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가격
공급가 (부가세)

 ● 시트 레이아웃

 ▶ 15인승                                   ▶ 17인승                                   ▶ 20인승

＊ 본 가격표에 기재된 사항은 당사 제품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 2021.06.01

15인승 89,400,000원   • 엔진 : OM642 V6디젤엔진 (190마력 45토크)  • 승객석 무시동 히터

ZYLE-Benz Sprinter Price List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기본 품목 선택 품목

81,272,727 (에바스페커D4 4,000watt)

  • 미션 : 7G트로닉 자동변속기(8,127,273) 1,200,000원 

  • 안전 :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ABS, ESP, 
ECO Start/Stop, 액티브브레이크어시스트(ABA),
경사로밀림방지(HSA), 사각지대어시스트(BSA),
차선유지어시스트(LKA), 측풍어시스트,
어댑티브 브레이크라이트, 속도제한 110㎞/h

  • 외관 : LED 고성능 헤드햄프, LED 테일램프(부분),
전방 안개등(코너링 라이트), 보조 브레이크등,
사이드 마커램프

크루즈 콘트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열선내장),
레인센싱 와이퍼, 웻와이퍼, 홀드펑션, 출입구 손잡이

  • 내장 : 운전석 서스펜션 시트 (열선), 운전석/조수석 팔걸이,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가죽, 멀티펑션),

컬러디스플레이 계기판, USB 충전포트 (C타입),
오버헤드콘솔, 대시보드 수납함 (충전포트 포함),

승객석 (루프에어콘 11㎾ + 히터 5.5㎾)

 • 디지털타코그라프
(원진 오디렉스 ODR1200)

440,000원 

89,800,000원

후방카메라 (룸미러내 모니터 내장), 고임목,
전동 슬라이딩 도어, 전동 사이드스텝, 

  • 멀티미디어 : MB오디오 시스템 (USB, 블루투스),
전/후 2-way스피커

  • 공조 : 세미오토 에어컨,

프론트 컵홀더, 출입구 핸들, 고급 바닥매트
고급 승객석 시트 (3점식 시트벨트, 사이드슬라이딩)

  • 편의 : 오토라이트, 운전석/조수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

(8,263,636)

17인승
81,636,364
(8,163,636)

20인승 90,900,000원
82,636,364



▶ 어린이 버스

판매가격
공급가 (부가세)

 ● 어린이버스 특장 (특장업체에서 어린이버스로 구조 변경)
   - 경광등, 정차표지판, 하차확인장치 :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

 ● 시트 레이아웃
       ▶ 17인승                                                      ▶ 20인승

＊ 본 가격표에 기재된 사항은 당사 제품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 2021.06.01

20인승 92,670,000원

  • 편의 : 오토라이트, 운전석/조수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

레인센싱 와이퍼, 웻와이퍼, 홀드펑션, 출입구 손잡이

  • 내장 : 운전석 서스펜션 시트 (열선), 운전석/조수석 팔걸이,

컬러디스플레이 계기판, USB 충전포트 (C타입),

프론트 컵홀더, 출입구 핸들, 고급 바닥매트

(8,424,545)

  • 공조 : 세미오토 에어컨,

전/후 2-way스피커

▶노란색 바디컬러 (범퍼/사이드가니쉬 포함)

▶디지털타코그라프 (원진 오디렉스 ODR1200)

사이드 마커램프
전방 안개등(코너링 라이트), 보조 브레이크등,

후방카메라 (룸미러내 모니터 내장), 고임목,

  • 멀티미디어 :

차선유지어시스트(LKA), 측풍어시스트,
어댑티브 브레이크라이트, 속도제한 110㎞/h

84,245,455   • 외관 : LED 고성능 헤드햄프, LED 테일램프(부분),

ECO Start/Stop, 액티브브레이크어시스트(ABA),
경사로밀림방지(HSA), 사각지대어시스트(BSA),

  • 안전 :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ABS, ESP, 

83,245,455 (에바스페커D4 4,000watt)

(8,324,545)   • 미션 : 7G트로닉 자동변속기 1,200,000원 

ZYLE-Benz Sprinter Price List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기본 품목 선택 품목

17인승 91,570,000원   • 엔진 : OM642 V6디젤엔진 (190마력 45토크)  • 승객석 무시동 히터

승객석 (루프에어콘 11㎾ + 히터 5.5㎾)

▶고급 승객석 시트 (2점식 시트벨트, 사이드슬라이딩)

MB오디오 시스템 (USB, 블루투스),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가죽, 멀티펑션),

오버헤드콘솔, 대시보드 수납함 (충전포트 포함),

크루즈 콘트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열선내장),

전동 슬라이딩 도어, 전동 사이드스텝,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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