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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선택합니다. (외부색상 : Obsidian Black Metallic  실내색상 : Tartufo Nappa Leather)  

리무진시트, 의전시트 등 필요하신 경우에만 패키지 상품 및 기타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차량가액의 30%)을 입금합니다. (차량가액은 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기일은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달라지며, 담당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전 담당자를 통해 차량 보험 가입을 진행한 후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이 한국에 도착한 후, 당사의 펀드매니저를 통해 차량 대금을 결제 합니다. (리스,렌탈,할부,현금 가능)

클럽넘버원 차량 계약 순서

‘Guide 2’ 선택 시 컨버전 작업이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차량 완료사항 및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후 고객님께 차량을 인도합니다.

모델명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mm) 엔진 최고출력 (ps/174kW)

[ Technical Data ]

2021 Benz V-Class (Diesel)
V 300d 4MATIC AVANTGARDE Extralang

5,190 1,925 1,910 3,200 2.0L4 205hp 237

※ 단위 : mm

1,910

1,925 5,190



차량 옵션 선택품목

Guide 1

Exterior color Interior color

차량을 선택합니다. (외부색상 : Obsidian Black Metallic  실내색상 : Tartufo Nappa Leather)  

[ Obsidian Black Metallic ] [ Tartufo Nappa Leather ]

AVANTGARDE interior design package 아방가르드 인테리어 패키지

Driver assistance package 운전자 보조 패키지

360° 서라운드뷰Parking package with 360 ° camera

테이블 패키지

미러 패키지

AMG 라인

CO2 배출량 최적화 패키지

Table package 

Mirror package

AMG �Line

Blue EFFICIENCY Package

Interior,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Belt warning device for driver's seat

Seat rail system with quick locking

Single seat 1st row left / on the right

Driver / Passsenger airbag

Belt warning device for front passenger seat

Thorax-pelvis sidebag front passenger and driver

Windowbags for the driver and front passenger

lockable glove compartment

Carpet in the vehicle interior at the front

Leather steering wheel

Warning triangle

Grab handle in the rear

Carpet in the rear

First aid kit

Electric auxiliary heater

Warm air duct to the passenger compartment

Radio, instruments and electrics

Digital radio (DAB)

Touchpad

Generator 14 V / 250 A

Backup battery for start-up

12 V socket in the trunk / cargo area

Maintenance interval 40,000 km

Multifunction steering wheel with trip computer

ATTENTION ASSIST

Steering wheel adjustable in incline and height

Communication module (LTE) for digital services

Warning lamp for washer fluid level

Maintenance interval display "ASSYST"

Outside temperature display

Crosswind Assistant

Instrument cluster with color display

Immobilizer

Electronic key in chrome look

Hill start assist

Connectivity Solutions

Mercedes-Benz emergency call system

Breakdown management

Advanced connectivity

Body, superstructures and attachments

Outside speaker, electr.adjustment and heating with integrated flashing light

Headlight range adjustment

Electrics for trailer socket

Ambient lighting

Adaptive break light

Comfort overhead control unit

LED Intelligent Light System

실내 시설 / 난방 및 에어컨

운전석 안전벨트 경고 장치

좌석 잠금식 레일 시스템

1열 왼쪽 / 오른쪽 단일좌석 

운전석 / 조수석 에어백

조수석 안전벨트 경고장치

조수석 가슴-골반 사이드백

운전석 / 조수석 윈도우 에어백

글로브박스 잠금장치

1열 카페트 인테리어

가죽 스티어링 휠

삼각 경보 표지판

뒷좌석 손잡이

뒷좌석 카페트

구급상자

전기 보조 히터

후석 온풍기능

라디오 전기 및 도구

디지털 라디오

터치패드

14V 250A 제너레이터

14V 250A 제너레이터

트렁크 / 적재공간 12V 소켓 

40,000km 점검 주기

트립컴퓨터가 있는 다기능 스티어링 휠

운전 집중도를 높여주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전 시스템

경사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LTE 통신모듈

워셔액 충전 경고등

유지 관리 주기 어시스트

외부 온도 표시기

측풍 어시스트, 고속 주행에서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

이모빌라이저, 잠금장치

크롬 전자키

힐 스타트 어시스트

연결 솔루션

메르세데스 벤츠 비상전화 시스템

고장 관리

고급 연결

차체 장착

외부 스피커, 전자 조절장치 

헤드라이트 조정

트레일러 전기 소켓

앰비언트 라이트

어댑티브 브레이크 라이트, 브레이크 램프 자동 점멸 기능

컴포트 오버헤드 컨트롤 유닛

지능형 LED 조명 시스템

브레이크 라이트

LED 테일라이트, 브레이크 라이트 및 표시등

실내 도어 어린이 잠금장치

별도로 열 수 있는 후면 창

오른쪽 / 왼쪽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잠금장치

측면 벽 / 슬라이딩 도어에 고정된 전면 오른쪽 창

고정된 후면 창

전동 윈도우 리프팅

썬바이저 조명 거울

열 차단 유리

공기역학 패키지

기타장비

배기가스 방출 제어 SCR 4세대

랜딩기어

전자 스티어링

하중이 증가된 프론트 엑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름용 타이어

컴포트 타이어

프리미엄 보호 타이어(3년)

무게 변형 3,100kg

엔진 및 기어

OM654 디젤엔진

배출 등급

에코 시작-정지 기능

제너레이터 관리

사륜구동

9G TRONIC 자동 변속기

PACKAGES

STANDARD EQUIPMENT

3rd brake light

Tail light, brake light and indicator light in LED technology

Child lock on doors in the passenger compartment

Rear window that can be opened separately

Sliding door on the right / left

Active hold-open device for sliding door

Front right window, fixed in side wall / sliding door

Fixed back window

Comfort electric window lifters F / BF

Illuminated mirrors for sun visors

Thermally insulating glass all around

Aerodynamics package

Further equipment

Emission control SCR generation 4

landing gear

Electric steering

Front axle with increased payload

Parking brake (electric)

Summer tires

Comfort tires

Premium protection tires (3 years)

Weight variant 3,100 kg

Engines and gears

OM654 DE 20 LA performance level 5 top type

Emission class Euro 6d M / N1 GR. II

174 kW (237 hp) 4200 rpm

ECO start-stop function

Generator management

All-wheel drive permanently

9G-TRONIC



Guide 2

리무진시트, 의전시트 등 필요하신 경우에만 패키지 상품 및 기타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 

Benz V-Class VIP Conversion

Active brake assistant

Brake calipers with Mercedes-Benz lettering

AIRMATIC

245/45 R19 tires

Main tank 70 liters

Anodized roof rails

Exterior and interior mirrors can be dimmed automatically

Exterior mirrors, automatically foldable

Surrounding lighting in the exterior mirrors

EASY-PACK tailgate

Electric actuation for sliding door on the left / right

Longer seat rail, rear seats

AMG spoiler lip on tailgate

Seat heating for the driver and front passenger

Electrically adjustable driver's seat and passenger seat

Lumbar support front passenger seat and drivers

Active seat ventilation for the front passenger and drivers

Air conditioning in the rear, 1st row of seats

Leather-look instrument panel with decorative stitching

Stowage net passenger and driver seat back

3-seater comfort bench, 2nd row, outer seat foldable

브레이크 어시스트

메르세데스 벤츠 브레이크 캘리퍼

에어매틱 쇼바

19인치 타이어

70리터 주유탱크

알루마이트 루프레일

자동 조광 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조명

이지팩 테일게이트 (리모컨으로 테일게이트 개폐)

왼쪽 /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롱 시트레일

테일게이트 AMG 립 스포일러

운전석 / 조수석 열선

운전석 / 조수석 전동시트

운전석 / 조수석 럼버서포트

운전석 / 조수석 통풍시트

2열 에어컨 

계기판 가죽 스티치 마감

운전석 / 조수석 등받이 보관함

3인승 컴포트 시트 2열 접이식 시트

2 cup holders can be attached to the rear armrests

Center console with cooling compartment

Storage nets on backrests d. Individual seats in the rear

Headliner black

PRE-SAFE

AMG floor mats

Semi-automatically controlled air conditioning

THERMOTRONIC automatic air conditioning

Burmester surround sound system

Display diagonal 26 cm (10.25 ")

Smartphone integration package

12V sockets for rear seat rows right and left

PARKTRONIC

360 ° camera

Blind spot assistant

Lane Keeping Assist

Comfort opening and closing with IR remote control

Active distance assistant DISTRONIC

Foldable table

Sports pedals

HOLD function

2열 암레스트 컵홀더

센터 콘솔 냉장고

2열 등받이 수납 망

헤드라이너 블랙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첨단 안전 시스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예지하여 탑승객을 보호

AMG 바닥매트

반자동 제어 에어컨, 뒷좌석 TEMPMATIC

THERMOTRONIC 자동 에어컨

Burmester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10.25”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적합한 주차 공간을 찾아주며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시스템

뒷좌석 좌, 우 12V 소켓

360° 카메라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IR리모컨을 사용한 편리한 개폐

능동형 디스트로닉 차간 거리조절 어시스트

접이식 테이블

스포츠페달

홀드 기능

SPECIAL EQUIPMENT



Guide 3

Guide 4

‘Guide 2’ 선택 시 개조작업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차량가액의 30%)을 입금합니다. (차량가액은 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기일은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달라지며, 담당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전 담당자를 통해 차량 보험 가입을 진행한 후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이 한국에 도착한 후, 당사의 펀드매니저를 통해 차량 대금을 결제 합니다. (리스,렌탈,할부,현금 가능)

Guide 5

Guide 6

담당자가 차량 완료사항 및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후 고객님께 차량을 인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