA 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레이스 대회에 뛰어든다는 건,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자동차에 대
한 열정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카 메이커가 주목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F1 경기. 그곳에서 언제나 앞서 달려왔던 르노는 2014년부
터 시작한 최초의 전기차 레이스, 포뮬러 E(ABB FIA Formula E Championship)의 설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2014/15 시즌 및 2015/16 시즌에서
는 팀 우승을, 2015/16 시즌에서는 드라이버 우승을 거머쥔 르노는 모터스
포츠를 통해 입증된 우월한 전기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 자리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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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terior.

도로 위의 씬 스틸러.
좋은 차라면, 멈춘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간결한 디자인이 던지는 힘을 조에에서 느껴
보세요. 조에는 스스로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줍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간단히 그릴 디자인만 바꾼 차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르노의 해치백 디자인 노하우가 조에
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달릴 때는 물론, 멈춰
있을 때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Design -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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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terior.
조에의 앞모습은 후드부터 커다란 다이아몬드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엠블럼까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라인을 적용

밤이 오면, 조에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밖에서 보이는 조에의 또렷한

해 보다 뚜렷하고 매력적인 표정을 보여줍니다.

굴곡과 안에서 보이는 안정감은 모두 조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똑똑한

범퍼에는 그릴과 안개등 주변에 크롬 인서트를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조에의 매력은 C-쉐이프 주간 주행등을 포함한

더해 아랫쪽까지 빈틈 없이 돋보이게 합니다.

새로운 LED 퓨어 비전(Pure Vision) 헤드램프와 리어 램프로 스포티

사이드 벤트를 장착한 프런트 범퍼는 공기역학적

한 해치백 디자인의 대담한 룩을 완성하고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입체감을 더해 조에의

줍니다. 모든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LED 헤드램프는 할로겐

다이내믹한 모습을 더욱 강조합니다.

램프 대비 75% 증가한 밝기를 제공하여 어두운 밤에도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LED 다이내믹 턴 시그널
동급 최초로 적용된 LED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조에의 매력적인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램프를 적용해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운전자가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Design -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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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terior.

한번 타보고 싶은 차보다는
한번 타면 내리고 싶지 않은 차.
조에가 제공하는 트렌디한 실내에서 편안함마저 느낄 수 있는 건 이 공간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조에만의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까지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 직관적인 컨트롤 버튼 배치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쓴 디테일한 감성 품질까지, 르노의 엔지니어링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조에의 인테리어는 모든 여정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Design -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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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terior.
전기차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은 조에의 실내에서 시작됩니다. 인텔리전트 스마트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조에에 접근하면 웰컴
라이트와 함께 사이드 미러를 펴고 도어 잠금을 해제해 세심하게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조에의 다양한 기능들은 조작이 편리하도록
알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0.25" 컬러 TFT 클러스터
동급 최고 수준의 패널 사이즈를 자랑하는 10.25” 와이드 스크린에서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행
중에도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안전하고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EASY CONNECT 9.3" 내비게이션*
센터 콘솔에 위치한 이지 커넥트 시스템으로 국내 도로 조건에 꼭 맞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기어 레버 아래에는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업사이클 내장재

유용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

조에의 실내 인테리어는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 내장재**로 마감되
었습니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만의 작동 원리뿐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당신의 실천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조용한 전기차니까,
방음에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탄성을 가진 대시
보드와 마감재는 잔 소음을 줄이고, 편안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ZEN 모델에는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이 사용되며 INTENS ECO 모델에는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과 인조 가죽이 함께 사용됩니다.

*ZEN 트림에는 7”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제공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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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lectric.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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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terior.
Performance.
Battery.
더 멀리, 더 자유롭게.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Z.E. 배터리를 장착한 조에는 충분한 주행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일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배터리의 크기가 안락한 실내 공간 확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더 높은 강도의 전류를 전달하여 퍼포먼스는
더욱 높였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내연기관으로 설계된 차량에 모터와 배터리를 끼워맞춰 제작하는 다른
전기차들과 달리 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모터와 배터리
패키징이 최적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라이드 & 핸들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8년 160,000km 배터리 보증
조에의 우수한 배터리 성능에는 품질에 대한 르노의 남다른 자신감이 탑재
돼 있습니다. Z.E. 배터리는 언제든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8년 또는
160,000km 용량의 70%를 보증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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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novation.

R245 구동 모터

회생제동

히트 펌프

조에는 르노의 효율적이면서도 파워풀한 파워트레

조에가 달릴 때 모든 감속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르노는 냉난방이 주행 가능 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인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

전환시켜 배터리 충전을 돕습니다. 에너지를 열 형태

집중했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했습니다. 휠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감속기도 성능을

로 소멸시키는 내연기관 차량 디스크브레이크의 물

발열체를 고효율 난방 시스템인 히트 펌프로 대체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리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조에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하여 우수한 저온 주행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신속한 회생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

혁신으로 앞당긴 미래.

조에는 달리는 동안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방해받지

ECO 모드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범퍼와 일체형으로 디자인

ECO 모드를 선택하면 다이내믹 퍼포먼스와 에어컨

된 프론트 벤트, 에어인테이크는 공기저항을 줄여

및 히팅 기능을 제한하여 최대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최적의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있도록 자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출시 이후 '유럽 전기차 단일 모델 누적 판매 1위'라는 조에의 화려한 기록 뒤에는 르노의 10년간의 전기차 제작 경험과 3만명의 전기차 전문가가
있습니다. 조에는 모든 면에서 르노 엔지니어들이 만든 최적의 자동차이자 성과입니다. 프랑스 클레옹에서 생산한 모터를 150,000대 이상의
조에에 장착해 온 르노 기술력의 발전 속도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R245 구동 모터는 도로 위에서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에의 첨단 기술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만나는 짜릿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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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rivetrain.
과감한 성능, 짜릿한 드라이빙.
조에의 뛰어난 드라이빙 실력은 이 차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입니다. 그간 모터스포츠를 통해 입증한 르노 특유의 스티어링 감각이 더욱
강력해진 R245 구동 모터와 유럽 시장을 평정한 르노의 전기차 기술력과
만나 자동차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136마력 R245 구동 모터

'B-모드' - 원 페달 드라이빙

조에에 탑재된 100kW급 R245 구동 모터는 이전 세대 모델 대비 더 강력

전기차만의 드라이빙 테크닉도 경험해보세요. 전자식 기어 변속기 E-시프터

한 파워와 토크로 손쉬운 추월 능력과 탁월한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최대토크인 25kg.m(245Nm)를 발휘하여 정지 상태에서

(E-shifter)의 원 터치 컨트롤을 활용하면 됩니다. 'B-모드'로 옮겨 놓은

50km/h까지 3.6초만에 도달하며, 80km/h에서 120km/h까지 7.1초

이크처럼 자연스럽게 감속하며 에너지를 재생시켜줍니다. 브레이크 페달

만에 가속합니다.

사용을 줄여 막히는 도로나 장거리 주행에서 더욱 편안한 원 페달 드라

다음,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놓기만 해도 좋습니다. 마치 엔진 브레

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 Drive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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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이미 우리에게 충전은 일상입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건, 일상에서 부족했던 나의 ‘무엇’을 충전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솔직할 수 있는 오랜 친구와의 수다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산과 바다로 무작정
떠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채워줍니다. 조에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를 벗어나
보세요. 조에라면 손쉽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플러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충전처럼, 조에도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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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완속 충전(AC)
주택 혹은 아파트에 설치된 7kW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9시간 25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충전을 시작하세요. 아침이면
완전히 충전된 조에가 달릴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도심에서는 도로나 주차장에서
다양한 충전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론 무료 주차장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기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나 마트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는 것은 조에의 충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에의 충전구는 차의 정면 르노 엠블럼 속에 있기에, 차를 돌려 주차를
어렵게 할 일이 없습니다. 스마트 충전기는 당신이 찾아간 충전소에서
최적의 충전시간을 측정해줍니다. 기존 충전시간에 무조건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급속 충전(DC)
콤보 플러그가 장착된 조에는 DC 급속 충전을 통해 최대 50kW로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50kW급 DC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조에는 30분 충전으로 약
1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DC 급속 충전기의 경우 최대 80%까지 빠르게
충전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충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충전 시간과 충전으로 확보한 주행거리는 온도, 배터리 사용 정도, 충전 터미널의 전력, 주행 방식과 충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Charging

31

Connectivity.

손끝으로 여는 커넥티드 라이프.
조에와 함께하는 여정의 모든 순간, 세상과 연결되는 첨단 커넥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혹은 9.3" 터치스크린에 구현되는 새로운 이지 커넥트(EASY
CONNECT)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Android Auto™ 및 Apple CarPlay™를
지원하여 플레이리스트의 곡을 듣고, 가장 좋아하는 앱을 둘러보면서 전화 통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맵 통신형 T map을 지원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 날씨, 가까운 충전소 위치 및 이용 가능한 충전기 정보를 비롯해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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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MY Renault 애플리케이션으로 완벽한 컨트롤.
운전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도, 조에가 제공하는 완벽한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조에는 이지 커넥트 (EASY CONNECT)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MY Renault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여 당신의 드라이빙 라이프가 언제든 편안하도록 실용적인
커넥티드 카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원격 차량 상태 확인

원격 공조 제어

내 차 위치,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능 거리, 누적 주행거리

조에에 탑승하기 전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 스마트폰

등 차량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으로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한

상태가 앱의 첫 화면에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차량 정보를

온도로 공조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예약 기능을 통해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EV 스마트 루트 플래너

원격 충전

스마트폰으로 조에와 즐거운 드라이빙 코스를 미리 계획

조에는 원격으로 충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의

해보세요. 도착지까지 이동 중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충전 시작 버튼을 눌러 원격 충전을 실행할 수 있고

포함해 최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원하는 시간에 맞춰 충전 시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가 서 있는 위치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위치에서 목적지
까지의 최적 경로를 제공해 현재 충전량과 주행 가능
거리, 필요시 중간 충전소를 안내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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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ssistance System.
르노 엔지니어링 팀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조에를 개발했습니다. 조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안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센서와 자동차 기능들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 안팎의 정보를 전달
하고 주차 및 주행을 수월하게 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EPA)*
차체 사방의 센서로 주차 공간을 탐색한 뒤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여
작동하는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조작, 기어 변속은 9.3"
터치스크린을 통해 안내합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오토매틱 하이빔(AHL)

후방센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를 감지하고 알려줍니다. 사이드 미러의 경고등
점등으로 운전자에게 접근 중인 차를 경고해 충돌사고를 예방합니다.

야간 주행 중에는 자동으로 상향등(High Beam)으로 전환하고, 맞은편에 차가 다가오면 감지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아래로 자동 조정됩니다. 차가 지나간 이후 다시 상향등으로 자동 전환되게 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주행 시 자동으로 차선을 인식하고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 및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려주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TENS ECO / INTENS 모델 적용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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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E Surround Sound System.
Ⓡ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음역별로 세분화된 7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최상의 음향을 전달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스테이지는 실내 어느 좌석에서나 한가운데에서 듣는 것 같은
입체적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INTENS 모델 적용)

1.5~2m

오토 오프닝 & 오토 클로징

Z.E. 보이스

오토 오프닝 & 오토 클로징은 인텔리전트 스마트카드를 소지한 채 차량에 접근하면 차량 문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며 차량으로부터 1.5~2m 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도어와 트렁크 리드가 잠기는 기능으로 편리한
승하차를 돕습니다.

Z.E. 보이스는 30km/h 이하로 저속 주행 시 보행자가 보다 쉽게 차량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조에는 유일하게 3가지 사운드를 제공하여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 오토 홀드 기능

겨울철 주행의 필수 아이템인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이 제공되어 추운 날씨에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방해
받지 않습니다.

운전의 편의성과 함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었습니다.

*INTENS ECO / INTENS 모델 적용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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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ab
Colors.
Models.
Dimensions & Specifications.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lors.

하이랜드 실버 Highland Silver(1)

펄 화이트 Pearl White(2)

블루베리 퍼플 Blueberry Purple(2)

메탈릭 블랙 Metallic Black(1)

티타늄 그레이 Titanium Grey(1)

(2)

세라돈 블루 Celadon Blue

펄 화이트

세라돈 블루

하이랜드 실버

티타늄 그레이

소닉 레드

블루베리 퍼플

메탈릭 블랙

Pearl White

Celadon Blue

Highland Silver

Titanium Grey

Sonic Red

Blueberry Purple

Metallic Black

ZEN

●

●

INTENS ECO

●

●

●

●

●

●

●

INTENS

●

●

●

●

●

●

●

(2)

소닉 레드 Sonic Red

(1) Metallic paint (2) Renault i.d. metallic paint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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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ZEN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 시트 /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 IP 데코

INTENS ECO

16" 알로이 휠 & 195/55 R16 타이어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 & 부분 인조 가죽 시트 / 친환경 리사이클 패브릭 IP 데코

16" 투톤 알로이 휠 & 195/55 R16 타이어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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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Dimensions & Specifications.
단위 : mm

INTENS

주요 제원

타이어

전장

전폭

전고

축거

윤거(전/후)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4,090

1,730

1,560

2,590

1,510/1,510

195/55 R16 91H

미쉐린 타이어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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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형식

최고출력 (ps)

최대토크 (kg.m)

회전저항1) : 단위 주행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손실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등급이

리튬 이온

136 (100kW)

25 (245Nm)

※ 본 타이어 효율 등급표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에만 해당합니다. 출고 이후 장착한 타이어의 경우 사이즈가 같더라도 효율 등급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이 좋습니다.

블랙 가죽 & 부분 인조 가죽 시트 / 인조가죽 IP 데코

다를 수 있습니다.

16" 투톤 알로이 휠 & 195/55 R16 타이어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정부공인 에너지 소비 효율 (연비) (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 (km)

배터리 용량 (kWh)

R245 구동 모터 (16")
54.5

공차중량 (kg)
복합

도심

고속도로

복합

도심

고속도로

4.8

5.4

4.2

309

342

268

1,545

※ 실 가용 배터리 용량은 52kWh 입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에 관련된 설명에는 제한적 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죽시트 적용 시 인조가죽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21년 2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Dimensions &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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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Renault.
르노와 함께하는 세 가지 숫자

1898

모든 것은
‘Passion for Life’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유럽 특유의
감성적인 문화를 녹여낸 새로운 디자인

Group Renault

모두의 삶을 편하게, 일상생활을 활력 넘치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비전이 자동차에 담겨 있습니다.
르노의 열정, 그 중심에는 감각적이고도 따뜻한, 매력적이면서 감동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품은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컨셉트가 있습니다.

그룹 르노의 글로벌 브랜드 르노는 전 세계 134개 국에서 약 30여 종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898년 설립된 르노는 합리적인 가격과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며, 르노의 역사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 그룹 르노는 2019년 기준, 134개 국가에서 약 38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
했습니다. 18만 여명의 임직원이 전장과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르노는 1898년 설립된 이래, 자동차 산업 역사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지켜
왔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삶에 가장 밀접한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매 순간 도전하고 있습니다.

르노는 고객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늘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합니다. 디자인 총괄 로렌스
반 덴 애커(Laurens van den Acker) 부회장의 주도로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할 세 가지 디자인
전략 – 단순함(simplicity), 감각적(sensuality), 온화함(warmth) – 을 수립했습니다. 자동차를
향한 브랜드의 열정과 유럽 특유의 감성적인 문화를 녹여낸 새로운 디자인, 그 시작은 2010년 공개
된 컨셉트 카 드지르(DeZir)부터였습니다. 특히, 전면부 르노 로장주 엠블럼과 물 흐르는 듯한 바디
라인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현재의 르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르노 브랜드를 규정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다 쉽고 안락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시작으로, 엔진 기술의 혁신을 통한
최적화된 파워, 퍼포먼스, 핸들링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차량을 완성하는 것이 르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L

르노(Renault), 다치아(Dacia), 르노삼성자동차(Renault Samsung Motors), 알핀(Alpine),
라다(LADA) 등 그룹 르노의 5개 브랜드는 상호보완적인 포지셔닝 전략과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전 세계의 보다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룹 르노의 브랜드 중 하나인 르노삼성자동차는 2000년 그룹 르노에
인수된 이후 승용차부터 SUV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230여 개 전시장과 470여 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898년, 발명가 루이 르노가 그의 형제 페르낭,
마르셀과 함께 파리 외곽인 불로뉴 비양쿠르에
‘르노-프레르(Renault Freres)’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르노 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일상용 자동차이며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다목적 차량인
르노 4L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프랑스 자동차로
8백만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

조에, 유럽 전기차 단일 모델 누적판매 1위
(1세대~2020년 6월)

●

3세대 조에, 출시 이후 전기차 부문 유럽 판매 1위

●

르노, 2020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 1위

About Ren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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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nault 애플리케이션
르노 차량 오너를 위한 프리미엄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고객과의 평생약속
르노/르노삼성자동차 오토솔루션

정기점검 서비스

평생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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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견인거리 모두 상관없이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르노/르노삼성 서비스 네트워크로 평생 무료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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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견적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 오일필터와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정확하고 부풀림 없는 투명한 일반정비 견적을 안내하고,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정비 후 청구하는 수리비 발생 시에는
전체 수리비를 무상 처리

특별한 재구매 가족 혜택

정비보증

르노 차량 재구매 시 고객님과 가족께는 재구매 횟수
(2대 ~ 10대 구매)에 따라 20 ~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르노/르노삼성자동차가 보증하는 규격부품으로만 수리하며,
정비결과에 대해 1년 또는 2만 km 이내(선도래 우선적용) 무상보증

* 가족 :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지금 스토어에서
MY Renault Kore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세요.

상담시간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명절 당일 휴무)
긴급 출동 서비스 :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

구매상담 : 차량정보, 금융상품안내, 제세금안내
정비상담 : 정비예약, 자가정비요령, 기기사용법
긴급출동 : 긴급출동 서비스 / 기타 : 고객 불편 상담 및 제안 접수
인터넷안내 : www.renaultsamsungM.com/ac/index.jsp

이용방법

전화상담 : 080-300-3000 (수신자부담)
팩스상담 : 051-979-7449
우편상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 (우편번호 : 46758)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검색
(르노/르노삼성자동차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상담하기)

		
		
		
		

※ 안내된 고객혜택 및 기타 내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르노/르노삼성자동차 영업점 및 엔젤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엔젤센터: 080-300-3000

■

르노 홈페이지: www.renault.co.kr

ZOE를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www.renault.co.kr

르노삼성자동차 전시장과 A/S센터는 "코로나 방역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시장과 A/S센터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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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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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RenaultKOR

www.instagram.com/renault_kr

Copyright © 2021 RENAULT SAMSUNG MOTORS. ALL RIGHTS RESERVED

www.youtube.com/RenaultKR

고객님을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내 차 관리를 위한 모든 것 MY Renault Kore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