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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서체 : 신기술•신사양 

인     승

파워트레인

샤     시

외     장

타   이   어

내     장

조     명

시     트

플로어타입

•47인승 : 승객석(45)+운전석(1)+조수석(1)

•틸트 & 텔레스코픽 & 파워스티어링휠
•파워 쉬프트
•전후륜 풀에어 드럼 브레이크
•그래쥬얼 파킹 브레이크
•전후륜 와이드 에어 서스펜션 
•전후륜 쇽업소버/스테빌라이져바
•클러치 간극 자동조절 장치
•인타더(보조 브레이크)
•브러시리스 알터네이터(24V-180A)
•230AH MF배터리
•400ℓ 연료탱크(양방향 주유구)
•연료탱크 보호 차체구조 
•알루미늄 에어탱크
•소화기(3.3kg+1.5kg)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SCR)
•40ℓ 우레아(요소수) 탱크 & 시건장치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통유리)
•일체형 사이드 글라스(1~5번)
•전문 스윙도어
• 통합형 전문핸들  
•공력형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스타일링 가니쉬

운전석 
•프리미엄 멀티펑션 통풍 & 
   히티드 시트
   (천연가죽+인조가죽)

•파워텍 440마력 엔진

•Full LED 헤드램프
•DRL(주간주행등)
•LED 리어콤비램프
•포그램프 : 프런트(LED) & 리어(벌브)
•LED 프런트 & 사이드 & 리어 마크램프
•LED 번호판등/화물상 램프  

승객석 
•프리미엄 유로 시트(고급 인조가죽)
•헤드레스트 일체형(연질 PU 커버링)
•암레스트(유동)
•ELR 2점식 시트벨트

•3D 매직 라이트[3D 입체 파노라마 무드램프+LED 면발광(호박색) & 선반 램프(흰색)]
•LED 운전석/조수석 램프(면발광)•LED 조명그랩바

•ZF 6단 수동변속기(M/T)

•운전자 시계(아날로그)
•디지털 시계
•냉• 온장고 2도어(SUS 가드 파이프 포함)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승객석 옷걸이
•오픈 타입 승객선반
•운전자 전용 사물함
•LED 독서등
•커튼 파이프(SUS)

•리어글라스 가니쉬
•업다운 화물상 도어
•LED 램프 일체형 화물상 도어핸들
•화물상 허니컴 보드 
•개폐형 프런트 판넬/운전석 인스펙션 플랩
•빗물 유입 방지 구조 방열구   

조수석 
•인조가죽 
•NLR 2점식 시트벨트

•멜라민 사이드 하드보드
•벨트라인 몰드-메탈 칼라(랩핑) 
•일체형 루프 트림
•인포메이션 보드
•와이드 프런트 헤드라이닝(55인치 LCD TV 용)
•프런트 TV브라켓(55인치 용)+배선
•후방 카메라 배선
•운전석 가드
•실내고 2,015mm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LDW+EBS+VDC)
•오토 크루즈
•닐링 시스템
•후진 경고음
•후방 주차거리 경고(PDW)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EHS)
•운전석 파워윈도우
•운전석/전문 복층유리
•운전석 에어건 커넥터
•Wi-Fi 장착브라켓+배선
•12V파워아웃렛(1개)+
   24V파워아웃렛(2개)
•원격잠금식 연료주입구(좌측만)
•통합 공조 컨트롤러
•1-유니트 에어컨(28,000kcal)

•운전자 전용 에어컨
•중앙집중식 히터
•프리 히터
•흡기 일체형 히터덕트
•오토 히터 
•자연 환기장치
•비상문/수동식 루프해치
•버튼 시동 & 스마트키
•휴대폰 무선 충전기
•하이패스
•충격흡수식 스티어링휠
   (열선/리모컨/가죽 커버링)
•스티어링 햅틱
•오토 라이트 
•운전자 주의 경고(DAW)
•화물상 원격잠금 장치

• 알루미늄휠 • 전후륜 12R22.5-16PR 튜브리스 타이어

•평바닥

리어 강제환풍기, 네이처 우드 플로어매트 

리어 자연환기구, 우드무늬 플로어매트

실크로드

썬 샤 인  

•운전석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센터페시아 수압전사(메탈 패턴)
•센터페시아 우드 & 크롬몰딩 
•수평 슬림형 에어벤트 
•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운전자 이어폰 셀렉터
•M800B 고급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연비운전 가이드(EDG)
    *기본(유라)디지털 운행기록계 적용 시 지원 

실크로드│썬샤인 기본품목 

 



3본 가격표 상의 폼목 및 가격은 제품개선 등의 사유로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무상선택 

7,000,000

-310,000
-620,000

□ 44석(리어 4인석)

□ 41석(리어 5인석)   □ 40석(리어 4인석)

□ 37석(리어 5인석)   □ 36석(리어 4인석) 

1 -
유니트
에어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프런트 

□ 프런트+리어 

□ 일반(28,000kcal)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30,500kcal)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UV LED 이오나이저

□ 초대용량(32,000kcal/6팬/16블로워)+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45석 M/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45석 A/T : 45석 M/T 품목 外  T-R오일필터  *디스크브레이크 필수 선택 
•44석 A/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후축중 관련 제약조건
(세부사양 별도 협의) 

인승(승객석) 

파워트레인 

2,0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700,000

240,000

1,800,000

450,000

450,000

□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타이어 

외 장 

내 장 

조 명 

시 트

□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기아 커넥트(1년)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 하차벨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고속, 직행 선택품목 

□ 전자식 출발 시간표 *고속, 직행 선택품목 

□ M800B 고급 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無
    *운전석 이어폰 사용 불가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3D 매직 라이트 미적용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조수석 □  無

※선택품목 : 13p 참조승객석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4석 & 45석 선택 불가

6번창 

□ 고상    □ 저상 

□ 1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캐비닛 가드(2도어 열대 사양)
□ 폰트 크루즈 

□ 캐비닛 가드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가드 

냉•온장고

-1,500,000

무상선택 

300,000

600,000

100,000

3,400,000

300,000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1,400,000

100,000

무상선택 

2,500,000

100,000

1,300,000

1,000,000
무상선택 

300,000

250,000
120,000

-200,000

-250,000

1,500,000

-70,000

2,300,000

-1,800,000

(단위 : 원 / VAT 포함)

300,000□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샤 시 

700,000

1,200,000

170,000

450,000

600,000

900,000

250,000

170,000

340,000

50,000

1,000,000

3,5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 T-R 오일필터

□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전문 터치센서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2,500,000□ 제이크 *전세 선택 불가 / 전세 外 28, 31석 선택 가능

□ 초대용량(32,000kcal/6팬/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실크로드 선택품목 

차량가 212,440,000원 

플로어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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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샤인 선택품목 

타이어 

외 장 

내 장 

□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기아 커넥트(1년)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 하차벨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고속, 직행 선택품목 

□ 전자식 출발 시간표 *고속, 직행 선택품목 

□ M800B 고급 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無
    *운전석 이어폰 사용 불가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조수석 □  無

※선택품목 : 13p 참조승객석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4석 & 45석 선택 불가

6번창 

□ 고상    □ 저상 

□ 1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캐비닛 가드(2도어 열대 사양)

□ 캐비닛 가드

□ 네이처 우드
□ 폰트 크루즈 

□ 갈라타 스톤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가드 

냉•온장고

플로어매트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무상선택 

-1,500,000

3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300,000

1,400,000
100,000

100,000

1,300,000

700,000

600,000

250,000
1,000,000

300,000

250,000
120,000

-200,000

-250,000

-1,700,000

2,300,000

1,500,000

-70,000

2,500,000

300,000

600,000

100,000

3,400,000

7,000,000

-310,000

-620,000

□ 44석(리어 4인석)
□ 41석(리어 5인석)   □ 40석(리어 4인석)

□ 37석(리어 5인석)   □ 36석(리어 4인석) 

1 -
유니트
에어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28,000kcal)

□ 일반(30,500kcal)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UV LED 이오나이저

□  프런트 

□  프런트+리어 

※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45석 M/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45석 A/T : 45석 M/T 품목 外 초대용량 에어컨  *디스크브레이크 필수 선택
•44석 A/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후축중 관련 제약조건
(세부사양 별도 협의) 

인승(승객석) 

파워트레인 

1,800,000

450,000

450,000

240,000

2,0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700,000□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조 명 

시 트

샤 시 

700,000

1,200,000
170,000

200,000

450,000

600,000

900,000

250,000

170,000

340,000

50,000

1,000,000

3,5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 T-R 오일필터

□ 리어강제환풍기 
□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전문 터치센서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2,500,000□ 제이크 *전세 선택 불가 / 전세 外 28석 선택 가능

□  초대용량(32,000kcal/6팬/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초대용량(32,000kcal/6팬/16블로워)+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205,940,000원 

□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3D 매직 라이트 미적용 



5본 가격표 상의 폼목 및 가격은 제품개선 등의 사유로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우등고속 선택품목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214,840,000원 

7,000,000□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파워트레인 

1,800,000

450,000

450,000

24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000,000

2,700,000□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1-
유니트 
에어컨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28,000kcal)

□ 일반(30,500kcal)

□ 초대용량(32,000kcal/6팬/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UV LED 이오나이저

외 장 

타이어 

□ 고상    □ 저상  

□ 폰트 크루즈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전자식 출발 시간표

□ 3D 매직 라이트 
    [3D 입체 파노라마 무드 램프+LED 면발광(호박색)
    & 선반 램프(흰색)]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미적용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통유리)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無

□ 스틸휠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 1도어  *SUS 가드파이프 포함

□ 2도어  *SUS 가드파이프 無

□ 기아 커넥트(1년) 

1,5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300,000

300,000

-1,200,000

-1,200,000

3,400,000

100,000

300,000

1,400,000

100,000

100,000

-850,000

120,000

-250,000

2,500,000

2,300,000

1,500,000

내 장 

6번창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가드 

플로어매트 

냉•온장고

조 명 

우등시트 

□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9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700,000

170,000

340,000

50,000

□ 인타더 2,500,000

1,000,000

3,500,000

450,000

250,000

600,000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전문 터치센서
□ 프런트 

□ 프런트+리어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샤 시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인    승]
[승객석]
[샤    시]   
[외    장]
[내    장]
[조    명]   

‣ 29인승 : 승객석(28)+운전석(1)
‣ 우등시트 : 헤드레스트 분리형, 고급 인조가죽, 암레스트, 풋 & 레그 레스트, ELR 2점식 시트벨트
‣ 제이크,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T-R 오일필터
‣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일체형 사이드 글라스,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실크로드 기본품목 外 (2p 참조)  기 본 품 목

※선택품목 : 13p 참조



208,280,000원 

6

[인    승]
[승객석]
[샤    시]   
[외    장]
[내    장]
[조    명]   

‣ 29인승 : 승객석(28)+운전석(1)
‣ 우등시트 : 헤드레스트 분리형, 고급 인조가죽, 암레스트, 풋 & 레그 레스트, ELR 2점식 시트벨트
‣ 제이크,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T-R 오일필터
‣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일체형 사이드 글라스,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썬샤인 기본품목 外 (2p 참조)  

썬샤인 우등고속 선택품목   

7,000,000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덴소
(풍성)

동환

※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파워트레인 

1,800,000

450,000

450,000

24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000,000

2,700,000□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1-
유니트 
에어컨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28,000kcal)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30,500kcal)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외 장 

타이어 

□ 고상    □ 저상  
□ 1도어 *SUS 가드파이프 포함

□ 2도어 *SUS 가드파이프 無

□ 네이처 우드

□ 폰트 크루즈 
□ 갈라타 스톤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전자식 출발 시간표

□ 3D 매직 라이트
    [3D 입체 파노라마 무드 램프+LED 면발광(호박색)
    & 선반 램프(흰색)]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미적용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통유리)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無

□ 스틸휠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선택품목 : 13p 참조

냉•온장고

□ 기아 커넥트(1년) 

1,500,000

무상선택 
-300,000

300,000

-1,200,000

-1,200,000

3,400,000

100,000

300,000

1,400,000
100,000

100,000
-850,000

무상선택 

600,000
250,000

700,000

120,000
-250,000

2,500,000

2,300,000

1,500,000

내 장 

사이드 
글라스 

6번창 

운전석가드 

플로어매트 

조 명 

우등시트 

□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리어 강제환풍기 

□ 인타더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9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700,000

50,000

2,500,000

1,000,000
3,500,000

450,000

200,000

250,000

600,000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해치

샤 시 

170,000
340,000

전문 터치센서
□ 프런트 
□ 프런트+리어

기 본 품 목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208,340,000원 

갑을
오토텍

□  UV LED 이오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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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캄 기본품목  

  인     승

파워트레인

샤     시

외     장

내     장

조     명

시     트

•47인승 : 승객석(45)+운전석(1)+조수석(1)

•틸트 & 텔레스코픽 & 파워스티어링휠
•파워쉬프트 
•전후륜 풀에어 드럼 브레이크
•그래쥬얼 파킹 브레이크
•전후륜 와이드 에어 서스펜션
•전후륜 쇽업소버/스테빌라이져바
•클러치 간극 자동조절 장치
•인타더(보조 브레이크)
•브러시리스 알터네이터(24V-180A)
•230AH MF배터리
•400ℓ 연료탱크(양방향 주유구)
•연료탱크 보호 차체구조 
•알루미늄 에어탱크
•소화기(3.3kg+1.5kg)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SCR)
•40ℓ 우레아(요소수) 탱크 & 시건장치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일체형 사이드 글라스(1~5번)
•전문 스윙도어
•통합형 전문핸들  
•공력형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스타일링 가니쉬

운전석 
•프리미엄 멀티펑션 통풍 & 
   히티드 시트
   (천연가죽+인조가죽)

•LED 운전석/조수석 램프(면발광)

•운전석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센터페시아 수압전사(메탈 패턴)
•센터페시아 우드 & 크롬몰딩 
•수평 슬림형 에어벤트
•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M800B 고급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운전자 시계(아날로그)
•연비운전 가이드(EDG)
    *기본(유라)디지털 운행기록계 적용 시 지원 

•Full LED 헤드램프
•DRL(주간주행등)
•LED 리어콤비램프
•포그램프 : 프런트(LED) & 리어(벌브)
•LED 프런트 & 사이드 & 리어 마크램프
•LED 번호판등/화물상 램프

승객석 
•일반형 시트(인조가죽)
•헤드레스트 일체형
•암레스트(유동)
•ELR 2점식 시트벨트 

•디지털 시계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승객석 옷걸이
•오픈 타입 승객 선반
•운전자 전용 사물함
•선반 독서등(벌브 타입)
•커튼 파이프(SUS)
•우드무늬 플로어매트
•멜라민 사이드 하드보드

•업다운 화물상 도어
•LED 램프 일체형 화물상 도어핸들 
•화물상 허니컴 보드 
•개폐형 프런트 판넬/운전석 인스펙션 플랩 
•빗물 유입 방지 구조 방열구 

조수석 
•인조가죽 
•NLR 2점식 시트벨트

•LED 조명 그랩바 

•벨트라인 몰드-브라운 칼라 
•일체형 루프 트림
•인포메이션 보드
•와이드 프런트 헤드라이닝(55인치 LCD TV 용)
•프런트 TV브라켓(55인치 용)+배선
•후방 카메라 배선
•운전석 가드
•실내고 2,015mm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LDWS+EBS+VDC)
•오토크루즈 
•닐링 시스템
•후진 경고음
•후방 주차거리 경고(PDW)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EHS)
•운전석 파워윈도우
•운전석/전문 복층유리
•운전석 에어건 커넥터
•Wi-Fi 장착브라켓+배선
•12V파워아웃렛(1개)+24V파워아웃렛(2개)
•원격잠금식 연료주입구(좌측만)
•통합 공조 컨트롤러
•1-유니트 에어컨(28,000kcal)
•운전자 전용 에어컨
•중앙집중식 히터

•프리 히터
•흡기 일체형 히터덕트
•오토 히터
•자연 환기장치
•리어 강제환풍기 
•비상문/수동식 루프해치
•버튼시동 & 스마트키
•하이패스
•충격흡수식 스티어링휠
   (열선/리모컨/가죽 커버링)
•스티어링 햅틱 
•오토 라이트
•운전자 주의 경고(DAW)
•화물상 원격잠금 장치

타 이 어 •알루미늄휠 •전후륜 12R22.5-16PR 튜브리스 타이어

•일반형 시트 : 인조가죽/헤드레스트 일체형/암레스트(유동)/ELR 2점식 시트벨트

※ 굵은 서체 : 신기술•신사양 

  

•파워텍 440마력 엔진 •ZF6단 수동 변속기(M/T)

•LED 사각 램프



  

8본 가격표 상의 폼목 및 가격은 제품개선 등의 사유로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45석 M/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45석 A/T : 45석 M/T 품목 外  T-R오일필터  *디스크브레이크 필수 선택 
•44석 A/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후축중 관련 제약조건
(세부사양 별도 협의) 

무상선택 □ 44석(리어 4인석)

1 -
유니트
에어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30,500kcal)

□ 일반(28,000kcal)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인승(승객석) 

파워트레인 

2,0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700,000

1,800,000

450,000

450,000

240,000

□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외 장 

타이어

내 장 

조  명 

시   트 

□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기아 커넥트(1년)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운전자 이어폰 셀렉터 

□ 하차벨

□ 벨트라인 몰드-메탈 칼라(랩핑)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고속, 직행 선택품목 

□ 전자식 출발 시간표 *고속, 직행 선택품목 

□ M800B 고급 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無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4석 & 45석 선택 불가

6번창 

□ 1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2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고상     □ 저상 

□ 캐비닛 가드(2도어 열대 사양)  *평바닥

□ 캐비닛 가드  *평바닥

□ 네이처 우드

□ 폰트 크루즈 

□ 갈라타 스톤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가드 

냉•온장고

플로어매트 

1,500,000

3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300,000
600,000

100,000

3,400,000

150,000

70,000

2,500,000

950,000
850,000

2,150,000

700,000

100,000

1,000,000
300,000
250,000

600,000

250,000

120,000

-250,000

-200,000

2,300,000

1,500,000

-70,000

300,000

1,400,000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100,000

조수석 □  無

※선택품목 : 13p 참조승객석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7,000,000

샤 시 

700,000

1,200,000

-2,500,000

170,000
450,000
600,000
900,000
250,000

340,000

170,000

50,000

1,000,000
3,5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 제이크 *전세 선택 불가 / 전세 外 28, 31석 선택 가능

□ T-R 오일필터
□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전문 터치센서
□ 프런트+리어

□ 프런트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600,000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196,120,000원 

실크로드 캄 선택품목  

  

□  UV LED 이오나이저

□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LED 사각 램프 미적용 



 

※ 굵은 서체 : 신기술•신사양 

블루스카이│파크웨이│그린필드 기본품목  

  버튼시동 & 스마트키, 스티어링 햅틱, 리어 강제환풍기, 오토 크루즈

버튼시동 & 스마트키, 스티어링 햅틱, 리어 자연환기구, 오토 크루즈

블루스카이 

파크웨이

그린필드 

  인     승

파워트레인

샤     시

외     장

내     장

조     명

시     트

•47인승 : 승객석(45)+운전석(1)+조수석(1)

•틸트 & 텔레스코픽 & 파워스티어링휠
•파워 쉬프트
•전후륜 풀에어 드럼 브레이크
•그래쥬얼 파킹 브레이크
•전후륜 와이드 에어 서스펜션
•전후륜 쇽업소버/스테빌라이져바
•클러치 간극 자동조절 장치
•인타더(보조 브레이크)
•브러시리스 알터네이터(24V-180A)
•230AH MF배터리
•400ℓ 연료탱크(양방향 주유구)
•연료탱크 보호 차체구조 
•알루미늄 에어탱크
•소화기(3.3kg+1.5kg)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일체형 사이드 글라스(1~5번)
•전문 스윙도어
•통합형 전문핸들  
•공력형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스타일링 가니쉬

운전석 
•프리미엄 멀티펑션 통풍 & 
   히티드 시트
   (천연가죽+인조가죽)

•파워텍 440마력 엔진

•Full LED 헤드램프
•DRL(주간주행등)
•LED 리어콤비램프
•포그램프 : 프런트(LED) & 리어(벌브)
•LED 프런트 & 사이드 & 리어 마크램프
•LED 번호판등/화물상 램프

승객석 
•유로 시트(고급 인조가죽)
•헤드레스트 일체형
•암레스트(유동)
•ELR 2점식 시트벨트 

•ZF6단 수동 변속기(M/T)

•업다운 화물상 도어
•LED 램프 일체형 화물상 도어핸들 
•화물상 허니컴 보드 
•개폐형 프런트 판넬/운전석 인스펙션 플랩 
•빗물 유입 방지 구조 방열구 

조수석 
•인조가죽 
•NLR 2점식 시트벨트

•LED 조명 그랩바 •LED 운전석/조수석 램프(면발광)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SCR)
•40ℓ 우레아(요소수) 탱크 & 시건장치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LDWS+EBS+VDC)
•닐링 시스템
•후진 경고음
•후방 주차거리 경고(PDW)
•언덕길 출발 보조장치(EHS)
•운전석 파워윈도우
•운전석/전문 복층유리
•운전석 에어건 커넥터
•Wi-Fi 장착브라켓+배선
•12V파워아웃렛(1개)+24V파워아웃렛(2개)
•원격잠금식 연료주입구(좌측만)
•통합 공조 컨트롤러

•1-유니트 에어컨(28,000kcal)
•운전자 전용 에어컨
•중앙집중식 히터
•프리 히터
•흡기 일체형 히터덕트
•오토 히터
•자연 환기장치
•비상문/수동식 루프해치
•하이패스
•충격흡수식 스티어링휠
   (열선/리모컨/가죽 커버링)
•오토 라이트
•운전자 주의 경고(DAW)
•화물상 원격잠금 장치

타 이 어 •알루미늄휠 •전후륜 12R22.5-16PR 튜브리스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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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센터페시아 수압전사(메탈 패턴)
•센터페시아 우드 & 크롬몰딩 
•수평 슬림형 에어벤트
•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M800B 고급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운전자 시계(아날로그)
•연비운전 가이드(EDG)
    *기본(유라)디지털 운행기록계 적용 시 지원 

•벨트라인 몰드-브라운 칼라 
•일체형 루프 트림
•인포메이션 보드
•와이드 프런트 헤드라이닝(55인치 LCD TV 용)
•프런트 TV브라켓(55인치 용)+배선
•후방 카메라 배선
•운전석 가드
•실내고 1,990mm

•디지털 시계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승객석 옷걸이
•오픈 타입 승객 선반
•운전자 전용 사물함
•선반 독서등(벌브 타입)
•커튼 파이프(SUS)
•우드무늬 플로어매트
•멜라민 사이드 하드보드

멀티펑션 히티드 운전석 시트(직물), LED 사각 램프, 리어 자연환기구
일반형 시트 : 인조가죽/헤드레스트 일체형/암레스트(유동)/ELR 2점식 시트벨트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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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45석 M/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45석 A/T : 45석 M/T 품목 外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T-R오일필터
•44석 A/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후축중 관련 제약조건
(세부사양 별도 협의)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무상선택 

무상선택 

7,000,000

-310,000
-620,000

□ 44석(리어 4인석)

□ 평바닥                     □ 갱웨이  

□ 41석(리어 5인석)   □ 40석(리어 4인석)
□ 37석(리어 5인석)   □ 36석(리어 4인석) 

1 -
유니트
에어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30,500kcal)

□ 일반(28,000kcal)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인승(승객석) 

파워트레인 

2,0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700,000

1,800,000

450,000

450,000

240,000

□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외 장 

타이어

내 장 

조  명 

시   트 

□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기아 커넥트(1년)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운전자 이어폰 셀렉터 

□ 벨트라인 몰드-메탈 칼라(랩핑)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고속, 직행 선택품목 

□ 전자식 출발 시간표 *고속, 직행 선택품목 

□ M800B 고급 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無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4석 & 45석 선택 불가

6번창 

□ 1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2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고상     □ 저상 

□ 캐비닛 가드(2도어 열대 사양)  *평바닥

□ 캐비닛 가드  *평바닥

□ 네이처 우드

□ 폰트 크루즈 

□ 갈라타 스톤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가드 

냉•온장고

플로어매트 

1,500,000

3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300,000
600,000

100,000

3,400,000

150,000

70,000

2,500,000

950,000
850,000

2,150,000

700,000

100,000

1,000,000
300,000
250,000

600,000

250,000

120,000

-250,000

-200,000

2,500,000

2,300,000

1,500,000

-70,000

300,000

1,400,000

□ 3D 매직 라이트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미적용
     [3D 입체 파노라마 무드 램프+LED 면발광(호박색) & 선반 LED 램프(흰색)]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100,000

조수석 □  無

※선택품목 : 13p 참조승객석 

샤 시 

700,000

1,200,000

-2,500,000

170,000
450,000
600,000
900,000

250,000

340,000

170,000

50,000

1,000,000
3,5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 제이크 *전세 선택 불가 / 전세 外 28, 31석 선택 가능

□ T-R 오일필터
□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전문 터치센서
□ 프런트+리어

□ 프런트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208,280,000원 블루스카이 선택품목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195,130,000원 
  

□  UV LED 이오나이저

  

□ 하차벨



파크웨이 선택품목 

11본 가격표 상의 폼목 및 가격은 제품개선 등의 사유로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188,630,000원 

※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45석 M/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45석 A/T : 45석 M/T 품목 外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디스크브레이크 필수 선택
•44석 A/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후축중 관련 제약조건
(세부사양 별도 협의)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무상선택 

무상선택 

7,000,000

-310,000
-620,000

□ 44석(리어 4인석)

□ 평바닥                     □ 갱웨이  

□ 41석(리어 5인석)   □ 40석(리어 4인석)
□ 37석(리어 5인석)   □ 36석(리어 4인석) 

1 -
유니트
에어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30,500kcal)

□ 일반(28,000kcal)

□ 초대용량(32,000kcal/6팬/16블로워)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초대용량(32,000kcal/6팬/
    16블로워)+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인승(승객석) 

파워트레인 

2,0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무상선택

2,700,000

1,800,000

450,000

450,000

240,000

□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외 장 

타이어  

내 장 

조 명 

시 트 

□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기아 커넥트(1년)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운전자 이어폰 셀렉터 

□ 하차벨

□ 벨트라인 몰드-메탈 칼라(랩핑)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고속, 직행 선택품목 

□ 전자식 출발 시간표 *고속, 직행 선택품목 

□ M800B 고급 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無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램프(하프 미러)  
□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4석 & 45석 선택 불가

6번창 

□ 1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2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고상     □ 저상 

□ 캐비닛 가드(2도어 열대 사양)  *평바닥

□ 캐비닛 가드  *평바닥

□ 네이처 우드
□ 폰트 크루즈  

□ 갈라타 스톤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가드 

냉•온장고

플로어매트 

1,500,000

300,000

무상선택 

300,000
600,000

100,000
3,400,000

150,000
70,000

무상선택 
2,500,000

950,000
850,000

2,150,000
700,000

600,000

250,000
100,000

1,000,000
300,000
250,000
120,000

-250,000
-200,000

2,500,000

2,300,000

1,500,000

-70,000

300,000

1,400,000

□ 3D 매직 라이트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미적용
     [3D 입체 파노라마 무드 램프+LED 면발광(호박색) & 선반 LED 램프(흰색)]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100,000

조수석 □  無
※선택품목 : 13p 참조승객석 

샤 시 

700,000

1,200,000

-2,500,000

170,000

600,000
900,000

250,000

340,000
170,000

50,000
1,000,000
3,500,000

25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200,000□ 리어 강제환풍기 

□ 제이크 *전세 선택 불가 / 전세 外 28석 선택 가능

□ T-R 오일필터

450,000□ 트윈 알터네이터(180A+90A) * 동환 에어컨 선택 불가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전문 터치센서
□ 프런트+리어
□ 프런트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  UV LED 이오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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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선택품목 

※ 외장칼라 및 상호•로고(별도 문의) : 외장칼라 4도 이상 도색 또는 스트라이프 처리 시  비용 추가

•45석 M/T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5석 A/T : 스틸휠,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조수석 無

후축중 관련 제약조건
(세부사양 별도 협의) 

□ 파워텍 엔진 440마력+ZF 6단 자동 변속기(A/T)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포함 

무상선택 

무상선택 

7,000,000

-210,000

-420,000

□ 44석(리어 4인석)

□ 평바닥                     □ 갱웨이  

□ 41석(리어 5인석)   □ 40석(리어 4인석)

□ 37석(리어 5인석)   □ 36석(리어 4인석) 

인승(승객석) 

파워트레인 

외 장 

타이어 

내 장 

조 명 

운전석 

시 트 

□ 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통유리)

□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금호) 

□ 일체형   □ 하부소형 개폐형

□ 상부 썬팅

□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 운전자 전용 화물상

□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기아 커넥트(1년)  * 버튼 시동 & 스마트키 필수 선택  

□ 버튼 시동 & 스마트키 

□ 후방 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 휴대폰 무선충전기 

□ 운전자 이어폰 셀렉터 

□ 벨트라인 몰드-메탈 칼라(랩핑)

□ 전자식 안내방송장치 *고속, 직행 선택품목 

□ 전자식 출발 시간표 *고속, 직행 선택품목 

□ M800B 고급 오디오(USB, MP3, 블루투스) 無

□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無 *EDG 시스템 지원 불가

□ 프리미엄 멀티펑션 통풍 & 히티드 시트(천연가죽+인조가죽)

□ 항공기 타입 승객선반 *44석 & 45석 선택 불가

6번창 

□ 1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 고상     □ 저상 

□ 2도어 *SUS 가드 파이프 포함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가드 

1,500,000

300,000

무상선택 

300,000

600,000

100,000

3,400,000

100,000

1,000,000

250,000

120,000

-200,000

-250,000

450,000

-70,000

□ 스티어링 햅틱 100,000

70,000

950,000

850,000

150,000

300,000

350,000

100,000

□ 내비게이션(10.25인치)+기아 커넥트(1년)+후방 카메라 1,400,000

냉•온장고

무상선택 

조수석 □  無

※선택품목 : 13p 참조승객석 

샤 시 

1 -
유니트
에어컨 

덴소
(풍성)

갑을
오토텍

동환

□ 일반(28,000kcal)+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 일반(28,000kcal)+
    브러시리스 타입 모터, 
    스마트 CO2 자동환기시스템

□ 일반(28,000kcal)

□ 일반(30,500kcal)

700,000

1,200,000

-2,500,000

170,000

20,000

200,000

600,000

900,000

250,000

170,000

250,000

240,000

무상선택

2,700,000

무상선택

무상선택

450,000

450,000

50,000

1,000,000

3,500,000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오토 그리스 주유기(금호/액상)

□ 제이크 *전세 선택 불가 / 전세 外 28석 선택 가능

□ 리어 강제환풍기 

□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ECAS) *오토 로워링 포함 

□ 주차거리 경고(PDW)-전방

340,000□ 프런트+리어

□ 프런트

□ 일렉트릭 & 에어 혼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화재 경보장치 포함

□ 전동식 루프 해치

□ 공기 청정기(전기 집진식) *덴소(풍성) / 갑을오토텍  필수 선택 

(단위 : 원 / VAT 포함)차량가  179,720,000원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전문 터치센서

□ 오토 크루즈 

□ T-R 오일필터

  

□  UV LED 이오나이저

□ 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LED 사각 램프 미적용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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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석 시트 선택품목 

※ 프리미엄 유로시트 / 유로시트 / 일반형 시트 
    ☞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운전석 창측 4열 1석 적용)
※ 우등시트 : 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 그린필드 
    ☞ 비상구 3석(LH 2석 / RH 1석 ☞ 풋 레스트 無)

   ■ 프리미엄 유로 시트(실크로드 / 썬샤인 기본)

   ■ 유로 시트(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기본)

   ■ 일반형 시트(실크로드 캄 / 그린필드 기본)

   ■ 우등 시트(우등고속 기본)

승객
28석 

승객
28석 

승객
31석 

승객
31석 

□ 실크로드 / 썬샤인 

□ 실크로드 / 썬샤인 

□ 실크로드 / 썬샤인 

□ 실크로드 캄 

□ 실크로드 캄 

□ 토니 브라운 투톤 

□ 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 실크로드 우등고속 / 썬샤인 우등고속

□ 실크로드 캄 / 그린필드  

□ 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 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 프라이버시(28, 31석 / 실내 향균 커튼)  추가 

□ 시나몬 브라운 투톤 

□ 고급 인조가죽 

□ 최고급 PU인조가죽

□ ELR 3점식

□ ELR 2점식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3점식)
      : 운전석 3열(2석), 독립우등(1석) 

□ 실크로드

□ 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 실크로드 캄 

칼  라 

커버지 

시트벨트 

□ 풋 & 레그 레스트 

□ 승객석 이어폰 셀렉터  

일반
우등 

독립 
우등 

3,200,000

5,400,000

6,600,000

8,900,000

7,700,000

4,000,000

2,200,000

5,500,000

6,200,000

4,400,000

5,200,000

6,700,000

7,400,000

1 ,115 ,000

기 본 

무상선택 

무상선택 

기 본 

기 본 

기 본 

350,000

700,000

■ 프리미엄 시트 가격 및 주요 사양 (실크로드, 썬샤인 / 서연 인테크)   

시트가격

주요사양 

•우등고속 66,300,000 •전세, 자가용 70,300,000 

승객 45/44석 

□ 사이드 슬라이딩 

□ 풋 레스트 *45석 선택 불가 

□ 푸드 테이블 *45석, 우등시트 선택 불가 

칼  라 

커버지 

USB 
충전포터 

□ 블루스카이 / 파크웨이 

□ 토니 브라운 투톤 

□ 시나몬 브라운 원톤 

□ 고급 인조가죽 

□ 44EA

□ 24EA(LH, RH 창측)

□ 최고급 PU인조가죽+
    우드그레인(그립핸들 & 암레스트)

1,500,000

900,000

650,000

700,000

기 본 

무상선택 

기 본 

1,450,000

750,000

600,000

칼  라 

커버지 

□ 토니 브라운 투톤 

□ 시나몬 브라운 투톤 

□ 인조가죽 

기 본 

무상선택 

기 본 

승객 45/44석 

칼  라 

□ 사이드 슬라이딩 

□ 풋 레스트 *45석 선택 불가 

□ 푸드 테이블 *45석, 우등시트  선택 불가 

커버지 

USB 
충전포터 

□ 실크로드 캄 

□ 토니 브라운 투톤 

□ 시나몬 브라운 투톤 

□ 최고급 PU인조가죽

□ 고급 인조가죽 

□ 고급 인조가죽+이중커버링 

□ 최고급 PU인조가죽+이중커버링 

□ 44EA

□ 24EA(LH, RH 창측)

2,500,000

기 본 

900,000

650,000

700,000

무상선택 

기 본 

600,000

650,000

1,150,000

1,450,000

750,000

    

  

•항공기 타입 프리미엄 전자동 시트
    (쉘타입 개별독립시트/최고급 PU 인조가죽)

•전동 레그 레스트 & 리클라이닝

•전자동 리모컨스위치
•HD급 대형 모니터(10.1")
•무선충전기

•위성방송 시스템
•다용도 테이블
•옷걸이  

•컵홀더
•풋 레스트 
•소화기(1.5kg 2EA)

※ 캐비닛(운전석 / 냉•온장고)가드 선택 불가   ※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운전석 창측 3열 1인석 3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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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SEAT 승객석 시트 

프리미엄 유로 시트(토니 브라운 투톤 칼라) 

프리미엄 유로 시트(시나몬 브라운 원톤 칼라) 우등 시트(토니 브라운 투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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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유로 시트 

프리미엄 유로 시트 

유로 시트 

유로 시트 

일반 시트 

일반 시트 

우등 시트 

우등 시트 

   ■ 프리미엄 유로 시트(토니 브라운 칼라)

   ■ 프리미엄 유로 시트(시나몬 브라운 칼라)

   ■ 프리미엄 시트(서연인테크)

BE OF A DIFFERENT CLASS GRANBIRD 



HIGH-CLASS INTERIOR

조명 

3D 매직 라이트[3D 입체 파노라마 무드램프+LED 면발광]

선반 LED 파노라마 무드 램프(하프 미러) 

루프 LED 파노라마 간접 조명 

LED 운전석/조수석 램프 LED 사각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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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LED 램프(흰색+호박색)



선반페시아 

캐비닛 가드

플로어매트 

기타 품목 

사이드 하드보드 

벨트라인 몰드 

냉•온장고

운전석 가드 

네이처 우드

비상문 

실크로드/썬샤인 실크로드/썬샤인 실크로드/썬샤인 외 전트림 실크로드/썬샤인 외 전트림  

갈라타 스톤

루프 해치 

우드무늬

오토 그리스

폰트 크루즈 

T-R 오일필터 

멜라민 

90A 알터네이터  

메탈 칼라

1도어 냉•온장고 

브라운 칼라  

2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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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OF A DIFFERENT CLASS GRANBIRD 



엔진룸 화재경보장치 전문 터치센서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주차거리 경고(PDW)

스마트키 휴대폰 무선 충전기 버튼 시동 하이패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차로 이탈 경고(LDW)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스티어링 햅틱 10.25인치 AVN
※UVO 사용 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제공 

승객 인포메이션 보드 공기 청정기  

오토 히터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후방 카메라 화물상 허니컴 보드 

HIGH-TECH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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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 경고(DAW)



제이크

공기 청정기 

그래쥬얼 
파킹브레이크

닐링 시스템

스티어링 햅틱

업다운 화물상 도어

엔진룸 화재
자동소화장치

오토 로워링

오토 그리스

오토 라이트 

오토 크루즈

오토 히터 

인타더

인포메이션 보드

자연 환기장치

전문 터치센서
(프런트+리어)

중앙집중식 히터

클러치 간극 
자동조절장치

초대용량 에어컨

품 목  품 목  용 어 설 명  용 어 설 명  

전기 집진식 공기 청정기로 차량 실내의 초미세먼지까지 제거

주로 주·정차시 사용하는 파킹 브레이크. 주 브레이크 고장 시 
점진적으로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단식 브레이크 시스템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프런트 차체의 높이를 60mm 낮춰주는 장치

LTE 디지털 
운행기록계

차량속도, 주행거리, 주행시간, 사고정보,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를 
기록 및 관리하여 고객 보유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복층유리
(운전석 / 전문) 성에 최소화로 인한 운전자 시계성 향상 및 단열효과와 방음효과 우수

위험 상황 인지 시 스티어링 휠의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주의 경고    
※ FCA, LDW, DAW, SCC

화물상 도어가 상하로 개폐되는 방식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도어 개폐 편리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엔진룸 화재 발생 시 열선으로 감지하여 운전석 클러스터 경고 메시지 및 
경고음과 컨트롤러(B필러 위치) 경고등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 장치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와 함께 엔진룸 상부의 노즐에서 자동으로 
소화액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안전 장치

80km/h 이상 주행 시 차고가 20mm 자동 하강되는 
첨단 기능으로 공력 및 연비 개선  
※ 80km/h 이하 주행 시 원복

윤활유 자동 공급장치로 정비성을 향상시켜 주는 장치

기어 변속 시 에어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하는 장치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주위 조도 변화에 따라 운전자의 조작없이 
램프 점소등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로 정속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 유지 가능)

겨울철 난방 시 승객석 전/후방 풍량 자동 제어를 통하여 
실내 온도 편차 감소

ZF T/M 에 장착되어 프로펠러 샤프트에 역방향의 유체를 유입시켜 
강력한 제동력을 얻는 보조브레이크

시계, 실외 온도, 시트벨트 착용 표시 or 공기 청정기 작동 상태 
표시 제공

에어컨/환풍기 등을 통해 유입/순환된 실내공기를 스텝부에 에어댐퍼를 
통해 외부로 공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환기성능 매우 우수

전문 개폐 시, 전문 양 끝 터치센서에 사람 또는 사물 등이 감지되면 
전문의 작동 방향이 반전되는 안전 장치

엔진 헤드부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신호에 의해 ECU가 제이크 
브레이크 단품에 장착된 마그네틱 밸브를 작동시켜 압축 시 발생하는 
압력을 강제 해제함으로써 제동력을 얻는 엔진 브레이크

히터 유니트가 플로어 하부에 장착되어 사이드 덕트를 통해 
온기를 공급하는 장치

클러치 디스크와 플라이휠의 간극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클러치 
디스크의 사용 주기를 증대시켜주는 장치

열대지방에서도 냉방능력이 뛰어난 국내 최대의 냉방성능을 갖춘 
일체형 초대용량 에어컨
※ 32,000kcal/h / 응축기 팬: 6개 / 증발기 블로워: 16개

프리 히터

플로어 타입

화물상 
허니컴 보드

흡기 일체형 
히터 덕트

3D 매직 라이트

7인치 컬러
멀티 디스플레이

DAW
(운전자 주의 경고)

EDG
(연비 운전 가이드)

DPF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ELR 승객석 
시트벨트

FCA
(전방 충돌방지 보조)

LDW
(차로 이탈 경고)

MF 배터리

PDW
(주차거리 경고)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R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기아 커넥트 

T-R 오일필터

칼라 유리로 가시광선 투과율 약 20% 
 ☞ 어린이 보호 차량 선택 불가 

엔진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보일러 및 워터펌프가 설치되어 신속한 
난방효과로 동절기에 유용하며, 엔진 효율성 및 내구성 증대에 도움을 줌

평바닥  실내 바닥 전체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구조
갱웨이  승객석과 중앙 통로 사이에 턱이 있는 구조( 　    )

화물칸 바닥에 허니컴 판넬을 적용하여 방청 성능 향상

플로어측 리턴 그릴이 삭제된 히터 덕트로 난방 성능 향상과 
승객 거주 공간 개선

1-유니트 에어컨 응축기와 증발기를 통합한 일체형 에어컨(28,000kcal)

세계 최초로 광학필름을 이용한 3차원 입체 발광램프와 
호박색의 LED 면발광이 함께 적용된 램프

차량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각종 주행 정보, 게이지, 안전주행 시스템 등을 
컬러풀하고 입체적인 그래픽을 통해 클러스터 內 LCD 디스플레이로 제공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이나 피로 및 졸음운전 패턴을 감지하여 
운전자의 주의 정도를 표시하고 경고하는 시스템

운전자가 스스로 연비운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다양한 경제운전 팁을 제공

엔진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해물질을 세라믹 필터를 통해 
물리적으로 포집·연소하여 저감하는 장치

급제동이나 급선회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자제어
장치(ECU)와 더불어 엔진과 차량바퀴의 제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ECAS
(전자식 차고 조절장치)

차량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   
•닐링 : 프런트 60mm 하강 
•로워링 : 차체 30mm 하강   •리프팅 : 차체 30mm 상승

차량의 충돌이나 전복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벨트가 잠기어 평상 시 
승객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사용이 간편하며, 시트벨트 별도 정리 불필요

차량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 및 레이더로 전방 차량과의 거리 및 
상대속도를 감지하여 긴급 상황 시 능동적으로 차량을 제동함으로써 
충돌 회피 또는 완화시켜주는 시스템

차량이 운전자의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시스템

증류수 보충이 불필요한 무보수형 배터리로 내구성과 시동성 우수

전/후방 초음파 센서를 통해 차량 전진 및 후진 시 전/후방 물체를 
감지하여 거리에 따라 3단계로 시청각 경보해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전방 차량을 감지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시스템

NOx(질소산화물)을 요소수(UREA)와 화학반응시켜 
유해가스 성분을 무해한 물과 질소로 배출시키는 장치

타이어 공기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보하는 장치

첨단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원격 제어 서비스, 안전 보안 서비스, 차량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 AVN 적용 시 1년 무료 제공

엔진오일을 필터에 여과시키는 장치로(엔진 外 별도 추가 품목) 
엔진의 원활한 기능과 내구성 향상에 도움을 줌

프라이버시 사이드 창

파워 쉬프트
VDC

(차량 자세 제어장치)

주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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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선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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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파크웨이 

블루스카이

썬샤인 

실크로드 

실크로드 캄  

LINE-UP

20



조흥자동차공업사 064) 722-2581
긴급봉사반 / 고객센터 
080-200-2000 

※ 인터넷 홈페이지 w w w.k ia .com

전국 정비 네트워크 

주요제원 

구 분 
하이 데커   스탠다드 데커   

썬샤인실크로드/실크로드 캄 그린필드 파크웨이 블루스카이 

←

←

2,495

3,555

실 외 

오버항

윤 거 

엔 진
(유로6) 

전 장 (㎜)

전 폭 (㎜)

전 고 (㎜)

←

←

←

←

12,742배기량(㏄) ←←12,742

440최고출력(㎰) ←←440

214최대토크(㎏f·m) ←←214

3,435

6,1506,640휠베이스 (㎜) 5,8006,1506,640

12,00012,490 11,65012,00012,490

2,495

←

←

←

←

←

←

←

←

←

2,615전 (㎜) ←←2,615

3,235후 (㎜) ←←3,235

2,075전 (㎜) ←←2,075

1,850후 (㎜) ←←1,850

12R22.5-16PR타 이 어 ←←12R22.5-16PR

파워텍모델명 ←←파워텍

주요제원 / 전국 정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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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천안 
아산 
서산

남청주 종합서비스 
천안특장차자동차정비㈜
현대충청서비스
서산대형점

043) 233-8586
041) 583-9889
041) 547-3399
041) 667-1106

충청권
대구
포항
부산
울산
진주
창원

창신종합중기정비
양덕종합모터스
㈜제일정비
울산북구모터스
안전종합정비㈜
지원정비공업사

053) 382-5900
054) 253-3651
051) 312-1001
052) 294-9310
055) 757-2029
055) 238-1500

인천
파주
고양 
화성 
화성
이천

인천대형서비스㈜
신화모터스㈜
21세기현대기아자동차회사
㈜중앙고속
화성상용서비스㈜
㈜이천서비스

032) 581-4572
031) 941-9 1 1 2
031) 903-9955
031) 376-8288
031) 8058-0200
031) 637-0063

춘천 
원주
제천 
고성 
강릉
삼척

㈜춘천중부1급정비
왕성모터스
㈜북제천종합서비스
해광자동차정비
북강릉서비스
삼척대형점

033) 264-8333
033) 761-5200
043) 642-7559
033) 631-7001
033) 647-7233
033) 573-2940

수도권

제주권

완주 
광주
여수 
목포 
순천

제주

(유)풍남자동차서비스
㈜금호오토마스터
엑스포정비서비스
태원정비
효천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조흥자동차공업사

063) 229-1800
062) 674-0675
061) 691-7116
061) 283-1194
061) 744-8266

064) 722-2581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BE OF A DIFFERENT CLASS GRANBIRD 



■ 강동FLEET지점  
■ 강북FLEET지점
■ 강서FLEET지점
■ 중부FLEET지점
■ 인천FLEET지점
■ 경기FLEET지점   
■ 대전FLEET지점
■ 대구FLEET지점    
■ 부산FLEET지점   
■ 광주FLEET지점 

02-478-4601
02-990-9912
02-855-2943
02-730-2451
032-873-4161
031-217-6789
042-631-2665
053-752-3690 
051-627-4617   
062-384-144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3길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3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7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5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5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9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6

※ 인쇄물 제작 시점에 따라 수록 내용과 실제 판매 모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양의 일부가 협력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 구입 시 해당월의 가격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카마스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의 색상은 인쇄 등 제작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차량의 색상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는 Kia Connect 가입 시 제공되며, 정기 업데이트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차량 구매 후 Kia Connect 최초 가입 시 기본서비스 1년 무료 제공되며, 이 중 라이트 서비스(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월간 리포트, 교통정보 제공)는 추가 1년 무료 제공됩니다.
•Kia Connect는 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UVO의 새로운 이름이며, 차량 내 버튼, 라벨 등에 적용된 로고는 생산 시점에 따라 적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기아(주) 전국 FLEET 지점 

CLASS가 다르다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