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A 온라인 아레나 워 업데이트 복장 가격 정리

노란색 로봇 바디슈트 $279,800
파란색 로봇 바디슈트 $293,000

파란색 히어로 바디슈트 $188,400
빨간색 히어로 바디슈트 $197,200
녹색 셰이프 바디슈트 $250,000

보라색 셰이프 바디슈트 $238,000
파랑과 분홍 컨투어 바디슈트 $237,000
빨강과 녹색 컨투어 바디슈트 $221,400

녹색 화성인 바디슈트 $358,000
보라색 화성인 바디슈트 $330,000
파란색 랩타일 바디슈트 $299,800
빨간색 랩타일 바디슈트 $311,000
파란색 갤럭시 바디슈트 $268,400
분홍색 갤럭시 바디슈트 $258,400

빨강과 파랑 네뷸라 바디슈트 $233,400
파랑과 녹색 네뷸라 바디슈트 $240,400

합계(Total) $4,204,200

노랑과 녹색 스페이스 크리처 $375,260
주황색 스페이스 크리처 $384,740
피부색 스페이스 크리처 $386,460

연한 파란색 스페이스 크리처 $388,200
보라색 스페이스 크리처 $376,740
녹색 스페이스 크리처 $383,080

파란색 스페이스 크리처 $378,260
파랑과 노랑 스페이스 크리처 $379,840

빨간색 스페이스 크리처 $372,380
분홍과 파랑 스페이스 크리처 $381,440
분홍과 노랑 스페이스 크리처 $371,000

짙은 녹색 스페이스 크리처 $373,800
합계(Total) $4,551,200

노랑과 녹색 우주 사이클롭스 $318,980
주황색 스페이스 서아클롭스 $327,020
피부색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28,500
연파랑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29,980
보라색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20220
녹색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25,620

파란색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21,520
파랑과 노랑 우주 사이클롭스 $322,860
빨간색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16,520

분홍과 파랑 우주 사이클롭스 $324,220
분홍과 노랑 우주 사이클롭스 $315,360
진녹색 스페이스 사이클롭스 $317,740

합계(Total) $3,868,540

녹색과 노란색 스페이스 호러 $292,700
주황색 스페이스 호러 $300,100
피부색 스페이스 호러 $301,440

연한 파란색 스페이스 호러 $302,800
부라색 스페이스 호러 $293,860
녹색 스페이스 호러 $298,800

파란색 스페이스 호러 $295,040
파랑과 노란색 스페이스 호러 $296,280

빨간색 스페이스 호러 $290,460
분홍과 파란색 스페이스 호러 $297,520
분홍과 노란색 스페이스 호러 $289,380

짙은 녹색 스페이스 호러 $291,560
합계(Total) $3,549,940

빨간색 레트로 우주복 $370,800
노란색 레트로 우주복 $358,600
암청석 레트로 우주복 $357,100
갈색 레트로 우주복 $355,600

크로웩스 레트로 우주복 $368,900
파란색 레트로 우주복 $367,000

흰색과 파란색 레트로 우주복 $363,500
검정과 주황색 레트로 우주복 $361,800
빨강과 주황색 레트로 우주복 $360,200

녹색 레트로 우주복 $365,200
세산타 노브 레트로 우주복 $379,000
산토 카프라 레트로 우주복 $376,900

검은색 레트로 우주복 $374,800
회색 레트로 우주복 $372,800

합계(Total) $5,132,200

흰색 우주 비행사 $350,000
황토색 우주 비행사 $344,080
녹색 우주 비행사 $330,900
갈색 우주 비행사 $335,900

주황색 우주 비행사 $338,420
노란색 우주 비행사 $341,160
회색 우주 비행사 $347,040

회백색 우주 비행사 $333,380
합계(Total) $2,720,880

흰색 스페이스 트래블러 $330,400
검은색 스페이스 트레블러 $328,760
빨간색 스페이스 트래블러 $327,140
노란색 스페이스 트래블러 $325,540

남색 스페이스 트레블러 $323,960
녹색 스페이스 트래블러 $322,560
회색 스페이스 브래블러 $321,340

노랑과 흰 스페이스 트래블러 $318,960
녹색과 흰 스페이스 트래블러 $317,800

분홍색 스페이스 트래블러 $320,140
포고 스페이스 몽키 $288,800

스페이스 레인저 $397,000
총합(Total) $3,922,400

복장 총합 가격 $27,949,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