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성, 안전성, 디자인을 모두 갖춘
뉴원 맥시밴 (14인승, 15인승) 차량 출시!

뉴원 모터스
뉴원 모터스는 차량 개조, 개발 분야에서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ader of special vehicle

14 인승, 15 인승 탄생!뉴원 맥시밴



뉴원모터스

뉴원모터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에서 인정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편리한 차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차량 개조 전문 기업으로서

당사가 보유한 선진 기술력을 이용해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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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정원이 11인승이던 차량을 리무진 설계하여 최대 14명이 탑승 할 수 있습니다.

-  승차인원 증가로 인한 경제성 향상 및 학원 차 및 단체 이동차량으로서의 우수성

-  하이 루프 설계로 더 넓은 실내공간 확보와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Product
2.5 디젤 왜건

전장 (mm) 5,950

전폭 (mm) 1,920

전고 (mm) 2,150

축간거리 (mm) 4,000

윤거 전 (mm) 1,685

윤거 후 (mm) 1,660

14
인
승



Interior



Interior 
Rear View



Exterior Color

타임리스 블랙 크리미 화이트 하이퍼 메탈릭



Children's Vehicle

더 안전하고 새로워진
뉴원 어린이 통학차



5150

2020

2150

5950

기존 승합차의 최대 승차인원이 12인승이었던것을

뉴원 모터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승차정원 최대

15명이 탑승 하게 되어 경제성 및 효율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15
인
승



하이 루프 경광등
하이 루프에 경광등 탑재로 경광등 인지성을 높혀 도로 주행시 사고를 
예방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안전 최우선, 후사경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앞쪽에 붙인 거울로 측면이나 
후방 시야를 확보하여 사각지대에서 발생 할 수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 하차 시 위험한 상황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발판 폭이 넓은 자동발판
세련된 디자인의 자동발판은 전기를 이용한 기존 작동법 대신 문 열림과 
연계작동해 고장이 거의 없고 문제 발생시 수작동이 용이하며, 발판 폭을 
넓혀 편리성이 개선되었습니다.

STOP SIGN
뛰어난 인지성과 견고한 안전성, 작동의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키며 차량 
승 하차 시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나 오토바이 추돌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교통 안전공단 안전성 Test 및 안전 검사증 획득

자동차 안전검사증

차량 안전테스트



본 인쇄물의 제원 및 사양은 차량의 성능개선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ADDRESS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7 
TEL_ 062-714-3440   FAX_ 062-712-2465   
E-MAIL_ newone3777@naver.com  

 www.newonemotors.com뉴원모터스

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