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기준

2017
레스타 가격표
장

축

•리 무 진
•투
어
•슈 프 림
•프리미엄
•디 럭 스

단

축

•프리미엄 (PRM) - 자가용 / 렌터카
(LMS) - 자가용 / 영업용
•디
럭 스 (DLX) - 어린이버스
(TUR) - 렌터카 / 영업용
(SPM) - 자가용 / 영업용
(PRM) - 자가용 / 영업용
(DLX) - 자가용 / 영업용 / 마을 / 어린이버스

>>>

레스타 장축

(단위 :천원, VAT포함)

레스타 장축
구 분

디럭스 (DLX)
어린이버스

마을버스
엔진
T/M

프리미엄 (PRM)
자가용

영업용

기본

커민스 ISF 3.8ℓ(SCR)

기본

5단 수동 트랜스미션

선택

-

자가용

-

6단 오토 미션 (4,100)

6단 오토 미션 (4,100)

폴딩 도어

중간문 기본
기본

고정식

어린이용

리크라이닝 (맨뒷열 고정식 )

인석수 기본

14 +1

38 +1

19 + 5 +1

기본가격 기본

59,405

62,465

인석수 선택

15 +1

-

시트

공
통

본
사
양
타
입

•일체형 전면유리(투명)
•탑스트롱급 매트
•승객석시트 팔걸이(고정식)
•디지털타코그래프
•중문계단전자감응장치
•중문 스텝미러
•비상용망치
•스톱버튼부져 7개
•천정손잡이 4줄

별

공통 □ 바디데칼(220)

선
택

타

사

입

양

별

63,885

64,095

67,805

68,015

22 + 6 +1

•내장 :운전석 파워윈도우, 히터유니트, 출입구 알루미늄 몰딩, 실내룸램프, 고급 인조가죽 내장 트림, 파워서플라이 (12V), 디지털 시계,
운전석 /조수석 시트 벨트 (3점식), 프론트 오버헤드 콘솔 (좌 /우), 레버타입 파킹 브레이크, 4스포크 스티어링휠, 소화기, 원격연료주입구,
자동환풍기, 운전석 PVC 세퍼레이터, 좌우측 선바이저 (⁎마을버스는 운전석만 장착), 비상 망치
•외장 :배터리 90A, 리어 화물함 :폴딩, MFR 헤드램프, 포그램프, 리어 언더 뷰 미러, 스피커, 백미러, 프론트리드 (오픈타입),
사이드마크램프 (6개), 사이드 턴 시그널 램프
•샤시 및 기타 :독립현가 서스펜션 (전륜)/테이퍼타입 리프스프링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 (전륜), 드럼 (후륜), 스피드 리미터, 연료탱크 100ℓ
전•후륜 스테빌라이저바, 브레이크 간극 조절장치, ABS, 배터리 세이버, 오토 도어 컨트롤, 루프온 쿨러 (13,000kcal),
타이어 :205/75R17.5, 터보 브레이크,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운전석 유리창 (투명)
•기어 노브 (다크그레이)
•계기판 :그레이 2톤
•사이드윈도우 :완전개폐 (투명)

기

영업용

•일체형 전면유리(썬팅)
•미끄럼 방지매트
•승객석 시트벨트 (NLR)
•승객석 시트 그립핸들
•중문계단전자감응장치
•승객석 시트 팔걸이 (고정식)
•중문 스텝미러
•비상용망치
•2스텝 출입구
•경광등
•일체식선반
•프리히터
•후방경보장치
•열선 백미러(어린이버스용)
•정차 표지판(돌출형)
•운전석 열선시트

□ 인조가죽스티어링휠(60)
□ 알루미늄휠 (500)
□ 밀키렌즈 (400)
□ 스테레오 오디오(200)
:CD+MP3+USB
□ AV팩 (1,200)
□ 조수석파워윈도우 (700)
□ 운전석 그라마시트
:열선+팔걸이+직물 (450)
□ 성인용 승객석시트 :19+1
(250)-고정식시트벨트
□ 성인용 승객석시트 :22+1
(250)-NLR시트벨트
:시트리크라이닝 불가
□ 디지털 타코그래프 (210)

⁎ 기본컬러 :밀키화이트, 팝옐로우, 소프트베이지, 삼바레드, 마을버스 색상
⁎ AV팩 (스테레오 오디오 + DVD +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 군납패키지 (중형버스) : 650,000원

•조수석파워윈도우
•대형화물함 (수납장포함)
•일체형 전면유리 (썬팅)
•미끄럼 방지매트
•승객석 시트 벨트 (NLR)
•승객석 시트커버 :세미클로스
•승객석 시트 그립핸들
•승객석 시트 팔걸이 (회전식)
•사이드윈도우 :완전개폐 (컬러)
•운전석 콘솔박스 (다크그레이)
•계기판 :그레이 2톤 +원목무늬
•운전석 사이드 도어 핸들 :원목무늬
•크루즈 컨트롤

•일체형 전면유리 (썬팅)
•미끄럼 방지매트
•승객석 시트 벨트 (고정식)
•승객석 시트 그립핸들
•디지털타코그래프
(영업용기본)
•승객석시트 팔걸이 (회전식)
•열선백미러:전동
•운전석 열선시트

□ 업체 고유도색 1~4도(500):어린이버스 제외

□ 세이프티 팩 (88)
□ 프리히터 (750)
□ 열선백미러 :전동 (70)
□ 조수석파워윈도우(700)
□ 인석수 :15+1(80)
□ 운전석 열선시트(100)
□ 운전석 그라마시트
:열선+팔걸이+직물 (550)

•운전석 유리창 (컬러) •알루미늄 휠
•스테레오 오디오(CD+MP3+USB)
•기어노브 (원목무늬) •후방경보장치
•디지털 타코그래프 (영업용기본) •프리히터
•열선백미러 (전동)

•승객석시트커버 :레자
•운전석 사이드 도어 트림 (다크그레이)
•스테레오 오디오 (AMP)
•스틸휠

□ 2톤 컬러(200)

□ 실내 LED 룸 램프(300)

□ 인석수 :22+6+1(200)
:고정식 시트 (리크라이닝 불가)
□ 프리히터 (750)
□ 후방경보장치 (250)
□ 스테레오 오디오 (200)
:CD+MP3+USB
□ AV팩 (1,200)
□ 조수석파워윈도우 (700)
□ 대형화물함 (수납장포함)
(400) (29인승 적용 불가)
□ 운전석 그라마시트
:열선+팔걸이+직물 (450)

□ 고급커튼 (440)

□ 인석수 :22+6+1(-200) 고정식
대형화물함 (수납장포함) 적용 불가
□ 인조가죽 스티어링휠 커버 (60)
□ 일체식 선반 (250)
□ 스윙도어 (990)
□ 출입구 고급발판 (70) :
스윙도어 장착시 선택가능
□ AV팩 (1,000)
□ 아웃사이드 몰딩 (110)
□ 밀키렌즈 (400)
□ 운전석 열선시트(100)
□ 운전석 그라마시트
:열선+팔걸이+직물(550)

⁎ 선택컬러 :2톤 컬러 (①삼바레드 +차콜그레이, ②소프트베이지 +차콜그레이), 업체 고유도색 (1~4도)

>>>

레스타 장축

(단위 :천원, VAT포함)

레스타 장축 (하이그레이드)
구 분

슈프림 (SPM)
영업용

자가용
엔진
T/M

투어 (TUR)
렌트

영업용

기본

커민스 ISF 3.8ℓ(SCR)

기본

5단 수동 트랜스 미션

선택

6단 오토 트랜스 미션 (4,100)

기본

리크라이닝 (맨뒷열 고정식 )

19 +1

인석수 기본
기본가격 기본
인석수 선택

공
통

기

자가용

영업용

스윙 도어

중간문 기본
시트

리무진 (LMS)

69,255

69,465

그라마 최고급 직물시트

최고급 리무진시트

14 +1

15 +1

11+1

11+ 4 +1

72,065

72,365

77,150

78,600

14 +1, 15 +1, 19 + 5 +1

-

-

•내장 :운전석 파워윈도우, 히터유니트, 출입구 알루미늄 몰딩, 실내룸램프, 고급 인조가죽 내장 트림, 파워서플라이 (12V), 레버타입 파킹 브레이크,
오디오 (CD+MP3+USB), 4스포크 스티어링휠, 좌우측 선바이저, 운전석 /조수석 시트 벨트 (3점식), 프론트 오버헤드 콘솔 (좌 /우), 독서등,
후방경보장치, 소화기, 디지털 시계, 원격연료주입구, 자동환풍기, 운전석 PVC 세퍼레이터, 원목무늬 운전석콘솔, 조수석파워윈도우,
원목무늬 운전석 도어핸들, 베이지2톤 원목무늬 판넬, 원목무늬 기어봉, 재떨이, 비상용 망치, 디지털타코그래프 (리무진12인승 제외)
•외장 :배터리 90A, 리어 화물함:폴딩, MFR 헤드램프, 포그램프, 리어 언더 뷰 미러, 스피커, 사이드 턴 시그널 램프, 운전석유리창 (컬러),
백미러 (전동), 프론트리드 (오픈타입), 사이드마크램프, 일체형 전면유리 (썬팅), 사이드미러 (일체형 컬러), 아웃사이드몰딩,
사이드윈도우일체식 (컬러)
•샤시 및 기타 :독립현가 서스펜션 (전륜)/테이퍼타입 리프스프링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 (전륜), 드럼 (후륜), 스피드 리미터
프리히터, 전•후륜 스테빌라이저바, 브레이크 간극 조절장치, 연료탱크 100ℓ, ABS, 배터리 세이버, 오토 도어 컨트롤,
타이어 :205/75R17.5, 터보 브레이크 , 13,000kcal 에어컨(운전자전용 포함), 알루미늄 휠, 크루즈 컨트롤

본
사
양
타
입

•대형화물함(수납장포함)
•미끄럼 방지매트
•승객석 시트벨트(NLR)
•승객석 시트커버:풀클로스
•승객석 시트 그립핸들
•승객석 시트 팔걸이(회전식)
•일체식 선반

•미끄럼 방지매트
•승객석 시트 팔걸이(회전식)
•일체식 선반
□ 투어 팩
•승객석 시트:최고급직물시트(그라마시트)
•투어 엠블럼

별

공통 □ 업체고유도색1~4도(500)

선
택

타

사

입

양

별

□ 2톤컬러(200)

□ 인석수 :19+5+1(300)
□ 인석수 :14+1(-300)
□ 인석수 :15+1(-240)
□ 자가용 팩 :(-210)
□ 운전자 열선시트 (100)
□ 인조가죽 스티어링휠 커버 (60)
□ 밀키렌즈 (400)
□ AV팩 (1,000)
□ 사이드윈도우 :완전개폐 (550)
□ 바디데칼 (220)
□ 실내 룸램프:LED(300)
□ 출입구 고급 고무매트 (70)
□ 운전석 그라마 시트 (열선+팔걸이) (550)

⁎ 기본컬러 :밀키화이트, 팝옐로우, 소프트베이지, 삼바레드, 마을버스 색상
⁎ AV팩 (스테레오 오디오 + DVD +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 군납패키지 (중형버스) : 650,000원

□ 리무진 팩
•승객석 최고급 인조가죽 리무진시트
•최고급 냉온장고 (30ℓ)
•운전석 /조수석 고급인조가죽 커버링
•리무진 전용 데칼 /엠블럼
•밀키렌즈
•출입구고급고무매트
•원목무늬 타라매트
•운전석 열선시트
•인조가죽스티어링휠
•보조시트(4개):16인승 전용
•실내 룸램프(LED)

□ 고급커튼 (440)
□ 운전자 열선시트 (100)
□ 인조가죽 스티어링휠 커버 (60)
□ 밀키렌즈 (400)
□ AV팩 (1,000)
□ 사이드윈도우 :완전개폐 (550)
□ 바디데칼 (220)
□ 자가용 팩 (-210)
□ 실내 룸램프:LED(300)
□ 출입구 고급 고무매트 (70)
□ 운전석 그라마 시트 (열선+팔걸이) (550)

□ AV팩 (1,000)
□ 사이드윈도우 :완전개폐 (550)
□ 운전석 그라마 시트 (열선+팔걸이) (450)

⁎ 선택컬러 :2톤 컬러 (①삼바레드 +차콜그레이, ②소프트베이지 +차콜그레이), 업체 고유도색 (1~4도)

>>>

레스타 단축

(단위 :천원, VAT포함)

레스타 단축
구 분

디럭스 (DLX)
어린이버스

프리미엄 (PRM)
자가용

렌터카

엔진

기본

커민스 ISF 3.8ℓ(SCR)

T/M

기본

5단 O.D 수동
폴딩 도어

중간문 기본
어린이용

리크라이닝 (맨뒷열 고정식)

인석수 기본

33 +1

14 +1

기본가격 기본

60,515

인석수 선택

-

시트

기본

공
통

기
본
사
양

63,290

63,500
19 + 5 +1

•내장 :운전석 파워윈도우, 히터유니트, 실내룸램프, 인조가죽 내장 트림, 파워서플라이 (12V), 레버타입 파킹 브레이크,
4스포크 스티어링휠, 좌우측 선바이저 (⁎마을버스는 운전석만 장착), 운전석 /조수석 시트 벨트 (3점식), 프론트 오버헤드 콘솔 (좌 /우)
소화기, 디지털 시계, 자동환풍기, 연료잔량 경고등, 스피커, 디지탈타코그래프, 비상 망치, 후방 경보장치, 프리 히터
•외장 :배터리 90A, 리어 화물함, 원격 연료주입구 잠금장치, MFR 헤드램프, 리어 언더뷰 미러, 스틸휠, 프론트리드, 사이드마크램프 (6개)
•샤시 및 기타 :독립현가 서스펜션 (전륜) / 테이퍼타입 리프스프링 (후륜), 디스크 (전륜), 드럼 (후륜) 브레이크, 속도제한장치
전•후륜 스테빌라이저바, 브레이크 자동 조절장치, 연료탱크 100ℓ, ABS, 배터리 세이버, 205/75R17.5 타이어
요소수 주입구 시건장치, 터보 브레이크
•일체형 전면유리 (썬팅)
•미끄럼 방지매트
•승객석시트벨트 (NLR)
•열선백미러 (전동)

•후방경보장치
•안개등
•13,000kcal 에어컨

•운전석유리창 (투명)
•스테레오 오디오 (W/AMP)
•사이드윈도우:완전개폐 (투명)
•승객석시트:인조가죽
•운전석 계기판:그레이 2톤
•체인지 노브:블랙
•운전석 도어 트림 : 블랙
•디지털 타코그래프 : 미장착
•일체식 선반

•운전석유리창 (컬러)
•스테레오 오디오 (CD+MP3+USB)
•사이드윈도우:완전개폐 (컬러)
•승객석시트:세미직물 (시트백 네트 포함)
•운전석 계기판:우드그레인
•체인지 노브:우드그레인
•운전석 도어 트림 : 우드그레인
•디지털 타코그래프 : (영업용) 기본

•대형화물함 (수납함) 15인승
•운전자 콘솔박스:다크그레이
•조수석 파워윈도우
•스틱마이크

타
입
별

공통
선
택
사
양

타
입
별

어린이버스 사양
•어린이보호 경광등
•어린이보호 표지판
•2스텝 출입구
•중간문 스텝미러
•중간문 스텝 전자감응장치
•정차 표지판 (돌출형)

□운전석그라마시트 (열선 + 팔걸이) (550) □운전석열선시트 (100) □바디데칼 (220) □업체고유도색 1~4도 (500):어린이버스 제외
□2톤컬러 (200) □LED 룸램프 (225) □고급커튼 (440) (마을버스 제외)

□ 스테레오 오디오 (200): CD+MP3+USB
□ AV팩 (1,200)
□ 알루미늄휠 (500)
□ 조수석파워윈도우 (700)
□ 인조가죽스티어링휠 (60)
□ 밀키렌즈 (400)

⁎ 기본컬러 :밀키화이트, 팝옐로우, 소프트베이지, 삼바레드, 마을버스 색상
⁎ AV팩 (스테레오 오디오 + DVD +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 군납패키지 (중형버스) : 650,000원

□ 슈프림 팩 XSU (1,560) :15인승전용
- 구성사양 패키지 운영 참조
□ 인석수 : 19+5+1 (-40)
고정식시트 적용, 대형화물함 적용불가
□ AV 팩 (1,000)
□ 일체식 선반 (250)
□ 알루미늄휠 (500)
□ 인조가죽 스티어링휠 (60)

□ 스윙도어 (990)
□ 출입구 고급매트 (70)
- 스윙도어 장착시 선택가능
□ 아웃사이드몰딩 (110)
□ 자가용 팩 (-210)
□ 밀키렌즈 (400)

⁎ 선택컬러 :2톤 컬러 (①삼바레드 +차콜그레이, ②소프트베이지 +차콜그레이), 업체 고유도색 (1~4도)

패키지 사양 운영
패키지 명
세이프티 팩
자가용 팩
AV 팩

슈프림 팩

투어 팩

패키지 구성

적용 차종

출입구 미끄럼방지패드 /운전석 뒤 수직안전봉 /조수석 뒤 가로봉

장 /단축 마을버스
전차종

디지털타코그래프 삭제 (자가용 선택시 필수 ⁎리무진 12인승 자가용 제외)
스테레오 오디오 /DVD/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단축 전차종 (표준, 마을버스 제외)

스윙도어 /사이드윈도우 (일체식컬러 )/실내선반 /독서등
베이지2톤 원목무늬 인판넬 /운전석, 조수석 직물시트 /비상용망치
아웃사이드몰딩 /원목무늬 운전석 콘솔박스 /출입구 고급발판
운전석 재떨이

단축 프리미엄 15인승

승객석 전용 최고급직물시트 (독일 그라마시트)/엠블럼

장축 슈프림

리무진 팩
(12인승)
자가용

승객석 최고급 인조가죽 리무진시트 /알루미늄휠 /최고급 냉온장고 (30ℓ)
운전석, 조수석 고급 인조가죽 커버링 /리무진 전용 데칼 /엠블럼
13,000Kcal 에어컨 (운전자 전용 포함)/밀키렌즈 /출입구 고급 고무매트
원목무늬 타라매트 /운전석 히팅시트 /인조가죽 스티어링휠 /크루즈컨트롤

장축 슈프림

리무진 팩
(16인승)
영업용

승객석 최고급 인조가죽 리무진시트 /알루미늄휠 /최고급 냉온장고 (30ℓ)
운전석, 조수석 고급 인조가죽 커버링 /리무진 전용 데칼 /엠블럼 /보조시트 (4개)
13,000Kcal 에어컨 (운전자 전용 포함)/밀키렌즈 /출입구 고급 고무매트
원목무늬 타라매트 /운전석 히팅시트 /보조시트(4개)/인조가죽 스티어링휠 /크루즈컨트롤

장축 슈프림

⁎ 차량 구매안내
1. 1종 보통 운전면허로 15인승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전세버스(영업용)의 경우 16인승이상이어야 하며, 디지털타코그래프는 반드시 장착하여야 합니다

⁎ 주문 입력시 주의사항 <전산에 입력후 가격표상의 용도별 가격과 전산상 입력 가격간에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가격표상의 자가용 가격은 "자가용 팩 (디지털타코그래프 제거)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단) 리무진 팩 (12인승 자가용)의 경우 패키지 자체가 자가용으로 디지털타코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미적용된 상태로 별도 자가용 팩
(디지털타코그래프 제거)의 선택 불필요함
2. 리어대형화물함 (수납장포함 ):장축 (프리미엄/슈프림)15,20,25인승, 단축 (프리미엄) 15인승에만 기본 적용됩니다
•장축:마을버스, 어린이용, 프리미엄 29인승, 투어 팩, 리무진 팩에는 미적용됩니다
•단축:마을버스, 어린이용, 프리미엄 25인승에는 미적용됩니다
3. 렌터카:장축 슈프림 15인승, 투어 15인승, 단축 프리미엄 15인승 차량을 렌터카 용도로 구매시 디지털타코그래프는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자가용 팩 (디지털타코그래프 제거) 선택 금지
4. AV팩 선택시 스틱마이크는 미적용됩니다
5. 리무진 선택시 실내 선반은 미적용됩니다
6. 단축 디럭스의 경우 25인승은 자가용만 운영함에 따라 반드시 자가용 팩 (디지털타코그래프 제거 )을 선택해야 합니다
7. 단축 슈프림 팩은 15인승만 적용 가능합니다 (렌터카 용도로 구매시 디지털타코그래프는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2017년 3월 기준

Beyond The B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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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