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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STD M/T 8,380,000
7,618,182
(761,818)

0.8 LPGi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연료탱크(48ℓ), 

12" (155/80 R12) 타이어, 헤드레스트, 스테레오 라디오 & 2스피커, 

운전석 도어포켓, 시가라이터, 운전석 선바이저,

간헐식 와이퍼 & 워셔, 운전석 슬라이딩 기능, 

대형 아웃사이드미러, 데크게이트 체인, 헤드램프 바디컬러 몰딩, 

파워윈도우,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에어컨 : 500,000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 

150,000

DLX M/T 8,730,000
7,936,364
(793,636)

라보 일반형 STD 기본사양 품목 및 휠커버, 3점식 룸램프,

동반석 선바이저, 카페트, 직물시트 & 도어트림, 사이드데칼

※ 전 차종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장착 (99km/h)          ※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프로그램은 다마스 / 라보 차량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 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5인승

Libig M/T 9,930,000
9,027,273
(902,727)

0.8 LPGi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연료탱크(48ℓ),

12" (155/80 R12) 타이어 & 휠커버, 간헐식 와이퍼 & 워셔,

뒷유리 열선, 안개등, 리어와이퍼 & 워셔, 시가라이터,

대형 아웃사이드미러, 직물시트 & 도어트림, 카페트,

스테레오 라디오 & 2스피커, 파워윈도우, 운전석 슬라이딩 기능,

3점식 룸램프, 2열 격납시트, 원격조정 백도어 열림 버튼,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에어컨 : 550,000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도어트림) : 180,000

SUPER M/T 10,280,000
9,345,455
(934,545)

다마스 코치 5인승 Libig 기본사양 품목 및 바디 컬러범퍼,

4스피커, 사이드 데칼, 고급직물시트 & 도어트림, 

Day & Night 룸미러, 컬러유리

다마스 코치 

라보 일반형 

라보 특장차
차 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보냉탑차 일반형 M/T 10,980,000 9,981,818(998,182) 라보 일반형 DLX 기본사양품목 및 1면 개폐(뒷면) 보냉탑(샌드위치 판넬 단열재 적용)   ※ 냉각 장치 없음

에어컨 : 500,000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 150,000

내장탑차 롱카고 M/T 10,180,000 9,254,545(925,455)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품목 및 1면 개폐(뒷면) 내장탑(알루미늄 & 우레탄폼의 3중 구조)  

탑차 롱카고 M/T

10,530,000 9,572,727(957,273)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품목 및 2면 개폐(우측면 : 상1단, 하1단 스윙도어 / 뒷면 : 상단 풀스윙도어)

10,780,000 9,800,000(980,000) 라보 롱카고 탑차 기본사양품목 및 운전석 슬라이딩 도어

접이식탑차 롱카고 M/T

10,930,000 9,936,364(993,636)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품목 및 3면 개폐(우측면 : 상2단접이식, 하1단 / 뒷면 : 상2단 스윙도어 / 좌측면 : 풀스윙도어)

11,130,000 10,118,182(1,011,818) 라보 롱카고 접이식탑차 기본사양품목 및 양접이식도어

라보 롱카고
차 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DLX M/T 8,880,000
8,072,727
(807,273)

라보 일반형 STD 기본사양 품목 및 휠커버, 3점식 룸램프,

동반석 선바이저, 카페트, 직물시트 & 도어트림, 파워윈도우,

사이드데칼 에어컨 : 500,000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 

150,000

SUPER M/T 9,080,000
8,254,545
(825,455)

라보 롱카고 DLX 기본사양 품목 및 바디컬러 범퍼,

Day & Night 룸미러 

다마스 밴  
차 종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기본사양품목 선택사양품목

2인승
판넬밴

DLX M/T 9,880,000
8,981,818
(898,182)

0.8 LPGi 엔진, 5단 수동변속기, 연료탱크(48ℓ),

12" (155/80 R12) 타이어 & 휠커버, 안개등,

스테레오 라디오 & 2스피커, 시가라이터, 간헐식 와이퍼 & 워셔, 

대형 아웃사이드미러, 격벽, 파워윈도우, 3점식 룸램프, 

원격조정 백도어 열림 버튼,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에어컨 : 550,000    

인조가죽 (시트, 

스티어링 휠, 

도어트림) : 120,000

SUPER M/T 10,130,000
9,209,091
(920,909)

다마스 밴 DLX 기본사양 품목 및 바디컬러 범퍼,

사이드데칼, Day & Night 룸미러

DAMAS & LABO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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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는 당신의 성공 스토리와 함께 합니다.
국내 유일의 소형승합차로 세련된 스타일과 꼼꼼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EXTERIOR

PERFORMANCE & SAFETY

1. 전륜, 후륜 분리형 2계통식 브레이크 앞, 뒷바퀴에 각기 분리된 2계통

브레이크를 채택하여 한쪽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어도 안전하며,

전륜디스크 브레이크는 복잡한길, 빗길, 잦은 제동시에도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습니다. (7”Booster 적용)

2. 좁은 길에서도 한번에 회전 최소회전반경이 작아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도 단 한번에 U턴이 가능하므로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앞·뒷바퀴 사이가 길어 코너링시 안전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축간 거리가 길어 직진주행성이 좋고, 

코너링시에도 더욱 안정된 주행을 자랑합니다.

3. 바디 일체형 고강성 차체 고장력 강판 구조재를 사다리형으로 성형한

일체식 차체는 단단할 뿐만 아니라 판넬조각수가 적어 충돌시 실내로의

충격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4. 17.4°의 등판각도 어떠한 언덕이라도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1. 세련된 디자인의 헤드램프                                              2. 밝은 후방시계 확보가 가능한 리어램프                                3.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대형 아웃사이드 미러



1. 승용감각 계기판 시인성이 우수한 클러스터로 운전 중 차량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2. 에어컨 우수한 공조성능으로 사계절 쾌적한 실내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3. 스테레오 라디오 & 4스피커 4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더욱 풍부한 사운드로 라디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마스 5인승 SUPER)  

4. 대용량 글로브박스 대용량 물품수납이 가능합니다.

5. 기어노브 기어노브의 사이즈가 커져서 그립감이 우수하며 조작이 편리합니다.

6. 비상등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하여 비상시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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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합니다.
편안한 인테리어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드라이빙 환경을 최적화하였습니다.

INTERIOR



※ 상기 사양은 차종별, 옵션별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양은 당월 가격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8 9 10

4 5 76

CONVENIENCE

1. 실내등                                         2. 도어맵 포켓                          3. Day & Night 룸미러                    4. 사이드 턴 시그널 램프                     5. 어린이 보호잠금장치

6. 원격조정 백도어 열림 버튼                   7. 뒷유리창 열선 버튼                  8. 동반석 수납함                            9. 컵홀더 및 대용량 수납함                  10. 시가라이터



다마스 코치 5인승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으로 실용적인 탑재와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감각의 편안함, 승합차 이상의 공간활용

다양한 시트 배열로 때로는 아늑한 승용차로, 때로는 쾌적한 업무차량으로 변신이 자유로운 다마스,

안전과 편의성을 기본으로 구석구석 세심함이 느껴지는 신감각 인테리어가 귀하의 사업 스타일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탈수록 즐거움이 느껴지는 차 다마스는 운전, 비즈니스의 즐거움이 배가됩니다.

1, 2열 좌석을 모두 사용하면 바로 5인승 승용차,

거기다 짐도 가득 실을 수 있으니 다마스는 모두가 실용적입니다.

2열 시트가 완전히 접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 

훨씬 실용적입니다.

다마스 밴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함을 선사해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1

2

1,255mm

655mm

1,750mm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

풀 오픈타입 뒷문  

지붕이 높은 하이루프형 천정과 완전히 젖힐 수 있는 

풀 오픈타입 뒷문으로, 높고 큰 짐도 잘 들어갑니다.

1 인체공학적인 상면고  

바닥에서 적재함까지의 높이인 상면고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짐을 싣고 내리기에 편리합니다.

2

안전설계와 실용성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1. 좁은 공간 자유로운 적재 양쪽문으로 짐을 동시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슬라이드 슬림 도어.

3면에서 싣고 내리니 좁은 공간, 복잡한 길에서도 작업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고

사람이 타고 내리기도 편합니다.

2. 적재 공간의 안전성 승차공간과 적재함 사이에 내구성 강한 철판과 지지봉을 설치하고,

측면유리에도 보호봉을 부착하여, 승차공간과 화물, 글라스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3. 턱이 없어 편리한 적재공간 적재공간 뒷부분 턱을 없애 무거운 짐도 간단하게

밀어넣을 수 있어 적재와 하역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다마스 5인승 다마스 밴 2인승

SUPERLibig DLXSUPER

항목

다마스

코치
(5인승)

밴
(2인승)

엔진형식 LPGi

엔진배기량 (cc) 796

최대출력 (ps/rpm) 41/5,000 43/5,000

최대토크 (kg.m/rpm) 6.7/4,000

연비 (km/ℓ,복합) 8.8 8.8

변속기 5단 수동

전장 (mm) 3,485

전폭 (mm) 1,400

전고 (mm) 1,920

축거 (mm) 1,840

적재함

장 (mm) - 1,750

폭 (mm) - 1,260

고 (mm) - 1,255

최저지상고 (mm) 160

공차중량 (kg) 905 865

적재중량 (kg) - 450

연료탱크 (ℓ) 48

상면지상고 (mm) 655

다마스 사면도 시트색상

직물시트 고급직물시트 인조가죽시트

다마스 색상표

순백색(GKQ) 진파랑색(25U)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다마스 코치(5인승) 5M/T(796cc, 905kg) 복합연비(km/) : 8.8 (도심 8.6, 고속도로 9.1) 경형, CO2: 146g/km

•다마스 밴 5M/T(796cc, 865kg) 복합연비(km/) : 8.8 (도심 8.6, 고속도로 9.1) 경형, CO2: 146g/km

타이어 규격 제조업체 회전 저항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Damas 155 R12 Nexen 4등급 3등급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발행월 기준이며 차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은 최상위 모델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하위 모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은 각 모델별로 다르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작물의 차량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사용방법 : 정속 주행시 연비가 향상됩니다.

※�해당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1 2 3

DAMAS LINE-UP



LABO,
당신의 리얼 라이프와 함께 합니다.
적재공간 활용성을 높혀 많은 짐을 단번에, 실속있고 편리하게 탑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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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mm

550kg550kg

라보 일반형 적재함 장/폭 라보 롱카고 적재함 장/폭

1

3

2

4

720mm
720mm

상면지상고

짐을 싣고 내리기에 더욱 편하다. 

라보는 지상에서 적재함 바닥까지의 높이인 상면고가

인체공학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높이인 720mm를 

유지하여 적재, 하역시 작업효율성이 높습니다. 

더 긴 적재함
(라보 롱카고)

+ 250mm
1,940mm + 250mm

2,190mm

적재함의 뒷부분과 양옆을 수평으로 펼쳐보십시오. 

3면에서 짐을 싣고 내릴 수 있어 그 편안함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일반형에 비해 250㎜ 더 긴 라보 

롱카고는 더욱 많은 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1. 라운드형 로드레스트 설계로 조용하다. 적재함 커버를 씌울 경우 찢어질 염려가 없고, 4개의 수직 멤버로

지지하는 로드레스트는 적재함과 캐빈을 확실히 분리하여 소음과 진동을 차단합니다.

2. 게이트 홀더가 더욱 간편하다.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신속하게 3방향에서 개폐할 수 있는 후크타입의

원터치 게이트록 핸들이 부착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용 수지커버로 안전하다. 적재함 사이드 게이트와 리어 게이트 끝부분에 브림커버를 씌워 화물과 

적재함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4. 라보의 로프후크가 짐을 더욱 안전하게 운반한다. 적재함 하부에도 로프후크를 설치하여 화물 적재 후에 

보다 확실하고 튼튼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1. 승용감각 계기판 시인성이 우수한 클러스터로 운전 중 차량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2. 에어컨 우수한 공조성능으로 사계절 쾌적한 실내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3. 대용량 글로브박스 대용량 물품수납이 가능합니다.

4. 기어노브 기어노브의 사이즈가 커져서 그립감이 우수하며 조작이 편리합니다.

5. 비상등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하여 비상시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였습니다.

PERFORMANCE & CONVENIENCEINTERIOR

1

3

2

4 5

※ 상기 사양은 차종별, 옵션별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양은 당월 가격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5 6 8

4

7

1. 전륜, 후륜 분리형 2계통식 브레이크                   2. 일체 성형식 흙받이                             3. 시가라이터                                            4. 시트백 포켓

5. 룸미러 & 실내등                                        6. 동반석 수납함                                   7. 컵홀더 및 대용량 수납함                             8. 사이드 턴 시그널 램프 



단열성능이 우수한 샌드위치판넬 방식 

보냉효과가 우수하며 중간에 보강재를 장착하여 강도면에서 단연

우수하고 내구성도 뛰어남.

비상벨설치

탑내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

식재료의 신선함을 지키는 보냉탑차 어떤 화물이든 안전하게 내장탑차

구         분 일반형

최대적재량 (kg) 450

적재함 

최대내측 

치수(mm) 

길이 1,817

너비 1,295

높이 1,187

탑사양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사이드판넬 화이트 코팅 평판

구         분 롱카고

최대적재량 (kg) 500

적재함 

최대내측 

치수(mm) 

길이 2,075

너비 1,350

높이 1,237

탑사양 알루미늄판과 우레탄폼의 3중 구조

LABO LINE-UPⅠ

특  징 
신선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보냉고 - 최대적재량(450kg)

첨단 샌드위치 판넬 단열재 - 뛰어난 단열효과, 견고한 내구성 입증

즐겁고 편리한 배송작업 - 뛰어난 기동성으로 매일매일의 배송업무에서 대활약

미려한 외관의 화이트 코팅 평판 - 탑 부분의 광고물 제작 용이, 다용도 활용 가능

특  징 
외벽 3중 구조 - 운송화물의 품질 보존

리어 도어 1방향 개폐방식 - 습기, 먼지 등을 차단, 화물의 안전 운송

견고하고 강인한 내장탑 - 비틀림없이 수명이 오래가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외관

편리하고 빠른 운반·하역 - 비좁고 번잡한 가게 앞에서도 싣고 내리기가 용이

미려한 외관의 화이트 코팅 평판 - 탑 부분의 광고물 제작 용이, 다용도 활용 가능

용  도 
과일, 채소 등 외기온도에 변질되기 쉬운 화물 운송에 적합

용  도 
물류운송 형태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사용 가능

제과점, 우편·항공화물수송업, 의류수송업, 담배수송업, 수퍼체인점, 택배업 등

LABO LINE-UPⅡ



구         분 롱카고

최대적재량 (kg) 500

적재함 

최대내측 

치수(mm) 

길이 2,092

너비 1,385

높이 1,232

탑사양 알루미늄 코팅재 3중구조

개폐방향

2방향, 3방향

RH : 상1단, 하1단 스윙도어,

LH : 슬라이딩(선택사양), RR : 풀스윙도어

구         분 롱카고

최대적재량 (kg) 500

적재함 

최대내측 

치수(mm) 

길이 2,092

너비 1,385

높이 1,232

개폐방향

3방향

기본 - 우측면 : 상2단접이식, 하1단,

뒷면 : 상2단 스윙도어, 좌측면 : 풀스윙도어

선택 - 우측면 / 좌측면 공통

상2단접이식, 하1단 도어 개폐

개폐가 신속한 슬라이딩 도어 (선택사양) 

도어의 개폐가 편리하고, 좁은가게 앞에서의 작업도 매우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용도 도어판넬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활용이 가능

※도어 개폐방향은 주문하시는대로 제작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쉽게 싣고 내리는 탑차 푸드트럭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하는 접이식탑차

특  징 
편리하고 빠른 적재 . 하역 - 비좁고 번잡한 가게 앞에서도 싣고 내리기가 용이

미려한 외관의 화이트 코팅 평판 - 탑 부분에 광고물 부착 등, 다용도 활용 가능

특  징 
다목적, 다용도 탑차 - 3방향 개폐방식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가능

기능적인 도어 설계 - 오른쪽문 상단 개폐시 하단은 차량 플로어와 평행하게 고정하여 상품진열대로 이용

3방향 도어 개폐방식 - 오른쪽 도어는 상2단 . 하1단 왼쪽은 풀스윙타입, 뒷쪽은 상2단 스윙타입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위생적인 알루미늄 코팅재 탑 - 견고하고 강인하며 외관이 미려함

미려한 외관의 화이트 코팅 평판 - 탑 부분의 광고물 제작 부착 등 다용도 활용 가능

용  도 
협소한 장소, 복잡한 도심에서도 이동 및 판매 용이 / 서비스업, 요식업, 주택가, 시골장터 등 이동판매업

용  도 
협소한 장소, 복잡한 도심에서도 이동 및 판매 용이 / 서비스업, 요식업, 주택가, 시골장터 등 판매업

LABO LINE-UPⅢ LABO LINE-UPⅣ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라보 일반형 5M/T(796cc, 755kg)

  복합연비(km/) : 8.6 (도심 8.7, 고속도로 8.6) 경형, CO2: 148g/km

•라보 일반형 롱카고 5M/T(796cc, 760kg)

  복합연비(km/) : 8.6 (도심 8.7, 고속도로 8.6) 경형, CO2: 148g/km

타이어 규격 제조업체 회전 저항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Labo 155 R12 Kumho 5등급 3등급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발행월 기준이며 차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은 최상위 모델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하위 모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은 각 모델별로 다르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작물의 차량 색상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사용방법 : 정속 주행시 연비가 향상됩니다.

※�해당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라보 특장차

접이식탑차 (롱카고)내장탑차 (롱카고)보냉탑차 (일반형) 탑차 (롱카고)

라보 일반형 라보 롱카고

STD DLX DLX SUPER

항목

라보

일반형 롱카고

엔진형식 LPGi

엔진배기량 (cc) 796

최대출력 (ps/rpm) 43/5,000

최대토크 (kg.m/rpm) 6.7/4,000

연비 (km/ℓ,복합) 8.6 8.6

변속기 5단 수동

전장 (mm) 3,235 3,495

전폭 (mm) 1,400

전고 (mm) 1,800

축거 (mm) 1,840

적재함

장 (mm) 1,940 2,190

폭 (mm) 1,330

고 (mm) 290

최저지상고 (mm) 160

공차중량 (kg) 755 760

적재중량 (kg) 550

연료탱크 (ℓ) 48

상면지상고 (mm) 720

라보 사면도

라보 색상표

순백색(GKQ) 진파랑색(25U)

시트색상

직물시트

다마스 5인승 SUPER 라보 롱카고 SUPER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 - 경차혜택을 받고 있는 다마스, 라보

1.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차량 구입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2. 등록세/취득세 면제

등록세와 취득세가 완전 면제 되어 차를 구입할 때 초기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3. 도시철도 채권 면제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부담이 훨씬 덜 합니다.

4. 승용차 10부제 면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도심혼잡통행료 면제

(서울특별시에 적용됩니다.)

6. 주차요금 할인

공영주차장은 50%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8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7. 지역개발 공채 면제 또는 할인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나 이익이니까, 장거리를 뛸수록 이익입니다.

 9. 일반/법인사업자 부가세 전액 환급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시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습니다.

10. 환경 보호와 연료비 절약

청정 연료인 LPG 사용으로 배기가스가 적고 장거리 주행에도

연료가 남으며 파워가 뛰어납니다.

11. 강력한 파워와 탁월한 기동성

좁은 골목길, 가파른 언덕길에서도 막힘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12. 승용차 타입의 멋과 안락함, 그 위에 안전성과 편의성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다마스 라보는 돋보이는 멋진 성공 사업파트너입니다.

다마스 라보, 더욱 강화된 경제혜택!!

※ 라보 특장차는 순백색만 적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