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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생활공간,

STARIA CAMPER
현대자동차 스타리아(US4)를 베이스로 제작된 “STARIA CAMPER”는 이동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생활 공간입니다.

확장 가능한 거주 공간과 캠핑을 위한 고급 편의 장비들로 긴 여행에도 걱정없는 즐거운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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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의 넓은 실내공간과 전자동 POP-UP ROOF 시스템으로 차량 내부 경험의 만족도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넓게 사용하거나 누워서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는 풀 플랫 시트와 차량 내부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로 여행이 한결 쉬워집니다.

CAMPER11

05. 어닝 시스템 (옵션 추가)

06. 슬라이드 접이식 테이블 (옵션 추가) 

07. 에어 매트리스 _ 보관과 사용이 간편

한 에어 주입형 매트리스입니다.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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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동 POP-UP ROOF SYSTEM _ 전용 컨트롤러로 조작 가능한 전자동 POP-UP 

ROOF SYSTEM으로 차량 실내만으로 부족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03. 풀 플랫 시트

2열부터 4열까지 적용된 접이식 시트로, 야영이나 취침 시 필요한 실내 공간 확보를 돕습니다.

02. 팝업루프 취침공간 (성인 2명 취침 가능 / 최대 200kg)

패브릭으로 감싸져있어 천장의 결로를 개선하였습니다.

04. 팝업 컨트롤러 (일부 기능 옵션 추가 시 사용 가능)

1열 상단에서 컨트롤러로 팝업루프, 조명, 히터 기능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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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IA CAMPER는 '인사이드 아웃' 테마로 만들어진 기존 스타리아 라운지를 베이스로 일상과 힐링의 경계를 허무는 캠핑카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개방감 있는 디자인에 맞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캠핑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STARIA CAMPER의 실내는 디테일하게 공간을 활용하여 뛰어난 개방감과 편의성으로 프리미엄 캠핑 감성을 제공합니다.

복합 소재의 퍼니처로 가벼움을 자랑하고 피스나 토출구를 보이지 않게 마감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CAMPER4 (EXTERIOR) CAMPER4 (INTERIOR)

04. 외부전원(위) 및 청수 공급장치(아래)  

청수 열쇠는 샤워기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0. 싱크 수전 세트 & 36L 빌트인 냉장고

선반에는 수건 등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12. 3열 측면 선반

측면 선반은 간이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15. 슬라이드 후방 테이블

08. 모기장(1, 2열, 리어) (옵션 추가)

탈부착이 가능해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05. 쏠라패널 (옵션 추가)

06. 어닝 시스템 (옵션 추가)

어닝 오픈 장치는 퍼니처 후면에 있습니다.

07. 무시동 히터 (옵션 추가) 11. 접이식 실내 테이블 13. BOSS스피커 및 후석커튼 (옵션 추가)

14. 샤워기

탈부착이 가능해 야외 간이 샤워가 가능합니다.

09. 오수통 & 오수 배출 밸브

16. 12.1인치 접이식 통합 컨트롤 모니터 (전용 어플로 제어 가능)

폴딩 회전 방식이 적용되었고 캠핑카 기능 및 멀티미디어를 전자식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17. 오버헤드 루프 컨트롤러

1열에서 팝업루프, 조명, 히터, 냉장고/워터펌프/인버터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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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동 POP-UP ROOF SYSTEM _ 전용 컨트롤러로 조작 가능한 팝업루프 취침공간은 

최대 200kg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패브릭으로 감싸져있어 천장의 결로를 개선하였습니다.

02/03. 루프침대 및 루프도어 (주행모드/캠핑모드)

전동식 천장을 위로 올리면 서서 활동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탁 트인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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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풀 플랫 시트의 자유로운 시트 변화로 주행 중에도 편하고 자유로운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영 시,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3열 시트 방향을 후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행 시 안전상의 문제로 3열 벤치에는 착석할 수 없습니다.)

성인 기준 4명(1층, 2층 각 2명 씩)이 편안히 취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내공간은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전동 리클라이닝 버튼을 눌러 등받이를 젖히면 편안한 취침공간으로 변환됩니다. 

팝업루프 취침공간은 또 다른 취침공간으로 최대 200kg 하중을 견딜 수 있고 패브릭 소재로 마감처리 되어 천장 결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SEAT VARIATION

BED ROOM

주행 모드 주행 모드 (3열 수납)

주행 모드 식사 및 독서 모드

팝업루프 2층 취침공간 2층 유럽형 침대 프레임

TV시청 모드

루프도어

뒤보기 모드

2열 시트 취침공간 (풀 플랫 모드)

1층 취침공간 (2열 풀플렛)

TV시청 모드

2층 취침공간 (팝업루프 텐트)

뒤보기 모드

LIGHTING

01. 2층 팝업등

POP-UP ROOF 취침 공간을 위해 개별 램

프를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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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객실 고급형 LED 실내등

실내 후방부와 측면 선반 상단부에 램프를 

설치하여 야간 실내 공간 활용을 돕습니다.

07. 어닝등 (옵션 추가)

어닝 내부에 램프를 설치하여 야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03. 객실 고급형 LED 실내등 (선반)

앰비언트 조명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04. 무드등

05. 터치식 리어등

앰비언트 조명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06. 테일게이트 램프 (옵션 추가)

* 컨트롤러 및 모니터로 제어 가능하며, 컨트롤러에서는 리어등이 실내등으로 작동됩니다.

* 테일게이트등은 리어등과 함께 작동됩니다. 



분 류 분 류STARIA CAMPER STARIA CAMPER

축간거리 (mm) 배기량 (cc)3,275 2,199

전폭 (mm) 변속기1,995 A/T

1층 취침 공간 사이즈 (mm) 최대토크 (kgf·m/rpm)2,140 X 1,100 44.0 / 1,500~2,500

전장 (mm) 차종 구분5,255 중형 승합

승차 정원 (명) 최고출력 (PS/rpm)4 177 / 3,800

전고 (mm) 엔진형식2,095 디젤 VGT 2.2

2층 취침 공간 사이즈 (mm) 연료탱크용량 (ℓ)1,840 X 1,100 (매트리스 기준) 75

SPECIFICATION

1,995 mm 3,275 mm

2,095 mm 매트리스 기준 : 1,840 X 1,100 (mm)5,255 mm

(주) 오토렉스

대표이사 : 박동찬 대표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 6길 1

www.atrex.co.kr

CONTACT

(T) 1833-8336

(F)  052-276-5084

(M) autorex@atrex.co.kr

인쇄물 제작 시점에 따라 수록 내용과 실제 판매 모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의 색상은 

인쇄 등 제작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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