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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전      장

전      폭

전      고

연료전지 (스택)

수소 탱크

모         터

배  터  리

48석 (22+25+1)

10,998

2,490

3,420

180 (90 x 2)

845ℓ (169ℓ x 5개)

33.99

700

ZF 센트럴 모터

300

리튬 폴리머

78.4 (39.2 x 2)

 (인)

 (mm)

 (mm)

 (mm)

 (kWh)

용량 ( ℓ )

수소총량  (kg)       

충전압력 (bar) 

타입

출력 (kW)

타입

용량 (kWh)

Specifications

본 카탈로그상의 사양 및 제원은 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카탈로그상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해당월의 가격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카마스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고객센터) I 080-200-6000 / 인터넷 홈페이지 I www-trucknbus.hyundai.com / 

블루멤버스 사이트 I BLUEmembers.hyundai.com



바이펑션 프로젝션 헤드램프 & LED DRL(주간주행등)

2피스 글래스 + 기본 와이퍼, 아웃사이드미러

LED 리어 콤비램프(제동등, 후미등)

악셀 인터락
전/중문 초음파 센서와 연동하여 승객 감지시 차량 출발을 제한합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량 출발 방지)

가상 엔진사운드 및 후방 주차 경보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의 가상소음을 발생시켜 보행자에게 차량의 움직임을 
알려주며, 차고지 등 좁은 곳에서 후진 시 운전자의 주차를 도와줍니다.

전/중문 초음파 센서 
전문과 중문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여 승객의 승, 하차시 안전사고를 예방 합니다.

Design & Safety
독창적 외관을 통해 친환경 버스만의 개성과 순수성을 표현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주행 감성과 VDC, 가상 엔진 사운드 등의 최첨단 안전사양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합니다.

언더스티어 발생시 오버스티어 발생시

VDC (차체자세 제어장치, Vehicle Dynamic Control)-기본 적용
급선회, 급가속, 급제동 등 차량 주행상태에 따라, 엔진 및 각 휠에 장착된 브레이크를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차량 주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운전석 1석 / 승객석 22석 / 입석 25석)  _  48 석

안전한 주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탑재된 LCD 클러스터 

버튼형 전자식 자동 변속기 / 전자식 에어컨 컨트롤러

신규 크기 증대 전/중문 파티션 보드 (강화 플라스틱 재질)

힙 레스트 (입석 승객을 배려한 부드러운 재질의 허리 받침대) 
& 승객석 USB 충전 포트

운전자의 편의를 배려한 운전공간

Interior & Convenience
멀티 컬러 LCD 클러스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 및 연비운전 가이드 정보 등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프트 재질의 힙 레스트와 실내 돌출부 형광 스트립 등 승객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48인승의 신규 시트 레이아웃 적용 및 실내 답단 구조 개선 (최후 방석 접근성 개선으로 승객 편의 향상)

승차인원

입석 _ 25석 / 운전석 _ 1석 / 14 좌석

임산부석 _ 2 좌석 / 노약자석 _ 6 좌석 교통약자석

일반석



자체 개발한 180kW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급 최고 용량의 845ℓ 수소 탱크 용량, 

그리고 78.4kWh의 경제형 배터리 탑재로 교통 지체 구간이 많은 노선이나 장거리 운행 노선, 언덕 구간 등의 

전기 소모율이 높은 운행 노선에 적합하며 정속 주행 시 1회 충전으로 서울모드 기준 47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ZF 신규 센트럴 모터 적용으로 품질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을 강화 하였습니다. 

1회 충전으로 서울모드 기준 474km를 달리는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정속 주행 기준)

오염물질 배출 ZERO를 넘어, 공기 정화까지 ... 
(1대 당 연간 성인 85명분 공기 정화)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전기차의 공기 정화 기능은 3단계 필터링을 거치면서 

물과 공기만을 배출하며 극대화됩니다. 

수소전기버스 1대가 연간 86,000km를 주행할 경우 

418,218kg의 공기가 정화됩니다.

이는 성인 (64kg) 약 85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Better City 
ELEC CITY Fuel Cell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는 미래 모빌리티의 시작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ZERO를 넘어 공기 정화까지...

어느새 당신 곁에 다가와 있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경험해 보세요.

수소로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주행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전력손실 최소화)

수소탱크 845ℓ 
(169ℓ x 5)

배터리(경제형)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 
주행 시 보조 역할 
(출차 시 배터리 전기 사용)

수소탱크
충전한 수소를 저장하여 
연료전지에 공급

연료전지(스택)
충전한 수소와 연료전지 막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주행을 위한 전기 생성

수소 충전기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78.4 kWh
(39.2 kWh x 2) 

연료전지 모듈
180kW
(내구 개선)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시험주행 및 수소탱크 낙하 충격 시험, 상온 압력 반복 시험, 극한 온도 반복 시험, 화염 시험 및 총격 시험을 통해 

뛰어난 동력성능은 물론 수소 탱크의 안전성 또한 확보했습니다.

수소 충전기 수소 탱크

공급 발전 구동

연료 전지 센트럴 모터

 동력 흐름도

공기흡입
(산소)

수소공급

물, 공기 배출

산소 + 수소 = 전기에너지

에너지 생성원리

공기흡입 (산소) 

수소공급

산소 + 수소 = 전기에너지

물, 공기 배출

ZERO Emission

〉H2 + 02 H20
[ 수소탱크 용량 : 845ℓ (169ℓ x 5) ]

ZF 센트럴 모터

공기 정화
이는 성인 약 85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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