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8층 (04637)
대표전화:02) 6456-2500   팩스:02) 6456-2250

본 제작물에 수록된 사진 및 그림에는 표준사양이 아닌 부수품이나 선택사양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 제공되지 않는 모델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수록된 내용은 실차와 근접한 내용으로 간주되며 차량 및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사전 통보의 의무 없이 차량의 디자인, 사양, 컬러, 재질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www.daimlertruckskorea.co.kr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















































Paintwork and seat covers.

1 메탈 도장은 선택사양입니다.

Standard paints Metallic paint finishes1 “Tunja” seat cover, black

Artificial leather uphol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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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로셔에는 스프린터의 일반 도장 색상과 메탈 도장 색상 중 일부분 만 소개되었습니다. 특수 도장 마감을 위한 100 가지 이상의 옵션 칼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사 상징색 등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의 도장 또한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블랙 색상의 “Tunja” 내장은 매력적인 디자인에 

통기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사용 수명이 깁니다.

블랙 인조 가죽은 관리가 간편합니다. 

arctic white

blue grey

jupiter red

aqua green

pebble grey

steel blue

velvet red

brilliant silver metallic

tenorite grey metallic

obsidian black metallic

cavansite blue metallic

pearl silver metallic

graphite grey metallic

dolomite brown metallic











Further standard and speci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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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접이식 핸드브레이크 레버 ○

잠금 장치가 있는 글로브박스 ○

12V 소켓과 Aux 단자 ○

흡음 매트와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바닥 처리를 한 캡 플로어 ●

승객석 측벽 판넬 ●

방향지시등, 전조등, 배터리 충전 상태, 오일/냉각수/브레이크 액 레벨 표시, 브레이크 패드 등 ●

무게를 최적화한 플라스틱 플로어 ●

Exterior

트레일러 커플링 (볼 타입) ○

최대 3.5t 견인 성능을 갖춘 트레일러 연결 장치 (차량 총중량 3.5t 모델에만  ○

선택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소켓, 13 핀 ○

GSM, GPS 및 UMTS 안테나 ○

후면 스텝 (후미 도어) ○

후면 트윈 스윙 도어(차체 옆 벽까지 열림) ○

후면 윈도우 와이퍼 ○

휠 커버 ○

Comfort

힐-스타트 어시스트 (수동 변속기 탑재 시 선택가능합니다) ○

PARKTRONIC 주차 보조 시스템 ○

전동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광각 미러 포함) ○

파워 윈도우 (운전석 동승석) ●

전동식 후미 윈도우 ○

난방 및 환풍 시스템 (4단계 팬 강도 조절, 송풍구 2개 포함) ●

뒷좌석 웰컴등 ○

편안한 운전 자세를 만들어주는 운전석 시트  ●

휠 둘레를 두껍게 한 스티어링 휠  ●

라디오 출고 전 장착 ○

랙-앤-피니언 파워 스티어링 ●

운전석/동승석 열선시트  ○

착색 유리(승객석 모든 글라스에 적용) ●

보조 히터 (연료 연소식 무시동 히터) ○

무선 중앙 잠금 장치 ●

Engineering

자동 5단 변속기1 ○

7G-TRONIC PLUS 자동 7단 변속기 (디젤 엔진 모델 선택사양) ○

가변형 사륜 구동 시스템 ○

BlueEFFICIENCY 패키지  ○

다운힐 스피드 레귤레이션(DSR)4 ○

 

Safety/chassis

ADAPTIVE ESP®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와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          

가속 시 미끄럼 방지 장치(acceleration skid control : ASR),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EBD), 

브레이크 어시스트 (Brake Assist :BAS),

ESP® 트레일러 주행 안정 어시스트 (트레일러 커플링 또는 해당 기능을 갖춘 장치 적용 시에만 연동),            

ESP® 브레이크 디스크 와이프, ESP® 전자식 브레이크 프리필, 후미 열선 유리 등과 연동 작용

전면 열선 유리  ○

타이어 사이즈 235/65 R 16 C (3.5t)  ●

전좌석 3점식 안전벤트 및 4-방향 헤드레스트: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용  ●

안전벨트 텐셔너 및 벨트 포스 리미터 

내부 모니터링 및 견인방지 포함 도난 방지 경고 시스템(배터리 방식 경적 선택) ○

독립식 프런트 서스펜션  ●

전면 안개등(할로겐) ○

헤드램프 어시스트 포함 레인 센서 ○

헤드램프 세척 시스템 ○

리어 스태빌라이저 (롱 버전 기본사양) ○

프런트 스태빌라이저 (3.19t 선택사양, 롱 버전의 경우 보강 스테빌라이저 적용) ●

보강 쇼크 옵서버 ○

흉부 에어백/윈도우백 (운전석, 동승석) ○

헤드램프 조사범위 조절장치 ●

● 기본사양      ○ 선택사양
1 자동 5단 변속기, 사륜구동 선택 가능. 
2 가솔린 모델 선택 불가. 
3  3.19t 크루버스 전 모델, 차량 총중량 3.5t 모델, OM 651 디젤 엔진 탑재 모델에 선택 가능. BlueEFFICIENCY 패키지  

플러스 적용 시 트레일러 견인장치 선택 불가. 
4 크루즈 컨트롤 선택 시에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