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기준

중 대형버스 종합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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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S 090
BH 090
NEW BS106
NEW BC211
NEW BS110

(로얄미디)
(로얄스타)
(로얄시티)
(로얄하이시티)
(저상버스)

●

●

●

●

●

FX116 (하모니 )
FX120 (에이스 )
FX 212 (슈퍼스타 )
BX 212 M 로얄 (12M)
BX 212 M 로얄플러스 (12.6M)

진정한 럭셔리를 위한
국내 최고,최장,최대의 하이데크 버스 ...

로얄미디 (NEW BS090 디젤 /CNG)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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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BS90 CPC

시내일반
BS90 CMG

107,337 (부가세 포함)
20+4+1

107,449 (부가세 포함)
20+4+1

117,172 (부가세 제외)
20+4+1

<내장>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멀티 트립 계기판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
•24V 전원공급장치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지털 시계
•미끄럼 방지 매트:고급 그레이
•스톱버튼 및 부저
•승객석 시트 레그:STS
•온수히터
•중문개폐 식별 램프
•운전자보호격벽
•비상용 망치

•운전석 시트-그라마
:고급풀에어서스펜션+팔걸이
•스테레오 (라디오)
•전/중문 카드 리더기 배선
•출입구 미끄럼 방지 패드
•통합 공조 컨트롤러
•에어건 (커넥터 ONLY)
•핀마이크
•PVC 천정손잡이
(천정 2줄 +측면1줄)
•입석승객 안전봉
•실내 룸램프 (LED)

<외장>
•라디오 안테나 :마이크로 타입
•운전석 상단 수동 환풍구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열선 백미러
•사이드 마크램프 (LED)
•알루미늄 출입구
•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타이어 하우징 :STS
<샤시 및 기타>
•1-COMP에어컨 (3FAN)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 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내일반/시내중형을 반드시 선택바랍니다.
* 운전자 보호격벽을 장착하는 시내일반 버스는 반드시 입석 포함된 형식승인 차량으로 출고하여야 합니다.
* 좌석팩 선택시 운전자 보호격벽은 PVC 파이프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양

택

시내일반
BS90 CMC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중간문뒷쪽 2×2 시트 4개
•트윈 알터네이터
•시내일반 (인석수) :24+23+1/20+30+1
•연료탱크:200ℓ(승용형 주입구)
•측면 유리:반개폐 (클리어)
•승객석 시트 안전벨트
•스페어타이어 행거
•미끄럼 방지 매트 : 디럭스 그레이
□ASR(200)
□리어스테빌라이저바 (330)
□미끄럼 방지 매트
:디럭스 그레이 (0) - (공영버스제외)
□배터리 :MF200A(60)
알루미늄휠
□무광 (1,260)
□유광 (1,540)
□자동환풍기 1개 (250)
□IC 자동안내방송장치 (150)
:마이크잭 동시장착 불가
□측면 전체 색유리 (150)
□핀마이크 제거 (-37)
□전/중문 서치 램프 :LED (66)
□에어건 세트 (88)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198)

C
N
G

자동구리스 주입기 (1,300)
□링컨
□금호
□승객석 시트벨트:자동2점식(140)
:20+4+1석 기준 (공영버스제외)
□스테레오,CD+MP3오디오 (160)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5)
□운전석 시트-명보 (500)
:멀티 펑션+히팅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70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0)
:미선택시 배선만 장착

C
N
G

•중간문뒷쪽 2×2 시트 4개
•시내일반 (인석수)
:24+23+1/20+30+1
•연료탱크:690ℓ(6개)
•측면 유리:반개폐 (그린)
□ASR(182)
□리어스테빌라이저바 (300)
□미끄럼 방지 매트
:디럭스 그레이 (0)
□배터리 :MF200A(55)
알루미늄휠
□무광 (1,146)
□유광 (1,400)
□자동환풍기 1개 (228)
□IC 자동안내방송장치 (137)
:마이크잭 동시장착 불가
□자동구리스주입기 :링컨(0)
□핀마이크 제거 (-33)
□운전석 시트-명보 (455)
:멀티 펑션+히팅
□에어건 세트 (80)

•라이닝자동조절기
•리프스프링 :롱테이퍼 타입
•배터리:200A (PT)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소화기 (3.3Kg+1.5Kg)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바
•환풍기 (수동1개)
•CCTV 배선 •ABS
•파워쉬프트 •터보브레이크
•오토클러치 •속도제한장치
•발광형 키실린더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히터 유니트 (3EA)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스페어타이어 행거 미장착
:스페어타이어 삭제
•알터네이터:150A
•엔진오일크리너 :T-R
•자동구리스주입기 (금호)
가스용기
□735ℓ(160)
□769ℓ(800)
□전/중문 서치 램프:LED(60)
□승객석 시트벨트
:자동2점식 (128)
:20+4+1석 기준
□스테레오,
CD+MP3오디오 (146)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2)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45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스페어타이어삭제 (-2,00)
:스페어 타이어 필요시
별도요청 필수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0)
:미선택시 배선만 장착

□좌석팩 (XSC) (650)

□좌석팩 (XSC) (591)

:좌석시트 (SA-620A) 28+6+1인석, 천정손잡이 2줄, 하부개폐식 창문 (그린)
승객석시트벨트 (별도선택)

:좌석시트 (SA-620A) 28+6+1인석, 천정손잡이 2줄, 하부개폐식 창문(그린)
승객석시트벨트 (별도선택)
두산 GL08P (260ps)

커민스 ISB 6.7ℓ(300ps), EURO6
두산 DL06P:280ps (-1,000)
□5단 D.D 수동 미션 (다이모스)
□5단 D.D 수동 미션 (통일)
전문-폴딩도어, 중문-슬라이딩도어

반개폐식창문
□11R 22.5 (한국)
□11R 22.5 (금호)

□11R 22.5 (금호)
□11R 22.5 (한국)
고정석(SD320)
SA620H 손잡이 시트 (별도문의 )

•전/후 상호자막:야광테이프(100)/실크스크린 인쇄(200)

•전/후 상호자막:야광테이프(91)/실크스크린 인쇄(182)

•루프온에어컨:두원(기본), 동환/풍성(선택) •도색:기본 4TONE - 추가 1 TONE당(200):관광/자가용만 적용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트윈 알터네이터→150A 알터네이터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중형버스):650,000원

로얄미디 (NEW BS090) (VAT 포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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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 및 기타>
•그래듀얼 파킹 브레이크
•디지털타코그래프(GPS)

•측면화물함
•일체식선반
•독서등

□바닥 매트: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그레이(1,000)
□복도표시등(55)
□전문 서치 램프:LED(33)
□PVC 천정손잡이 1줄 추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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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버
스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리어 스테빌라이저바 (330)
□에어건 세트 (88)

□스테레오,CD+MP3오디오 (160)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100)
□실크스크린인쇄 (200)
□자동환풍기 1개 (250)

□솔라스크린 썬팅(330) -일체식 창문만 가능
□푸트레스트 (170)
□승객석 시트 레그 : STS (165)

□냉•온장고:70ℓ(860)
백아이카메라 (계기판 거치)
□LCD 7" 컬러 (750)
□LCD 7" 컬러 + 내비게이션 (990)

고정식시트 (SA620)

고

•사이드 마크램프 (LED)
•스페어 타이어 행거
•속도제한장치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바
•ABS
•APU(에어프로세스 유닛)
•1-COMP 에어컨(3FAN)
•브레이크 라이닝자동조절기
•오토클러치
•터보브레이크
•타이어 하우징 :STS
•각종도어 통합 시건장치

<외장>
•라디오 안테나:마이크로 타입
•열선 백미러
•연료탱크:200ℓ(승용형 주입구)
•운전석 상단 수동 환풍구
•일체형 헤드램프:MFR 타입
•전면유리 2피스 (틴팅)

기본

기본
선택

112,960
64+2+1

•출입구 미끄럼 방지 패드
•통합 공조 컨트롤러
•환풍기(수동 1개)
•PVC 천정손잡이 1줄
•발광형 키실린더
•실내 룸램프 (LED)
•알루미늄 출입구
•비상용 망치

□일체식창문:클리어 타입
□하부개폐식창문(940)
□11R 22.5 (한국)
□11R 22.5 (금호)

선택

도 색

<내장>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멀티 트립 계기판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
•갱웨이
•24V 전원공급장치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지털 시계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햅틱
•라지 코인 매트
•스테레오(라디오)
•알루미늄 몰딩
•에어건(커넥터 ONLY)
•승객석 시트벨트:자동 2점식
•온수히터
•전문 스텝 램프 (LED)
•좌/우측커텐타입 선바이저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시 트

어린이용 버스
BS90 SCA

111,598
33+1

판매가격

공

관광
BS90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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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 스프링:롱테이퍼 타입
•배터리:200A(PT)
•트윈알터네이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ASR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프리히터
•히터 유니트 (3EA)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보호자용시트 2석
•어린이버스용 출입문 & 답단
•어린이용 시트
•정차표지판 (돌출형)
•어린이 보호용 표지판
•어린이버스 경광등
•백미러
•백워닝 부저 (후진경고음)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백아이카메라 (계기판 거치)
알루미늄휠
□무광 (1,260)
□유광 (1,540)
□배터리 : MF200A (60)

□측면화물함 (440)
□일체식선반 (627)
□내비게이션 (240)

커민스 ISB 6.7ℓ(300ps), EURO6
두산 DL06P:280ps (-1,000)
□5단 DD 수동 미션 (다이모스) / * 파워쉬프트:기본
□5단 DD 수동 미션 (통일) / * 파워쉬프트:기본
전문-폴딩도어

-

□리크라이닝 시트 (900),
□최고급 리크라이닝 시트(1,630)
□인조가죽 시트커버(360):최고급 리크라이닝 선택시 가능 □SA620H승객석 손잡이 시트 (별도문의 )
□도색: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200)

어린이용 하부개폐식 : 클리어타입

□275/70R 22.5 (한국)
□275/70R 22.5 (금호)
어린이용고정석시트 (SG400) :64석
보호자용 리크라이닝시트 (SR810) :2개

-

•루프온에어컨:두원 (기본), 동환/풍성(선택)
•자동구리스 주입기:링컨/금호(선택)
•푸트레스트 및 인조가죽시트커버는 최고급리크라이닝시트 선택시 가능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트윈 알터네이터→150A 알터네이터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중형버스):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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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스타 (BH090) (VAT 포함, 단위 :천원)

>>>

타

관광
BH90 RMS

입

차종코드

자가용
BH90 RMA

117,745
33+1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본

공

사

통

양

<내장>
•좌우측 커텐타입 선바이저
•환풍기 (자동 2개, 수동 1개)
•커튼 고정용 고무줄
•디지털시계
•2- WAY 스피커 5개
•온수히터
•운전자사물함
•일체식선반
•STS 천정손잡이 1줄
•스틱마이크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햅틱
•운전석/승객석 안전벨트
•고급 에어컨 그릴/독서등
•알루미늄 몰딩
•바닥매트:센스톤테라 (그레이)
•비상용 망치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멀티 트립 계기판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스테레오(라디오)
:셀렉트 미장착

<외장>
•측면전체색유리
•마이크로 안테나 (라디오)
•열선 백미러
•24V 전원공급장치
•전면유리 2피스:틴팅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사이드 마크램프 (LED)
<샤시 및 기타>
•ABS
•소화기(3.3Kg+1.5Kg)
•전/후 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APU (에어프로세스 유니트)
•오토드레인밸브
•1- COMP 에어컨 (3FAN)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핸들
•속도제한장치
•알루미늄 출입구
•전면상단 색유리
•알루미늄 화물함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배터리:MF150A
•라이닝자동조절기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오토클러치
•연료탱크:200ℓ(승용형 주입구)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운전석 조수석 세퍼레이터: FRP
•터보브레이크
•트윈 알터네이터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ASR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햅틱
•프리히터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좌석번호판

선
택

공

사

통

고급선반&무드램프 :좌우 각 3칸 점등
□갤럭시 (900)
□파노라마 (1,200)
□화물함 스토퍼 (110)
□자동안내 방송장치 (370)
:스틱마이크 동시장착 불가
냉•온장고
□70ℓ(860)
□솔라스크린썬팅 (33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금호

□고급커튼 (550)
□미끄럼 방지 매트:고급 레드 (600)
□통로앞쪽스텐안전봉 (50)
□에어건세트 (110)
□틸팅화물함도어 (440)
□위성수신안테나 (1,200)
□TV용 패치 및 배선 (60)
□자동환풍기 1개추가:루프장착 (250)
□가죽 핸들커버 (110)

알루미늄휠
□무광 (1,260)
□유광 (1,540)
백아이카메라 (계기판 위 거치타입)
□LCD 7" 컬러 (750)
□LCD 7" 컬러 + 내비게이션 (990)
□스테레오, CD+MP3오디오 (160)

양

엔 진
T/M
출입문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커민스 ISB 6.7ℓ(300ps), EURO6

□5단 O.D 수동 미션 (다이모스) / * 파워쉬프트:기본
□5단 O.D 수동 미션 (통일) / * 파워쉬프트:기본
□전문-스윙도어
폴딩도어
적용 불가
*
□일체식창문
□하부개폐식창문:그린(660)
□11R 22.5 (한국)
□11R 22.5 (금호)
최고급 리크라이닝 ( 기본 : MR-903I / 선택 : MR903 )

선택

□오버항시트:33석(280)
□푸트레스트(170) :33석
□시트커버(33석):인조가죽(360)
□우등시트:19+1 (5,070)인조가죽, 2×1배열, 갱웨이 편심, 푸트레스트 별도

기본
선택

□도색:기본 4TONE
□추가 1 TONE당(200):관광/자가용만 적용

고

•전/후 상호자막:야광테이프(100)/실크스크린 인쇄(200)
•각종 도어 시건장치(연료주입구/리어엔진/사이드/배터리)
•위성수신안테나:스카이 라이프용
•루프온 에어컨:두원(기본), 동환/풍성(선택)
•자동구리스 주입기:금호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중형버스):650,000원

로얄시티 (NEW BS106)

>>>

타

입

차종코드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양

직
행

선

공

택

통

사
양
직
행

엔 진
T/M
출입문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VAT 포함, 단위 :천원)

직행
BS06 ICE

자가용
BS06 RGA

113,293
45+1

113,453
45+1

<내장>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LARGE COIN 매트
•PVC천정손잡이 1줄
•갱웨이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디지털 시계
•승객석 안전벨트
:자동2점식
•실내 룸램프 :4개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햅틱
•에어건 (커넥터 ONLY)
•스테레오 (라디오)
•온수히터
•독서등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알루미늄 출입구
•실내 룸램프 (LED)
•일체식 선반
•좌측커텐타입 선바이저
•출입구 미끄럼 방지 패드

<샤시 및 기타>
•1-COMP에어컨(3FAN)
•APU(에어프로세스유니트)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라이닝자동조절기
•오토클러치
•리프스프링
•배터리 150A
•소화기 2개 (3.3Kg+1.5Kg)
•연료탱크:200ℓ(승용형 주입구)
•속도제한장치
•프론트 스테빌라이저바
•ABS
•스페어타이어 행거
•트윈알터네이터
•사이드 마크램프 (LED)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ASR
•터보브레이크

•통합 공조 컨트롤러
•발광형 키실린더
•틸트&텔레스코픽파워스티어링
•운전석 세퍼레이터: 파이프타입
•24V 전원공급장치
•비상용 망치
<외장>
•라디오 안테나 (마이크로)
•전면유리 2피스 :틴팅
•일체형 헤드램프 : MFR 타입
•운전석 상단 수동환풍구
•열선 백미러
•환풍기 (자동 1개, 수동 1개)
•측면화물함
•타이어 하우징 :STS
•각종도어 통합 시건장치

자
가
용

•좌석번호판
•하부개폐식 창문 (클리어)
□IC자동안내방송장치:멀티(150)
:마이크잭 동시장착 불가
□우측커텐타입 선바이저(33)
□에어건 세트(88)
□미끄럼 방지 매트:고급 그레이(1,000)
□스테레오,CD+MP3오디오 (160)
□전문 서치 램프:LED(33)
□승객석 시트 레그:STS (286)
□1-COMP에어컨 : 5FAN 10BL(1,000)
□보조연료탱크 (220)

•리어스테빌라이저바
•전문 도어 잠금 장치
•측면전체 색유리

□고급커튼 (55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배터리
□150A:MF(30)
□200A:PT(75)
□200A:MF(135)

□리어스테빌라이저바 (330)
□측면 전체 색유리 (154)
□PVC천정손잡이1줄추가 (66)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프리히터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알루미늄휠
□무광 (1,260)
□유광 (1,540)
백아이카메라 (계기판 위 거치타입)
□LCD 7" 컬러 (750)
□LCD 7" 컬러 + 내비게이션(990)

자
가
용
커민스 ISL 9.0ℓ(330ps) , EURO6
두산 DL08P:300ps (-1,000)
5단 수동T/M ( 기본 : 다이모스 /선택 :통일 ) / * 파워쉬프트:기본
□ZF 6단 수동 T/M (인타더포함 /파워쉬프트 기본) :6,000
전문-폴딩도어

하부계폐식창문

□ 11R 22.5 (한국)
□ 11R 22.5 (금호)

□고정식 (SA620)
□SR 810 리크라이닝 승객석 시트 (1,188)
□SA620H 승객석 손잡이 시트 (별도문의 )
□도색 :기본 4TONE
□추가 1 TONE당 (300):관광 /자가용만 적용
•루프온 에어컨 :(동환 :기본)/(두원 /풍성 :선택)
•전/후 상호자막: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각종 도어 시건장치 (연료주입구 /리어엔진 /사이드 /배터리)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트윈 알터네이터→노브러쉬 200A 알터네이터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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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시티 (NEW BS106 CNG)

>>>

타

입

차종코드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본

공

통

사
양

시
내
일
반

공

선
통

택
사

(단위 :천원)

시내일반
BS06 CGG

시내좌석
BS06 CSG

128,933 (부가세 제외)
26+20+1

133,906 (부가세 제외)
34+1

<내장>
•평바닥
•환풍기 (수동 1개)
•온수히터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그레이
•디지털 시계
•출입구 미끄럼 방지 패드
•24V 전원공급장치
•통합 공조 컨트롤러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멀티 트립 계기판
•에어건 (커넥터 ONLY)
•핀마이크
•스테레오 (라디오)
•승객석 시트 레그 :STS
•발광형 키실린더
•CCTV 배선
•중문 개폐 식별 램프

•사이드 마크램프 (LED)
•타이어 하우징 :STS

•알루미늄 출입구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전/중문 카드 단말기 배선
•비상용 망치

<샤시 및 기타>
•엔진오일크리너 :T- R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1-COMP 에어컨 (3FAN)
•소화기 (3.3Kg+1.5Kg)
•파워쉬프트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 :STS
•라이닝자동조절기
•ABS
•프론트 스테빌라이저바
•자동구리스주입기 (금호)
•알터네이터200A(노브러쉬)
•배터리 200A (PT)
•리프스프링

<외장>
•라디오 안테나 (마이크로)
•연료탱크 :852ℓ(6개)
•가스배관부 안전장치
•측면전체 색유리
•운전석 상단 수동 환풍구
•슬라이딩 중간문 :SMC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열선 백미러 (디프로스터)
•환풍기 (수동 1개)
•스페어타이어 행거 제거
:스페어 타이어 삭제

•시트배열 :1×1, 2×2
•PVC 천정손잡이 3줄
•운전석 시트 -그라마
:고급풀에어서스펜션 +팔걸이
•실내 룸램프 6개 (LED)
•운전자 보호격벽

시
내
좌
석

□에어건 세트 (80)
□미끄럼 방지 매트 :디럭스 그레이 (0)
□전/중문 서치 램프 :LED(60)
□IC자동안내방송장치 (136)
:마이크잭 동시 장착 불가
□플렉서블 마이크 (64)
□핀마이크 제거 (-33)
□배터리 200A : MF(55)
□자동환풍기 1개 (228)
□승차인원 22+1:(-51)
DELUXE PACKAGE(1,255)
:냉방능력 증대 (25,000kcal)
:조도향상 (룸램프 8개) :벌브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45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시트배열 :2×2
•PVC 천정손잡이 1줄
•운전석 /승객석 안전벨트
•자동환풍기 1개
•전면우측상단방향판
•전면유리 2-Piece

□스테레오,CD+MP3오디오 (146)
□리어 스테빌라이저바 (300)
□1-COMP에어컨 (5FAN) :(910)
연료탱크
□ 967ℓ:7개 (1,800)
□1,082ℓ:8개 (2,700)
알루미늄휠
□무광 (1,146)/□유광 (1,400)
□승객석 시트벨트
:26+20+1석 기준 (166)
□ASR (182)
□운전석 시트 (455)
:멀티펑션 +히팅

□천정손잡이 1줄 추가 (60)

양

엔 진

기본
선택

GL11P엔진 (310ps)

T/M

기본
선택

ZF 6단수동T/M:인타더포함 ( * 인타더 장착시 파워쉬프트 탈거 불가)
(□통일 /□다이모스) 5단 수동 T/M:인타더제외 (-5,000)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전문 -폴딩도어 /중문 -슬라이딩도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비

고

•실내 룸램프 (LED)
•운전자 보호격벽 미적용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ASR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햅틱

□자동구리스주입기 :링컨 (0)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2)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0)
:미선택시 배선만 장착
□스페어타이어 삭제 필수 : (-200)
* 스페어타이어 필요시 별도 요청

시
내
일
반

출입문

•오토클러치
•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시
내
좌
석

-

반개폐식창문

하부개폐식창문

□11R 22.5 (금호)
□11R 22.5 (한국)
고정식 (SD320)

고정식 (SA620A)
□SA620H 승객석 손잡이 시트 (별도문의 )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91)/실크스크린인쇄 (182)
•루프온 에어컨 :(기본 : 동환 )/(선택: 두원 /풍성 )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차체 디자인 및 상호 FILM작업 :실비정산

로얄시티 (NEW BS106)

>>>

타

입

차종코드
판매가격
승차인원

공

기
통

본
사

(VAT 포함, 단위 :천원)

시내일반
BS06 CGC

공영버스
BS06 CPC

시내좌석
BS06 CSC

115,233
20+40+1

115,373
20+40+1

119,450
34+1

<내장>
•평바닥
•환풍기 (수동1개)
•온수히터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그레이
•디지털 시계
•출입구 미끄럼 방지 패드
•24V 전원공급장치
•통합 공조 컨트롤러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멀티 트립 계기판
•발광형 키실린더
•핀마이크
•CCTV 배선
•에어건 (커넥터 ONLY)
•스테레오 (라디오)
•승객석 시트 레그 :STS
•중문 개폐 식별 램프

<샤시 및 기타>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1-COMP 에어컨 (3FAN)
•소화기 (3.3Kg+1.5Kg)
•파워쉬프트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 :STS
•라이닝자동조절기
•ABS
•프론트 스테빌라이저바
•자동구리스주입기 (금호)
•스페어 타이어 행거
•배터리 200A(PT)
•연료탱크 : 200ℓ
•오토클러치
•터보브레이크
•트윈알터네이터
•리프스프링

•전/중문 카드 단말기 배선
•알루미늄 출입구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비상용 망치
•실내 룸램프 (LED)
<외장>
•라디오 안테나 (마이크로)
•측면전체 색유리
•운전석 상단 수동 환풍구
•슬라이딩 중간문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열선 백미러
•사이드 마크램프 (LED)
•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타이어하우징 :STS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양

시
내
일
반

공

선
통

택
사
양

엔 진
T/M
출입문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비

시
내
일
반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시트배열 :1×1
•PVC 천정손잡이 4줄
•운전자 보호격벽
•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운전석 시트-그라마
:고급풀에어서스펜션 +팔걸이

공
영
버
스

•시트배열 :1×1
•PVC 천정손잡이 4줄
•운전자 보호격벽
•승객석 시트 안전벨트: 20+40+1석 기준
•미끄럼 방지 매트: 디럭스 그레이
•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운전석 시트-그라마
:고급풀에어서스펜션+팔걸이

□에어건 세트 (88)
□미끄럼 방지 매트 (0)
:디럭스 그레이 (공영버스제외)
□전/중문 서치 램프 :LED (66)
□IC자동안내방송장치 (150)
:마이크잭 동시 장착 불가

□스테레오,CD+MP3오디오(160)
□보조연료탱크 110ℓ(440)
□리어 스테빌라이저바 (330)
□1-COMP에어컨(5FAN) :(1,000)
□자동구리스주입기 (링컨)(0)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5)

□26인승 선택 (250)
:중간 뒤쪽 2X2 시트
DELUXE PACKAGE (1,380)
:냉방능력 증대 (25,000kcal)
:조도향상 (룸램프 8개)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 (500)
□ASR (200)

□자동환풍기 1개 (250)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70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플랙시블마이크(70)

시
내
좌
석

•PVC 천정손잡이 1줄 •전면우측상단방향판
•전면유리 2-Piece
•자동환풍기 1개
•승객석 시트벨트
•ASR
•좌측 커텐타입 선바이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운전자 세퍼레이터:파이프타입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햅틱

알루미늄휠
□무광 (1,260)
□유광 (1,540)
□배터리 200A(MF) (60)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0)

□천정손잡이 1줄 추가 (66)
시
내
좌
석

커민스 ISL 9.0ℓ(330ps) , EURO6
두산 DL08P:300ps (-1,000)
ZF 6단수동T/M:인타더포함 ( * 인타더 장착시 파워쉬프트 탈거 불가)
(□통일 /□다이모스) 5단 수동 T/M:인타더제외 (-5,000)
전문-폴딩도어, 중문-슬라이딩도어

반개폐식창문

하부개폐식창문

□11R 22.5 (한국)
□11R 22.5 (금호)
고정식 (SD320)

고정식 (SA620A)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차체 디자인 및 상호 FILM작업 :실비정산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루프온 에어컨 :(기본 : 동환 )/(선택: 두원 /풍성 )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트윈 알터네이터→노브러쉬 200A 알터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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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하이시티 - 준저상 (NEW BC211 CNG)

>>>

타

시내일반 (Air Suspension)
BC11 CAG

입

차종코드

165,482 (부가세 제외)
24+15+1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본

공

사

통

양

선
택

공

사

통

양

엔 진
T/M
출입문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단위 :천원)

<내장>
•평바닥
•스톱버튼 &부저
•좌측선바이저
•실내 룸램프 8개
•PVC천정손잡이4줄
•운전석 시트-그라마:팔걸이
•온수히터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그레이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에어건 (커넥터 ONLY)
•핀마이크
•승객석 시트 레그 :STS
•열선백미러
•스테레오, CD+MP3오디오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알루미늄 출입구
•수동환풍기 1개
•운전자 보호격벽
•통합 공조 컨트롤러
•중문 개폐 식별 램프
•전/중문 카드리더기 배선
•히터 유니트 4개
•비상용 망치

<외장>
•사이드 안테나 (마이크로타입)
•가스배관부 안전장치
•측면전체색유리 (브론즈)
•연료탱크 :910ℓ(7개)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전면 유리 3피스 :틴팅
•발광형 키실린더
•사이드 마크램프 (LED)
•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RR (리어)타이어 하우징 :STS

□디지털 시계 (73)
□에어건 세트 (80)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45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IC자동안내방송장치 :멀티 (137)
:마이크잭 동시 장착불가
□운전석 시트 -명보 (455)
:멀티펑션히팅
□전문 서치 램프 :LED(30)
□중문 조도 향상 :형광등타입 (46)
□실내 룸램프 : LED (600)
알루미늄휠
□무광 (1,146)
□유광 (1,400)
자동구리스 주입기 (1,182)
□링컨
□금호

<샤시 및 기타>
•ABS
•디지털타코그라프 (GPS)
•오토클러치
•라이닝자동조절기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1-COMP슬림에어컨 (3FAN)
•소화기 (3.3Kg+1.5Kg)
•전,후스테빌라이저바
•알터네이터180A(노브러쉬)
•CCTV배선
•속도제한장치
•파워쉬프트
•배터리 200A(MF)
•프론트/리어 와이드 에어서스펜션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ASR(182)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2)
□엔진오일크리너 :T-R (180)
□승객석 시트벨트 :24+15+1기준 (153)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180)
행선지 표지판
□실내LED전광판 (2,200)
□프론트LED전광판 (3,800)
□1-COMP 에어컨 (5FAN) :(1,400)
□ECAS 시스템 (1,500)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0)

두산 GL11P엔진 (310ps)

ZF 6단수동T/M:인타더포함 ( * 인타더 장착시 파워쉬프트 탈거 불가)

전문 :폴딩 도어 /중문 :더블 글라이딩 도어

반개폐식창문

11R 22.5 (금호)
11R 22.5 (한국) (0)
□고정식 (SD320)
□SD330 플라스틱시트 :(591)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91)/실크스크린 인쇄 (182)
•루프온 에어컨 :(두원 :기본)/(동환 /풍성 :선택)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차체 디자인 및 상호 FILM작업 :실비정산

로얄하이시티 - 준저상 (NEW BC211 디젤 )

>>>

타

시내일반 (Air Suspension)
BC11 CAC

입

차종코드

150,148
24+15+1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본

공

사

통

양

선
택

공

사

통

양

엔 진
T/M
출입문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VAT 포함, 단위 :천원)

<내장>
•평바닥
•스톱버튼 &부저
•좌측선바이저
•실내 룸램프 8개
•PVC천정손잡이4줄
•운전석 시트- 그라마:팔걸이
•온수히터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그레이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승객석 시트 레그 :STS
•에어건 (커넥터 ONLY)
•핀마이크
•알루미늄 출입구
•전/중문카드단말기 배선
•스테레오,CD+MP3오디오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수동 환풍기1개
•운전자 보호격벽
•디지털 시계
•통합 공조 컨트롤러
•중문 개폐 식별 램프
•히터유니트 4개
•비상용 망치

<외장>
•루프 안테나(마이크로타입)
•측면전체색유리(브론즈)
•연료탱크 :100ℓ+100ℓ(승용형 주입구)
•열선 백미러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전면 유리 3피스 :틴팅
•발광형 키실린더
•사이드 마크램프 (LED)
•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RR (리어)타이어 하우징 :STS

<샤시 및 기타>
•ABS
•1-COMP슬림에어컨 (3FAN)
•라이닝자동조절기
•그래듀얼 파킹브레이크
•소화기 (3.3Kg+1.5Kg)
•전 /후 스테빌라이저바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파워쉬프트
•속도제한장치
•오토클러치
•CCTV배선
•배터리 200A(MF)
•트윈알터네이터
•터보브레이크
•프론트 /리어 와이드 에어서스펜션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알루미늄휠
□ 무광(1,260)
□ 유광 (1,540)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5)
□실내LED전광판(2,420)
□프론트LED전광판(4,180)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0)

□에어건 세트 (88)
□운전석 시트-명보 (500)
:멀티 펑션+히팅
□전문 서치 램프 :LED(33)
□중문 조도 향상 :형광등타입 (50)
□IC자동안내방송장치 :멀티 (150)
:마이크잭 동시 장착 불가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70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승객석 시트벨트 :24+15+1기준 (168)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198)
□ASR (20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1- COMP에어컨 (5FAN) :(1,540)
□실내 룸램프 : LED (660)
□ECAS 시스템 (1,650)

커민스 ISL 9.0ℓ(330ps) , EURO6
두산 DL08P :300ps (-1,000)
ZF 6단수동T/M:인타더포함 ( * 인타더 장착시 파워쉬프트 탈거 불가)

전문 :폴딩 도어 /중문 :더블 글라이딩 도어

반개폐식창문

11R 22.5 (금호)
11R 22.5 (한국) (0)
□고정식 (SD320)
□SD330 플라스틱시트 :(650)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 실크스크린 인쇄 (200)
•차체 디자인 및 상호 FILM작업 :실비정산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루프온 에어컨 :(두원 :기본)/(동환 /풍성 :선택)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트윈 알터네이터→노브러쉬 180A 알터네이터

9

저상버스 표준 (BS110 CNG)

>>>

타

(단위 :천원)

시내저상
BS10 CHG

입

차종코드

216,533 (부가세 제외)
24+21+1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본

공

사

통

양

선
택
사

공

통

양

엔 진
T/M
출입문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비

<내장>
•평바닥
•실내등 10개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그레이
•좌측선바이저
•디지털시계
•CCTV 배선
•수동환풍기
•스톱버튼부저
•인조가죽 내장트림 (ROOF/SIDE)
•전면내부 LED 전광판
•운전석 시트 -그라마
:고급풀에어 서스펜션 +팔걸이
•플랙시블마이크
•온수히터
•PVC천정손잡이4줄 :천정 및 측면 각 2줄
•청소도구 및 공구보관함
•키실린더 W/램프
•운전자 보호격벽
•고급 LCD 미터 클러스터 :멀티 트립 계기판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통합 공조 컨트롤러
•전/중문 카드리더기 배선
•스테레오,CD+MP3오디오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비상용 망치
•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후방 행선지표지판:배선 (ONLY)
•중문 개폐 식별 램프

<샤시 및 기타>
•ABS
•소화기 2개 (3.3Kg+1.5Kg)
•알터네이터 200A(노브러쉬)
•가스배관부 안전장치
•전/후 전자제어 와이드 에어서스펜션
•ECAS(전자제어 닐링시스템)
•디지털타코그래프 (GPS)
•1-COMP 에어컨 (5-FAN)
•프론트 스테빌라이저바
•연료탱크 8개 (1,040ℓ)
•속도제한장치
•알루미늄휠 (무광)
•전자식 팬클러치
•에어건 커넥터
•배터리 MF200A
•자동라이닝조절기

□ASR(182)
□미끄럼 방지 매트 (0)
:디럭스 그레이
□승객석 시트벨트 (153)
:24+1 기준
□에어건세트 (80)
□중문카드리더기 배선추가 (32)
□운전자보호격벽 제거 (-2,450)
:블로우스크린(기본:1개/선택:3개) (0)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180)
□실내 룸램프 10개 :LED(740)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외장>
•열선백미러
•3피스 전면유리:틴팅
•사이드 안테나(마이크로타입)
•측면 /후면 전체색유리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 :STS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승객석 시트 레그 :STS
•중문 서치 램프 : LED
•사이드 마크램프 (LED)
•RR (리어)타이어 하우징 :STS

•자동구리스주입기 (금호)
•그래듀얼 파킹브레이크
•후방타이어 하우징커버 :STS
•차량 측면 감지 센서
•전문 끼임방지 장치
•전문 열림시 가속방지 장치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백아이 카메라 배선

❇장애인 패키지
중간문 휠체어 램프 장착
휠체어 고정장치 : 자동1개 + 수동1개
승객시트 3석 :폴딩
휠체어 사용자용 스톱버튼
휠체어 헤드레스트

□전문 서치 램프 :LED(30)
□운전석 시트 -명보 (455)
:멀티 펑션+히팅
알루미늄휠
□유광 (254)
□자동안내방송 장치 (137)
□핀 마이크 (50)
□전면 LED 전광판 (3,800)
□측면 LED 전광판 (3,400)
□후방 행선지표지판:대형 (0)

두산 GL11P엔진 (310ps)

□AUTO T/M : ZF 6AP 1400B (리타더포함)
□AUTO T/M : ALLISON T350R (리타더포함) (0)
전문 -폴딩 /중문 -더블 글라이딩

반개폐식 창문

□275/70R 22.5 (한국)
□275/70R 22.5 (금호)
시트 (고급플라스틱 21석+폴딩 3석 ):인조가죽

•각종 도어 통합시건장치 (연료주입구 /리어엔진 /사이드 /배터리)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루프온 에어컨 :(두원 :기본)/(동환 /풍성 :선택)

하모니 (FX 116)

>>>

(VAT 포함, 단위 :천원)

갱웨이

FLOOR형상
타

입

차종코드
판매가격

관광
FX16RSA

평바닥
자가
FX16RAA

관광
FX16RSB

161,120

160,320
45+1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양

관광
자가

선
택

공

사

통

양

<내장>
•LCD 타입계기판
•리얼우드무늬 대쉬보드
•운전석 시트-명보
:멀티펑션 +히팅 + 햅틱
•스틱마이크(안내방송선택시 제거)
•TV용 패치 및 배선
•램프랙 (직접조명)
•디지털시계
•좌석번호판
•24V전원공급장치
•커튼 고정용 고무줄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릴타입)
•운전자 전용 에어컨
•환풍기 (수동1개 +자동4개)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레드
•에코스테레오 (셀렉트+USB)

<외장>
•LED 타입 주간전조등
•라디오안테나 (마이크로타입)
•알루미늄 화물함바닥
•화물함스토퍼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일체식 전면유리
•대형 와이퍼
•연료탱크도어원격잠금장치
•백미러 (열선/전동식)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관광
자가

평바닥
고속/직행
FX16 IEB

159,220

158,420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휠)
•오토클러치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전자식 팬 클러치
•배터리 MF 200A
•온수순환 강제 펌프
•히터유니트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 : STS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화물함원격시건장치
•풀오토에어컨 (25,000kcal)(두원)

•출입구 그립 핸들 : 대쉬보드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비상용 망치

•FRT/RR 루프 스포일러
•시트플로어레일
□인조가죽핸들커버 (110)
□공기청정기 (440)
□인조가죽내장트림 (400)
□콜버튼 (10)
백아이카메라
□LCD 타입 (750)
□LCD+내비게이션 (990)
□승객안전벨트 (ELR타입)(350)
□실내에어컨그릴 (LED) (550)
□고급커튼 (550)
□안내양시트 (150)
□빔라이트 팬던트 (100)
냉•온장고
□70ℓ(860)

자가
FX16RAB

갱웨이
고속/직행
FX16 IEA

•FRT/RR 루프 스포일러

고속 •스텐천정
고속
손잡이 1줄
직행
직행
•시트플로어레일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고급블루(0)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레드 (1,200)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브라운 (1,200)
□커튼 프로텍터 :STS(180)
에어컨시스템
□28,000kcal (두원 )(500)
□화물함바닥 :스텐 (220)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30)
□헤드램프 (제논)(880)
□출입구안전스텐파이프 (200)
□닐링시스템 -프론트 닐링 (180)

□스텐 천정 손잡이 1줄 추가 (100)
□에어 스프링 밸브
:프론트 945N + 리어 782N(0)
에코스테레오
□IC자동안내방송장치:멀티(370)
□스틱마이크 동시장착 불가
□CDP+MP3추가(160)
실내조명
□직접조명+싱글LED (600)
□직접조명+멀티LED (1,200)
□코스믹 파노라마(1,600)
□멀티 코스믹 파노라마(2,400)

고속/직행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스텐천정
손잡이 1줄

□에어건세트 (110)
□프리히터 (77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중앙집중식 히터 (800)
알루미늄휠
□유광 (1,540)
□무광 (1,260)
□타이어팬더 (라이너)(400)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30)
:명보 멀티펑션시트+히팅 필수
□조수석 보조미러추가 (100)

□ FRT/RR 루프스포일러 (2,700)

커민스-ISL9.0ℓ (400ps), EURO6
두산 DL08:340ps (-1,000)
ZF 6단 수동 T/M:인타더포함
( □ 통일 / □ 다이모스 ) 6단 수동 T/M : 인타더 제외 (-4,500)
전문 -스윙도어 (알루미늄, 열선 유리)(리턴어블 기능)

□일체식창문 (그린컬러)
□일체식 +6번창 반개폐식 (그린컬러)(160),
□반개폐식 (그린컬러)(800)
11R 22.5 (기본:□금호 /무상선택:□한국)
□12R 22.5 금호 (250), □12R 22.5 한국 (250)
□최고급리크라이닝시트 (기본 :□MR903I)

•인조가죽시트커버 (2 TONE)(120)

기본
선택

고

•연료탱크 (200ℓ+ 200ℓ)
•ABS
•정속주행장치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터보브레이크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ASR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후방 경보장치
•백워닝 부저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인조가죽시트커버 (PU 2TONE) (720)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 (300)

•푸트레스트 (300)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트윈 알터네이터→노브러쉬 200A 알터네이터

11

하모니 직행좌석 :전문 (FX 116)

>>>

(단위 :천원)

평바닥

FLOOR형상
차종코드

직행좌석 (디젤)
FX16 ISC

직행좌석 (CNG)
FX16 ISG

판매가격

155,280 (부가세 포함)

165,958 (부가세 제외)

타

입

45+1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양
직행
좌석
디젤

선
타

택
입

사
별

양

<내장>
•LCD타입계기판
•리얼우드무늬 대쉬보드
•운전석 시트-명보
:멀티펑션+히팅+햅틱
•스톱버튼부저
•디지털시계
•실내 룸램프 9개
•커튼 고정용 고무줄
•출입구 스텐안전파이프 : 조수석
•출입구 그립 핸들 : 대쉬보드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릴타입)
•환풍기 (수동1개+자동 2개)
•천정손잡이 2줄

<외장>
•LED 타입 주간전조등
•전면유리 (2-PIECE:클리어)
•백미러 (열선 /전동식)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좌석형 대쉬보드
•운전자 전용 에어컨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스테레오 라디오 (+USB)
•운전석 /조수석 분리대
(스텐파이프+BLOW스크린)
•IC자동안내방송장치 :멀티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 레드
•리어방향판 (스몰)
•전면방향판 (TAPE)
•히터유니트
•온수순환강제펌프
•24V 전원공급장치
•비상용 망치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ABS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휠)
직행
좌석
CNG

•정속주행장치
•터보브레이크
•연료탱크도어원격잠금장치

•연료탱크 (150ℓ+150ℓ)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인조가죽핸들커버 (110)
□승객안전벨트 (ELR타입)(350)
□빔라이트 팬던트 (100)
에어컨시스템
□28,000kcal (두원 )(500)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30)
□헤드램프 (제논)(880)
□전면유리 2피스 :틴팅(0)
□닐링시스템 -프론트 닐링 (180)
□에어건세트(110)
□고급커튼 (550)
알루미늄휠
□유광 (1,540)
□무광 (1,260)
□타이어팬더 (라이너)(400)
□커튼 프로텍터 :STS(180)
□에어 스프링 밸브
:프론트 945N+리어782N (0)

□스테레오,
CD+MP3+USB 오디오(160)
□FRT/RR 루프 스포일러 (2,700)
□운전석 시트 통풍기능추가 (230)
:명보 멀티펑션시트 (W/히팅) 필수
□조수석 보조미러 추가 (100)
□논슬립매트:최고급 브라운(0)

•연료탱크 (1,148ℓ)
•CEM ASM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인조가죽핸들커버 (100)
□승객안전벨트 (ELR타입)(319)
□고급커튼 (500)
□빔라이트 팬던트 (91)
에어컨시스템
□28,000kcal (두원)(455)
□스테레오
CD+MP3+USB 오디오(146)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00)
□헤드램프 (제논)(800)
□전면유리 2피스 :썬팅 (0)
□닐링시스템 -프론트 닐링 (164)
자동구리스주입기 (1,182)
□링컨
□금호

•오토클러치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배터리MF200A
•풀오토에어컨 (25,000kcal)(두원)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ASR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연료주입구안전장치
•알터네이터 200A (노브러쉬)
알루미늄휠
□유광 (1,400)
□무광 (1,146)
□타이어팬더 (라이너)(364)
□커튼 프로텍터 :STS(164)
□에어 스프링 밸브
:프론트 945N+리어782N (0)
□에어건세트(100)
□엔진오일크리너:트리플알(180)
□FRT/RR 루프 스포일러 (2,455)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10)
:명보 멀티펑션+히팅 필수
□조수석 보조미러 추가 (91)
□논슬립매트:최고급 브라운(0)

□시외직행 패키지(1,450)
실외 화물함, 실내 독서등, 스텐 천정손잡이 1줄,
램프랙:직접조명(일체식 선반), 운전석 세퍼레이터 - FRP
□시외직행 패키지 선택시 삭제사양
실내 룸램프 9개, 자동안내방송장치, 스톱버튼부저, 리어방향판(스몰),
운전석 세퍼레이터-스텐파이프+BLOW SCREEN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커민스-ISL9.0ℓ(400ps), EURO6
두산 GL11P (340ps)
두산 DL08:340ps (-1,000)
ZF 6단수동 T/M:인타더포함
ZF 6단수동 T/M:인타더포함
(□통일 /□다이모스) 6단 수동 T/M (-4,500)
(□통일 /□다이모스) 5단 수동 T/M (-4,545)
□전문 -스윙도어 (알루미늄, 열선 유리)(리턴어블 기능)
□폴딩도어 (-550)
□폴딩도어 (-500)
□일체식창문 (그린컬러)
□일체식+6번창반개폐식 (그린컬러)(160), □반개폐식 (그린컬러)(800)
□일체식+6번창반개폐식 (그린컬러)(146), □반개폐식 (그린컬러)(728)
□11R 22.5 (기본:금호/선택:한국 ) (0)
12R 22.5 (250) -□한국 /12R 22.5 (250) -□금호
12R 22.5 (228) -□한국 /12R 22.5 (228) -□금호
□최고급 리크라이닝시트 (기본 :MR903I)

-

선택

□인조가죽시트커버 ( 2 TONE)(120)

기본
선택

고

□인조가죽시트커버 ( 2 TONE)(110)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 (300)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두산 디젤 엔진 장착시 알터네이터 변경 (트원 →노브러쉬 200A)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91)/실크스크린 인쇄 (182)

하모니 고급좌석 :전/중문 (FX 116)

>>>

(단위 :천원)

평바닥
고급좌석 (CNG)
FX16 CSG

FLOOR형상
타

입

차종코드

165,758 (부가세 제외)
39+1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내장>
•LCD타입계기판
•운전석 시트-명보
:멀티펑션+히팅+햅틱
•스톱버튼부저
•실내 룸램프 9개
•디지털시계
•커튼 고정용 고무줄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릴타입)
•환풍기 (수동 1개+자동 2개)
•천정손잡이 2줄
•좌석형 대쉬보드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비상용 망치

•스테레오 라디오 (+USB)
•운전석 /조수석 분리대
(스텐파이프 +BLOW스크린)
•IC자동안내방송장치 :멀티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 레드
•리어방향판 (스몰)
•전면방향판 (TAPE)
•운전자 전용 에어컨
•24V전원공급장치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ABS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자동라이닝조절기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오토클러치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외장>
•LED 타입 주간전조등
•전면유리 (2-PIECE:클리어)
•백미러 (열선 /전동식)

•배터리MF200A
•히터유니트
•온수순환강제펌프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풀오토에어컨 (25,000kcal)(두원)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ASR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양

직행
좌석
CNG

선
타

택
입

사
별

양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연료탱크 (1,148ℓ)
•CEM ASM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연료주입구안전장치
•알터네이터 200A (노브러쉬)

자동구리스주입기 (1,182)
□링컨
□금호
알루미늄휠
□유광 (1,400)
□무광(1,146)
□타이어팬더 (라이너)(364)
□실내 룸램프 9개:LED (666)
□엔진오일크리너(180):T-R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10)
:명보 멀티펑션+히팅 필수
□미끄럼 방지 바닥매트:최고급 브라운(0)
□FRT/RR 루프 스포일러 (2,455)
□조수석 보조미러 추가 (91)

□인조가죽핸들커버 (100)
□승객안전벨트 (ELR타입)(319)
□고급커튼 (550)
□빔라이트 팬던트 (91)
□에어건 세트 (100)
에어컨시스템
□28,000kcal (두원 )(455)
□앞문 서치 램프 2EA:LED (76)
□중문 서치 램프 1EA:LED (30)
□에어 벨로우즈 밸브
:프론트 945N+리어 782N (0)
□스테레오, CD+MP3+USB 오디오(146)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00)
□헤드램프 (제논)(880)
□전면유리 2피스 :썬팅 (0)
□닐링시스템 -프론트 닐링 (164)

두산 GL11P(340ps)

ZF 6단 수동 T/M:인타더포함
(□통일 /□다이모스) 5단 수동 T/M:인타더제외 (-4,545)
전 /중문-폴딩도어

□일체식창문 (그린컬러)
일체식 +6번창 반개폐식 (그린컬러)(146), □반개폐식 (그린컬러)(728)
□11R 22.5 (기본:금호/선택:한국 ) (0)
12R 22.5 (228) -□한국 /12R 22.5 (228) -□금호
□최고급 리크라이닝시트 (기본 :MR903I)

-

선택

□인조가죽시트커버 (2TONE)(110)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 (300)

기본
선택

고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91)/실크스크린 인쇄(182)

* 천연가스버스 시내일반은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13

에이스 (FX 120)

>>>

(VAT 포함, 단위 :천원)

갱웨이

FLOOR형상
타

입

차종코드

관광
FX20RSA

평바닥
자가
FX20RAA

관광
FX20RSB

174,600

판매가격

173,800
45+1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양

관광
자가

선
택

공

사

통

양

<내장>
•LCD타입계기판
•리얼우드무늬 대쉬보드
•운전석 시트- 명보:멀티펑션+히팅
•실내 운전자 전용사물함 (2개)
•스틱마이크(안내방송선택시 제거)
•TV용 패치 및 배선
•램프랙 (직접조명)
•디지털시계
•좌석번호판
•24V전원공급장치
•커튼 고정용 고무줄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릴타입)
•출입구 스텐안전파이프 : 조수석
•환풍기 (수동 1개 +자동 4개)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레드
•빔라이트 팬던트
•에코스테레오 (셀렉트+USB)
•FRT/RR 루프 스포일러
•시트플로어레일
□인조가죽핸들커버 (110)
□공기청정기 (440)
□인조가죽내장트림 (400)
□콜버튼 (10)
□하이파워스피커50W(180)
백아이카메라
□LCD 타입 (750)
□LCD+내비게이션 (990)
□실내에어컨그릴 (LED)(550)
□고급커튼 (550)
냉•온장고
□70ℓ(860)

자가
FX20RAB

평바닥
고속 /직행
FX20IEB

172,700

171,900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ABS W/ASR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휠)
•오토클러치
•알루미늄휠 (무광)
•전자식 팬 클러치
•배터리MF200A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운전자전용에어컨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풀오토에어컨 (28,000kcal)(두원)
•프리히터
•연료탱크 (200ℓ+200ℓ)
•정속주행장치

•출입구 그립 핸들 : 대쉬보드
•비상용 망치
<외장>
•LED 타입 주간전조등
•알루미늄 화물함바닥(w/스토퍼)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일체식 전면유리
•대형 와이퍼
•백미러 (열선/전동식)
•연료탱크도어원격잠금장치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타이어 팬더 (라이너)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화물함원격시건장치

관광
자가

갱웨이
고속 /직행
FX20IEA

•FRT/RR 루프 스포일러

에코스테레오
□IC자동안내방송장치 :멀티 (370)
스틱마이크 동시장착 불가
□CDP+MP3추가 (160)
□커튼 프로텍터 :STS(180)
실내조명
□직접조명 +싱글LED(600)
□직접조명 +멀티LED(1,200)
□코스믹 파노라마(1,600)
□멀티 코스믹파노라마(2,400)
□안내양시트 (150)
□스텐 천정 손잡이1줄 추가 (100)

고속 •스텐천정
고속
손잡이 1줄
직행
직행
•시트플로어레일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최고급레드(1,200)
□미끄럼 방지:고급블루(0)
□미끄럼 방지
:최고급브라운(1,200)
에어컨시스템
□28,000kcal:(두원)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30)
:명보 멀티펑션+히팅 필수
□승객안전벨트 (ELR타입)(350)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30)
□헤드램프 (제논)(880)

고속/직행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FPT CURSOR11 : 420PS (※ 인타더 탈거 불가)
커민스 ISL9 : 400PS 엔진 (-500)

기본
선택
기본

ZF 6단 수동 T/M : 인타더 포함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ZF 6단 수동 T/M : 인타더 제외 (-3,000) (※ 커민스 엔진 장착시 선택가능)
전문 -스윙도어 (알루미늄, 열선 유리) (리턴어블 기능)

□일체식+6번창 반개폐식 창문 (그린컬러)
□반개폐식 (그린컬러) (640)
□12R 22.5 (금호)
□12R 22.5 (한국)
최고급 리크라이닝 시트 +인조가죽 2TONE (기본 :□MR903I, 무상선택 :□MR903)

선택

□오버항시트 (MR903O) (500)
□인조가죽시트커버(PU 2TONE) (600)
□푸트레스트(300)

기본
선택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 (300)

고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프론트 닐링시스템
•에어건세트
•중앙집중식 히터
•터보브레이크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화물함바닥 :스텐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후방경보장치
•백워닝 부저

•스텐천정
손잡이 1줄

닐링시스템
□ECAS시스템 (2,790)
□알루미늄휠 :유광 (28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에어 스프링 밸브
: 프론트 945N+리어782N(0)
□조수석 보조미러 추가 (100)

□ FRT/RR 루프스포일러 (2,700)

>>>

에이스 스페셜 (FX 120)

(VAT 포함, 단위 :천원)

평바닥
고속/직행/관광/자가용
FX20 SSB

FLOOR형상
타

입

차종코드

164,850
45+1

판매가격
승차인원
<내장>
•LCD타입계기판
•리얼우드무늬 대쉬보드
•운전석 시트- 명보:멀티펑션+히팅
•스틱마이크(안내방송선택시 제거)
•램프랙 (직접조명)
•디지털시계
•좌석번호판
•24V전원공급장치
•커튼 고정용 고무줄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릴타입)
•환풍기 (수동 1개 +자동 4개)
•운전자전용에어컨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미끄럼 방지 매트 :고급 레드
•스테레오라디오 (USB)

기
본
사
양

□인조가죽핸들커버 (110)
□공기청정기 (440)
□인조가죽내장트림 (400)
□콜버튼 (10)
□하이파워스피커50W(180)
□실내에어컨그릴 (LED)(550)
□고급커튼 (550)
□안내양시트 (150)
냉•온장고
□70ℓ(860)
□시트 플로어 레일(500)
□빔라이트 펜던트(100)
□커튼 프로텍터:STS(180)
실내조명
□직접조명 +싱글LED(600)
□직접조명 +멀티LED(1,200)
□코스믹 파노라마(1,600)

선
택
사
양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좌석타입 대쉬보드
•출입구 스텐안전파이프 : 조수석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비상용 망치
<외장>
•LED 타입 주간전조등
•알루미늄 화물함바닥(w/스토퍼)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전면유리 :2피스 (틴팅)
•백미러 (열선/전동식)
•연료탱크도어원격잠금장치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타이어 팬더 (라이너)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30)
:명보 멀티펑션+히팅 필수
□스텐 천정 손잡이 1줄 추가(100)
□에어건세트(88)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 레드 (1,200)
□미끄럼 방지 매트:고급 블루 (0)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 브라운 (1,200)
에어컨시스템
□28,000kcal:(두원)
□승객안전벨트 (ELR타입)(350)
□TV 패치 및 배선(100)
오디오 < * 관광용 대쉬보드 선택시 가능>
□셀렉트 추가 (90)
□CD+MP3 추가 (160)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휠)
•오토클러치
•배터리MF200A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풀오토에어컨 (28,000kcal)(두원)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연료탱크(200ℓ+200ℓ)
•정속주행장치
•에어건 커넥터
•히터유니트
•온수순환강제펌프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30)
□헤드램프 (제논)(880)
□프리히터 (770)
:온수강제순환펌프 동시적용 불가
□화물함원격시건장치 (150)
□전면유리 : 1피스 틴팅 (1,500)
닐링시스템
□ECAS시스템 (2,97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프론트 닐링시스템(180)
알루미늄휠
□유광 (1,540)
□무광 (1,260)
□중앙집중식히터(800)

•스틸휠
•ABS
•터보브레이크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화물함 바닥 :스텐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각종도어 통합시건장치
•ASR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후방경보 장치
•백워닝 부저

□에어 스프링 밸브
: 프론트 945N+리어782N (0)
□출입구 그립 핸들 : 대쉬보드 (100)
□관광용 대쉬보드 (510)
□조수석 보조미러 추가 (100)
□FRT/RR 루프 스포일러 (2,700)
❇관광용 대쉬보드 선택시
필수선택
① 출입구 그립핸들(100)
② 스테레오, 셀렉트(90)이상

기본

FPT CURSOR11 : 420PS (※ 인타더 탈거 불가)

선택

커민스 ISL9 : 400PS 엔진 (-900)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ZF 6단 수동T/M:인타더포함
( □ 다이모스 / □ 통일 ) 6단 수동 T/M : 인타더 제외 (-4,500) (※ 커민스 엔진 장착시 선택가능)
전문-스윙도어(알루미늄, 열선 유리) (리턴어블 기능)
□일체식 + 6번창 반개폐식 창문 (그린컬러)
□반개폐식 (그린컬러)(640)
□12R 22.5 (금호)
□12R 22.5 (한국)
최고급 리크라이닝 시트 +인조가죽 2TONE(기본 :□MR903I, 무상선택 :□MR903)
□오버항시트 (MR903O)(500)
□인조가죽시트커버 (PU 2TONE) (600) □푸트레스트 (300)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TONE당 (300)

선택
기본
선택

고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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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FX 120)

(VAT 포함, 단위 :천원)

평바닥
우등
FX20 IHB

FLOOR형상
입

타

차종코드

183,000
27+1

판매가격
승차인원
<내장>
•LCD타입계기판
•리얼우드무늬 대쉬보드
•운전석 시트- 명보:멀티펑션+히팅
•운전석 안전벨트
•실내 운전자 전용사물함 (2개)
•스틱마이크(안내방송선택시 제거)
•TV용 패치 및 배선
•도어랙(항공기식 선반)<직접조명>
•디지털시계
•좌석번호판
•24V전원공급장치
•커튼레일 스텐파이프
•커튼 고정용 고무줄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릴타입 )
•빔라이트 팬던트
•운전자전용에어컨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에코스테레오(CD+MP3+USB)

기
본
사
양

□인조가죽핸들커버 (110)
□공기청정기 (440)
□하이파워스피커50W(180)
백아이카메라
□LCD 타입 (750)
□LCD+내비게이션 (990)
□실내에어컨그릴 (LED)(550)
□고급커튼 (550)
□안내양시트 (150)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30)
:명보 멀티펑션+히팅 필수
에코스테레오
□IC자동안내방송장치 :멀티 (370)
:스틱마이크 동시장착 불가

선
택
사
양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ABS W/ASR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휠)
•오토클러치
•알루미늄휠 (무광)
•전자식 팬 클러치
•배터리200A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외장>
•LED 타입 주간전조등
•알루미늄 화물함바닥 (w/스토퍼)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일체식 전면유리
•대형 와이퍼
•화물함 바닥 :스텐
•백미러 (열선 /전동식)
•연료탱크도어원격잠금장치

실내조명
□직접조명 +싱글 LED (600)
□직접조명+멀티 LED (1,200)
□코스믹 파노라마 (1,600)
□멀티 코스믹파노라마 (2,400)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최고급 레드 (0)
□커튼 프로텍터 :STS(180)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30)
□헤드램프 (제논)(880)
닐링시스템
□ECAS시스템 (2,790)
□알루미늄휠 :유광 (280)

ZF 6단 수동 T/M : 인타더 포함
ZF 6단 수동 T/M : 인타더 제외 (-3,000) (※ 커민스 엔진 장착시 선택가능)
전문 -스윙도어 (알루미늄, 열선 유리) (리턴어블 기능)

□일체식+6번창 반개폐식 창문 (그린컬러)
□반개폐식 (그린컬러)(640)
□12R 22.5 (금호)
□12R 22.5 (한국)
□우등시트 (DW910), 인조가죽시트커버 (PU 2 TONE),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 (300)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풀오토에어컨 (28,000kcal)(두원)
•프리히터
•연료탱크(200ℓ+200ℓ)
•정속주행장치
•프론트 닐링시스템
•에어건 세트
•화물함원격시건장치
•중앙집중식 히터
•터보브레이크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ASR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후방경보장치
•백워닝 부저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에어 스프링 밸브
: 프론트 945N + 리어782N(0)
□조수석 보조미러 (100)

FPT CURSOR11 : 420PS (※ 인타더 탈거 불가)
커민스 ISL9 : 400PS 엔진 (-500)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FRT/RR 분리형 루프 스포일러
•타이어 팬더 (라이너)
•각종도어 통합시건 장치

•스테레오 셀렉트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 브라운
•인조가죽내장트림
•냉•온장고 (70ℓ)
•출입구 스텐안전파이프 : 조수석
•출입구 그립 핸들 : 대쉬보드
•환풍기 (수동 1개 +자동 4개)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비상용 망치

푸트레스트

수퍼스타 (FX 212)

>>>

(VAT 포함, 단위 :천원)

평바닥
관광
FX12 RSB

FLOOR형상
차종코드

고속 /직행
FX12 IEB

판매가격

182,355

타

입

182,255
45+1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양

고속
직행

선
택

공

사

통

양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내장>
•LCD타입계기판
•리얼우드무늬 대쉬보드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운전자전용에어컨
•운전석 시트- 명보:멀티펑션+히팅
•에코스테레오 (W/셀렉트+USB)
•빔 라이트 팬던트
•스틱마이크(안내방송선택시 제거)
•TV용 패치 및 배선
•실내에어컨그릴 (LED)
•24V전원공급장치
•커튼 고정용 고무줄
•좌우측 커튼타입 선바이저
•승객석안전벨트 (ELR타입)
•출입구 스텐안전파이프 :조수석
•출입구 그립 핸들 : 대쉬보드
•환풍기 (수동 1개 +자동 4개)

•미끄럼 방지 매트 :최고급 레드
•좌석번호판
•램프랙 (직접조명 +싱글LED)
•디지털시계
•비상용 망치
<외장>
•LED 타입 주간 전조등
•알루미늄 화물함바닥(w/스토퍼)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일체식 전면유리
•대형 와이퍼
•백미러 (열선/전동식)
•운전석 오토윈도우
•운전석유리 (열선)
•전/후 바디일체형 스포일러
•타이어 팬더 (라이너)
•각종도어통합시건 장치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ABS W/ASR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휠
(4 스포크 휠)
•오토클러치
•알루미늄휠 (무광)
•전자식 팬 클러치
•배터리MF200A
•중앙집중식 히터
•디지털 타코그래프 (GPS)
•후방경보장치
•화물함원격시건장치
•풀오토에어컨 (28,000kcal)(두원)
•소화기 2개 (3.3kg+1.5kg)

•연료탱크 (200ℓ+200ℓ)
(캡:승용형)
•연료탱크도어원격잠금장치
•정속주행장치
•에어건 세트
•프론트 닐링시스템
•프리히터
•배터리룸 하부 언더커버:STS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엠프작업용 스페어배선
•ASR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전자식 브레이크 (EBS)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차체 안정성 제어장치 (ESP)
•백워닝 부저

•스텐천정 손잡이1줄

□인조가죽핸들커버 (110)
□공기청정기 (440)
□인조가죽내장트림 (300)
□콜버튼 (10)
□하이파워스피커50W(180)
백아이카메라
□LCD 타입 (750)
□LCD+내비게이션 (990)
□고급커튼 (550)
□안내양시트 (150)
냉•온장고
□70ℓ(860)
□커튼 프로텍터 :STS(180)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IC자동안내방송안내장치
:멀티 (370)
:스틱마이크 동시장착 불가
에코스테레오
□CDP+MP3추가 (160)
실내조명
□직접조명 +멀티LED(600)
□코스믹 파노라마(1,600)
□멀티 코스믹파노라마(2,400)
에어컨시스템
□기본:두원/
□선택:동환 /풍성(0)
□화물함바닥 :스텐 (220)
□솔라스크린썬팅 :상부 (330)

닐링시스템
□운전석 통풍기능추가 (230)
□ECAS시스템 (2,790)
:명보 멀티펑션+히팅 필수
□알루미늄휠 :유광 (280)
□조수석 보조미러 추가 (100)
자동구리스주입기 (1,300)
□링컨
□금호
□에어 스프링 밸브
:프론트 945N+리어782N(0)
□승객석 시트 USB 충전기(800)
:MR905시트 필수선택 (45+1석 기준)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최고급 브라운 (0)
□미끄럼 방지 매트:우드패턴 매트 (400)

FPT - CURSOR11:420ps, EURO6 ※ 인타더 탈거 불가
FPT - CURSOR11:480ps (2,500) ※ 인타더 탈거 불가
ZF 6단 수동 O.D 미션 (인타더 포함)
전문 -스윙도어 (알루미늄, 열선 유리) (리턴어블 기능)

일체식 + 6번창 반개폐식 창문 (그린컬러)
12R 22.5 □한국 (기본) 12R 22.5 □금호 (무상선택)
295/80R 22.5 (300) □한국 /□금호 (선택)
최고급 리크라이닝시트+인조가죽 PU 2TONE (기본 : MR903I)
□푸트레스트 (300)
□도색 :기본 4 TONE
□추가 1 TONE당 (300)

선택
기본
선택

고

자가용
FX12 RAB

•전/후 상호자막 :야광테이프 (100)/실크스크린 인쇄 (200)

* 군납패키지 (대형버스):7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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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플러스 (12.6M) (VAT 포함, 단위:천원)
평바닥
고속 /직행 /관광 /자가
BM12CEB

FLOOR 형상
타

입

차종코드

207,400
44+1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본

공

사

통

양

선
택

공

사

통

양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도 색

비

선택

고

<내장>
•천연가죽 핸들커버
•디지털 시계
•중앙집중식 히터
•LCD 고급 미터클러스터
•대형 9인치 통합 AV 시스템
:오디오/네비게이션/백아이카메라
•커텐타입 선바이저 (2피스)
•알루미늄출입구
•TV용 패치 및 배선
•코스믹파노라마
•고급 인조가죽 인테리어 내장재
•소화기 2개 (3.3Kg+1.5Kg)
•하이파워스피커 9개 (50W)
•좌석번호판
•LED 복도표시등
•출입구 서치램프:BULB
•운전석 시트:멀티펑션+히팅+통풍
•12V 전원공급장치
•대형 운전자 사물함
•출입구 무드램프
•럭셔리세퍼레이터
:캐비넷, 냉온수기, 냉온장고
•램프랙 직접조명
•승객안전벨트 (ELR타입)
<내장>
□고급커튼 (550)
□커튼 프로텍터 :스텐 (180)
□커텐타입 선바이저-1피스 (0)
□일체형 선바이져 (0)
□운전석 시트 -그라마 (0)
:멀티펑션+히팅 (통풍기능 미포함)
□운전자시트 팔걸이 (88)
□멀티 코스믹 파노라마 (800)
□실내 고급 LED 램프 (550)
:쿨러덕트 /출입문 서치램프 /
운전자석 보조등

•최고급 미끄럼 방지매트 (베르사유)
<외장>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라디오안테나 :마이크로타입
•운전석오토윈도우
•프론트 /리어/사이드 루프 스포일러
•각종 도어통합시건장치
•화물함원격시건장치
•일체식전면유리 (대형와이퍼 포함)
•자동/수동 겸용 환풍기 (2개)
: 비상탈출기능 포함
•일체형 헤드램프: MFR 타입
•LED 주간전조등
•LED 사이드 마크램프
•사이드 윈도우 몰딩 바
•백워닝 부저
•사이드 가니쉬
•안개등
•와이드 행잉 미러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프리히터

□대형 9인치 통합 AV 시스템 제거
(-800)
:백아이카메라 탈거/배선만 장착
□스틱마이크 (22)
□램프랙 직접조명 +싱글 LED (700)
□램프랙 직접조명 +2멀티 LED
(1,600)
□항공기식 선반 (1,500)
□항공기식 선반+싱글 LED (2,200)
□항공기식 선반+2멀티 LED (3,100)
:항공기식 선반은 우등시트 선택시 가능
□시트플로어 레일 (500)

•ABS W/ASR
•트윈알터네이터
•배터리 230A
•타코그라프 :디지털
•정속주행장치
•자동구리스주입기 (금호)
•에어 벨로우즈 밸브 (FRT:945N/RR:782N)
•풀오토 원유니트 에어컨시스템 (28,000kcal)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후 스테빌라이저바
•연료탱크 (200ℓ+200ℓ)(캡:승용형)
•그래듀얼 파킹브레이크
•틸트 &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핸들
(4 스포크 휠, 리모트콘트롤 기능 포함)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EHS)
•전/후륜 드럼 브레이크 (FRT/RR:드럼)
•전자제어 닐링시스템 (ECAS)
•에어건세트
•알루미늄휠(유광)
•타이어팬더라이너
•이온 플라즈마 공기 청정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차체자세제어장치(ESP)

□승객석시트 푸트레스트 (180)
:44인석 제외
□최고급 미끄럼 방지매트
:우드패턴 -브라운 (400)
:우드패턴 -그레이 (400)
□승객석시트 USB 충전기
:44+1석 기준 20개 (800)

<외장>
□위성수신안테나 (1,200)
□위성수신안테나 (150)
:패치 및 배선만
□측면유리 솔라스크린선팅 (330)
<샤시 및 기타>
□전 /후륜 디스크브레이크 (700)
:브레이크패드 마모 게이지 포함
□후방경보장치 (250)
□6팬 풀오토 에어컨시스템 (1,200)
: 32,000kcal

FPT CURSOR 11 480PS
ZF 6단 수동 T/M (W/인타더)

ZF 6단 자동 T/M - W/리타더 (10,500)
전문 - 스윙도어 (알루미늄, 리턴에이블 기능)

□ 일체식창문 (컬러)
□ 일체식창문 - 6번창 반개폐 (컬러) (250)
□ 12R 22.5 (금호)
□ 12R 22.5 (한국) (0)
최고급 리크라이닝 (MR907), 인조가죽시트커버 PU

DW910 우등시트 27+1석 (3,300) / 28+1석 (3,800)
DW950 우등시트 3점식 시트벨트 장착 27+1석 (4,250) / 28+1석 (4,790)
□ 도색 :기본 4 TONE
□ 추가 1 TONE 당 (300) : 관광만 해당
바디컬러 :코튼베이지 / 와인레드 / 쥬얼리블루 (0) - 기본 4 TONE 도색에 포함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리어엔진 /연료탱크 /사이드 /배터리)
•위성수신안테나 :스카이 라이프용 (상기 차량은 TV (방송)시청을 원하시면 반드시 위성수신안테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로얄 (12M) (VAT 포함, 단위:천원)
평바닥

FLOOR 형상
타

입

차종코드
판매가격
승차인원

기

공

본

통

사
양

고속
직행
관광
자가

공

선

통

택
사
양

고속
직행
관광
자가

엔 진
T/M
출입문
측면
유리창
타이어
시 트

도 색

비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기본
선택

고속 /직행 /관광 /자가
BM12CSB

우등고속
BM12 IHB

204,400
44+1

209,900
27+1

<내장>
•천연가죽 핸들커버
•디지털 시계
•중앙집중식 히터
•LCD 고급 미터클러스터
•대형 9인치 통합 AV 시스템
: 오디오 /네비게이션 /백아이카메라
•커텐타입 선바이저 (2피스)
•알루미늄출입구
•TV용 패치 및 배선
•코스믹파노라마
•고급 인조가죽 인테리어 내장재
•소화기 2개 (3.3Kg+1.5Kg)
•하이파워스피커 9개 (50W)
•좌석번호판
•LED 복도표시등
•출입구 서치램프 :BULB
•운전석 시트
:멀티펑션 +히팅+통풍
•승객안전벨트(ELR타입)

•12V전원공급장치
•대형 운전자 사물함
•출입구 무드램프
•럭셔리세퍼레이터
:캐비넷, 냉온수기, 냉온장고, USB 충전기

•사이드 윈도우 몰딩 바
•백워닝 부저
•사이드 가니쉬
•안개등
•와이드 행잉 미러

<외장>
•틸팅타입 화물함도어
•라디오안테나 : 마이크로타입
•운전석오토윈도우
•프론트/리어/사이드 루프 스포일러
•각종 도어통합시건장치
•화물함원격시건장치
•일체식전면유리 (대형와이퍼포함)
•자동 /수동 겸용 환풍기 (2개)
:비상탈출기능 포함
•일체형 헤드램프 : MFR 타입
•LED 주간전조등
•LED 사이드 마크램프

<샤시 및 기타>
•파워쉬프트
•프리히터
•ABS W/ASR
•트윈 알터네이터
•배터리 230A
•타코그라프:디지털
•정속주행장치
•자동구리스주입기(금호)
•에어 벨로우즈 밸브
(FRT:945N/RR:782N)
•풀오토 원유니트 에어컨시스템
(28,000kca)
우
등
고
속

□램프랙 직접조명
□승객안전벨트 (ELR타입)
□최고급 미끄럼 방지매트 (베르사유)
<내장>
□고급커튼 (550)
□커튼 프로텍터 :스텐 (180)
□커텐타입 선바이저-1피스 (0)
□일체형 선바이져 (0)
□운전석 시트 - 그라마 (0)
:멀티펑션+히팅 (통풍기능 미포함)

□운전자시트 팔걸이 (88)
□멀티 코스믹 파노라마 (800)
□실내 고급 LED 램프 (550)
:쿨러덕트 /출입문 서치램프 /
운전자석 보조등
□스틱마이크 (22)

□항공기식 선반 +직접조명
□승객안전벨트 (REEL타입)
□측면유리 솔라스크린선팅

□실대형 9인치 통합 AV 시스템 제거(-800)
:백아이카메라 탈거/배선만 장착
<외장>
□위성수신안테나 (1,200)
□위성수신안테나 :패치 및 배선만 (150)

□램프랙 직접조명 +싱글 LED (700) □최고급 미끄럼 방지매트
□램프랙 직접조명+2멀티 LED (1,600) :우드패턴 -브라운 (400)
□항공기식 선반 (1,500)
:우드패턴 -그레이 (400)
□항공기식 선반+싱글 LED (2,200) □승객석시트 USB 충전기
□항공기식 선반+2멀티 LED (3,100)
:44+1석 기준 20개 (800)
□시트플로어 레일 (500)
□측면유리 솔라스크린선팅 (330)
□승객석시트 푸트레스트 (180)

우
등
고
속

□최고급 미끄럼 방지매트
:우드패턴-브라운
□ 승객석시트 푸트레스트
<샤시 및 기타>
□전 /후륜 디스크브레이크 (700)
: 브레이크패드 마모 게이지 포함
□후방경보장치 (250)
□6팬 풀오토 에어컨시스템
: 32,000kcal (1,200)

□항공기식 선반+싱글 LED (700)
□항공기식 선반 직접조명+2멀티 LED (1,600)
□승객석시트 USB 충전기:27+1석 기준 16개 (680)
□최고급 미끄럼 방지매트:우드패턴 -그레이 (0)

FPT CURSOR 11 480PS
□ ZF 6단 수동 T/M (W/인타더)

ZF 6단 자동 T/M - W/리타더 (10,500)
전문 - 스윙도어 (알루미늄, 리턴에이블 기능)

□ 일체식창문 (컬러)
□ 일체식창문 - 6번창 반개폐 (컬러) (250)
□ 12R 22.5 (금호)
□ 12R 22.5 (한국) (0)
최고급 리크라이닝 (MR907), 인조가죽시트커버 PU

DW910 우등시트 27+1석, 인조가죽시트커버 PU

DW910 우등시트 27+1석 (3,300) / 28+1석 (3,800)
DW950 우등시트 28+1석 : 3점식 시트벨트 장착 (4,790)

DW950 우등시트 27+1석 : 3점식 시트벨트 장착 (950)
DW950 우등시트 28+1석 : 3점식 시트벨트 장착 (1,490)

기본

□ 도색 :기본 4 TONE

선택

□ 추가 1 TONE 당 (300) : 관광만 해당
바디컬러 :코튼베이지 / 와인레드 / 쥬얼리블루 (0) - 기본 4 TONE 도색에 포함

고

•전/후 와이드에어서스펜션
•전 /후 스테빌라이저바
•연료탱크 (200ℓ+200ℓ)(캡:승용형)
•그래듀얼 파킹브레이크
•틸트&텔레스코픽 파워스티어링핸들
(4 스포크 휠, 리모트콘트롤 기능 포함)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 (EHS)
•전/후륜 드럼 브레이크 (FRT/RR:드럼)
•전자제어 닐링시스템 (ECAS)
•에어건세트
•알루미늄휠 (유광)
•타이어 팬더 라이너
•이온 플라즈마 공기 청정기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차선이탈경보장치 (LDWS)
•차체자세제어장치 (ESP)

•각종도어통합시건장치 (리어엔진/연료탱크/사이드/배터리)
•위성수신안테나 :스카이 라이프용 (상기 차량은 TV (방송)시청을 원하시면 반드시 위성수신안테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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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상용차 (주) 서비스 네트워크
고객상담실

080) 680 - 6751 (무료) 운 영
032) 680 - 6751 (유료) 시 간

지 역

네트워크

울 산

고객상담실

서 울

위탁정비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강 원

정비사업소

24시 간

지 역
강 원

전화번호

네트워크

정비사업소

전화번호

위탁정비

속초대형점

033) 635-6005

위탁정비

순호자동차

033) 747-3300

직영

포항정비사업소

054) 285-1122

080) 680-6751

직영

남대구정비사업소

053) 636-0746

(주)여명모터스

02) 497-1477

위탁정비

경안자동차

054) 856-3764

직영

일산정비사업소

031) 914-0900

위탁정비

경북기공사

053) 551-3917

직영

분당정비사업소

031) 780-6572

위탁정비

문경자동차공업

054) 553-6000

대구 /경북

직영

평촌정비사업소

031) 421-6020

위탁정비

성은종합정비

054) 464-0061

위탁정비

(주)현대종합정비

032) 562-8256

위탁정비

해동종합정비

053) 851-0090

위탁정비

오토바른정비

031) 663-1893

직영

사상정비사업소

051) 322-9503

위탁정비

선진1급공업

031) 531-0808

직영

양산정비사업소

055) 911-2024

위탁정비

(주)성우자동차

031) 460-2772

직영

김해정비사업소

055) 321-7744

위탁정비

청라모터스

032) 777-7900

위탁정비

(주)부산정비사업소

055) 375-3456

위탁정비

공항자동차

032) 747-1471

위탁정비

(주)제일정비

051)312-1001

위탁정비

성남시내버스

031) 733-7886

위탁정비

신세계 종합정비

055)649-7321

위탁정비

대원고속

031) 768-7881

위탁정비

삼성정비

055)762-0184

위탁정비

신대양정비

031) 437-6191

위탁정비

칠성1급종합정비

055)586-1042

위탁정비

제이스터1급

031) 675-0025

직영

익산정비사업소

063) 842-9283

위탁정비

강연카센터

031) 514-2000

위탁정비

금호동양(주)

062) 674-1386

부산 /경남

직영

청주정비사업소

043) 267-9091

위탁정비

(유)제일정비

063) 211-8991

위탁정비

현대공업사

043) 843-8525

위탁정비

정일자동차

061) 277-4700

위탁정비

충남공업사

042) 252-6297

위탁정비

효천자동차공업사

061) 744-8266

위탁정비

천안공업사

041) 622-2244~5

위탁정비

세명자동차

063) 467-0303

위탁정비

서울모터스

042) 639-4646

위탁정비

익산자동차

063) 855-0841

위탁정비

정수자동차공업사

041) 667-1106

위탁정비

남경카센터

063) 633-8234

위탁정비

화산 자동차

041) 931-2993

위탁정비

신성대형카

063) 533-8503

위탁정비

영서공업사

033) 256-3597

직영

제주정비사업소

064) 756-9400

위탁정비

강원대우자동차

033) 653-5322

위탁정비

서부자동차공업사

064) 799-9090

광주 /전라

제 주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가격표에 기재된 사항은 당사 제품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