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formance 
파워와 경제성을 실현한 190마력의 V6 디젤엔진 

Safety 
운전석/조수석 듀얼 에어백 

Active Brake Assist / ABA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은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비상제동  

Rear View 
리어도어가 적용된 유러피언 스타일 



실용성과 경제성, 궁극적인 안락함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밴 을 원하십니까. 
 
스프린터를 선택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INTERIOR 



Sprinter Tourer 519CDI 

      전장/전폭/전고(mm) 7,365×2,020×2,705(2,890) 

      축간거리(mm)   4,325 

      차량 총중량(kg) 5,500 

엔진 

  형식   OM642 V6 디젤 

  총 배기량(cc) 2,987 

  최고 출력(HP) 190 

  최대 토크(kg · m) 45 

      구동방식 후륜 

      변속기     7G-TRONIC 

      연료탱크 용량(ℓ)   93 

      타이어     205/75R16C 

운전석/조수석 
 원터치 파워윈도우 

멀티펑션 스티어링휠 
(크루즈콘트롤) 

웻 와이프 
(WET WIPER) 

후방카메라 LED 고성능 헤드라이
트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
판 

핸즈프리기능 블루투스 
 오디오 

키리스 스타트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승객석 USB 충전장치 
(USB-C타입)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 전동식 사이드 스텝 인스트루먼트 패널  
수납공간 

운전석/조수석 상단 
수납공간 

승객석 루프에어컨 
(7kw, 11kw) 

승객석 히터(5.5kw) 

ZYLE 벤츠 스프린터 전시장/출고장 

부천 전시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031-680-6974    사상 전시장 :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70   051-515-4596    천안 출고장 : 천안 동남구 품세면 미죽로 456   070-8879-7700 

편리하고 안락한 운전을 돕는 편의사양 

차종 별 승차인원 

주요제원 사면도 



차     종 승차인원 판매가격 기본품목 선택품목 

코치 

15인승 14+1 
    

89,400,000  

          

  • 엔진 : OM642 V6디젤엔진 (190마력 45토크)  □ 승객석 무시동 히터 (1,200,000)  

  • 미션 : 7G트로닉 자동변속기    • 에바스페커D4 4,000watt   

  • 안전 :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ABS, ESP, ECO Start/Stop, 액티브브레이크어시스트(ABA),   □ 디지털타코그라프 (440,000)  

  경사로밀림방지(HSA), 사각지대어시스트(BSA), 차선유지어시스트(LKA), 측풍어시스트,     • 원진 오디렉스 ODR1200   

  어댑티브 브레이크라이트, 속도제한 110㎞/h    

17인승 16+1 
    

8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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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마커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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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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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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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승 19+1 
    

90,900,000  

  • 편의 : 오토라이트, 운전석/조수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 크루즈 콘트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열선내장),      

  레인센싱 와이퍼, 웻와이퍼, 홀드펑션, 출입구 손잡이, 후방카메라 (룸미러내 모니터 내장), 고임목,      

  전동 슬라이딩 도어, 전동 사이드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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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 : 세미오토 에어컨, 승객석 (루프에어콘 11㎾ + 히터 5.5㎾)     

        

어린이 
버스 

17인승 16+1 
    

91,570,000  

          

 ▶ 스프린터 코치 기본품목외  □ 승객석 무시동 히터 (1,200,000)  

  • 안전 : ▶디지털타코그라프 (원진 오디렉스 ODR1200)     

  • 외관 : ▶노란색 바디컬러 (범퍼/사이드가니쉬 포함)     

  • 내장 : ▶고급 승객석 시트 (2점식 시트벨트, 사이드슬라이딩)     

    

20인승 19+1 
    

92,670,000  

        

        

        

        

        

            

ZYLE 스프린터 가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