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edes Benz Sprinter Price List - Wise Auto
EuroCoach - 유로코치
구분
Economy
(ECO)

단위 : 원 (VAT 포함)

판매가격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69,960,000
63,600,000
(6,360,000)

선택 품목

· 엔진/성능 : 디젤 3.0 V6 엔진 (190마력, 44.9토크), 7단 자동변속기

· 하기 품목 선택 가능

· 안전 : ABS, BAS, ESP, ASR, TPMS, 경사로 밀림방지, 측풍어시스트,
차선유지어시스트, 충돌방지어시스트, 운전석에어백, ECO 기능

· 승객석 에어컨/히터시스템

· 외관 : 할로겐 헤드램프 (하이빔 어시스트, DRL), 전/후방 안개등,
16인치 스틸휠,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

· 승객석 풀방음

· 내장 : 앞좌석 컴포트 시트, 운전석 열선시트, 스티어링 틸트 & 텔레스코픽
승객석 독립식 시트

· 올인원 네비게이션 시스템

5,500,000
2,970,000
(후방카메라 포함)
1,870,000

· 편의 : 오토라이트, 레인센서, 무시동히터, 열선 및 전동조절 사이드미러,
승객석틴팅

· 풀 휠커버

▶유로코치 Economy 기본 품목 및

· 16인치 알루미늄휠

440,000

Standard
(STD)

88,000,000
80,000,000
(8,000,000)

2,500,000

· 외관 : 풀 휠커버
· 내장 : 바닥 + 측면 방음, 기본형 바닥마감재

· 전동 사이드스텝

· 편의 : 후방 주차보조시스템, 승객석 측면 USB 충전포트,
승객석 에어컨/히터 시스템

· 메탈릭컬러

· 멀티미디어 : 일반형 1단 오디오, AUX & USB, 블루투스 스트리밍

770,000
(조수석 에어백 포함)
2,200,000

Business
(BIZ)

Luxury
(LUX)

White

99,000,000
90,000,000
(9,000,000)

108,900,000
99,000,000
(9,900,000)

85,800,000
78,000,000
(7,800,000)

▶유로코치 Standard 기본 품목 및
· 안전 : 조수석/윈도우 에어백, 사각지대어시스트

· 18인치 브라부스 휠 &
미쉐린 타이어
6,600,000

· 외관 : 바이제논라이트, 헤드램프 세척 시스템, 크롬라디에이터그릴
· 내장 : 운전석 서스펜션시트, 조수석 열선시트, 승객석 천연가죽시트,
승객석 측면 엠비언트라이트, 천장 방음, 고급형 바닥마감재

· 익스테리어 바디킷

· 편의 : 크루즈컨트롤, 전동 슬라이딩도어, 전동 사이드스텝,
후방카메라, 다기능 스티어링 휠,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계기판

· 운전석 뒤 발받침

· 멀티미디어 : 올인원 네비게이션, 승객석 23인치 전동접이식 모니터,
HDMI/USB 포트

· 스카이라이프 (SLT)

▶유로코치 Business 기본 품목 및

· 범퍼/몰딩 외장컬러 도색

7,700,000
650,000
1,100,000
2,500,000

· 외관 : 16인치 알로이휠
· 내장 : 승객석 1열/2열 VIP시트 (전동조절, 열선, 통풍), 승객석 커튼,
승객석 3열 독립식 시트

· 13인승 패키지

▶유로코치 Economy 기본 품목 및

· 상기 품목 선택 가능

· 휠체어 리프트 (실내탑재형 전자동 버터플라이방식) 장착

· 카세트타입 전자동리프트

6,600,000

적용시 (외부장착형)
10,000,000

EuroStar - 유로스타
구분
Standard
(STD)

판매가격

기본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129,800,000

▶유로코치 Luxury 기본 품목 및

118,000,000
(11,800,000)

· 외관 : 범퍼/몰딩 외장컬러 도색
· 내장 : 승객석 1열 VIP시트 (전동조절, 레그서포트, 열선, 통풍, 마사지,
USB충전포트), 승객석 2열 VIP시트 (전동조절, 열선, 통풍),
승객석 3열 전동 벤치시트, 천정 무드등, 내장재 샤무드 트리밍

선택 품목
· 18인치 브라부스 휠 &
미쉐린 타이어
6,600,000
· 익스테리어 바디킷
7,700,000
· 운전석 뒤 발받침
650,000

VIP

179,300,000
163,000,000
(16,300,000)

▶유로스타 Standard 기본 품목 및
· 외관 : 18인치 브라부스 휠 & 미쉐린타이어, 바디킷, 머플러팁
· 내장 : 승객석 2열 VIP시트 (전동조절, 레그서포트, 열선, 통풍, 마사지,
USB충전포트), 내장재 가죽 트리밍, 승객석 실내 트림 추가 (컵홀
더, 사이드포켓포함), 센터페시아 피아노블랙 우드 트림, 앞좌석
천연가죽/통풍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승객석 수납 선반

· VB 에어서스펜션 (후륜)
9,900,000
· 스카이라이프 (SLT)
1,100,000

· 편의 : VIP석 냉온컵홀더,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독일 Bachmann
멀티콘센트 (220V, HDMI, USB), 트렁크 터치식 램프
· 멀티미디어 : 고급형 사운드 시스템 (JBL)
* 상기에 수록된 제품사양 및 가격은 제품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