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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the Moment
일상이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다
유럽 판매 6년 연속 No.1 콤팩트 SUV, 르노 캡처의
센슈얼한 디자인과 감성으로 평범했던 당신의 하루가 더 특별해집니다.

르노 그룹의 디자인 철학으로 완성한 부드러운 곡선과 색다른 투톤 컬러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까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 줍니다.

브랜드의 개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된 LED 주간 주행등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선명하게 빛납니다. 이는 강인하고 정교한 인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내며 당신의 일상을 더욱 세련되게 완성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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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 하나 새롭게 다가오는 첫 만남

손 닿는 모든 것을 더 세심하게 느끼다
정교한 스티치로 마감된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어
앉는 순간 르노 캡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플라잉 콘솔과 부드러운 변속의 e-시프터를 적용해 주행의 경험은 더 특별해집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된 버튼들은 주행의 집중력을 지켜주며 조작의 편리함은 더했습니다.
 

1   피아노 바 타입 스위치와 크롬 다이얼
운전자의 조작 각도까지 고려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버튼과 다이얼은 보지 않고도 손에 닿는 감촉만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인테리어의 장식적 요소까지 연출해 줍니다.

 
2   독특한 디자인의 플라잉 콘솔과 e-시프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라잉 콘솔은 르노의 디자인 철학이 돋보이는 기술입니다. 우아한 실내를 완성할 뿐 아니라 하단에 휴대폰을 무선 충전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성을 높여주며 전자식 기어를 적용해 적은 힘으로도 마음껏 조작할 수 있습니다.

1 2



6 7

똑같은 일상,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감성이 더 풍부해지는 시간을 만끽하다
취향 따라 보고 싶은 대로 고르는 TFT 클러스터, 그날의 기분 따라 선택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까지 
나만을 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10.25" TFT 클러스터
풀 컬러 디스플레이로 주행 모드별 색상 및 스킨을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최적화된 맵이 적용되는 맵 인 클러스터
(Map in Cluster)를 통해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

 
2   멀티 센스 및 앰비언트 라이트

ECO, SPORT, MY SENSE 3가지 모드는 주행 감각과 가속 반응은 물론 컬러까지 변경해 줍니다. 추가로 선택 가능한 8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고급스러운 무드에서 경쾌한 무드까지 다채로운 감성을 만들어 나만의 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BOSE

Ⓡ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총 9개의 스피커를 통해 맑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와 자연스러운 음색을 제공해 나만의 음악 감상실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더욱 감미로운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EASY CONNECT 9.3" 내비게이션 센터 디스플레이 

동급 최대 크기의 디스플레이는 운전 중에도 조작이 편리하고, 
잘 보일 수 있게 최적의 각도로 배치된 통신형 내비게이션 입니다. 
세로형 화면은 내비게이션 조작 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화면 구성 또한 익숙한 형태로 배치가 
가능해 더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21

3

8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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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일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까지 여유로운 공간을 경험하다
르노 캡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리어 슬라이딩 벤치를 16cm 조정하여 뒷좌석 레그룸을 넓히거나 리어 슬라이딩 벤치를 앞으로 당겨 
다양한 취미 생활에 맞게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시 더블 트렁크 플로어를 조절해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6:4 폴딩 시트를 적용시켜 캠핑 도구나 
부피가 큰 서핑 보드 등 큰 짐들을 여유롭게 싣고 떠날 수 있습니다.
 

더블 트렁크 플로어
바닥을 낮춰 트렁크 하단 숨겨진 공간까지 활용하면 최대 536ℓ까지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6:4 폴딩 시트까지 함께 조절 시 큰 여행용 가방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리어 슬라이딩 벤치 적용 6:4  폴딩 시트 적용기본형

공간 확장이 가능한 리어 슬라이딩 벤치

뒷좌석을 앞뒤로 16cm까지 조정 가능한 리어 슬라이딩 벤치를 
통해 뒷좌석 레그룸 공간을 여유롭게, 혹은 트렁크 공간을 넓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0mm

최대 160mm 공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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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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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AVM)  
동급 최고 수준의 360° 버드뷰는 4개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의 

사각지대를 없애 줍니다. 전방, 후방, 측방(동승석) 또는 버드뷰를 

선택해 주위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4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RCTA)  

후진 출차 및 주행할 때, 레이더 센서가 작동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뒤 쪽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등의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어 더욱 안전합니다.

1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EPA) 
주차공간을 탐색한 뒤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며 주차를 

안내해 줍니다. 평행 주차, 직각 주차, 사선 주차는 물론 평행 주차 
공간에서의 출차 모드를 지원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쉽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360° 주차 보조 시스템  
12개의 센서는 주변의 차량이나 정지된 물체를 감지하여 

차량을 보호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주차가 더 심플해지는 
기술을 경험하다
르노 캡처에 적용된 최신 주차 보조 시스템은 
사각지대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며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고 안전하게 도와
줍니다.

1 3

2 4

※ 본 인쇄물에 사용된 차량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고자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본 인쇄물에 사용된 차량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고자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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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선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LKA) 
전방 카메라가 주행 중에 자동으로 차선을 인식해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 및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려줌과 동시에 차량을 
제어하여 차선 이탈을 방지합니다.

4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  
주행 중인 차선을 인식하고,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주행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과 디스플레이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1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AEBS : 차량/보행자/자전거 탑승자  감지)  
전방 차량,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와의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긴급제동을 보조합니다. 

2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후방 레이더를 사용해 뒤편의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사이드 미러의 경고등 점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 
충돌사고를 예방합니다. 

예측 불가의 도로에서도

주행이 더 안전해지는 
배려와 함께하다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더 세심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더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빙 어시스트 사양(긴급제동 보조 등)은 차량 속도 및 

      환경에 따라 작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작동 조건은 사용설명서 참조)

1 3

42

※ 본 인쇄물에 사용된 차량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고자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 본 인쇄물에 사용된 차량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고자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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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선행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감지해 운전자가 선택한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6   오토매틱 하이빔 (AHL)  
주변의 밝기 상황과 다른 차량의 광원을 자동으로 인식해 상향등을

자동으로 ON/OFF해 야간 주행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5

6

※ 본 인쇄물에 사용된 차량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고자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18 19

일상과 이상, 그 사이

더 균형 잡힌 드라이빙의 순간을 즐기다
르노 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TCe 260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은 
다이내믹 성능과 최고 수준의 연비까지 갖춘 최신 파워트레인 입니다.

※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게트락 7단 습식 EDC 변속기 
검증된 기술력의 DCT 명가 독일 게트락 7단 변속기는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으로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물론 동급 최고의 연비를 실현합니다.

TCe 260   
연비부터 성능까지 뛰어난 밸런스를 갖춘 프리미엄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152ps 

최고 출력
rpm 5,500

13.5km/ℓ 

복합연비
17" 기준 

최대 토크
rpm 2,250~3,000

26.0kg.m  

25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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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위치 찾기
MY르노 앱을 통해 마지막으로 시동을 끄고 
주차한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30

원격 차량 상태 확인
주행 가능 거리, 연료 상황, 보증기간 등의 
차량 상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전송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목적지를 미리 전송해 
놓을 수 있어 탑승 후 내비게이션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콜
※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맵 램프 중앙에 
위치한 버튼('SOS'로 표기되어 있음)을 
누르면 전담 콜센터와 연결되어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화재 발생 및 인명 구조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 발생 시, 112 및 119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십시오. 

자세한 지원 사항은 르노 웹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www.renault.co.k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별도의 장치 연결 없이 내비게이션 지도와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터치 하나면 끝, 손 쉬운 모빌리티 라이프

차와 내가 더 가까워진 일상을 시작하다
이지 커넥트(EASY CONNECT) 서비스는 일상의 모든 순간 차와 한 몸처럼 연결되어 편리한 모빌리티 
라이프를 제공 합니다.

르노의 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차량 상태, 지도, 미세먼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변의 서비스 센터 찾기, 정비 예약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든 손짓 하나로 편리한 모빌리티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지 커넥트(EASY CONNECT)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 제어, 차량 관리, 내비게이션 기능 조작 등을 위해 
신차 구매 이후 3년 동안 무료 제공 되는 고객 서비스 입니다.

문의 : 이지 커넥트 콜센터(080-339-3000) 또는 르노 웹 사이트 www.renault.co.kr

※ 본 서비스는 ’20년 이후 출시 일부 차종 및 개인고객에 한하여 제공 됩니다.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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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the Moment
나만의 감각이 더 돋보이는 순간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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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더 매혹적인 
컬러를 마주하다
르노만의 독창적인 색감을 담아낸
투톤 컬러의 매력적인 만남은
도시를 더 다채롭게 물들이며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 실제 제품과 이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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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 EXTERIOR COLORS

EDITION PARISEDITION PARIS

EDITION PARIS 전용 그레이 인테리어 / 다이아몬드 퀼팅 그레이 가죽시트 / 18" 투톤 알로이 휠 & 215/55 R18 타이어 EDITION PARIS 전용 블랙 인테리어 / 다이아몬드 퀼팅 블랙 가죽 시트 / 18" 투톤 알로이 휠 & 215/55 R18 타이어

아타카마 오렌지 바디
 & 블랙 루프

소닉 레드 바디
 & 블랙 루프

세라돈 블루 바디
& 블랙 루프

에투알 화이트 바디
& 블랙 루프

에투알 화이트 바디
& 블랙 루프

하이랜드 실버 바디
& 블랙 루프

카본 그레이 바디
& 블랙 루프

※ 실제 제품과 이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제품과 이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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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

블랙 가죽시트 / 17" 투톤 알로이 휠 & 215/60 R17 타이어

소닉 레드 바디
 & 블랙 루프

세라돈 블루 바디
 & 블랙 루프

에투알 화이트 바디
 & 블랙 루프

하이랜드 실버 바디
 & 블랙 루프

카본 그레이 바디
 & 블랙 루프

※ 실제 제품과 이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80

1,555 1,540 2,640

4,2301,800

(단위 : mm)

DIMENSIONS &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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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rpm)

TCe 260 4,230 1,800 1,580 2,640 1,555 / 1,540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디스크
터보 직분사 가솔린 152/5,500 26.0/2,250~3,000 255/2,250~3,000

타이어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 1) 등급 젖은노면 제동력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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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60 R17 96H 넥센타이어 2 3

215/55 R18 95H 금호타이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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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e 260 (18") 13.0 11.7 15.0 125 1,332 1,325 7단 EDC 3

TCe 260 (17") 13.5 12.1 15.5 120 1,332 1,305 7단 ED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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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르노삼성자동차 오토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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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Renault 애플리케이션

르노 차량 오너를 위한 프리미엄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지금 스토어에서 

MY Renault Kore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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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 오일필터와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특별한 재구매 가족 혜택

르노 차량 재구매 시 고객님과 가족께는 재구매 횟수

(2대 ~ 10대 구매)에 따라  20 ~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족 :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안심견적

정확하고 부풀림 없는 투명한 일반정비 견적을 안내하고,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정비 후 청구하는 수리비 발생 시에는  

전체 수리비를 무상 처리

정비보증

르노/르노삼성자동차가 보증하는 규격부품으로만 수리하며,  

정비결과에 대해 1년 또는 2만 km 이내(선도래 우선적용) 무상보증

프리미엄 부품

보다 높은 성능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해 퀄리티 높은 프리미엄 

부품을 르노/르노삼성자동차 공식 서비스네트워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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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를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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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RENAUL T SAMSUNG MOTOR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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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acebook.com/RenaultKOR www.instagram.com/renault_kr www.youtube.com/RenaultKR 내 차 관리를 위한 모든 것 MY Renault Kore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세요.

고객님을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