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NAULT Master Camper Van
G E R M A N  T E C H N O L O G Y  &  D E S I G N

본 카탈로그에 표기된 사양과 제원은 마스터 캠퍼밴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의 색상은 인쇄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차량의 

색상과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최상위의

모델과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06071] 4,5F, Cheongdam Dongyang Building, 544, Dosan-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4 청담동양빌딩 4, 5층 (주)디테크게엠베하

고객센터 / Tel. +82. 02. 511. 6613  / Fax. +82. 02. 511. 6614 홈페이지 / www.dtechgmbh.com

* 차량 구입 시 가격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딜러의 설명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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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상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의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DEUTSCHE TECHNOLOGY & DESIGN GROUP DEUTSCHE TECHNOLOGY & DESIGN GROUP



 

“독일의 혁신적 기술, 설계 그리고 디자인”

디테크 게엠베하 는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슈퍼카 튜닝기술과 디자인능력을 겸비한 기업이며, 2018년 

최초로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한 독일 합작 법인 입니다.

또한 디테크게엠베하는 독일 포르쉐(PORSCHE)자동차의 No.1 공식 튜닝 

협력기업인‘테크아트(Tech-Art, Germany)사의 서울 지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기술과 디자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색다른 감성의 이동성을 구현하며 

고객에게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는 

것이 디테크게엠베하(DTCH GmbH)의 목표입니다. 

DTCH GmbH. DEUTSCHE TECHNOLOGY & DESIGN GROUP

Refinement Partners by Porsche,
Germany
Made in Germany

REFINEMENT SUPERCAR PARTNERS BY PORSCHE

UX/UIUX/UI



in-house design and modelbuilding, aerodynamic optimization 
in the wind-tunnel

high-precision tooling for Polyurethane-RIM series production

type-approvals, part certification and homologation computer aided development processing

verification of material performance and crashworthiness

trouble-free installation, finishing and servicing at 
authorized service centers

component and track testing secures performance and 
every day use suitability

premium quality raw materials such as PU-RIM, carbon fiber,

hand selected leather hides and precious woods

TECHART is the international premium brand for 
individualization of any Porsche model. Driven by the highest
demands on design excellence,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ompetence and our responsible attitude towards emotion and 
reason.

Our core principle: OE manufacturer quality – visible and 
invisible. All genuine TECHART products are the result of 
this maxim.

Refinement Partners by Porsche,
Germany
Made in Germany

REFINEMENT SUPERCAR PARTNERS BY PORSCHE



CAMPER VAN

유럽 NO.1 유러피안 감성 캠퍼밴
독일의 기술과 검증을 거친
MASTER CAMPER VAN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캠퍼밴은 

한정적인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트인가구와 다양한 기술력을 적용하였습니다.

빌트인 시스템과 조명, 편안한 분위기와 UX를 고려한 동선,

낮과 밤,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마스터 캠퍼밴과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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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당신의 일상이 곧 이상이 됩니다.

유러피언 디자인과 함께 적용된

독일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마스터 캠퍼밴의 디자인.

부드러운 면 처리로 시각적인 무게를 덜어내며

강인한 그릴과 로고는 운전자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Lifestyle
Design

MASTER CAMPER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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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IP 전용기 인테리어 감성을 재현함으로써 고급스럽고 안락한 분위기를

독일의 기술과 함께 제공, 사용자의 만족감을 최고로 이끌어 냅니다 

다양한 기술과 감성이 함께 융합된 디테크 캠퍼밴의 인테리어는

기능성에만 치우친 디자인이 아닌, 감성 또한 만족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기술과 감성의 조합, 디테크 캠퍼밴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고급 전용기 인테리어 감성을 재현한 내부 디자인

Interior Design

10 11

DEUTSCHE TECHNOLOGY & DESIGN GROUP



01  상부 라인조명

07  수납함

02  메인 조명

08  32인치 TV

03  맥스팬(환풍기)

09  90L 냉장고

04  전자레인지

10  바닥난방 컨트롤러

05  욕실공간 및 수납함

11  하부 라인조명

06  인덕션 및 싱크볼

12 13

01  스카이창 (헤키창)

03  상부 수납장

05  후방 출입구 및 모기

07  침대변환형 가죽 시트

09  고급 데코타일 및 바닥 난방 시스템 

02  천장형 에어컨

04  독서등 및 USB·220V 전원

06  전동 테이블

08  무시동히터

전동 테이블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컨트롤 패널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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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Welcome to 
New Living Space 한정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침상모드와 소파모드 두 상황 모두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동과 수동을 복합 적용한 견고한 구조를 사용하여 험난한 여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됩니다.

MASTER CAMPER VAN

14 15

침대

침대 변기

인덕션

옷장

싱크대

수
납
함

신
발
장

TV

전동 테이블

냉
장
고

서
랍
장

전
자
레
인
지



01  상부 수납함

02  주방 수납함

03  우측 수납함

04  출입구 수납함

05  좌측 수납함

04
캠핑용 장비, 옷, 신발, 식품 등 당신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퀸사이즈 침대보다 큰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의

침대 공간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최고급 호텔과

같이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6 17

침대 스탭씬
Comfortable
Experience

Storage Space

1

전동 테이블을 침대 높이에 맞게 조정합니다.

2

소파하부에서 지지대를 꺼내어 설치합니다.

3

시트 등받이 쿠션을 가운데로 포개어 줍니다.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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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IGNATURE KITCHEN, 차원이 다른 완벽함  

디테크의 German Technology & Design 의 꽃. 그곳은 바로 실내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방공간은

눈, 비, 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이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18

Master’
Premium Kitche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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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1  90L 냉장고 02  23L 전자레인지

04  2100W 인덕션03  맥스팬



06

효율적인 다목적 공간구성

사용자의 시선의 흐름을 고려한 인테리어 배치는 효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성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샤워실과 주방을 한 공간에 배치해 물탱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했으며, 빌트인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또한 자연스러운 동선에 따라 배치 했습니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샤워실과 부엌을 차 문쪽에 배치해 안락한 거주공간을 완성했습니다. 

USB 일체형 무드등은 실용성과 감성을

겸비했습니다.

01

 

천장에도 창이 뚫려 있어 쾌적한 환경과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04

 

필름식 바닥난방을 설치하여 온돌과 같이

포근한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02

 

전원 아울렛은 220v를 지원하며 집처럼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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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우측 좌석 밑에는 각종 전자장비들과 무시동

히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06

 

20 21

Master’
Efficiency & Utility

s

천장형 실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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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침실 그 이상의 공간을 위해 제공하는 32인치 TV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김으로써 추억을 더해가게 해줍니다.

*스마트TV기능은 별도 옵션입니다.

30 23

Master’ Infortai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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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Smart
Control Panel

쉽고 빠른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24 25

독일의 앞선 스마트 기술과 UX/UI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차량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장비를 포함한

편의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캠퍼밴 내부에서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장치는 실외에서도 모바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통합 컨트롤 시스템 및 배터리 정보 표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어 시스템

Full touch
control system

Mobile app
control



01 조명은 거주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02 은은한 분위기의 실내 무드등 및 조명은 보다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03 실외용 방수 LED바는 야외식사 및 활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26 27

Master’
Cozy Mood Spac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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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All in One Bathroom

s09

150L의 청수통은 여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수는 언제든 통합컨트롤러 패널을 통해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수건걸이, 휴지걸이, 고정식 변기, 샤워기, 선반, 수전 모두 완비된 All in one 화장실.
성인 1명이 사용하기에 매우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02
 

배기팬은 4계절 내내 쾌적한 화장실 내부 환경을 제공합니다.03
 

회전식 변좌는 사용전/후 용도에 맞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좌는 사용 후 내부 장치를 통해 잠궈 오수 및 오물의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04
 



마스터 캠퍼 밴 의 진면목은 작은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머물고 싶은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디자인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스터 캠퍼 밴 의 진면목은 작은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머물고 싶은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디자인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캠핑에 감성 더하기, 
항상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마스터 캠퍼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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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형 전동 어닝 (350X250)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의 전동 어닝은 리모컨으로 조작가능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햇빛과 비로부터 휴식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으로 외부 공간을 환하게 밝혀 완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여행을 위해서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Option
Detail

32 7

LIGHTELECTRIC
MOVING WIDE



개방감에 실용성을 놓치지 않은 출입구 및 모기장

사이드 출입구는 전용 제작된 도어로 기존 슬라이딩 도어보다 가벼워 출입이 편리합니다.

또한 모든 출입구에 전용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어 해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기타 외부 장치

모든것을 갖춘다는 것. 그것은 디테크가 추구하는 지향점 입니다.

검증된 제품으로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준비된 단 하나의 Master Camper Van

01

02 04

03 05

34

04    전동식 발판

01    고정식 변기 외부 서비스도어

05    외부 사다리

02    TV 단자함+220V 단자 03    한전 충전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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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수 주입구

02  후면도어·방충망

04  후면 수납장

03  외부 샤워기05

06

01 0302

신발 수납함 추가

04

최대 150L 까지 보관 가능한 청수탱크 및

125L 오수탱크(이동용 오수통 포함)은

항상 상쾌한 여행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01

차량 욕실 내 변기의 레버를 좌측으로

조작합니다. (오수통 잠금해제)

이동식 오수통(25L) 분리 방법 100L 생활오수탱크

02

손잡이를 잡고 오수통을 외부로 뺄 수

있습니다.

150L 청수통

밸브를 조작하여 자동배출 가능합니다.

150L

Storage Clean Reuseable

03

손잡이를 뽑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05  400W 태양광

06  스카이창 (헤키창)

37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머물고 싶은곳 어디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DTCH Master
Camper Van

Break away from daily routine,
Go on a trip with your family.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과 함께 떠나세요

유러피언 감성 캠퍼밴

MASTER CAMPER VAN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다양한 편의기능, 감성이 돋보이는 심플한 실내공간

사계절 내내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레저의 기쁨을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과 함께.

38



마음에 드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곳을, 새로워진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과 함께.
With those who are precious to 
you Where we want to be together, 
With DTCH Master Camper Van.

Tried to change the frustrating inside of existing 
camper van.  
 
For challenging consumers, Renault has a new interior design 
and eye-catching Tone and Manners.
 

01

 

02

 

차량제원 Master Bus (15인승)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 (mm)

윤거 (전/후, mm)

서스펜션(전/후)

6,225

2,075

2,495

4,335

1,750/1,730

맥퍼슨 스트럿 / 리프 스프링

디스크 / 디스크

2.3L 디젤 직분사 트윈터보

브레이크(전/후)

엔진형식

Specification

1,750

2
,6

5
0
 (버

스
 1

5
인

승
)

4,335 (버스 15인승)

6,370 (버스 15인승) 2,075

2
,6

5
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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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술이 만들어낸 유러피언 감성 캠퍼밴

MASTER CAMPER VAN
디테크 마스터 캠퍼밴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여행을 떠나보세요.

실용적이며 감성 가득한 내부는 프리미엄 호텔 룸의 품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캠퍼밴의 럭셔리한 침실공간은

당신이 정차하는 곳 어디든 호캉스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