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ion Korea

“새로운 차원으로의
무한질주...!”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역동적인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DTE-Systems로 완벽하게 새로워진 차량의 경험!
Experience your vehicle in a completely new way, making it more dynamic and enjoyable to drive in every situation!
DTE Systems는 지능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차량의 완벽한 엔진성능을 위하여 혁신적인 Multi-Engine Map
technology와 가장 최신의 획기적인 고성능 프로세서인 디젤 튜닝모듈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차량을 위하여 특별히 맞추어진 엔진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력해진
엔진파워와 놀라운 연비의 향상 그리고 감소된 CO2 배출을 통하여 최적화된 귀하의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착과 동시에 최대 20%의 연비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능형 테크놀로지를 통한

강력한 부드러움과 연비의 향상”
정교한 튜닝
Fine tuning selection

다중엔진 맵 테크놀로지
Multi Engine Map Technology

DTE-Systems 튜닝모듈
DTE-Systems Tuningmodule

초고속 프로세서
High speed processor

자동차전용 플라스틱 하우징

DTE 튜닝모듈

Automotive plastic housing

DTE Tuningmodule

다중엔진-맵 테크놀로지

Multi-Engine Map Technology

최첨단 메모리 기능

Memory Function

디젤 튜닝모듈은 귀하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4-8Multi-engine maps의
적용이 큰 특징이며, CO2배출의 감소와 함께 연비와 토크를 향상시켜 귀하의 차량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 합니다. 또 다른 효과는 보다 넓어진 파워 영역과 토크의 증가로 낮은 엔진의 회전영역에서 흔히
발생되는 turbo-lag을 확실히 감소시켜 줍니다.

지극히 간단한 시운전만으로도 Diesel tuning-module의 메모리 기능은 다양한 차량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상세한 성능을 숙지하며, injection-cycle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차량의 성능, 연료의 절감 및 CO2 배출까지,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키는데 필요한 기본 구성단위(unit)를
제공합니다.

Diesel 미립자 필터와의 완벽한 호환

연료의 절감 및 CO2 배출 감소

Also Compatible with Diesel Particle Filters

최적화된 엔진의 완벽한 연소 덕분에, 연료는 100%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불필요한 연기와 그을음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technology가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diesel차량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proved Fuel Economy and Lower CO2 Emissions

DTE-Systems가 제공하는 Multi-engine Map Technology를 통하여 귀하의 자동차, 승합차(van), 트럭은
물론 Boat와 트렉터도 최대 20%의 연비향상과 확실한 CO2배출의 감소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최고 품질의 자동차 전용 case를 사용하여, 차량의 오리지널 장비와 동일한 품질로 제작된 고성능 CPUs 및 오리지널 플러그-인 커넥터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최고의 품질을 추구함과 동시에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

“오랜 전통과 좋은 서비스”

회사연혁
DTE-Systems GmbH는 Ruhr지역의 Recklinghausen에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도에 본사의 이전과 함께 개발부 및 생산부가 통합
되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저희 DTE-Systems는 software의
지속적인 up-grade를 통하여 엔진성능의 최적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의 diesel tuning modules을 사용함으로써 연료분사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오랜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지식,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의 국가들과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VDAT(Verband der Automobil Tuner e.V.)
독일 전역에는 수많은 tuning업체들이 있으며, VDAT는 독일 튜너 협회를 뜻합니다. VDAT의 member는 대략 20여 업체에 불과하며, VDAT
Quality-Sign은 그 회원들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VDAT의 member는 곧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업체를 뜻하며, 제품의
대부분은“Made in Germany”
로, 독일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가 VDAT를
독일 정부 산하의 독일 교통부(Deutsches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와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인“Hankook Tire”
지원하고 있으며,“Tune it! Safe!”
라는 campaign하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안전한 tuning제품들과
불법의 모조품을 퇴치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교통부와의 상호 협조하에 현지의 경찰차량들을 직접 tuning하여 제품의
우수성, 안정성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DTE-Systems는 VDAT의 member이며, 모든 제품을 독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
TUV(Technischer Uberwachungs-Verein)

품질관리
DTE-Systems는 2003년도에 엔진튜닝 및 chip-tuning 분야에 있어서
StVZO(독일 도로 차량 규정법) 19(3)에 의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관하여,
RWTÜV Systems GmbH의 ISO 9001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증명을 통하여 독일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 요구되는 TÜV Certificate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의 소중한
customers를 위하여 보다 나은 품질, 안전 그리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DTE-Systems의 서비스 철학입니다.

TÜV(Technischer Überwachungs-Verein)는 14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의 품질 성능 실험 인증기관입니다. TÜV는
ISO9001:2008과 ISO/TS16949와 같이 매우 다양한 국제적 규격의 안전, 성능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국제적 공인 시험
기관으로 단연코, 세계 최고이자 최대의 기관입니다.
현재, TÜV는 지리적인 여건등을 이유로, TÜV SÜD, TÜV NORD, TÜV Rheinland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TÜV SÜD는
전 세계 600여곳의 지점에 17,00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PowerBox는 TÜV의 엄격한 성능 및 안전 Test를 무사히 통과
하였으며, 독일의 모든 도로, 교통법의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TÜV 인증사항
장착 후, 배기가스(CO2)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장착 후, 어떠한 소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착 후, 차량의 엔진을 포함한 모든 장치에 어떠한 손상도 없으며 엔진을 보호합니다.
■

■

■

■

최고 속도가 향상됩니다.
엔진의 출력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파워 증가와 향상된 성능을 통한
작업의 효율성!!”

한층 더 탁월한 성능, 강력한 토크...!
More Performance, More Torque..!
DTE-Systems의 디젤 튜닝 모듈은 모든 상업용 차량부분에서 우수한 성능, 배기가스의 감소 및 연료절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트렉터를 운전하던지 콤바인을 운전하던지, DTE-Systems는 더욱 향상된 성능, Torque(회전력)
그리고 CO2 배출의 감소와 함께 연비의 경제성은 물론, 작업 시간의 단축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DTE-Systems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한층 개선된 연료분사는 고유가로 인하여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화물 수송차량의 운용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줄 것입니다.

“최적화된 성능을 통한
환상적인 드라이빙!! ”

DTE-Systems의 진보된 Engine-tuning은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환상적인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DTE-Systems engine tuning improvements offer the best in driving enjovment over land or on the water
귀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한 당신의 차량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더 역동적인
운전을 즐김과 동시에 최적화된 성능과 함께 향상된 연비로 인한 경제성과 배기가스의 감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쉬운 control로 추월하거나, 또는 귀하의 caravan과 함께
가파른 산 오르막에서의 tackling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터보트로 호수와 강, 나아가 바다까지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귀하의 오프-로드
차량으로 험준한 모든 지형에서의 tackling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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