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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Up 오텍 복지차량 제품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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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트 쏠라티 휠체어 리프트 중·대형버스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전국민의 생활 편의와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는 기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열린 기업

국내 자동차 생산 업체 중 6번째 자기 인증제 취득, 자체 디자인 및 설계 능력, 제조, 검사, 출하 등

일괄 처리 능력으로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다가가는 전문기업

승용, 승합, 중대형버스 및 열차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걸쳐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국대 최대 복지차량 전문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복지차량 전문 기업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치창조,
생활속의 동반자 오텍

자연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듯

오텍은 고객 만족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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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배치도

THE NEW CARNIVAL SLOPE
더 뉴 카니발 슬로프

• 2018 평창 올림픽 조직위 휠체어 차량 선정

• 광폭 플랫폼 적용으로 탑승공간 확보 및 편의성 증진 

•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 실 차량과 동일한 서스펜션 구조 적용으로 승차감 향상 

• 선진국형 함몰베이스 구조 적용 

• 주요 부품 모듈화로 품질확보

정통RV, 고성능, 전륜구동 차량 특유의 정숙성과 고급스러움은  

다양한 선택의 폭과 함께 휠체어 탑승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 휠체어 1석 포함 6인승(승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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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승차 방법

▶ ▶

간단한 초경량 구조의 1단 슬로프로 경사각 완화, 휠체어의 승·하차 이탈 방지턱(사이드가드), 신뢰성 높은 고정장치 적용으로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집니다.

슬로프 전개 승차 슬로프 닫힘

슬로프 베이스 논슬립(미끄럼 방지) 기능 강화1

2.5M▶4M 연장으로 승하차시 휠체어 지지가 가능2

차량 사고시/급정거시 2차 사고 방지, 전방 안전 손잡이 180° 회전 가능 (장애 상태에 따라 선택 사용 가능)7

3점식 안전밸트 적용(국제 안전기준적합), 후방 넘어짐 방지 밸트적용3

휠체어 탑승자 승/하차시 점멸 안전등4

비상 상황시 운전자/동승자에게 도움 요청시 사용, 탑승자 보호 및 안정성 향상6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벨트 수납공간, 삽입형 수납함과 동일 공간 활용 극대화5

주요 제원표 구분  제원 

기본차량

길이  5,100 

넓이  1,985 

높이  1,810 

특장부

개구고  1,410 

실내고  1,470 

탑승공간 길이  1,500 

탑승공간 넓이  (전)910 / (후)790 

슬로프 각도  12도 

최저 지상고  130 

최대 허용 하중  300kg

탑승 인원  승합(6인승) / 승용(5인승) 

1. 고장력 논슬립 부착

4. 초 고휘도 LED 비상등

6. 휠체어 탑승자용 비상벨

2. 연장형 휠체어 고정벨트

5. 고정벨트 수납함/매립형 수납함

7. 회전식 싸이클 안전 손잡이

3. 개선형 3점식 안전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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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배치도

GRAND STAREX SLOPE
그랜드 스타렉스 슬로프

• 국내 최대 휠체어 탑승 실내공간 확보

• 특장 범위 최소화(하부 프레임/축 보존으로 내구성 유지)

•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 주요 부품 모듈화로 품질 확보

• 사륜구동 옵션 추가로 눈길/빗길 운행시 미끄럼 최소화

강력한 힘, 4륜 구동(옵션), 부드러운 주행성능은

동급 최대의 실내공간과 함께 휠체어 탑승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 휠체어 1석 포함 7인승(승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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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승차 방법

▶ ▶

간단한 구조의 2단 접이식 슬로프로 차량경량화 실현 및 휠체어의 승·하차 개선과 신뢰성 높은 고정장치 적용으로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집니다.

슬로프 전개 휠체어 승차 슬로프 닫힘

차량 지붕 전체 루프(FULL ROOF), 내부 가죽엠보 마감의 넓은 실내 공간과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

2단 접이식 슬로프 적용으로 경사각 완화

비상 상황시 운전자/동승자에게 도움 요청시 사용, 탑승자 보호 및 안전성 향상

3점식 안전밸트 적용(국제 안전기준적합), 후방 넘어짐 방지 밸트적용

기존 2.5M▶4M 연장으로 승하차시 휠체어 지지가 가능

차량 급출발시/오르막길 운행시 휠체어 뒤로 넘어짐 방지, 탑승자 보호 및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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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루프

4. 연장형 휠체어 고정벨트

6. 휠체어 후방 추가 2점식 안전벨트

2. 2단접이식 슬로프

5. 회전식 싸이클 안전 손잡이

7. 휠체어 탑승자용 비상벨

3. 개선형 3점식 안전벨트

차량 사고시/급정거시 2차 사고 방지, 전방 안전 손잡이 180° 회전 가능 (장애 상태에 따라 선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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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원표 구분  제원 

기본차량

길이  5,170 

넓이  1,920 

높이  2,160 

특장부

개구고  1,430 

실내고  1,500 

탑승공간 길이  1,570 

탑승공간 넓이  830 

슬로프 각도  14도 

최저 지상고  190 

최대 허용 하중  300kg

탑승 인원  승합(7인승) / 승용(5인승)

7

www.autech.co.kr



GRAND STAREX SLIDE IN LIFT
그랜드 스타렉스 슬라이드 인 리프트

강력한 힘, 4륜 구동(옵션), 부드러운 주행성능은

동급 최대의 실내공간을 선사 하며, 국내 유일의

전자동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한 리프트입니다.

탑승자 배치도

승차 방법

간편한 전자동 작동방식 + 좁은 실내에서 했던 휠체어고정을 여유롭게!

도어 오픈 슬라이딩 리프트 전개 리프트 삽입(슬라이드 인)휠체어 승차

주요 제원표 구분  제원 

기본차량

길이  5,170 
넓이  1,920 
높이  2,160 

특장부

개구고  1,330 
실내고  1,490 
탑승공간 길이  1,450 
탑승공간 넓이  750 
최저 지상고  190 
최대 허용 하중  300kg
탑승 인원  승합(7인승) / 승용(5인승)

* 휠체어 1석 포함 7인승(승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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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VEL SEAT
회전시트

오텍 회전시트는 승합차와 승용차에 장착되는 전자동 시트로서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의 차량 승/하차에 

도움을 줍니다.

•리모컨 작동 방식(수동/자동식 선택 가능)

• 보조발판/팔걸이: 탑승자의 다리와 팔을 지지함으로써 작동중 

탑승자 이탈 및 기울임 방지

• 시트 회전 각도: 70° • 수동/자동식 선택 가능

• 시트 회전 각도: 90° • 유선 리모컨 작동 방식

승용차용

승합차용

승차 방법

승차 방법

승차

시트 하강

탑승

시트 상승

하차

승차

적용차량 :  쏘나타, K5, 그랜저, K7 차량

1열 조수석에 장착되어 시트가 회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도움을 줍니다.

적용차량 :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2열 조수석에 장착되어 시트가 회전한 후 아래로 하강하여 지상고가 

높은 승합차의 승/하차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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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I WHEELCHAIR LIFT
쏠라티 휠체어 리프트

• 4개의 휠체어가 동시에 탑승 가능한 넓고 쾌적한 공간

• 수요처 : 장애인 복지관, 지자체, 사회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 콜 택시

느껴보지 못했던 개방감과 승차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버스!

버스 최초 8단 자동변속기 적용으로

운전자의 편안한 드라이빙을 구현하였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실내공간으로

승객에 대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돌출형 삽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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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방법

간단한 구조의 리프트로 차량경량화 실현 및 휠체어의 승·하차 개선과 신뢰성 높은 고정장치 적용으로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집니다.

탑승 격납승차리프팅

탑승자 배치도

돌출형

10인승(휠체어 2인승: 기본)

9인승(휠체어 4인승: 기본)

9인승(휠체어 4인승: 선택)

9인승(휠체어 3인승)

삽입형

* 특장전 : 기본차량 15인승(승합형)기준

 * 시트 배치는 고객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휠체어 1석~4석)

주요 제원표 구분  제원 

기본차량

길이  6,195 

넓이  2,038 

높이  2,665 

특장부

리프트 무게  141~173kg 

리프트 길이  1,400 

리프트 넓이  720 

리프트 최대 허용하중  364kg 

연료 탱크  75L 

탑승 인원  9인승~10인승 

11

www.autech.co.kr



UNIVERSE
유니버스

• 버스에 리프트 탑재로 휠체어 탑승자의 승ㆍ하차 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많은 휠체어 탑승자들이 동시에 안락하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 삽입형/돌출형 리프트 선택이 가능하며 대형 유니버스와 중형버스, 카운티 등 모든 버스에 장착 가능합니다.

돌출형 삽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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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이동바퀴

승차 방법(삽입형)

탑승자 배치도

현대 OEM 사양(휠체어 1석) 현대 OEM 사양(휠체어 2석) 오텍 자기인증 사양(휠체어 6석)오텍 자기인증 사양(휠체어 4석)

제품 특징

자동 차양막 레일방식 휠체어 고정장치탈/부착 의자

탈/부착 의자 고정 사진

도어 오픈 리프트 전개 리프트 하강 리프트 상승

* 유니버스(45+1인)기준 / 최대 휠체어 8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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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카운티

측면

에어로타운 에어로시티

후면

AEROTOWN·AEROCITY
에어로타운·시티

승차 방법(돌출형)

탑승 리프팅 승차 격납

* 친환경/CNG버스 리프트 장착 가능

• 버스에 리프트 탑재로 휠체어 탑승자의 승ㆍ하차 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많은 휠체어 탑승자들이 동시에 안락하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 삽입형/돌출형 리프트 선택이 가능하며 대형 유니버스와 중형버스, 카운티 등 모든 버스에 장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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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사회공헌활동

• 대한 장애인 보치아연맹 회장사, 공식후원사

• 서울장애인사이클연맹 공식후원사

• 행복나눔N캠페인(사회복지협의회)공식협력사

• 2012 런던패럴림픽 선수단 공식 후원사

• 2013~4 소치동계패럴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선수단 지원MOU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후원사

•  2018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휠체어 차량 운영 지원 협약”

    업체 단독 선정 및 휠체어 차량 공급

주요 사회 후원사업

2018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평창 동계올림픽 IOC위원 실사지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차량정비지원평창 동계올림픽차량운영지원협약식

대한장애인 체육회 지원(대한장애인 보치아 연맹 회장사)

오텍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후원런던 올림픽 보치아연맹 선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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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구매상담) [시승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101호

TEL : 02-2628-0660~4    E-mail : autech@autech.co.kr

Seoul Office
1101, E&C Dreamtower, 146 Seonyu-ro, Yeongdeungpo-gu, Seoul, 07255, Korea
TEL: 82-2-2628-0660~4    E-mail: autech@autech.co.kr

예산공장/본사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30  | Tel: 041-339-3300

Yesan Plant : 1033-36, Yedeok-ro, Godeok-myeon, Yesan-gun, Chungnam, 32401, Korea

경주공장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689-4 | Tel : 054-741-0795~7

Kyeongju Plant : 159-31, Yeongji-ro, Oedong-eup, Gyeongju-si, Gyeongsangbuk-do, 38204, Korea

R&D Center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3 나길 12 Autech Group

Autech Group R&D Center : 12 Seonyu-ro 43na-gil, Yeongdeungpo-gu, Seoul, 07210, Korea

오텍 복지차량

제작 절차
↓

↓

↓

↓

↓

* 차량 등록 시 차량명 변경

-  차량 특장 후 원제작자가 오텍으로 변경됩니다.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문의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 02-2628-0660(#4번)

* 개인 및 복지관 차량 구매 문의

-  차량 구매시 할부 구매 가능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컨설팅

복지차량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컨설팅 진행

* 담당 영업사원 또는 서울사무소 문의

계약 진행

오텍과 고객님과의 복지차량에 대한 계약 진행

계약금

차량 공장 입고

특장에 필요한 차량을 당사 공장에 입고

(차량의 등급과 옵션 선택에 따라 입고 기간 상이)

차량 금액 지급

차량 특장 진행

고객님의 차량 특장 제작진행

자기인증 절차 진행

제작 완료 후 차량 주행성능 및 품질 테스트 진행

오텍

차량 고객 인도

고객님께 완성된 오텍 복지차량 인도

잔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