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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변신의 귀재,
르노 마스터
유럽에서 큰 사랑을 받아 온 르노 마스터
당신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상용차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상용차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르노 마스터는 지난 40년간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유럽 소형 상용밴 시장 1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르노의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세련된 외관 스타일과 향상된 엔진 성능
정교하고 세심한 기술로 완성된 각종 편의 및 안전 사양으로 
당신의 비즈니스에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르노 마스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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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 마스터

부분컷 및 CG

도로의 풍경을 바꿀
다재다능한 매력의
르노 마스터
르노 마스터의 전면부 디자인은 C자형 주간 주행등과
특유의 엠블럼, 라디에이터 그릴의 조합을 통해
더욱 자신감 있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세미 보닛 타입의 차체는 보닛과 윈드 스크린 경계가 
더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상용차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테리어는
넓은 대시보드, 선명한 클러스터, 고급스러운 마감과 
편리하고 다양한 저장 공간으로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강력한 트윈 터보 디젤 엔진, 강화된 안전성과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편의 및 안전사양까지 갖춘 
르노 마스터는 화물 운송에서 승객 수송까지 
어떤 비즈니스에서나 당신의 성공을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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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륜구동방식에 의한 주행 안전성으로
미끄러운 눈 ·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
르노 마스터는 기존 상용차와 달리 전륜구동방식으로 앞바퀴가 구동과 조향을 모두 담당합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은 빗길, 눈길, 빙판길 등의 
여러 도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짧은 동력 전달 거리를 가지고 있어 연비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세미 보닛 타입의 차체는 운전석 앞부분
에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플 존(CRUMPLE ZONE)을 갖춰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세미 보닛 타입 구조 전륜구동방식

사고 시 
충격 흡수 존

 ┃  르노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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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풍영향 보정 기능
강한 측풍에 의해 차량이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탈하는 위험한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능으로  
차체 자세 제어장치 (ESC)와 연동되어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고속직진주행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보조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HSA)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약 2초간 자동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 (Trailer Swing Assist)
주행 중 트레일러에 흔들림이 있는 경우 엔진 토크와 
브레이크를 조절하여 흔들림을 최대한 안정시켜줌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 장착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 미장착

후방 경보 시스템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를 도와주는 후방 경보 장치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기능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에서 이탈할 경우 
경고신호 및 경고음을 발생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와 
주는 기능 (시속 60~110km에서 작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버스 13인승 전용)
전방 차량과 추돌이 예상될 경우 경보 및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제동(AEBS)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 
(시속 5~110km에서 작동)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Extended Grip Control)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엔진 토크와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절,
앞바퀴 구동력을 최적화해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

차체 자세 제어장치 (ESC)
미끄러운 길, 갑작스러운 장애물로 차체 밸런스를 잃었을 때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 엔진 출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

와이드 뷰 미러 (조수석 사각지대 미러)
조수석 선바이저에 달린 거울로 우측 사각지역의 시야까지 
넓게 확보해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오토 스탑 & 스타트 (Auto Stop & Start)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 시키면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클러치 페달을 밟고 기어를 넣으면 
다시 엔진이 시동되는 시스템으로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 및 진동을 방지해 주는 기능

출발 엔진
START

정지 엔진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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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상황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한 
안전 및 주행보조 시스템
다른 상용차에 없는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갖춘 르노 마스터는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르노 마스터



10 11

에코
드라이빙

에코 모드 (ECO Mode)
엔진 출력 및 히터와 에어컨 작동 단계 조정으로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여 연비를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최대 토크  39.3 kg.m
1,500rpm

최고 출력  150 ps
3,500rpm

최대 토크  38.7 kg.m
1,500rpm

최고 출력  163 ps
3,500rpm

11.1 km/ℓ
복합연비 기준

※ 르노 마스터 밴 S

9.5 km/ℓ
복합연비 기준

※ 르노 마스터 버스 13인승 

효율적 연비를 기본으로 갖춘
강력한 트윈 터보 디젤 엔진
유로6 기준을 준수하는 최신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은 중저속구간의 강력한 토크와 고속구간의 뛰어난 가속력으로 밴과 버스에 최적
화된 주행성능을 보여 줍니다. 6단 수동 변속기와 에코 모드기능은 연비를 향상시켜 유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르노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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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벤치 시트 (회전 기능, 테이블 & 컵홀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에 조수석 시트를 접어 작업용 공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컵 홀더와 함께 간이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 밴에 해당

5 공조 시스템
PTC 히터, 매뉴얼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 내부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토 라이팅 헤드램프 & 오토 레인센싱 와이퍼
주변의 밝기와 비의 양을 감지하여 헤드램프와 와이퍼를 자동으로 컨트롤합니다.
최적의 야간시야 및 우천시 시야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6

7

무시동 히터 (승객석)
시동을 걸지 않고서도 승객석 송풍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승객석에 
온풍을 공급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주는 장치  ※르노 마스터 버스에 해당

3.5" TFT 스크린
차량 및 주행관련 주요 정보 표시 기능. 
(평균연비, 연료소비량, 주행가능거리, 주행거리 및 평균속도, 차량정비시점 등)

1

2

화물 고정고리
적재함의 화물을 고정할 수 있는 화물 고정고리 입니다. 최대 8개의 고정고리를 
장착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 밴에 해당

사이드 미러 (방향지시등 포함)
사이드 미러 하단에 보조미러를 추가하여 운전석에서 보기 어려운 후방 및 사각지대       
시계를 최대한으로 확보,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4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르노 마스터만의 세심함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서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회전 테이블, 화물 고정고리, 무시동 히터 등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 실제 제품과 이미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르노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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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
화물업무에 최적화된 넓고 높은 적재 공간,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세미 보닛 타입의 전면부와 각종 안전 시스템,
그리고 믿음직한 내구성과 보증정책까지.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탁월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르노 마스터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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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 마스터 밴

넉넉한 용량과 편리한 서랍 방식의 10.5ℓ 대형 슬라이딩 글로브 박스, 
회전 테이블과 다양한 수납공간 등은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나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인테리어 디자인
실용적이고 다양한 수납공간
비즈니스에 맞춰진 세련된 인테리어를 만나 보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대시보드 디자인과 3.5" TFT 스크린이 포함된 클러스터,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라이팅 헤드램프 및 오토 레인센싱 와이퍼 기능은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하는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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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m (S)
1.27m (L)

리어 트윈 스윙 도어
180° 또는 270° 개방이 가능해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편리하게 
상하차 작업이 가능합니다.

1,7
50

m
m

 (S
) /

 1,
94

0
m

m
 (L

)

최저 550mm의 상면고 
작업자가 적재함에 부담없이 오르내릴 수 있고, 
물건을 손쉽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550mm (S)

560mm (L)

1,705mm

더 쉽고, 편리한 작업을 위한
동급 최대의 넓고 높은 적재 공간
르노 마스터 밴은 동급 최대 수준의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평균 신장보다 높은 내부 적재 공간은 선 채로 작업이 가능하여 
허리의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 효율은 높여 줍니다. 측면 슬라이딩 도어는 지게차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활짝 열려 편리한 상하차 작업을 도와줍니다. 

넓은 리어 트윈 스윙 도어와 서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공간은 그랜드 피아노 2대 또는 킹 사이즈 매트리스 7매까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최대적재량 : S – 1,200kg┃L – 1,100kg / 적재함 용량 : S – 8.0m3┃L – 10.8m3 

 ┃  르노 마스터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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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 마스터 밴

고객 체험 및 시승 서비스
판매 지점 차량 전시 및 시승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

상용차 전문 판매 및 서비스
전문 지점 및 판매사원 보유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조건
 3년, 10만 km 무상보증
(일반 및 엔진과 동력전달 부품)

최대 5년, 16만 km 보증연장 
(밴 모델에 한하여 별도 구매 가능)

유럽 상용밴 No.1 르노 마스터는 고객에게 적합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 
상용차만을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된 전문 영업 사원과 지점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체험과 시승이 가능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조건과 세심한 A/S 프로그램까지 갖춘 르노 마스터는 당신의 비즈니스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전문 판매부터 최고의 보증조건까지
고객을 위한 토탈 서비스 프로그램

르노 마스터 보증조건  3년 10만 km 무상보증
※ 보증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보증수리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고객과의 약속

※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에서 시작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유러피언 스타일의 
세련된 외관은 물론, 풀 사이즈 시트와 넓은 통로, 
각종 편의 사양으로  승객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전좌석 3점식 안전벨트로 안전함까지 생각한
르노 마스터 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르노 마스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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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가 장착된 독립된 풀 사이즈 시트로 더 편안하고,
이동이 용이한 넓은 통로를 갖춰 여유롭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 폭 2열 기준 - 13인승 : 1,720mm / 15인승 : 1,760mm
실내 높이 - 13인승 : 1,850mm / 15인승 : 1,880mm

승객석 리클라이너 
(15인승)

개별 승객석
에어벤트 및 독서등 (15인승)

승객석 선반 (15인승)전좌석 3점식 안전 벨트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승객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전합니다
모든 좌석에는 3점식 시트벨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독립된 좌석과 넓은 실내 이동 통로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독서등, 개별 냉난방 시스템, 리클라이닝 기능(15인승) 등 세심한 부분까지 승객을 배려했습니다. 기본 적용된 플러쉬 글라스는 실내 공기를 
빠르게 환기시켜 주며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동 사이드 스텝 (15인승)은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15인승)

플러쉬 글라스

※ 3점식 안전벨트의 어린이 사용에 관한 경고사항 : 카시트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여 차량에 장착된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띠가 어린이의 목이나 얼굴에 닿는 상태로 운행할 경우 차량의 급정거 또는 충돌시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르노 마스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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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 마스터 버스

※ 르노 마스터 버스 13인승 

유럽의 실용적 디자인 그대로,
승객을 위한 트렁크 공간까지 더하다
이제 옆 좌석에 짐을 두거나 직접 가방을 안고 타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 유러피언 프리미엄 버스, 르노 마스터 버스를 만나보세요. 
승객석과 분리된 별도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어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트윈 스윙도어 & 트렁크 적재 공간  :  최대 180˚ 개방이 가능한 트윈 스윙 도어와 최대 925mm (13인승)의 넉넉한 트렁크 공간에 승객의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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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마스터 전용 액세서리

르노 마스터 전용 액세서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가격표 및 순정 액세서리 쇼핑몰 (mall.renaultsamsungM.com)을 참고하세요. ※ 실제 제품과 이미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플로어 램프승객석 램프

맵 램프 번호판 램프

전/후방 카메라 360° 스카이뷰

아크릴바이저  (좌) 크롬바이저  (우)

르노 마스터 전용 윈도우 바이저는 우천시나 겨울철 실내 통풍에 편리합니다. 

직물 카매트 (좌) 벌집매트 (우)

르노 마스터 전용 직물 카매트와 벌집매트로 차량 내부를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트커버 (버스)

버스 전용 시트커버는 1열에 장착되며, 블랙&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설치형 공기청정기

차량에 설치되는 공기청정기로 5중 필터가 적용되어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해줍니다.
LED로 청정도가 표기되며 유선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블랙박스 

르노 로고 블랙박스
아이나비 Z500 Plus

스마트형 HD
스마트형, Full-HD

LED 룸 램프 세트 

승객석 램프, 플로어 램프, 맵 램프, 번호판 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련된 LED 조명으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디자인 효과를 줍니다. 

프리미엄 틴팅필름

나노 카본 세라믹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스미스 필름 T1 으로 법적 투과율을 준수하는 제품입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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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원

전장(mm) 전폭(mm) 전고(mm) 축거(mm) 윤거(전/후, mm) 적재함(장/폭/고, mm)

밴
S 5,075

2,075
2,300 3,185

1,750 / 1,730  
2,505/1,705/1,750

L 5,575 2,500 3,685 3,015/1,705/1,940

버스
13인승 5,575

2,075
2,500 3,685

1,750 / 1,730  해당없음
15인승 6,225 2,495 4,335

최고 출력(ps/rpm) 최대 토크(kg·m/rpm) 서스펜션(전/후) 브레이크(전/후) 엔진형식

밴
S

150 / 3,500 39.3 / 1,500 맥퍼슨 스트럿
/ 리프 스프링 디스크 / 디스크 디젤 직분사 트윈터보

L

버스
13인승

163 / 3,500 38.7 / 1,500 맥퍼슨 스트럿
/ 리프 스프링 디스크 / 디스크 디젤 직분사 트윈터보

1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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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S 11.1 11.1 11.0 173

2,299 
2,040

수동 6단 4
L 10.9 11.0 10.8 176 2,120

버스 
13인승 9.5 9.3 9.8 205

2,299
2,455

수동 6단
4

15인승 해당없음 2,525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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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사이즈 제조사 회전저항1) 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밴 225/65R 16 콘티넨탈 타이어 3 1

버스 225/65R 16 콘티넨탈 타이어 4 2

DIMENSIONS & SPECIFICATIONS

그레이 인테리어 (밴/버스)

인조가죽시트 (밴 앞좌석)

그레이 직물시트 (버스 앞좌석)

WHEEL & TIRE

밴 전용 : 16" 스틸휠 & 휠커버
                     225/65R 16 타이어 (콘티넨탈)

버스 전용 : 16" 스틸휠 & 프리미엄 휠커버
                           225/65R 16 타이어 (콘티넨탈)

실버 그레이 (밴/버스 15인승)
Silver Gray

미네랄 화이트 (밴/버스)
Mineral White

메탈릭 블랙 (밴/버스)
Metallic Black

레몬 옐로우 (버스)
Lemon Yellow

콤비 (인조가죽+직물) 시트
(버스 승객석)

EXTERIOR & INTERIOR COLORS

※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75

1,750 1,730

3,185 (밴 S)

5,075 (밴 S)

3,685 (밴 L)

5,575 (밴 L)

2,30
0

 (밴
 S)

2,50
0

 (밴
 L)

※ 르노 마스터 밴

3,685 (버스 13인승)

5,575 (버스 13인승)

4,335 (버스 15인승)

6,225 (버스 15인승)

2,495 (버
스

 15인
승

)

2,50
0

 (버
스

 13인
승

)

※ 르노 마스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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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매 지점과 A/S 센터로
완성된 조직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검증된 품질과 차별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판매지점과 AS 네트워크 정보는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점명 거점번호 거점주소

양산대리점 055-374-333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1길 7

경상권

동진주대리점 055-756-3339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125

진주대리점 055-757-333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51

창원대리점 055-261-773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166

진해대리점 055-547-336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02번길

경산대리점 053-817-3335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405

구미대리점 054-465-3350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3길 95

북포항대리점 054-243-33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116

전라권

광산대리점 062-453-7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202

첨단대리점 062-972-333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32

광주사업소 062-676-3001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32

여천대리점 061-682-6500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17

나주대리점 061-536-499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76

목포대리점 061-283-3302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75번길 2

군산나운대리점 063-461-0099 전라북도 군산이 공단대로 410

완산대리점 063-277-1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9

제주권
연북로지점 064-757-33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40

제주지점 064-711-1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58

지역 거점명 거점번호 거점주소

서산대리점 041-664-3339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443 석림빌딩 1층 

충청권

아산대리점 041-534-3335 충청남도 아산시 박물관로 2 

천안대리점 041-552-33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17

홍성대리점 041-632-558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분평지점 043-286-333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98

쌍용지점 041-592-33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05-3

충주대리점 043-852-6864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로 1 대성빌딩 1층

경상권

상인대리점 053-639-7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

동대구대리점 053-745-3344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37

대명대리점 053-473-334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대경빌딩 1층

대구사업소 053-563-3333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92 

금정대리점 051-582-74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40

동래사업소 051-554-3050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9-18

사상대리점 051-315-3433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1

울산병영지점 052-282-8400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516

거제대리점 055-638-088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효촌길 14

장유대리점 055-313-8088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12-27

내동대리점 055-321-2580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304번길 27

밀양대리점 055-353-33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725

르노 마스터 전국 판매 네트워크

지역 거점명 거점번호 거점주소

서울

강남대리점 02-555-81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1 

길동대리점 02-470-078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93

광진대리점 02-462-33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7 

도봉사업소 02-954-3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17 

성수사업소 02-3409-3333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70

양천대리점 02-2138-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85 

강원권

강릉대리점 033-648-330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36

속초대리점 033-636-3326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65

춘천지점 033-264-3330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5 

원주지점 033-763-3331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026-29번지

경기권

계양대리점 032-544-33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33

만수대리점 032-434-33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01

인천사업소 032-509-3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5

서인천대리점 032-567-333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64

화정대리점 031-978-00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5

북일산대리점 031-810-070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경기광주대리점 031-761-3300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74

구리대리점 031-551-2220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81

김포대리점 031-984-320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27

지역 거점명 거점번호 거점주소

별내대리점 031-566-3700 경기도 구리시 금강로 75-1

경기권

부천중앙대리점 032-719-4442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52

분당대리점 031-708-30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4

서수원대리점 031-292-03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26

영통대리점 031-204-30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1

수원사업소 031-218-333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300

시화대리점 031-432-3377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

상록대리점 031-415-300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66

안양대리점 031-449-3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00

양주대리점 031-857-7575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0

금오대리점 031-847-2200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02 HC빌딩

이천대리점 031-632-3003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34

포천중앙대리점 031-541-3100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347

화성대리점 031-278-7807 경기도 화성시 삼천병마로 1340

충청권

대전사업소 042-622-3100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77

서대전대리점 042-546-33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915 

유성대리점 042-824-3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16번길 33

세종대리점 044-862-65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29,111호 
(고운동, 스타플레이스)

논산대리점 041-736-9611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51번길 6

 ┃  BEST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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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 일반 기능 수리 가능 / 센터 : 일반 기능 수리 및 사고차량, 판금 도장 수리 가능     ※ 판매지점과 AS 네트워크 정보는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점명 형태 거점번호 거점주소 작업범위

충청권

삼성자동차공업 (주) 센터 042-936-77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33번길 85 (신일동)

밴/버스13인승

서대전 정비사업소 센터 042-546-0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34 (원내동)

밴/버스13인승

유천점 코너 042-535-0079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96-1(유천동)

밴/버스13인승

세종장군점 코너 044-866-3305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월현윗길 173

전 차종 가능

삼성모터스 센터 044-864-123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85-21 

밴/버스13인승

공주점 코너 041-858-5802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44-18 (신관동)

밴/버스13인승

논산정비 센터 041-736-3300
충청남도 논산시 
생뫼길 36-16 (강산동)

밴/버스13인승

보령점 코너 041-931-5678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39 (궁촌동) 밴/버스13인승

서산석남점 코너 041-665-9274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1002-4 (석남동)

밴/버스13인승

아산정비 센터 041-546-5250 충청남도 아산시 신리길 19 (신동) 전 차종 가능

권곡점 코너 041-532-8007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94번길 19(권곡동)

밴/버스13인승

봉명점 코너 041-571-338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542-1 (봉명동)

밴/버스13인승

금왕점 코너 043-877-828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53 전 차종 가능

송민공업사 센터 043-645-2331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3381 (신백동)

밴/버스13인승

삼화자동차공업사 센터 043-262-19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8
번길 39-18 (신봉동)

밴/버스13인승

청주정비사업소 센터 042-232-180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33 (비하동)

전 차종 가능

(주) 조운 센터 043-843-5858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424 (안림동)

전 차종 가능

제주권
제주정비사업소 센터 064-713-1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334 (오등동)

전 차종 가능

노형점 코너 064-711-08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광로 184 (노형동)

밴/버스13인승

르노 마스터 AS 네트워크 정보

지역 거점명 형태 거점번호 거점주소 작업범위

서울 강서정비센터 센터 0507-1423-3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길 전 차종 가능

강원권

강릉정비사업소 센터 033-652-9006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34번길 55 (입암동)

전 차종 가능

속초정비 센터 033-638-4470
강원도 속초시 
학사평길 34-8 (노학동)

밴/버스13인승

원흥산업(주) 센터 033-761-2909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17 (관설동) 전 차종 가능

북춘천정비 센터 033-242-2285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8 밴/버스13인승

제일공업사 센터 033-344-646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184 전 차종 가능

경기권

남동정비사업소 코너 032-446-56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35번길 22 (고잔동)

전 차종 가능

동인천정비사업소 센터 032-765-6122 인천광역시 동구염전로 10 (송현동) 밴/버스13인승

검단정비 센터 032-567-9600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90 (오류동) 전 차종 가능

인천사업소 센터 032-509-3330 인천광역시 부평북로 25 전 차종 가능

경기광주정비사업소 센터 031-797-030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184번길 7-5

전 차종 가능

일산정비사업소 센터 031-911-984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115번길 82-25 (법곳동)

전 차종 가능

교문점 코너 031-553-333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13번길 8 (교문동)

밴/버스13인승

다산점 코너 031-555-703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65 (가운동)

밴/버스13인승

진접정비 센터 031-574-363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유연들1길 82

전 차종 가능

부천정비센터
주식회사

센터 032-678-3727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옥산로 293 (내동)

전 차종 가능

시화정비센터 센터 031-488-8877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8길 10 (정왕동)

밴/버스13인승

우리자동차정비(주) 센터 031-409-002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3길 4 (사동)

전 차종 가능

안양정비사업소 센터 031-442-3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00 (안양동)

전 차종 가능

양주점 코너 031-858-611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07번길 178 (광사동)

전 차종 가능

명성자동차공업사 센터 031-774-6291~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348

밴/버스13인승

경오자동차공업사 센터 031-372-855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23-23 (오산동)

전 차종 가능

지역 거점명 형태 거점번호 거점주소 작업범위

경기권

금오점 코너 031-845-303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91번길 20 (신곡동)

밴/버스13인승

파주금촌점 코너 031-949-3310 경기도 파주시 강천길 86 (금촌동) 전 차종 가능

파주정비 센터 031-953-6140~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샛봉우재길 20-12

전 차종 가능

안중점 코너 031-681-822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466 전 차종 가능

장안공업사 센터 031-653-5000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99 (세교동) 전 차종 가능

포천정비 센터 031-544-5021 경기도 포천시화합로 305 (동교동) 전 차종 가능

하남 초이점 코너 02-3013-3331~2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142 (초이동) 밴/버스13인승

전라권

첨단점 코너 062-574-3119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567 밴/버스13인승

(주) 하남자동차
공업사

센터 062-951-5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120 (장덕동)

전 차종 가능

서구점 코너 062-456-9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134 (금호동)

전 차종 가능

순천정비사업소 센터 061-755-857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563 전 차종 가능

남악점 코너 061-287-1193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 9번길 9-16

밴/버스13인승

하당점 코너 061-282-9988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31 (상동) 밴/버스13인승

동양카클리닉 코너 061-245-5400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35-1 (산정동)

밴/버스13인승

애니카랜드 화순점
(새벽자동차공업사)

센터 061-375-18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4

전 차종 가능

군산정비 센터 063-443-339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164 (구암동) 밴/버스13인승

인후점 코너 063-241-134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2 (인후동1가)

밴/버스13인승

전주정비사업소 센터 063-211-11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1 (팔복동2가)

전 차종 가능

경상권

만촌점 코너 053-743-040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162 (만촌동) 전 차종 가능

해금자동차정비 센터 051-831-019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193번길 30 (송정동)

밴/버스13인승

대연점 코너 051-626-008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218 (대연동) 밴/버스13인승

동래사업소 센터 051-550-680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51 전 차종 가능

북구점 코너 051-341-140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6-39 밴/버스13인승

롯데정비공업사 센터 051-341-1001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6 (삼락동) 밴/버스13인승

사상정비사업소 센터 051-311-240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75-11 전 차종 가능

지역 거점명 형태 거점번호 거점주소 작업범위

경상권

(주) 부산정비 센터 051-263-21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70 (장림동)

전 차종 가능

개금점 코너 051-894-6949
부산광역시 진구
 백양대로 245 (개금동)

밴/버스13인승

신도시점 코너 051-731-10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51-1 (중동)

밴/버스13인승

울산 북구정비사업소 센터 052-289-420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34 (진장동)

밴/버스13인승

언양제일종합정비
공업사

센터 052-262-84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30

밴/버스13인승

삼계점 코너 055-333-166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11 (삼계동)

전 차종 가능

김해정비사업소 센터 055-333-262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6 (안동)

전 차종 가능

밀양점 코너 055-354-0988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723 (삼문동)

전 차종 가능

한서종합정비 센터 055-833-0808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926 (송포동)

전 차종 가능

신안점 코너 055-743-9949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457 (신안동)

전 차종 가능

대운자동차공업사 센터 055-757-3391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101 (상평동) 밴/버스13인승

마산중리정비 센터 055-231-66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55

밴/버스13인승

마산회원정비 센터 055-256-050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12 (봉암동)

전 차종 가능

진해점 코너 055-547-773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02 (자은동)

밴/버스13인승

경화점 코너 055-547-990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80 (경화동)

밴/버스13인승

합천점 코너 055-933-8002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6 전 차종 가능

시지경산사업소 센터 053-817-3000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405 전 차종 가능

구미정비사업소 센터 054-461-7777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 (광평동)

전 차종 가능

봉화점 코너 054-672-7922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40-8

밴/버스13인승

울진북면점 코너 054-782-5693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35

밴/버스13인승

포항정비사업소 센터 054-286-18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88

밴/버스13인승

 ┃  BEST RELIABILITY



고객님을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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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및 액세서리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인쇄물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설명에는 제한적 조건이 따를 수 있으니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21년 11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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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마스터를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www.renaul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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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