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모터스 프리미엄 럭셔리 밴

밴테일러 카니발 하이리무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럭셔리 하이리무진

밴테일러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공간의 편리함을 함께 담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1열 2열 3열 리무진시트, 최고급 마감재로 완성한 풀트리밍,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장인의 역작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고품격을 뛰어넘는 기능성 차별화까지
밴테일러(VANTAILOR)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토부 인증 자동차 제조 기업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바디빌더, 현대차 공식 특장 파트너 에스모터스가
검증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또 하나의 명작(名作)을 선보입니다.

프리미엄 카니발 하이리무진 밴테일러(VANTAILOR) VT9이 
가장 특별하고 멋진 당신만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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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벤츠스프린터‧현대차 특장 파트너
 양산차 수준의 품질 완성도
 앰뷸런스 저상버스 외 특수목적 차량 개발 축적된 기술력
 의전 리무진 스프린터 점유율 국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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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주)에스모터스	설립
	 11	 Daimler	Truck	Korea와	Framework	Agreement
	 	 (바디빌더	협약)	체결	
	 12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자	등록	

2015	 02	 복합재	바디	미니버스	‘스프린터	투어러익스클루시브’	컨셉카	개발
	 04	 서울모터쇼	‘스프린터	투어러익스클루시브’	컨셉카	전시			
	 	 서울모터쇼	스프린터	미니버스	출품
	 08	 에스모터스	본사	이전	및	완주공장	개장
	 11	 완주	본사	공장	건립
	 12	 스프린터	미니버스	‘투어러’	출시	벤처기업등록

2016	 04	 스프린터	‘VIP’	의전차	출시			
	 	 부산모터쇼	스프린터	미니버스	&	트럭	출품
	 05	 부설연구소	설립
	 	 스프린터	어린이보호차량	‘KG’	출시	
	 06	 스프린터	미니버스	‘럭셔리’	출시
	 07	 스프린터	대형택시	‘TX-노바’	출시
	 11	 서울공식전시장	개장	자본금	증자

2017	 02	 포드	트랜짓	4X4	구동체계	개발		
	 	 포트	트랜짓	4X4	앰뷸런스	수출
	 03		 완주공장	증축
	 04		 제주	대리점	개점
	 05		 스프린터	미니버스	‘비즈니스’	출시
	 06		 대구	기술연구소	개소

	 07		 앰뷸런스	이라크	수출(200대)
	 08	 현대	쏠라티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개발	및	공급		
	 	 현대	쏠라티	에어	서스펜션	개발	및	공급
	 09		 서울	전시장	OPEN	
	 11		 스프린터	미니버스	‘엔트리’	출시	

2018	 01		 Carlsson과	MOU	체결		
	 	 탄소스타트업	기업	지정		
	 	 완주	본사	공장	증축	완료
	 03		 ISO	9001,	14001	획득
	 04		 이베코	바디빌더	등록		
	 	 대구	전시장	OPEN	
	 05		 국내	최초	Van	전용	Full-Air	suspension	특허	
	 06		 전북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협약		
	 07		 현대자동차	특장부문	협력업체	등록

2019	 02		 오토	슬라이딩	도어	Ver.2	특허출원			
	 	 BELGIUM	“BUSWORLD”	공식참가			
	 	 TAMLANS와	MOU	체결			
	 	 ALTAS와	MOU	체결			
	 	 SILVER	ARROW	마케팅	계약			
	 	 SST	외주	계약			
	 	 Vector	어워드	한국부문	Bronze	수상	

2020	 05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	개발	제작
	 08	 기아자동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밴테일러	VT9’	개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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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터스	프리미엄	밴	브랜드
밴테일러VanTailor VT9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더 넓은 공간감, 더 쾌적한 실내, 고급스럽고 화려한 공간.
밴테일러는 고객이 원하는 의전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모든 기준을 명품 품질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한차원 높은 시트, 소재, 
디자인과 조명, 회전기능, 특화된 전동 무빙, 
손끝 하나로 이루어지는 편의사양까지.

밴테일러가 고객의 품격을 가장 높여드리는
최상급 컨버전의 기준을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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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n  T a i l o r  V T 9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뛰어 넘는 개인의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나만의 가치와 개성을 오롯이 담는 특별함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함 속에서 탄생하는 스토리를 기대하세요.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미팅, 휴식이 되는 안락함, 삶의 격조를 높여주는 디자인과 영감, 
내 가족의 행복. 밴테일러는 당신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도록 공간을 채웁니다. 
품격이 다른 완성작. 직접 차이를 느껴보세요. 

디테일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완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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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밴테일러	카니발	하이리무진	VT9

Seat
9인승

Base
기아자동차	카니발	시그니처	모델
3.5가솔린	/	2.2디젤

핵심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

에어로다이내믹	루프	디자인 180도	회전	VVIP	2열	의전시트

4열	씽킹시트	그대로	9인승	

컴포트	3열	베드시트

에어컨	공조	시스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강화	루프
안전성	내구성	극대화:	섀시	기반	제작

천연	대리석	통판	플로어(친환경	EPP폼	+	허니콤	+	바닥
재	특허출원)	완성도	고급성	극대화	/	스크래치	최소화
※	우드	바닥	선택	가능	

구조변경	없이	9인승	그대로	인증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가능

2열	3열	마주보기	라운지배열
중앙	탈착식	모듈형	테이블(테이블	전용	보관	서랍	有)

더욱	넓고	편안한	후석공간	연출
(2열	회전	시트+단차최소	3열	베드시트	연결시,	차박	활용)	

직접	쐬는	바람	대신	간접바람으로	쾌적한	실내
벤츠	스타일	공조라인으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최고급	천연	대리석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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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섀시 기반 루프 제작으로 안전성 UP 

2. 루프 접합부 독자기술로 완성도 UP

3. 헤드룸 300mm (내부270mm) UP

안전성

1.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듀얼 루프디자인 

2. 후방 윙(wing)라인으로 모던함과 럭셔리함

3. 밴테일러 하이루프형 보조 브레이크등

디자인

1. 밴테일러 디자인 바디킷: 
    프론트 립, 사이드스커트, 리어디퓨저 

2. 라디에이터 그릴 & 크롬가니쉬
3. 전동 사이드 스텝
4. 밴테일러 퍼포먼스 패키지(휠/서스펜션/브레이크 외)

가니쉬(선택옵션)

E x t e r i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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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인 이미지로 태어난
에어로다이내믹 하이루프 디자인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설계로 
매끄럽게 도심을 가르는 하이리무진.
일체감을 살린 전용 바디킷으로 
한층 더 고급스럽고 
완벽한 비율 완성.

외관부터 클래스가 남다른 
밴테일러 ‘VT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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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i o r

1열 운전공간(운전석	조수석)

•	등받이	폼변경	+	커버링
•	럭셔리	헤드레스트
•	테이블	백커버
•	시트백	다리받침대
•	중앙	콘솔	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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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트 헤드레스트(전후	상하	수동조절) 풋레스트(발받침대)

조정키(핸들	좌측	하단	컨트롤버튼	탑재)
•	메인	천장	조명		 	•	사이드	무드	조명
•	TV	전원		 	•	스타라이트	

시트커버링+등받이 폼변경
중앙 콘솔 트리밍

밴테일러 VT9을 운전하세요. 
운전자가 더욱 편안하도록
시트 등받이 폼(form)과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로 변경됩니다. 

VT9만의 컴포트 헤드레스트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목의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무드등 스타라이트 등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정키가 사용의 편의를 높여드립니다. 
천장 조명과 사이드 무드 조명, TV 전원 등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조명	색상	변경은	리모컨으로	조정합니다.
리모컨	사용법은	제공되는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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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i o r

2열 승객공간
180도 회전 라운지 배열

나파가죽	프리미엄	리무진시트	최초	회전	인증
당신의	이동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보다	여유롭고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탈착식	모듈형	테이블,	3열	시트	
하단	테이블	전용	보관함으로	편리함을	더하세요.
비즈니스	미팅,	업무용,	카시트	마주보기	케어
(아이소픽스	ISOFIX	탑재),	패밀리카,	
간단한	식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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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 최고급 의전시트

6way 전동무빙 터치패드 6포인트 에어안마시스템 180◦ 회전
워크인 시스템  수동 물리버튼(4way) 휴대폰 무선충전
숄더서포트(어깨) 럼버서포트(등) 테이블 백커버
레그레스트 메모리시트 기능 암레스트 
럭셔리 헤드레스트  플라즈마 공기청정기 독서등

컵홀더

USB

3단	통풍	열선

아이소픽스

180◦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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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i o r

밴테일러 전용에어컨 공조 시스템, 
워크인 시스템, 스페셜 백커버 

밴테일러	특화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부드러운	바람과	쾌적한	실내를	선사합니다.

2열	워크인	기능은	3열	입장시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품위를	지키는	입장.	비즈니스	의전이라면
차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스페셜	시트백커버와	접이식	테이블이	탑재됩니다.
하이루프	공조	시스템

밴테일러	스페셜	백커버 백커버	테이블 워크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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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사이드 버튼 (회전, 통풍, 열선, 마사지)

독서등

시트 중앙 로고

2열 터치패드

수동 물리버튼

무선충전

탈찰식 모듈형 테이블(선택옵션) 

아이소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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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열 승객 공간
단차최소 180° 베드시트

VT9의	베드시트는	더	넓은	공간을	선사합니다.	3열	베드시트가	2열	회전시트와	연결되어	휴식공간을	넓히세요.	3열	시트가	갖춘	편의사항도	누리세요.	
터치패드로	조절되는	전동무빙,	등받이	개별조절,	통풍,	열선,	레그서포트,컵홀더,	아이소픽스(ISOFIX)	등	다양한	기능을	담습니다.	
3열	후방	백커버에는	물리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에서도	간편하게	3열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I n t e r i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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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열 백커버 3열 후방 물리버튼 3열 터치스크린 & 컵홀더
전동 등받이 조절(좌우 개별) 전동 시트 전후진 조절 좌우 컴포트 헤드레스트
USB인터페이스 컵홀더 터치스크린 제어 컨트롤러
아이소픽스(ISOFIX)  통풍 열선 2중 레일 프레임
백커버 시트 하단 테이블 보관 서랍 머리쿠션 허리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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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i o r

밴테일러만의 천연 대리석 바닥

친환경	EPP	흡음재	작업	후,	열	습기	스크래치에	강력한	
천연	대리석	바닥이	장착됩니다.
무게는	가볍게,	내구성은	강력하게,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속부터	완벽한	업그레이드는	오직	
밴테일러	VT9	입니다.

*이음새	없이	통판	재단				*우드	바닥	선택	가능

사이드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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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시트(Sinking	Seat) 
그대로 9인승

밴테일러 하이리무진은 
카니발 9인승의 씽킹시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필요한 레일 개조는 최소화하고, 기능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완벽한 9인승으로 고속도로 전용차선도 문제없이.
밴테일러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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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i o r

스타라이트  ※	고객	선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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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스웨이드 커튼 개별 송풍 공조기

카페트(트렁크 기본 · 운조수석 옵션)

실내 트림 풀커버29인치 모니터,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마이바흐st 커튼(옵션)

테이블 보관 서랍

스피커 커버

목쿠션 등쿠션 (4set 기본제공) 도어스커프

편의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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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t a i l
•	LED	헤드램프
•	밸브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	에어로	다이내믹	하이루프
•	보조	브레이크	LED	램프
•	프론트	립
•	사이드	스커트
•	리어	디퓨저
•	하단	그릴
•	전면부	가니쉬

스노우	화이트	펄
(SWP)

오로라	블랙	펄
(A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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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튼 베이지	나파가죽 새들 브라운	나파가죽

아이보리-다크브라운 아이보리-네이비 라이트브라운-다크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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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l o r

GALLERY(1) 브라운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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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2) 네이비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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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m e n s i o n  

밴테일러 제원

구분
밴테일러 카니발 하이리무진 VT9

3.5 가솔린 2.2 디젤

전장(mm) 5,155

전폭(mm) 1,995

전고(mm) 2,040

휠베이스(mm)	 3,090

차량중량(kg) 2,450

차량총중량(kg) 3,035

배기량(cc) 3,470 2,151

최고출력(ps/rpm) 294 / 6,400 202 / 3,800

1,995

2,040

5,155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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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i c e

밴테일러 사양 및 가격표

모델명 항 목 세 부 내 용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외장
235/55	R19	컨티넨탈	타이어	&	전면가공	휠(스타일	옵션	적용),	LED	헤드램프,	LED	DRL,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접이,	
전동조절,	열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도어손잡이	조명(프론트),	에어로타입	와이퍼,	윈드쉴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크롬	몰딩(범퍼,	도어	
하단),	크롬	가니쉬(C필러,	테일게이트),	블랙	하이그로시	도어프레임	가니쉬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네이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內	안전구간	/	곡선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	
사이클리스트/교차로	대향차),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포함),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차로	유지	보조

편의 기아	페이(차량	내	간편결제),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운전석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운전석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220V	인버터,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패들쉬프트,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외

인포테인먼트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8스피커,	후석	음성인식,	후석	대화모드,	블루투스	핸즈프리,	USB단자

VT9 기본 장착 옵션 품목 세 부 내 용

드라이브 와이즈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	안전	하차	경고	

스타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시그널램프,	LED	포그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235/55	R19	컨티넨탈	타이어&전면가공	휠

모니터링 팩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 커넥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빌트인	캠(주행중	영상기록	장치),	보조배터리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12스피커,	외장앰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	22년식	신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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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항 목 세 부 내 용 3.5 가솔린 2.2 디젤

밴테일러
하이리무진
VT9

하이루프 외피, 내피, 샤시, 밴테일러 하이루프형 보조 브레이크등, 에어컨 공조라인 시스템, 통풍구, 에어컨 사이드 
가니쉬, 메인 무드등, 앰비언트 무드등, 신슐레이션, 방진패드, 스웨이드 트리밍 

82,600,000	 83,600,000

1열	운/조수석 등받이 폼 변경 + 커버링, 시트백 다리 받침대, 테이블 백커버, 럭셔리 헤드레스트

2열	VVIP	
리무진시트

터치 스크린 제어 컨트롤러, 10way 무빙 시스템(6way 전동 + 4way 수동), 전동 등받이 조절, 전동 시트 
전후진 조절, 전동 레그 서포트, 수동형 제어 컨트롤러(물리버튼), 수동 180도 회전 시스템, 전자식 180도 
회전 락(lock) 시스템, 럭셔리 헤드레스트(전후 상하 수동 조절), 워크인 시스템, 3단 통풍 열선, 에어마사지 
4축, 럼버 서포트 2축, 3점식 안전벨트, USB 인터페이스, 무선 충전 시스템, 사이드 컵홀더 2구(좌측 
시트에 적용), 아이소픽스(ISOFIX), 독서등, 테이블 백커버, 메모리시트, 플라즈마 공기청정 시스템

3열	컴포트	
베드시트

전동 등받이 조절(좌우 개별), 전동 시트 전후진 조절, USB 인터페이스, 컵홀더, 터치스크린 제어 컨트롤러, 
아이소픽스(ISOFIX), 통풍 열선 (좌우 개별), 2중 레일 프레임, 백커버, 럭셔리 헤드레스트(전후 상하 수동 
조절), 시트 하단 테이블 보관용 서랍, 후면 시트제어 물리버튼(좌우 개별)

4열	싱킹시트 순정 씽킹시트

바닥 천연 대리석 바닥재+바닥폼, 도어스커프 2ea, 트렁크 카페트(롤스로이스형), 테이블용 바닥 고정 브라켓 
※ 우드바닥 선택 가능

트리밍 1열 중앙 콘솔 덮개, 1열 2열 3열 사이드 트림, 트렁크 도어 트림, 하이루프 스웨이드 트림, A B C D 필러 
스웨이드 풀트림

편의사양
무드등(2열 사이드 C필러 무드등), 무드등 TV 스타라이트 외 조정 집중키박스(핸들좌측), 스피커 커버 
(A필러/ 1열 2열 사이드 트림/3열 C필러 / 대시보드), 2중 스웨이드 수동형 커튼, 29인치 와이드 모니터,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목쿠션 4ea, 등쿠션 4ea

※	차량	연식변경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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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션 품 목 금액(원)

썬팅[나노필름(NF9) 비금속] 800,000

풀흡음방진 2,800,000

스타라이트 2,000,000

커튼 업그레이드(마이바흐ST / 수동) 660,000

전동 사이드스텝 990,000

탈착식 테이블(바닥재별 상이: 세라믹 테이블 or 블랙 테이블) 800,000

목쿠션 2ea + 등쿠션 2ea 160,000

운전석 / 조수석 카페트(2ea) 200,000

밴테일러 바디킷(프론트 립, 사이드스커트, 리어디퓨저) 3,000,000

라디에이터 럭셔리 그릴 & 크롬 가니쉬 330,000

 ※	선택옵션은	구성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옵션 금액(원)

20인치 휠+타이어(단조) 포지드/수입(세부사양 하단 참조) 3,900,000

22인치 휠+타이어(단조) 포지드/수입(세부사양 하단 참조) 4,800,000

서스펜션 2,200,000

20인치 브레이크 set(세부사양 하단 참조) 4,130,000

22인치 브레이크 set(세부사양 하단 참조) 4,330,000

패키지1(20인치) 타이어/휠+서스펜션 5,795,000

패키지2(22인치) 타이어/휠+서스펜션 6,650,000

패키지3(20인치) 서스펜션+브레이크 6,013,000

패키지4(22인치) 서스펜션+브레이크 6,203,000

패키지5(20인치) 타이어/휠+서스펜션+브레이크 9,718,000

패키지6(22인치) 타이어/휠+서스펜션+브레이크 10,763,000

패키지7(20인치) 바디킷+타이어/휠+서스펜션+브레이크 12,568,000

패키지8(22인치) 바디킷+타이어/휠+서스펜션+브레이크 13,613,000

썬팅 선택시 서비스 품목

PPF(도어컵 · 도어엣지 · 주유구 · 트렁크리드) 바디 발수 코팅

모니터 디스플레이 필름 전면 유리 발수

타이어 왁스 코팅 피톤치드 실내연막 클리닝

휠 타이어 브레이크 세부사양

휠/타이어
20인치 포지드(단조) 휠(A,B타입) + 수입 타이어

22인치 포지드(단조) 휠(A,B타입) + 수입 타이어

브레이크

20인치: 프론트 MONO 8P(디스크로부터 380MM) + 
리어: 4P(디스크로부터 380MM) + EPB 시스템 + 얼스브레이크호스(F+R)

22인치: 프론트 MONO 8P(디스크로부터 405MM) + 
리어: 4P(디스크로부터 380MM) + EPB 시스템 + 얼스브레이크호스(F+R)

*	4세대	카니발을	출고하신	고객께서는	부분특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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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f e t y

리무진	시트	최초	회전	인증
앵커리지	테스트
안전검사
브레이크등	인증	
하이루프	강도	테스트

국토부	인증	자동차	제조기업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공식	바디빌더
현대차	공식	특장	파트너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ISO	9001,	14001	품질경영	인증

밴테일러 VT9 인증 및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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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r t i f i e d

제작 & 인증

밴테일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느껴보세요.

기아자동차 카니발
공급 계약

밴테일러 하이리무진 제작
하이루프 바디킷 시트 
천장 바닥 편의사양

안전성 검사 및 하이루프 인증
인증·시트 앵커리지 테스트

밴테일러 하이리무진
고객 인도

안정적인 차량 공급

밴테일러는 기아 카니발 
공급 계약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차량 공급을 
보장합니다.

벤츠 스프린터에서 이어온 차량 
제작 기술력
밴테일러는 에스모터스의 제작 
기술력과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만듭니다.
벤츠 스프린터 판매 1위에 빛나는 기술. 
섀시부터 골조, 마감, 시트 외
전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제조역량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소재와 마감

밴테일러는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소재를 최고의 퀄리티로 
제공 합니다. 시트선정, 기능성, 편의 등 
고객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공간에서 
명품 퀄리티를 약속합니다. 
바닥재와 내구성, 친환경 충전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의 속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안심 A/S

밴테일러의 기술진은 업계 최고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사후처리는 물론, 정확하고 
꼼꼼한 리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에스모터스
■ 본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2로 120
■ 인천서비스센터: 인천 서구 북항로 31번길 24 팀보가
대표전화: 1599-2223          홈페이지: www.s-mot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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