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NEW DISCOVERY
FIRST EDITION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 브랜드로 4륜 구동 
자동차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랜드로버는 
1947년 첫 모델을 출시한 이래로 지속적인 첨단 
기술의 개발과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SUV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60년 이상 SUV만을 
고집하며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해온 랜드로버는 
거친 지형을 뚫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자동차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차량은 
영국적 전통이 배어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견고한 바디 구조, 탁월한 성능의 파워트레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다른 SUV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선사합니다. 랜드로버는 강인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자동차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며 대담한 혁신과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은 보다 더 멋지고 특별한 
디스크러버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정도로 멋진 디자인, 
정교한 디테일 및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성까지, 
이를 모두 갖춘 이 매력적인 차량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일 수 박에 없습니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교수 
랜드로버 총괄 디자인 디렉터 및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사진에 나온 차량들은 랜드로버 전체 제품군에 속합니다. 사진의 차량들에는 옵션 사양인 휠을 비롯한 다양한 옵션 사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원, 옵션 및 적용 여부는 판매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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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LL-NEW DISCOVERY FIRST EDITION. 
FOLLOWING A PROUD HISTORY.
  
1989년에 처음 등장한 디스커버리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잠비아까지, 디스커버리는 
온로드나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탁원한 성능과 다목적 SUV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기존의 디스커버리 모델에 랜드로버만의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더하여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낸 결과물입니다.

사진 속 차량은 영국 자동차 박물관(British Motor Museum)의 컬렉션에 포함된 독특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모델들로서, Waitomo Grey 컬러의  
디스커버리 그래파이트와 Namib Orange 컬러의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CONCEPT OF ALL-NEW DISCOVERY 
FIRST EDITION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SUV 디자인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과감하고 예리한 접근 방식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다목적 
SUV를 만들겠다는 랜드로버의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는 독창적인 디자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풀사이즈 7인승 인테리어의 드라마틱한 비율, 깔끔하고 현대적인 라인, 그리고 역동적인 실루엣이 모두 결합되어 있습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에 구애받지 않은 넉넉한 탑승 공간과 수하물 적재 공간을 가진 올-뉴 디스커버리는 언제 어디서든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진 속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CLEVER STOWAGE

SEVEN FULL-SIZE SEATS WITH INTELLIGENT SEAT FOLD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전동식 3열 시트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적재 공간이나 기본 터치스크린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2열과 3열 시트를 접어  
적재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차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의 원격조정으로 시트 배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MMAND DRIVING POSITION
더욱 넓은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전설적인 랜드로버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SUPREME CAPABILITY
이 차량의 혈통과 DNA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및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등의 드라이빙 기술을 기본 탑재해 전지형  
주행 능력을 갖춘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다이내믹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종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전동식 이너 테일게이트는 올라설 수 있고 짐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용도로사용 가능합니다. 테일게이트가 열려 있을 때는  
화물 고정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WERED INNER TAILGATE

ACTIVITY KEY
랜드로버에 처음 적용되고 퍼스트 에디션의 기본 사양인 액티비티 키 옵션은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 방수의 손목 밴드 형태인 액티비티 
키는 몸에 지닌 채로 요트 타기에서 스카이 다이빙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의 손상이나 고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UNRIVALLED TOWING
지난 몇 년 동안 디스커버리는 다른 유사 차종에 비해 월등한 견인 능력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뉴 디스커버리 또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며, 실제로 이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견인 능력을 최대 3,500kg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디스커버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인컨트롤(InControl)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  
많은 USB 포트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커넥티드(Connected)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INTUITIVE CONNECTIVITY

온도 조절 장치 뒤쪽에 있는 접이식 보관함부터 
보조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 컵 홀더 아래에  
있는 다용도 공간에 이르기까지,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모든 탑승자가 편안한 주행감과 여유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열 탑승자에게 
954mm의 레그룸이 제공되고, 3열 탑승자에게도 851mm의 레그룸이 제공됩니다.

GENEROUS LEGROOM WITH STADIUM SEATING 

UNCOMPROMISED LOADSPACE CAPACITY
더럽거나 젖은 장비를 넣기 좋은 언더 플로어 보관함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7인승 시트로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2,000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는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ALL-NEW DISCOVERY FIRST EDITION –  
THE FACTS
디자인, 성능,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져 현존하는 가장 매력적인 랜드로버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이 차량의 고유의 강성과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현대적이고 매혹적인 외관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차량의 강렬한 라인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능형 3열 시트와 실내의 다양한 수납 공간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탑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요소입니다.

전체 사양과 적용 가능 옵션에 대해서는 함께 제공되는 사양 및 가격 가이드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차량은 Farallon Black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DESIGN

EXTERIOR
이 차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차세대를 위한 디스커버리 이미지의 혁신적인 재구축입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아름다운 비율의 풀사이즈 SUV입니다. 차량을 감싸는  
듯한 형상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짧은 전후방 오버행과 조화를 이루어 차량을 더욱  
우아하게 만듭니다.

급한 경사의 윈드스크린, 솟아오르는 벨트 라인과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유선형의 
다이내믹한 형상을 만들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형태는 동급 최고의 실내 
공간과 뛰어난 동력학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바디 컬러의 C-필러, 스텝 루프 및 뒤쪽 번호판 
플레이트의 비대칭적 요소는 모두 이전 디스커버리 디자인의 럭셔리한 혈통을 계승합니다.

깔끔한 플러시 요소와 역동적으로 솟아오르는 웨이스트라인, 차량을 감싸는 형상의 라이트는 
모던한 스타일을 더욱 강조합니다. 세련미가 돋보이는 LED 라이트는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기본 사양으로, 어떠한 주행 조건에도 우수한 가시성을 확보해주어 안정성을 높이며 
감성적인 익스테리어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강렬함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현대적인 영국 디자인의 완벽한 전형으로 Namib Orange, 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의 세 가지 메탈릭 익스테리어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익스테리어 컬러는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진 속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사진 속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FIRST EDITION EXTERIOR DESIGN DETAILS
아름다움을 실현한 이 차량은 많은 놀라운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독특한 21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며, 보다 스포티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22인치 알로이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amib Orange 차량의 경우, Gloss Black 휠이  
기본 장착됩니다. 선택 가능한 세 가지 프리미엄 메탈릭 익스테리어 컬러는 블랙 그릴,  
펜더 벤트 및 보닛과 테일게이트의 스크립트와 조화를 이룹니다. 

맞춤형 퍼스트 에디션 배지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눈에 띄도록  
B-필러에 깔끔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 모델에만 독점적으로 장착됩니다.  
이 배지는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 타거나 내릴 때마다 소유자의  
개성이 돋보이도록 특별하고 독특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Namib Orange  
익스테리어 컬러와 더불어 Black 콘트라스트 루프는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디자인적 특징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사진 속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제원, 옵션 및 적용 여부는 판매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TERIOR
메인 계기판을 아우르는 강렬한 직선 라인은 디스커버리의 세련된 디자인 요소를 
계승합니다. 가죽, 고품질 우드 및 금속 마감재 같은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장인 
정신과 정교함을 더해 모던한 실내 분위기를 만듭니다.

10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내에서 차량 외부 상황을 파악하고, 
간편하게 손끝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과 
수납 공간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유지하며,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 스티칭 및 마이크로파이핑과 함께 Ebony/Ebony 컬러를 적용한 퍼스트 에디션의 인테리어입니다.



FIRST EDITION INTERIOR DESIGN DETAILS
꼼꼼한 마무리. 최고급 소재. 랜드로버의 디자이너들은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면서 최고급 품질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고급 윈저 가죽으로 
장식되었으며 세 가지의 강렬한 컬러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imbus 윈저 가죽 시트,  
Ebony 파이핑 및 스티칭이 적용된 Nimbus/Ebony 인테리어, Ebony 윈저 가죽 시트,  
Nimbus 파이핑 및 스티칭이 적용된 Ebony/Ebony 인테리어 또는 Vintage Tan 윈저  
가죽 시트, Nimbus 파이핑 및 스티칭이 적용된 Vintage Tan/Ebony 인테리어* 어떠한  
구성을 선택하셔도 현대적인 인테리어 공간을 훌륭하게 보완해 줍니다. 선택 가능한  
인테리어 컬러 옵션을 보려면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내부 곳곳에 눈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직 마감재를 세 가지 스타일로 제작된 브러시 알루미늄으로 처리해 품격을 더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만 특별히 적용된 카토그래피 알루미늄 마감재는 디스커버리의 
여정을 말해주는 듯 도어와 계기판 중앙 사이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영혼과 혈통을 이어받아 탄생했으며, 뛰어난 세공과 독특한 개성이 특징인 이 마감재는 게이돈의 
랜드로버 설계 본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솔리헐의 생산 공장, 영국 디자인의 본산 런던 등  
영국 전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센터 콘솔에는 에칭 가공된 맞춤형 'First Edition' 배지가 부착되어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익스테리어 컬러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 스티칭 및 마이크로파이핑과 함께 Ebony/Ebony 컬러를 적용한 퍼스트 에디션의 인테리어입니다.



SEVEN FULL-SIZE SEATS
성인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올-뉴 디스커버리디스커버리에서는 다양한 시트 변형을 제공합니다.  
3열로 즉각 변형이 가능한 이러한 시트는 동급의 다른 차량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열에서는 60:40 분할이 가능한 슬라이드와 등받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로드 스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 방식 시트 배치를 사용하면 모든 탑승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계단식 루프는 2열과 3열 탑승자에게 넉넉한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세련된 공간 사용으로 모든 탑승자가 일등석에 앉게 됩니다. 
이외에도 3열 모두에 히팅 시트를 장착하거나 1열과 2열에 히팅 및 쿨링 시트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MOTE INTELLIGENT  
SEAT FOLD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서 리모트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옵션을 선택한 경우,  
터치스크린 뿐만 아니라 스위치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여 쉽게 시트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의 계산대에 줄을 서면서 구입한 물품의 크기에 맞게 원격으로  
차량의 공간을 조정하여 차량에 돌아가는 즉시 짐을 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손쉽게 시트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 폴딩 메커니즘에서는 헤드레스트를 비롯한 시트를 원활하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게  
하는 인텔리전트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트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이  
올려져 있는 상태를 인식하며 접힐 때 자동으로 시트 위치를 조정하여 충돌을 방지합니다.



사진 속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DRIVING TECHNOLOGY

PERMANENT  
4 WHEEL DRIVE  
SYSTEMS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는 랜드로버의 지능형 상시 4륜 구동(4WD) 
시스템이 적용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천후 전지형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장착된 2단 트랜스퍼 기어 박스는 추가적인 저단 기어 세트를 갖추고 
있어 까다로운 주행 조건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액슬을 잠그는 기능으로 전륜과 후륜에  
50:50의 토크를 분할하는 전자식 중앙 디퍼렌셜입니다.

TERRAIN 
RESPONSE 2
이 자동차에는 65년 이상 축적된 랜드로버 최고의 전지형 차량 전문 기술과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에 최초로 탑재되었던 혁신적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은 이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로 올-뉴 디스커버리에 
새롭게 탑재됩니다. 

이 개량된 시스템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행 모드 
(암반 저속 주행 모드 포함)를 통해 차량의 엔진, 기어 박스,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을 지형 조건에 맞게 최적화합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는  
주행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적합한 주행 모드를 선택하여 각 조건별로  
최상의 섀시와 파워트레인 설정을 찾아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자동 모드가 아닐 때도 운전자에게 저속 레인지 선택 시점이나  
오프로드 지상고를 알려주며 운전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ALL TERRAIN  
PROGRESS CONTROL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은 최첨단 시스템이며 험한 조건에서 차량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시속 2km에서 30km 사이의 초저속 구간에서 일종의 크루즈 컨트롤처럼 
작동하며,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조작에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랜드로버 전지형 전문가들이 개발한 ASPC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와 4WD 트랙션 시스템 및 제동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동작합니다.

ATPC가 작동되면, 표준 스티어링 휠 +/- 크루즈 컨트롤 버튼으로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 설정을 해제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 서서히 감속할 수 있습니다.



TOWING AIDS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최대 3,500kg까지 견인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며 쉽고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옵션 품목인 전동 전개형 토우 바는 적재 공간의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견인 히치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차량 토우 볼과 트레일러 토우 바의 예상 연결 경로를 터치스크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견인 고리 연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트레일러를 차량에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전개형 토우 바를 장착한 차량은 트레일러 라이트 테스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견인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진 속 차량은 Farallon Black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LAND ROVER INCONTROL
InControl은 랜드로버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운전자와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는 InControl Touch Pro 및  
InControl Connect Pro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됩니다.

사진 속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InControl 기능, 옵션 및 적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파워트레인별로 달라집니다. 국내 판매 여부와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일부 기능에는 적합한 데이터 계약이 포함된 마이크로 SIM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리테일러와의  
초기 계약 후 추가적인 가입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은 지역에 따라 접속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InControl 시스템: landrover.com/incontrol

INCONTROL TOUCH PRO

InControl Touch Pro의 차세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최고 수준까지 높여줍니다.

주요 사항:

 – 10인치 터치스크린
 – 스피커 14개 및 서브우퍼 포함 Meridian™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825W
 – CD-DVD
 – 음성 인식
 – InControl Touch Pro 내비게이션
 – TV 

 – InControl Protect는 SOS 긴급 출동, 랜드로버 어시스턴스 서비스,  
Remote Essentials 스마트폰 앱으로 구성됩니다.

 – InControl Connect Pro는 InControl Apps, Remote Premium 및  
InControl Pro 서비스로 구성되며, Wi-Fi 핫스팟, Route Planner App,  
ETA 공유, Live 서비스, 통근 모드, 도착 모드 및 도착 모드 주차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옵션

 –  InControl Secure는 차량에 대한 모든 승인되지 않은 이동을 감지하여  
도난 차량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PLANNING ROUTES
출발하기 전에 Route Planner App 또는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여 장소를 저장하거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목적지 정보를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송합니다.

STAYING CONNECTED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Apple Watch에서 Remote 
Premium 앱을 사용하여 원하는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하십시오. 
주행 중에는 차내 Wi-Fi 핫스팟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며 
최대 8대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FINDING PARKING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InControl Touch Pro 내비게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까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며,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클릭 한 번으로 주차장을 추가하고 경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도착 모드 주차 기능은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360도 스트릿 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STAYING FOCUSED
랜드로버의 InControl Touch Pro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일상적인  
언어 명령을 인식합니다. 손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InControl 기능, 옵션 및 적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파워트레인별로 
달라집니다. 국내 판매 여부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일부 기능에는 InControl Connect Pro와 적합한 데이터 
계약이 포함된 마이크로 SIM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리테일러와의  
초기 계약 후 추가적인 가입이 필요합니다. Apple Watch®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은 
지역에 따라 접속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Apple/Android Store에서 
InControl Apps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InControl 시스템: landrover.com/incontrol

10 WAYS TO 
GET YOUR LIFE 
INCONTROL
InControl Touch Pro는 다양한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InControl 기술은 주차 
공간을 더 쉽게 찾도록 도와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며,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추적을 돕는 등,  
더 자유롭고 즐거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퍼스트 에디션 모델의 기본 사양입니다. 



SHARING PROGRESS
도착 예상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내비게이션 안내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도착 시간을 선택된 연락처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ETA 공유 기능이  
텍스트나 전자 메일을 통해 자동 업데이트 정보를 보내 줍니다.

INTELLIGENT ROUTING
통근 모드 기능은 소유자의 통근 경로를 시스템이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아도 실시간 및 과거 교통량 
정보에 기초하여 예상 이동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특정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학습하여 어느 경로가 최단 경로인지 안내합니다.

MOVING FASTER
InControl Touch Pro는 쿼드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 성능이 더 뛰어나며 이더넷 네트워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기능을 지원하는 홈 화면에 원하는 기능을 배치할  
수 있으며, 60개 이상의 바로 가기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홈 화면을 최대 4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HELP IS ALWAYS AT HAND
InControl Protect 기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 서비스 팀에 
자동으로 통보하거나 차 안에 있는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랜드로버 어시스턴스 
서비스 담당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STOLEN VEHICLE TRACKING
여기에 InControl Secure를 추가하면 도둑이 차량에 침입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퍼스트 에디션의 옵션 사양입니다.

DOOR-TO-DOOR
주차한 후에는 Route Planner App이 계속 목적지까지 안내하며, 
대중 교통 옵션이 포함되므로 목적지 문 앞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emote Premium 앱을 사용하면 차량이 잠겨  
있고 모든 도어와 윈도우가 닫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RIDIAN™ 
SOUND SYSTEM
랜드로버는 고성능 오디오 기술 및 디지털 서라운드 처리의 세계적 선두주자인 
Meridian™과 제휴하여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을 위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되는 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14개 스피커와  
듀얼 채널 서브우퍼를 통해 825W의 출력을 제공하며, 신중하게 배열된 스피커를  
통해 선명도가 탁월하고 수정처럼 맑은 고음과 중후한 저음을 구현해 줍니다. 

시스템에 통합된 다이내믹 볼륨 컨트롤 기술은 실내 잡음을 부드럽게 순화하고  
자동으로 사운드 밸런스를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Meridian Trifield™ 기술을 내장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오디오 재현력을 보여주며, 차내의 착석 위치와 상관없이 한층 원음에 가까운  
음향을 선사하므로 모두가 순수한 음악적 즐거움을 느끼고 들을 수 있습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Trifield와 "쓰리 필드"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사진 속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USB 커넥터서브우퍼825 W 14개 스피커



ENGINES

ENGINE PERFORMANCE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 탑재되는 2개 엔진 각각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크와  
출력 곡선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여 엔진을 선택하십시오.

Si6 340PS 엔진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IESEL ENGINE
Td6 258PS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는 랜드로버의 
최신형 3.0L 터보차저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된 이 엔진은 싱글 터보차저와 
세라믹 볼 베어링 기술을 통해 마찰을 줄여 모든 엔진 
속도에서 보다 부드럽고 신속하게 동력을 제공합니다.

8-노즐 저유량 인젝터 구조를 사용하여 분사 정밀성 
및 연료 미립화가 향상되었습니다. 61.2kg.m라는 

압도적인 최대 토크를 제공하는 Td6 엔진은 더욱 
정교하고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트윈 인터쿨러가 적용된 인테이크 시스템이 뛰어난 
냉각 성능을 제공하고, 최신 탠덤 솔레노이드 지능형 
스톱/스타트 시스템을 장착하여 연료 소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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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 ENGINE
Si6 340PS*
2열로 배치된 실린더 사이에 루트 타입 트윈 
보텍스 슈퍼차저가 'V'자 형태로 장착되어 있어 
외형이 콤팩트한 것이 특징입니다. 슈퍼차저 
기능은 선형적 출력을 실현하는 동시에 
반응성을 극대화해 주며,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엔진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경제성과 배기 가스 배출량이 최적화됩니다. 

또한 V6 엔진은 이중 독립형 가변 캠 타이밍, 
즉 DIVCT 시스템을 통해 흡기와 배기 
밸브의 작동을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경량 피스톤과 초저마찰 
피스톤 링을 장착하고 있어 성능과 효율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 외에도, 한 쌍의 역회전 
밸런스축 시스템이 엔진의 정교함을 더욱 
향상시켜 줍니다.

   토크 (Nm)
   출력 (PS)

ENGINE PERFORMANCE

*Si6 340PS 엔진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ilicon Silver (premium metallic)Farallon Black (premium metallic)

Namib Orange (premium metallic)
Standard Contrast Roof Colour
Black

SPECIFICATIONS

CHOOSE YOUR COLOUR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세 가지의 아름다운 익스테리어 컬러 옵션을 제공하며,  
최신 도장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색감과 컬러의 미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솔리드 페인트는 진한 단색을 만들고, 메탈릭 페인트는 강렬한 스파크 마감 처리를  
자랑합니다. 랜드로버만의 메탈릭 페인트는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및 Gloss Black 마감
Namib Orange 컬러의 기본 휠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컬러의 기본 휠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031GE
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컬러의 옵션 휠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및 Gloss Black 마감
031GF

Namib Orange 컬러의 옵션 휠

CHOOSE YOUR WHEELS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에는 Namib Orange의 경우 Gloss Black을, 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차량의 경우 Silver로 마감된 특별한 21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보다 스포티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22인치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CHOOSE YOUR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인테리어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과감하게 배치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모두의 취향을 배려한 세 가지의 독특한 컬러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는 익스테리어 컬러 팔레트를 보완해 줍니다.

Nimbus 스티칭 및 파이핑이 적용된 Ebony / Ebony 
(Farallon Black, Silicon Silver 및 Namib Orange와 함께 사용 가능)

Nimbus 스티칭 및 파이핑이 적용된 Vintage Tan / Ebony 
(Farallon Black 및 Silicon Silver와 함께 사용 가능)

Ebony 스티칭 및 파이핑이 적용된 Nimbus / Ebony 
(Farallon Black, Silicon Silver and Namib Orange와 함께 사용 가능)



익스테리어 – 기본 사양

 – Narvik Black 서라운드 Narvik Black 그릴

 – Narvik Black 펜더 벤트, 미러 캡 및  
Discovery 스크립트(보닛 및 테일게이트)

 – 바디 컬러 도어 핸들 

 – Black 콘트라스트 루프(Namib Orange 
익스테리어 컬러)

 – 전동식 슬라이딩 선루프 & 고정식 리어 글래스 - 
파워 블라인드 포함

 –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 오토 디밍, 파워 폴딩 열선내장 도어 미러 
(웰컴 램프 포함)

 – B-필러의 First Edition 배지

 –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 

 – 전방 안개등 

 –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 -  
시그니처 하이라인 테일램프

 – 오토 하이 빔 어시스트(AHBA) 및  
자동 헤드램프

 –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알로이 휠(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익스테리어 컬러)

 –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Gloss Black 피니시 알로이 휠 
(Namib Orange 익스테리어 컬러)

 – 공간 절약형 알로이 스페어 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 2단 트랜스퍼 박스(하이/로우 레인지) 및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 제스처 테일게이트

익스테리어 – 옵션 사양

 –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알로이 휠(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익스테리어 컬러)

 – 22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알로이 휠 
(Namib Orange 익스테리어 컬러)

 – 전동 전개형 토우 바

 – Silver(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익스테리어 컬러) 또는 Black(Namib Orange 
익스테리어 컬러) 루프 레일

 – 열선 윈드스크린

인테리어 – 기본 사양

 – 3열 시트 및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 시트 팩 4 – 16방향 조절 전동 조절  
Windsor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포함)

 – 전동식 각도 조절 리어 시트 및 전동식 3열 시트 

 – 카토 그래피 마감재 및 마춤형 센터 콘솔  
First Edition 배지 

 – 히팅/쿨링 프론트 및 리어 시트

 – 조수석 ISOFIX

 – 3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눈부심 방지 인테리어 미러 

 – 트윈 프론트 컵 홀더(덮개 포함), 상부 보조  
글로브 박스, 페시아 수납 공간, 센터 콘솔  
쿨링박스 및 3열 측면 덮개식 수납함

 –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후방 교통 감지, 차선 유지 보조, 주차 보조 기능,  
360º 주차 보조 장치 및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 키리스 엔트리

 – 전동식 이너 테일게이트

 – MeridianTM 디지털 서라운드 시스템 825W - 
14개 스피커 및 서브우퍼

 – 앞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 

 – 디지털 TV

 – InControl Touch Pro 내비게이션, InControl 
Protect, InControl Remote Premium, 
InControl Pro 서비스 및 InControl Apps

 – 싱글 12V 보조 충전 포트(상부 글로브 박스) 및 
트윈 USB 소켓(2열)

인테리어 – 옵션 사양

 – InControl Secure

 – 첨단 경보 시스템

 – 구급 상자

 – 흡연자 패키지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사진 속 차량은 투어링 팩이 적용된 Silicon Silver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LAND ROVER APPROVED ACCESSORIES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은 다양한 지형과 주행 조건에서 자신감 있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세련되고 실용적인 다양한 액세서리들은  
이러한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주행 성능을 배가시켜 주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고 실용성 및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신차를 출고할 때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랜드로버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차량에 장착되는 정품 장비와 동일한 표준으로 시험, 설계 및 제조됩니다.



ACCESSORIES

러기지 캐리어 
VPLRR0159
루프 캐리를 용이하게 하는 유연한 랙 시스템. 최대 74kg의 적재 용량을 제공합니다.  
최대 적재량 61kg*.

Click & Go 시스템** 
VPLRS0389 – Click & Hook 
VPLRS0395 – Click & Work 

 
VPLRS0390 – Click & Hang 
VPLRS0392 – Click & Play 
(iPad® Air)†

Click & Go 시스템은 2열 탑승자를 위한 다목적 등받이 시스템입니다. 이 다기능적인 
시스템은 헤드레스트 마운팅 사이에 고정되며 태블릿, 가방, 셔츠, 재킷 등을 걸 수 있는 
보조 걸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VPLRP0269
편리한 승하차와 간편한 루프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테두리 장식에 광택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고무 트레드 매트를 부착했습니다.

휠 마운트 바이크 캐리어 
VPLFR0091
자전거 한 대(최대 20kg)를 적재할 수 있는 캐리어 – 잠금 기능 포함

iPhone® 연결 및 충전 독 
VPLRV0119
iPhone 연결 및 충전 독은 센터 콘솔 컵 홀더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iPhone 미디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USB 연결이 필요한 경우 iPhone USB 충전기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iPhone 5, 5c, 5s, 6 및 6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1열의 헤드레스트 마운팅 베이스(VPLRS0388)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iPad 2, 3 및 4(VPLRS0391), iPad Mini(VPLRS0393) 및 삼성 제품(VPLRS0394)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또는 사이드 튜브를 장착하면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되는 물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Phone 및 iPad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은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마감재 컬러와 디테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액세서리에 관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중앙 팔걸이 냉온장고 
VPLVS0176
중앙 팔걸이는 음식 및 음료 냉/온장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팔걸이  
냉/온장고는 가죽 커버를 적용했으며, 중앙 안전 벨트 옆에 고정되고 뒷좌석  
보조 소켓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DIMENSIONS AND CAPABILITIES

최소 회전 반경
연석 기준 12.3m  
벽면 기준 12.7m  
락투락 회전 2.7

통과 수심
최대 통과 수심 900mm

전장 4,970mm 

2열 뒤의 
길이 1,119mm 

1열 뒤의 
길이 1,963mm 

뒷바퀴 간격 1,687mm

미러를 접었을 때의 폭 2,073mm 
미러를 펼쳤을 때의 폭 2,220mm 

앞바퀴 간격 1,692mm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표준 34.0° 27.5° 30.0°

B CA

표준 지상고
루프 안테나 장착 시 1,888mm

헤드룸
앞좌석 최대 헤드룸  
(파노라믹 선루프 포함) 1,016mm  
뒷좌석 헤드룸 991mm

적재 공간 용량
뒷좌석 세운 상태  
높이 939mm, 폭 1,411mm
최대 적재 공간 부피 1,137리터  
최대 바닥 길이 1,911mm
뒷좌석 접은 상태  
1열 뒤의 길이 1,963mm 
2열 뒤의 길이 1,119mm  
높이 939mm, 폭 1,411mm
최대 적재 공간 부피 2,406리터  
최대 바닥 길이 1,963mm

장애물 회피 높이
표준 지상고 283mm

적재 공간의 
폭  

1,411mm

사진 속 차량은 올-뉴 디스커버리 퍼스트 에디션의 익스테리어 마감재 컬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디젤 가솔린

3.0L Td6 3.0L Si6*

자동 자동

출력(PS) 258 340

시트 7 7

엔진 데이터

최대 출력(kW(PS)/rpm) 190 (258) / 3,750 250 (340) / 6,500
최대 토크(kg.m/rpm) 61.2 / 1,750-2,250 45.9 / 3,500-5,000
배기량(cc) 2,993 2,995
기통 수 6 6
실린더당 밸브 4 4
실린더 레이아웃 세로형 V6 세로형 V6

브레이크

프론트 타입 2 x 48mm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2 x 48mm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프론트 직경(mm) 360 360
리어 타입 43mm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43mm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리어 직경(mm) 350 350
주차 브레이크 통합 모터 캘리퍼 통합 모터 캘리퍼

견인(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최대 견인력 3,500 3,500
최대 장착점 200 20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조합 / 총 차축 중량 6,550 / 6,670 6,490 / 6,670

루프 적재 중량(kg)

최대 루프 적재 중량(루프 랙 포함) 80 80

성능

최고 속도(km/h) 209 215
0-100km/h 가속 시간(초) 8.1 7.1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리터) 85 89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

4  기본 − 제공되지 않음

* 3.0L Si6 모델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 EU 테스트 수치.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료 잔량이 약 9리터일 때 연료 부족 경고가 표시됩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PERFORMANCE AND KEY DATA



LAND ROVER ONELIFE
랜드로버 구매자는 3년 동안 원라이프 매거진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 랜드로버 매거진은 1년에 두 번 
발행되며 40개국의 고객에게 배달됩니다. 매 호는 최신 랜드로버 
뉴스와 차량 소개, 각 차량에 적용된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심층  
정보, 세계 각지 전문가의 여행 소식과 의견 등으로 채워집니다.

LAND ROVER FINANCIAL SERVICES
자신만의 특색 있는 랜드로버를 만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간단해졌으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신차나 중고차, 개인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FLEET & BUSINESS
랜드로버는 차량 사업자와 사업체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제조업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차량 라인업과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성 넘치며 탁월한 기능과 다용성을 자랑하는 모든 랜드로버 차량은 
높은 잔존 가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유지 관리 및 수리 비용, 탁월한 
연비 및 CO2 배출량 등으로 낮은 유지비를 실현합니다.

또한 랜드로버는 고객 중심의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를 제공하여,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모든 랜드로버 차량이 최상의 상태로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LAND ROVER EXPERIENCE
랜드로버는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어디서든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 
왔습니다. 가장 험한 조건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여 
모든 지형에 적합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랜드로버 라인업은 
안락감과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인테리어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수한 성능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가 가장  
열광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랜드로버의 탁월한 성능과 우수한 
강성을 직접 체험하며,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마련된 오프로드 
트랙에서는 더욱 험악한 지형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아이슬란드 또는 모로코 등의 국가들로  
떠나는 랜드로버와의 모험에 참여하여 랜드로버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랜드로버로 떠나는 모험에 참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A WORLD OF LAND 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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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지 사항: 랜드로버는 차량의 성능 디자인 및 생산공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최신 자료를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실제 차량과 본 책자에 
기술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탈로그는 차량의 최신 제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서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차종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안서도 아닙니다. 총판과 딜러는 랜드로버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장착한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에는 신규 등록 차량 인도 
후 한 달 동안 또는 주행거리가 1,600km가 될 때까지(먼저 도달하는 것을 적용) 차량 
보증과 동일한 보증 조건 및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구입 및 장착하는 
순정 액세서리에는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12개월의 보증 수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입니다. 극한의 고온과 저온에서의 성능, 내부식성,  
강도, 에어백 작동 여부 등의 테스트는 액세서리의 내구성은 물론 현행 관련 법규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치는 철저한 시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부 액세서리는 
일부 모델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루프 캐리어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들은 간단하게 장착이 되며, 일부 제품은 전용 
공구로 차체에 장착하거나 진단 기기를 이용해 전자 장비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판매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최신 사양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에 인쇄된 제품 색상은 인쇄 과정의 한계로 인해 실제 색상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일부 색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별 
랜드로버 전시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판과 딜러는 랜드로버의 대리인, 혹은 
계열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랜드로버는 Castrol EDGE Professional 사용을 권장합니다.

앞표지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뒤표지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Silicon Silver 및 Farallon Black 컬러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LAND ROVER COLLECTION
자동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랜드로버의 혼이 깃든 최신 랜드로버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랜드로버의 섬세한 기술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의류, 여행 물품, 선물용 고급 상품에도 최고급 
수준의 장인 정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연인을 위한 최고 품질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컬렉션에는 의류, 지갑, iPad 및 iPhone 케이스, 손가방, 
서류 가방, 나들이용 가방과 같은 다양한 소형 가죽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커프스 단추와 여성용 실크 스카프가 
같은 상품들은 랜드로버 컬렉션에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유니크한 컬러 패턴과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진 의류와 모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랜드로버 자동차 모형 등의 컬렉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OADSIDE ASSISTANCE
랜드로버 긴급 출동 서비스는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동 잠금, 
타이어 펑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행 중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랜드로버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 혜택 책자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거나, landroverkorea.co.kr/ownership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Pad 및 iPhone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