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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 브랜드로 4륜 구동 자동차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랜드로버는 1947년 첫 모델을 출시한 이래로 지속적인 첨단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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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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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만의 독특한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레인지로버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특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SUV입니다.   

Gerry McGovern 
랜드로버 총괄 디자인 디렉터 및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45년 전 레인지로버의 등장은 오프로드 드라이빙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어디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탁월한 주행 퍼포먼스의 
상징이 되었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영국 장인정신의  

정수를 대변하는 자동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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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TERIOR
레인지로버의 전통적인 세 가지 라인인 하부 액센트 그래픽과 

루프라인, 그리고 차체를 휘감은 웨이스트 라인은 절제미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레인지로버만의 
고유한 실루엣에 날렵한 곡선이 더해지면서 더욱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특히 매끈하게 연결된 유리와 글로스 블랙 
필러로 인해 플로팅 루프의 시각적 효과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현대적인 모습은 레인지로버를 특징짓는 

디자인의 디테일로 멋을 더합니다. 앞쪽 도어에 위치한 
현대적 해석의 사이드 펜더 벤트 그래픽이 먼저 눈길을 

끌고 그 아래로 차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액센트 그래픽이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진행방향으로 
비춰주는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는 레인지로버의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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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레인지로버만의 특별한 세련미를 경험해보십시오. 차분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에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정성을 기울인 랜드로버의 장인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조작이 간편한 넓은 센터 콘솔, 탄력 있고 부드러운 
가죽, 매끄럽게 다듬어진 우드 베니어, 그리고 정교한 피니셔 등 
레인지로버의 모든 인테리어 요소들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 

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모든 시트에는 부드러움과 탄력, 매혹적인 촉감을 
지닌 세미 애널린(Semi-Aniline) 최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계기판, 그리고 도어와 헤드라이닝에 이르기
까지 실내의 모든 표면을 감싸는 최고급 가죽과 장인 정신으로 

꼼꼼하게 바느질된 디테일은 인테리어의 품격을 높입니다.  
스티칭의 길이와 방향, 실의 짜임과 두께 및 소재는 물론 바늘의 
크기와 모양까지 까다롭게 선택하여 정점에 이른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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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PROMISING 
ATTENTION TO DETAIL
레인지로버의 완벽한 디테일을 완성하는 장인의 기술력은 

인테리어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메탈  
마감재의 사용으로 고급스러운 촉감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최고급 가죽과 우드 베니어의 이상적인 조화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센터 콘솔 양쪽의 대담한 
결무늬 알루미늄 필러와 새틴 크롬이 적용된 로터리 

드라이브 셀렉트 및 에어 벤트 또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20여 가지의 특수 공정을 거쳐 가공된  
알루미늄 마감재가 사용되어 정교하고 섬세한  

레인지로버만의 최고급 인테리어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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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WHEELBASE

EXTERIOR
롱 휠베이스 모델은 레인지로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

합니다. 더욱 넓어진 뒷좌석의 레그룸은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의 
모든 탑승자가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론트 휠 아치 뒤의 독특한 ‘L’ 뱃지와 Santorini Black 컬러 미러 
캡이 기본 적용되어 독특한 바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12

INTERIOR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는 뒷좌석 레그룸을 186mm 넓혀  
여유로운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를 17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마치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럭셔리함과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앞 동반석 시트  
원격 조절 기능(Passenger Seat Away)으로 동반석의 
시트 위치를 조절하여 뒷좌석의 레그룸을 최대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롱 휠베이스 모델에는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10.2" 
스크린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전동식 리어 윈도우 
선 블라인드, 1700W 메리디안 시그니처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의 사양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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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는 디자인의 미학을 대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탄생시킨 모델 중 가장 럭셔리한 사양을 자랑하는  

SVAUTOBIOGRAPHY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John Edwards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SVO) 총괄 사장

SVAUTOBIOGRAPHY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는 랜드로버의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
(SVO)에서 설계 및 제작된 레인지로버 역사상 가장 럭셔리하고 매혹적인  
모델로,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고 안락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SVO는 높은 안목을 갖춘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된 사업부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고성능 차량 등의 개발 및 제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정교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장인정신이 빚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세련미. 레인지로버만이 품을 수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이 정점을 
이룰 때 비로소 SVAutobiography 라는 이름이 허락됩니다. 레인지로버  
역사상 가장 럭셔리하며 고혹적인 SVAutobiography 모델이 선사하는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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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VAutobiography 모델에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장인의 기술력과 45년 동안 축적된 레인지로버 설계의 전문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맞춤형 제작으로 최고 수준의 우아함과 정교함이 느껴지는  

SVAutobiography는 전면 및 후면에 Dark knurled 
테마와 Bright Chrome 테두리로 마감 처리된 ’Range 
Rover’ 레터링과 같은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차원이 다른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Duo-Tone 페인트를 선택하면  
상부에는 Santorini Black 색상이 적용되며 웨이스트라인 
하부는 취향에 따라 4가지 익스테리어 컬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차별화 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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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손끝에서 느껴지는 모든 디테일의 정교한 마감은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SVAutobiography에는 세미 애널린(Semi-Aniline) 최고급 가죽으로  
마무리된 20  방향 조절 앞좌석 파워 시트가 기본사양으로 제공되며, 앞/뒷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탑승객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는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사
함과 동시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리어 센터 콘솔에는 
독립식 온도 조절장치가 포함되어 편리함을 배가시켜 주며, 최고급 럭셔리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자동 전개식 뒷좌석 테이블과 쿨링 박스, 그리고 다리 
받침에 이르는 다양한 인테리어 구성 요소는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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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FEATURES
스톱/스타트 버튼, 로터리 드라이브 셀렉터, 암레스트 조절 장치,  
Satin Brushed 컵홀더와 같은 인테리어 사양에는 정교하게  
마감된 'knurled' 테마가 새롭게 적용되어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만의 정제된 세련미를 극대화합니다.  
스마트 키에도 유니크한 ‘Autobiography’ 레터링이 각인되어 
특별함을 더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일게이트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적재물을 
간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테일게이트 슬라이딩 시스템과  

테일게이트에 장착하여 편안하게 앉아 야외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팅 시스템이 옵션 사양으로 제공

됩니다.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팅 시스템은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두 개의 시트로 구성되며, 부드러운 직물 안감이 적용된 고급 
스러운 보관 주머니를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에 깔아 차량  

외부 표면과 사용자의 옷이 직접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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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TECHNOLOGY

TERRAIN RESPONSE
최첨단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랜드로버만의 정통 

오프로드 기술의 조합으로 레인지로버는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랜드로버의 차세대 시스템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Terrain Response® 2) 역시 주행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 등을 노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 

함으로써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는 잔디/자갈/눈, 진흙, 모래 및 암석 
등을 포함하는 모든 노면에서 최상의 주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자동 모드로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로우레인지나 차고 높이 조절이 필요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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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ERRAIN PROGRESS
CONTROL(ATPC)
랜드로버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오프로드 관련 기술과 경험

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Terrain 
Progress Control)*은 저속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해  
눈 덮인 도로, 젖은 잔디와 같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운전자
의 페달 조작 없이도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km/h에서 30km/h 사이의 속도에서 작동하며,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기능을 선택하고 크루즈 컨트롤 제어 버튼을 

통해 원하는 속도를 설정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노면상황에  

맞도록 엔진의 출력과 트랙션을 최적화합니다. 
 

ATPC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과 인텔리전트 4륜 구동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및 제동 장치와의 완벽한 연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ATPC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의 조작으로  

언제든지 설정해놓은 세팅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SDV6 Hybrid 모델 미적용



DRIVING TECHNOLOGY      25



        26

HILL DESCENT
CONTROL(HDC)

WADING
CAPABILITY

레인지로버에 적용된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Hill Descent Control, HDC)는 가파른  
경사로에서 브레이크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며, 함께 제공되는 오르막길 주행 보조 
장치(Hill Start Assist)는 차량이 정지했다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사로 가속제어 장치(Gradient Release Control, 
GRC)는 경사가 급한 곳을 내려갈 때 작동함으로써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흔들림을  

방지합니다.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의 레인지로버는 혁신적인 공기 

흡입 시스템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인 최대 900mm의  
도강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각과 이탈각을 
극대화하여 어떠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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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DYNAMICS

DYNAMIC
RESPONSE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는 차량의 
움직임을 초당 500회 이상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의 조작 
또는 노면 조건에 즉시 반응함으로써 차량 제어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오프로드 조건을 감지하고 댐핑을 최적화하여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정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인지로버의 탁월한 핸들링과 우수한 안정성이 선사하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만끽하다 보면 길게만 느껴졌던 

일상의 여정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Dynamic Response)*은  
코너링 혹은 불규칙한 노면에서 주행 시 차체의 롤링을  

최소화함으로써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최신 2-채널 시스템이 프론트 액슬과 리어 액슬을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저속에서도 민첩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 시에 차량 조종성과 안정성을 향상 

시킵니다. 또한 오프로드 지형이 감지되면 컨트롤 모듈이 
롤링 보상 수준을 낮춰 휠 아티큘레이션을 높임으로써  

향상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TDV6 및 SDV6 Hybrid 모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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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USPENSION

AUTOMATIC
ACCESS HEIGHT

레인지로버에는 차체 구조에 맞게 새롭게 설계된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서스펜션의 세팅을 조절하여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험한 지형에서도 항상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 설정 변환을 통해 서스펜션의 높이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최상의 주행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 시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레인지로버는 작은 디테일에서도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운전자를 예우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자동 높이 조절 장치(Automatic Access 
Height)는 승하차 시 차량의 높이를 최대 50mm 까지  
낮춰 보다 편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2



DRIVING TECHNOLOGY      33

TOWING AND DRIVING AIDS
SURROUND CAMERA SYSTEMTOW HITCH ASSIST

TRAILER STABILITY ASSIST

최대 3,500kg*을 견인할 수 있는 레인지로버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탁월한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네 개의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

되어 버드-아이 뷰를 포함한 차량 주위 360° 시야를 최신형 
풀 컬러 터치스크린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양한 뷰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줌 인/아웃 및 좌우 
회전 기능이 적용되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의 장애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견인 히치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차량과 트레일러 토우 바의 

예상 연결 경로를 터치스크린에 표시하여 견인 고리의 연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트레일러를 차량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견인 보조 장치(Tow Assist)는 후진 시 터치스크린을  
통해 트레일러의 예상 진행 방향을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가이드 선을 보면서 트레일러의 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안정 보조 장치(TSA)는 차량을 모니터링하여 
트레일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유사 시 필요한 휠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SDV6 Hybrid 및 SVAutobiography 모델의 최대 견인 능력은 3,000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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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ING TOUCHES

MERIDIAN™ SOUND SYSTEM

최대 출력 825W의 Meridian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차량 전체의 이상적인 위치에 고르게 배치된 19개의 스피커
(서브우퍼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eridian 트라이
필드 테크놀로지(Trifield Technology)가 모든 사운드 
요소를 최적화하여 모든 탑승객에게 놀라울 만큼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 모델에 적용되는 Meridian  
시그니처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음향 

기술로 콘서트 홀에 버금가는 탁월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29개의 스피커(서브우퍼 포함)로 천둥소리와 같이 웅장한  
베이스에서 속삭이는 듯한 클라리넷의 섬세한 소리에  

이르는 폭 넓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Meridian 
트라이필드 3D 테크놀로지(Trifield 3D Technology)*는 
서라운드 및 사이드 채널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전 좌석

에서 입체적이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Meridian™은 영국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로, 간결한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Meridian 사운드 장인이 장기간에  
걸친 정신음향학적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MERIDIAN SURROUND 
SOUND SYSTEM (825W)

MERIDIAN SIGNATURE  
REFERENCE SYSTEM (1700W)

* Trifield와 "Three Fields"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등록상표입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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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AN SIGNATURE REFERENCE SYSTEM 1700W 28 SPEAKERS SUB WO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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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IDS

COMMAND DRIVING POSITION
레인지로버의 전통적인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Command Driving Position)은 극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합니다. 운전자는 높은 위치에서 넓게 트인 전방 시야를 통해 주위 환경을 주시하면서 자신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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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VIEW TOUCH-SCREEN
첨단 듀얼 뷰 테크놀로지를 통해 운전자와 동반석 탑승객은 8인치 고해상 터치스크린으로 서로 다른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동반석 탑승객은 DVD와 같은 
원하는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WhiteFire® 디지털 무선 헤드셋이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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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REAR EXECUTIVE 
CLASS SEATS

SEAT COMFORT

PASSENGER SEAT AWAY

레인지로버는 탑승객 모두에게 특별한 여정을 선사하는 

SUV입니다. 특히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는 뒷좌석 탑승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휴식공간과 업무공간을 제공합니다. 분할 독립  
시트로 구성된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는 더욱  

여유로운 공간과 함께, 메모리 및 마사지 기능, 파워  
리클라인 기능 등을 갖추어 안락함을 한 층 더 높였습니다. 
뒷좌석 중앙에는 각종 제어 버튼과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쿨링 박스**가 장착된 우아한 센터 콘솔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적용된 마사지 기능은 다섯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간단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모든 좌석에는 앞좌석 및  
뒷좌석 히팅/쿨링 시트와 앞좌석 메모리 기능, 뒷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와 뒷좌석 등받이 기울기 조절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롱 휠베이스  
모델에는 앞좌석 시트 상단 기울기 조절 기능이 적용되어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앞 동반석 시트 원격 조절 기능은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동반석의 시트 위치를 앞/뒤로 조절하여 여유로운 뒷좌석 
레그룸을 확보해 줍니다.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Rear Executive Class Seat)*가 적용된 경우 리어  
센터 콘솔의 제어 버튼으로 동반석의 앞/뒤 이동은 물론 
기울기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SVAutobiography 모델 기본 적용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와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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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CONFIGURABLE 
MOOD LIGHTING

CLIMATE CONTROL PANORAMIC GLASS ROOF

우아한 라인과 최상급 소재가 적용된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는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을 통해 

야간에 더욱 돋보입니다. 센터 콘솔의 나뭇결을 따라  
흐르는 LED 조명은 열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간단한 
설정을 통해 실내 분위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바깥 날씨와 무관하게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레인지로버에는 동급 최고 기술에 기반한 실내온도 

조절 장치가 제공됩니다. 엄격한 개발 과정의 결과로 탄생한 
실내온도 조절 장치는 +50°C에서 -30°C 사이의 실제 온도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운전자, 동반석  
탑승자 및 뒷좌석 탑승자가 각각 원하는 온도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4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었으며, 뒷좌석 탑승자를 위해 얼굴, 발, 엉덩이  
높이에 송풍구가 마련되어 모든 좌석에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의 슬라이딩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채광성이 

뛰어나 실내를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공간감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파워 블라인드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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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REAR SEAT ENTERTAINMENT GESTURE TAILGATE
레인지로버와 함께 하는 여정은 럭셔리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모델에 따라 제공되는 
8인치 또는 10.2인치 스크린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뒷좌석에서도 편안하게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WhiteFire® 디지털 무선 헤드셋과 USB 
커넥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분할형 테일게이트에는 

레인지로버의 고유한 특징이 살아 있습니다. 하부 테일 
게이트는 각종 공연과 스포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객석

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상부 테일게이트는 비바람으로부터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상하 테일게이트 모두  
리모컨이나 손잡이, 또는 운전석의 버튼을 통해 전동식으로  
여닫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인식 기능이 포함된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을 통해 

양손으로 짐을 들고 있을 때에도 범퍼 아래에 발을 뻗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손쉽게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양쪽에 두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테일게이트 

바로 뒤 뿐만 아니라 양 옆에서도 열 수 있어 더욱 편리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견인 액세서리도 완벽히 호환되어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WhiteFire®는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상표이며 랜드로버는 라이선스 하에 본 상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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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S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레인지로버의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엔진 모델에는 보다  

부드러운 변속과 우수한 응답성을 위해 랜드로버의  

엔지니어들이 특별히 셋팅한 최첨단 전자 제어식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촘촘하게 기어비가 설정된 8단  
자동 변속기는 사람의 평균 심장 박동 속도보다 네 배 더  

빠른 200 밀리세컨드 내에 변속이 이루어져 운전자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부드러운 변속을  

자랑합니다.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시프트를 사용하면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보다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멀티 다운시프팅 시에도 놀라울 만큼 부드러운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최적화된 경량 8단 자동 변속기는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는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료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변속기가 D모드로 엔진이 공회전 
하고 있을 경우, 변속기 공회전 제어장치가 구동의 70%를  
해제하여 시내 주행 시 연료 소비량을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는 저단 기어를 선택하여 엔진을 신속하게  

웜업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작동 온도에 보다 빠르게 도달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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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L ENGINES PETROL ENGINES
TDV6 DIESEL 258 PS V8 SUPERCHARGED 510 PSSDV8 DIESEL 339 PS V8 SUPERCHARGED 550 PS
최고출력 258마력과 최대 토크 61.2kg.m를 제공하는 
TDV6 디젤 엔진은 부드러운 응답성과 강력한 파워로 
7.9초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합니다. 8-노즐 저유동성 
인젝터 구조를 채택하여 보다 정밀한 연료 분사와 향상된  

연료 미립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트윈 인터쿨러가 적용된 인테이크 시스템으로 차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며, 차량이 정지했을 때 자동으로  
엔진을 멈추게 하고 출발시 다시 작동하게 하는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5.0리터 V8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510마력,  
최대토크 63.8kg.m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제로백 5.4초*라는 스포츠카 급의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경량 알루미늄 구조의 컴팩트 엔진으로, 내부  
마찰을 최소화하여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켰으며 최첨단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이상적으로 최적화 

되었습니다.

연소실 중앙으로 연료를 바로 분사하는 다공 스프레이  

가이드 방식의 고압 직분사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6세대 트윈 보텍스 시스템(TVS) 수퍼차저 기술로 최고의 
열역학적 효율과 저소음을 구현했습니다. 

레인지로버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SDV8 디젤 엔진은 
339마력의 최고출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엔진으로,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혁신적으로 낮춘 CO2 배출량을 자랑 

합니다. 

실용 엔진 회전 구간인 1,750~2,250rpm에서  
75.5kg.m의 최대토크를 뿜어내는 4.4리터 SDV8 터보  
디젤 엔진은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6.9초*만에  
도달하는 뛰어난 가속 성능으로 우수한 응답성을 제공 

하며, 혁신적인 병렬 시퀀셜 터보차저 기술을 적용하여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우수한 연료 효율을 동시에 구현 

했습니다.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 모델에만 적용되는 
550마력 V8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은 레인지로버의 엔진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엔진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에 최초로 장착된 이 엔진의 출력과 토크는 510마력 
V8 수퍼차저 엔진의 출력 및 토크와 비교하여 각각 40PS와 
5.6kg.m 향상되었습니다. 

엔진과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재보정 및 최적화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 부스트 압력을 혁신적으로 높임으로써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SWB 모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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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레인지로버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초의 디젤 하이브리드 

SUV이며 동급 최고의 성능과 다목적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을 차량의 섀시와  
완벽히 통합함으로써 지상고, 접근각 및 이탈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도강 깊이 또한  
900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이나 탑승자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차량 플로어 아래에 장착됩니다.  
이와 동시에 차량의 혁신적인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배터리 팩은 보론강 소재의  

받침대로 완벽히 보호됩니다.

랜드로버는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로 자동차를 완성 

합니다. 레인지로버 하이브리드에는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효과를 고려한 스포크를 적용하여 보다 적은 힘으로도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벤트에 적용된 
HYBRID 뱃지를 통해 차량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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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하이브리드는 모든 랜드로버 차량과 마찬

가지로 까다로운 지형과 험로를 포함하는 극한의  

조건에서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주행 응답성을 유지하면서도 탁월한 연비 개선 

효과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35kW 전기  
모터를 장착한 3.0L SDV6 디젤 엔진은 354마력의 
더욱 향상된 출력을 자랑하며 V8 디젤 엔진과 동등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TDV6 엔진 
대비 10% 개선된 CO2 배출량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하이브리드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의 도움

으로 엔진과 배터리 사이의 에너지 전달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해당 에너지는 제동 시에 소실되는  
운동에너지를 감지하여 배터리에 저장하는 회생 제동  

과정에 의해 생성됩니다. 생성된 에너지는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토크를  

제공함으로써 동급 최고의 주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네 가지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 중에서 원하는 차량  

성능에 적합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V ON 모드: 하이브리드 배터리 파워를 최적화하여 
쾌적한 저소음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EV OFF 모드: 차량의 기본 설정을 활성화하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의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이상적인 출력 및 토크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모드: 차량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넘치는 토크와 함께 스로틀 반응이 보다 즉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 시에 적합합니다.

오토 스톱/스타트: 스톱/스타트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엔진을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충전이 보다 자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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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CHASSIS

ALL-ALUMINIUM BODY

WORLD’S FIRST SUV WITH 
LIGHTWEIGHT ALUMINIUM 
CONSTRUCTION

STATE-OF-THE-ART 
LIGHTWEIGHT SUSPENSION 
ARCHITECTURE

레인지로버는 세계 최초로 첨단 경량 알루미늄 바디 구조를 

적용하여 경량화와 연료 효율성 향상, 지속 가능성을 구현한 
SUV입니다. 알루미늄 바디 구조는 현저한 차이로 동급 
최고 수준의 경량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바디 강성 또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바디는 모든  
랜드로버 차종과 동일한 오프로드 충격 내성을 갖추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쉘의 접합부에는 우주 항공 산업에서 사용되는 리벳 본딩 

기술이 적용되어 스팟 용접과 같은 기존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차체 제작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레인지로버의 탁월한 주행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량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이 최첨단 
경량 서스펜션 시스템은 클린 시트 설계 방식을 사용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경량 알루미늄 소재의 부품으로 제작된 서스펜션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전륜의 더블 위시본과 후륜의 첨단 
멀티링크 타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탁월한 승차감과 

월등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의 경량 섀시 구조는 새롭게 설계된 4-코너  
에어 서스펜션과 결합하여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시 

차량의 다목적성을 최적화합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서스펜션의 세팅을 조절하여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험한 지형에서도 항상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다 정제된 승차감과 다이내믹한 주행 퍼포먼스를 위해  

에어 서스펜션 하드웨어가 완벽히 재설계되었습니다. 자기
이력이 낮은 전륜 에어 스프링을 통해 작은 충격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레인지로버 고유의 안락한 승차감을 

한층 개선했습니다. 해당 스프링은 더욱 얇고 유연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메탈 케이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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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ND ROVER TOUGHNESS AND DURABILITY ENGINEERED FOR MAXIMUM OCCUPANT PROTECTION
레인지로버는 언제나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설계 및 제작됩니다. 제작 초기 단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엔니지어링 및 최적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주행 테스트와 특수 장비를 이용한 테스트 

등의 강도 높은 성능 시험 절차를 거쳐 차량의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검증합니다. 출시 단계에 이르면 차량의 모든 부품과 
시스템에 대해 18개월 동안 20여 개 국가에서 20,000회 이상 극한의 기후와 노면을 견디는 물리적 테스트를  
완료합니다.

레인지로버는 가장 엄격한 국제 안전 기준을 가볍게 충족시키며 EURO NCAP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명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최적화된 알루미늄 바디 구조가 제공하는 견고한 세이프티 셀은  
에어백 및 기타 안전 사양의 통합 시스템과 함께 탑승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랜드로버의 엔지니어들은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실제 충돌 테스트를 시행하기 훨씬 전부터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수 많은 가상 

충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70회의 실차 충돌 테스트와 20여 회가 넘는 모의 충돌 테스트를 포함하는 엄격한 검증  
프로그램을 거쳐 차량 안전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DRIVER SAFETY AIDS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QUEUE ASSIST

BLIND SPOT MONITORING WITH
CLOSING VEHICLE SENSING

REVERSE TRAFFIC DETECTION PARK ASSIST FEATURES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은 전방 차량이 속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설정한 차간 간격을 유지하는 향상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큐 어시스트(Queue 
Assist)는 ACC의 기능을 확장시켜 주며 차량이 정체해 
있을 경우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차량 측면과 리어 범퍼에 장착된 센서를 사용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이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해당 사이드 미러의 경고등이 점등합니다. 접근 
차량 감지 기능(Closing Vehicle Sensing)은 차량  
후방을 스캔하여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과 차선변경 동작 

중에 충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후진 조작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측면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3초 이내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도어 미러의 지시등이  
점등함과 동시에 경고음이 울리며, 경고 표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레인지로버의 평행 및 직각 주차 보조 기능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주차 공간을 식별하여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후진 기어를 선택하면 차체가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향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계기판의 안내와 브레이크 조작을 통해 
보다 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주차 탈출 기능으로 보다 편리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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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은 차량 개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차량의 전면부와 범퍼, 보닛과 카울 부분의  
디자인 설계는 부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높게 설계된 보닛 A-표면, 에너지 흡수를 최적화 시킨 보닛과  
범퍼, 그리고 언더바디 구조와 외장 부품의 절묘한 결합이 에너지 흡수를 극대화시켜 안전도를 높였습니다. 

360° PARK 
DISTANCE CONTROL

ADAPTIVE XENON HEADLAMPS

주위 물체와 차체 간의 거리를 감지하는 360  주차 거리 
조절 기능은 좁은 주차공간에서 운전자가 보다 자신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그니처 LED 주간 주행등이 포함된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카리스마 넘치는 레인지로버의 외관을 완성합니다. 
다이내믹 제논 램프는 방향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정지형 벤딩 램프는 급한 곡선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비춰 운전자가 야간에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헤드램프나 테일 라이트를 감지하여  

필요 시 하향 등을 작동시키며, 주변 밝기를 모니터링하여  
도심 주행 시 상향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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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BY DESIGN,  
WITH LIFE CYCLE APPROACH

INTELLIGENT STOP 
START SYSTEM

EFFICIENCY DRIVES 
SUSTAINABILITY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사의 제품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매력적이면서도 시대적 공감대가 

높은 자동차를 선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량화된 
알루미늄 구조와 최적화된 파워트레인,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레인지로버는 탄소 배출량에  
민감해진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사회적으로도 환영받는  

자동차의 필요성 또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친환경 DNA는 개발에서부터 생산 과정,  
또 소비자의 보유 기간은 물론 폐차를 할 때까지,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인지로버는 개발에서 생산, 소비자의 활용 및 폐차 후 
재활용까지를 아우르는 라이프 사이클 접근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에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하며 폐기물을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개발 단계는 ISO 14040/ 
14044 기준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알루미늄 구조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모든 파워트레인은 최고의 연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비 효율성을 5~7% 상승시켜주는 최신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차 시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이 시스템은 즉각적인 재시동을 위한 전용  

배터리를 탑재한 탄뎀 솔레노이드 스타터(Tandem  
Solenoid Starter)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75%까지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격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에는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급 사양의 차량은  
약 31.5kg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모델 수명 동안 8,820톤의 매장된 플라스틱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고급 가죽 및 나무 소재와 같은 자연 및 재생 
가능 소재들 역시 차량 한 대당 44.5kg에 달합니다. 

브릿지 오브 와이어(Bridge of Weir)의 가죽은 저탄소 
배출 공법을 통해 생산되어 레인지로버의 친환경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천연 나무 베니어는 지속 가능한 숲으로부터 

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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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로 엔진은 물론 다양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성에 맞는 레인지로버를 선택해보십시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레인지로버를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단계를 따라 개성을 표현하는 과정이 다음 페이지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엔진과 
모델에서부터 색상 및 마감재를 비롯해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사양과  

액세서리들이 제공됩니다. 

58-59 60-71

강력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또는 하이브리드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별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을 비교하고,  
기본 모델 또는 롱 휠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STEP 1
CHOOSE YOUR ENGINE

STEP 2
CHOOSE YO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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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 76-77 78-85

92-95

86-91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가 

제공됩니다.
스타일리시한 휠은 대담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엄선된 컬러 및 최고급 소재, 그리고 정교한 우드 
베니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취향에 맞는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액세서리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3
CHOOSE YOUR COLOUR

STEP 4
CHOOSE YOUR WHEELS

STEP 5
CHOOSE YOUR INTERIOR

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성능 및 제원을 확인해보십시오. 

TECHNIC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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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CHOOSE YOUR ENGINE

DRIVELINE, ENGINE PERFORMANCE AND FUEL ECONOMY

ENGINE

WHEELBASE

FUEL ECONOMY

엔진 형식

구동 방식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배기량 (cc)

복합 연비 (km/l)

도심 연비 / 고속도로 연비 (km/l)

연비 등급

복합 CO2 배출량 (g/km)

TDV6

V6 터보 디젤

4륜 구동(4WD)

258 / 3,500

61.2 / 2,000

2,993

11.1

10.0 / 12.9

4

181

SDV6 Hybrid

V6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4륜 구동(4WD)

354 / 4,000

71.4 / 1,500-1,750

2,993

TBD

TBD

TBD

TBD

SDV8

V8 터보 디젤

4륜 구동(4WD)

339 / 3,500

75.5 / 1,750-2,250

4,367

9.3

8.0 / 11.7

5

220

5.0SC

V8 수퍼차저 가솔린

4륜 구동(4WD)

510 / 6,000-6,500

63.8 / 2,500-5,500

5,000

6.2

5.3 / 8.0

5

292 / 291 (SWB / LWB)

5.0SC(SVA)

V8 수퍼차저 가솔린

4륜 구동(4WD)

550 / 6,000-6,500

69.4 / 3,500-4,000

5,000

TBD

TBD

TBD

TBD

MODELS BY ENGINE
VOGUE SE AUTOBIOGRAPHY SVAUTOBIOGRAPHY

TDV6

SDV6 Hybrid

SDV8

5.0SC(510PS)

5.0SC(550PS)

SWB

LWB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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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및 기본 사양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 보십시오.

레인지로버는 모델에 따라 다른 사양이 제공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레인지로버를 선택해 보십시오. 

VOGUE SE

- Dark Atlas 그릴 프레임, Atlas 그릴 메시 및 리브

- Atlas 벤트 블레이드 및 프론트 범퍼 액센트

- 스테인리스 피니시 도어 핸들

- Santorini Black 미러캡 (LWB 모델 적용)

- Semi-Aniline 가죽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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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AUTOBIOGRAPHY SVAUTOBIOGRAPHY

- Dark Atlas 그릴 프레임, Atlas 그릴 메시 및 Bright Chrome 리브

- Atlas 벤트 블레이드 및 프론트 범퍼 액센트

- 스테인리스 피니시 도어 핸들

- Santorini Black 미러캡 (LWB 모델 적용)

- Autobiography 배지

- 조명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Autobiography 로고

- Semi-Aniline 가죽 시트

- 뒷좌석 중앙 Autobiography 양각 표시

- 가죽 헤드라이닝 및 열선 우드 & 가죽 스티어링 휠

- 콘트라스트 루프

- 유니크한 디자인의 프론트 그릴 및 Santorini Black 그릴 프레임

- Bright Chrome 그릴 서라운드 이너

- Bright Chrome 인서트 그릴 메시 및 Graphite Atlas 이너 그릴 메시

- Atlas 벤트 블레이드 및 상부 테일게이트 피니셔

- Bright Chrome 상부 및 하부 도어 핸들

- Bright Chrome 테두리의 'knurled' 테마 Range Rover 스크립트

- Brushed 스테인리스 하부 테일게이트 클로저 

- Santorini Black 미러 캡

- Black Enamel 바탕의 유니크한 SVAutobiography 배지 

- 시그니처 LED 리어 램프

-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Autobiography 로고 
  (SVAutobiography 전용)

- Perforated Semi-Aniline 가죽 시트 

- 뒷좌석 Mohair 풋레스트

- 자동 전개식 뒷좌석 테이블

- 뒷좌석 독립 시트 & 뒷좌석 센터 콘솔 - 보틀 칠러 포함

- 뒷좌석 마사지 기능

- 뒷좌석 발 받침

- 뒷좌석 다리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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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Transmission, Suspension & Driving Dynamics, Brakes, and Towing

8단 자동 변속기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Intelligent Stop/Start)

상시 4륜 구동 시스템 (4WD)

로우 레인지 &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 (Twin Speed Low Range Transfer Gearbox)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2)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 Terrain Progress Control)

4코너 에어 서스펜션 & 차고 높이 조절 장치  
(Electronic Cross Linked Air Suspension with Automatic Load Levelling)

롤링 억제 장치 (Roll Stability Control)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Adaptive Dynamics) 

다이내믹 리스폰스 (Dynamic Response) 

전자식 센터 디퍼렌셜 락 시스템 (Centre Electronic Locking Differential)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 락 시스템 (Active Rear Locking Differential)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컨트롤 (Trailer Stability Control) 

속도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Electronic Power Assisted Steering)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lectric Parking Brake) 

트랙션 컨트롤 (EBD, ABS 4-Channel, ETC, HDC, CBC, DSC, EBA)

3,000kg 견인 능력 (3,000kg Towing Capability)

3,500kg 견인 능력 (3,500kg Towing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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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SDV6 HYBRID

VOGUE SE

SWB

■

■

■

■

■

■

■

■

■

■

■

■

■

■

■

■

■

SDV8

VOGUE SE

SWB

■

■

■

■

■

■

■

■

■

■

■

■

■

■

■

■

■

SDV8

AUTOBIOGRAPHY

SWB

■

■

■

■

■

■

■

■

■

■

■

■

■

■

■

■

■

5.0SC

AUTOBIOGRAPHY

SWB

■

■

■

■

■

■

■

■

■

■

■

■

■

■

■

■

■

5.0SC

VOGUE SE

SWB

■

■

■

■

■

■

■

■

■

■

■

■

■

■

■

TDV6 

VOGUE SE

SWB

STANDARD WHEELBASE (SWB)

소음 차단 윈드 스크린 & 사이드 윈도우 글래스 (Acoustic Laminated Windscreen & Front Door)

앞유리 열선 기능 (Heated Windscreen)

레인 센싱 와이퍼 (Rain Sensing Windscreen Wipers) 

열선 내장 파워 폴딩 미러 - 메모리 기능 포함 (Adjustable, Heated, Power Fold Memory Exterior Mirrors)

어프로치 램프 (Approach Lamps)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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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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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F & EXTERIOR STYLING

GLASS & EXTERIOR MIRRORS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슬라이딩 파노라마 루프 - 파워 블라인드 포함 (Sliding Panaromic Roof - including Power Blinds)

바디 컬러 루프 색상 (Body Coloured Roof)

콘트라스트 루프 - 루프 색상 선택 (Contrast Roof - Silver or Black)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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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Transmission, Suspension & Driving Dynamics, Brakes, and Towing

8단 자동 변속기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Intelligent Stop/Start)

상시 4륜 구동 시스템 (4WD)

로우 레인지 &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 (Twin Speed Low Range Transfer Gearbox)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2)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 Terrain Progress Control)

4코너 에어 서스펜션 & 차고 높이 조절 장치  
(Electronic Cross Linked Air Suspension with Automatic Load Levelling)

롤링 억제 장치 (Roll Stability Control)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Adaptive Dynamics) 

다이내믹 리스폰스 (Dynamic Response) 

전자식 센터 디퍼렌셜 락 시스템 (Centre Electronic Locking Differential)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 락 시스템 (Active Rear Locking Differential)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컨트롤 (Trailer Stability Control) 

속도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Electronic Power Assisted Steering)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lectric Parking Brake) 

트랙션 컨트롤 (EBD, ABS 4-Channel, ETC, HDC, CBC, DSC, EBA)

3,000kg 견인 능력 (3,000kg Towing Capability) 

3,500kg 견인 능력 (3,500kg Towing Capability) 

■

■

■

■

■

■

■

■

■

■

■

■

■

■

■

■

■

SDV8

AUTOBIOGRAPHY

LWB

■

■

■

■

■

■

■

■

■

■

■

■

■

■

■

■

■

5.0SC

VOGUE SE

LWB

■

■

■

■

■

■

■

■

■

■

■

■

■

■

■

■

■

5.0SC

SVAUTOBIOGRAPHY

LWB

■

■

■

■

■

■

■

■

■

■

■

■

■

■

■

■

■

5.0SC

AUTOBIOGRAPHY

LWB

■

■

■

■

■

■

■

■

■

■

■

■

■

■

■

■

■

SDV8

VOGUE SE

LWB

LONG WHEELBASE (LWB)

소음 차단 윈드 스크린 & 사이드 윈도우 글래스 (Acoustic Laminated Windscreen & Front Door)

앞유리 열선 기능 (Heated Windscreen)

레인 센싱 와이퍼 (Rain Sensing Windscreen Wipers) 

열선 내장 파워 폴딩 미러 - 메모리 기능 포함 (Adjustable, Heated, Power Fold Memory Exterior Mirrors)

어프로치 램프 (Approach Lamps)

■

■

■

■

■

■

■

■

■

■

■

■

■

■

■

■

■

■

■

■

■

■

■

■

■

ROOF & EXTERIOR STYLING

GLASS & EXTERIOR MIRRORS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슬라이딩 파노라마 루프 - 파워 블라인드 포함 (Sliding Panaromic Roof - including Power Blinds)

콘트라스트 루프 - 루프 색상 선택 (Contrast Roof - Silver or Black)

블랙 사이드 미러 캡 (Santorini Black Exterior Mirror Caps) 

블랙 브레이크 캘리퍼 – 20" Brembo (Gloss Black 20" Brake Caliper - Brembo) 

Atlas 익스테리어 팩  
(Front/Rear Bumper Accents, Door & Fender Accents and Front Bumper Outboard Blades)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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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치 10-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1 (21" 10 Spoke Style 101) 

21인치 6-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602 (21" 6 Spoke Style 602) 

22인치 7-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8 (22" 7 Spoke Style 708)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 (Reduced Section Spare Wheel)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앞좌석 18방향 조절 파워 시트 (18 Way Electric Front Seats)

앞좌석 메모리 기능 (Driver and Passenger Memory) 

앞좌석 마사지 기능 (Front Seat Massage) 

앞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 - 4방향 수동 조절 기능 포함 (Winged Headrests Front - 4 Way Manual Headrests)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Front Seats) 

뒷좌석 벤치 시트 - 로드 스루 기능 (Rear Bench Seat With Load Through Facility) 

뒷좌석 파워 럼버 서포트 (4 Way Rear Seat Power Lumbar) 

뒷좌석 등받이 기울기 조절 기능 (Rear Power Recline) 

앞 동반석 시트 원격 조절 기능 (Passenger Seat Away) 

뒷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 (Winged Headrests Rear) 

뒷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Rear Seats) 

세미 애널린 최고급 가죽 시트 (Semi Aniline Leather)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 (Adaptive Xenon Headlamps with Signature Lighting) 

헤드램프 파워워시 (Headlamp Powerwash) 

오토매틱 헤드램프 & 자동 상향등 조절 램프 (Automatic Headlamps with High Beam Assist)

전방 안개등 (Front Fog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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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AMPS AND LIGHTING

WHEELS & TYRES

SEATING - FRONT AND REAR MATERIALS

SEATING - FRONT SEAT FUNCTIONALITY

SEATING - REAR SEAT FUNCTIONALITY

STANDARD FEATURES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Interior Seating, Features and Finishers

SDV6 HYBRID

VOGUE SE

SWB

SDV8

VOGUE SE

SWB

SDV8

AUTOBIOGRAPHY

SWB

5.0SC

AUTOBIOGRAPHY

SWB

5.0SC

VOGUE SE

SWB

TDV6 

VOGUE SE

SWB

STANDARD WHEELBASE (S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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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20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시트 (20 Way Electric Front Seats)

앞좌석 메모리 기능 (Driver and Passenger Memory)

앞좌석 마사지 기능 (Front Seat Massage)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Front Seats) 

앞좌석 시트 상단 기울기 조절 기능 (Front Upper Seat Articulation)

벤치 시트 - 로드 스루 기능 (Rear Bench Seat with Load Through Facility)

뒷좌석 파워 럼버 서포트 (4 Way Rear Seat Power Lumbar) 

뒷좌석 등받이 기울기 조절 기능 (Rear Power Recline)

앞 동반석 시트 원격 조절 기능 (Passenger Seat Away)

뒷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 (Winged Headrests Rear)

뒷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Rear Seats)

뒷좌석 독립 시트 (Rear Executive Class Seating with Extended Rear Power Recline)

뒷좌석 마사지 기능 (Rear Seat Massage)

뒷좌석 다리 받침 (Calf Rest)

세미 애널린 최고급 가죽 시트 (Semi Aniline Leather)

21인치 10-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1 (21" 10 Spoke Style 101) 

22인치 7-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8 (22" 7 Spoke Style 708) 

22인치 7-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6 (22" 7 Spoke Style 706 High Gloss Polished)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 (Reduced Section Spare Wheel)

풀 사이즈 스페어 휠 (Full Size Spare Wheel)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 (Adaptive Xenon Headlamps with Signature Lighting) 

헤드램프 파워워시 (Headlamp Powerwash) 

오토매틱 헤드램프 & 자동 상향등 조절 램프 (Automatic Headlamps with High Beam Assist)

전방 안개등 (Front Fog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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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AMPS AND LIGHTING

SEATING - FRONT AND REAR MATERIALS

SEATING - FRONT SEAT FUNCTIONALITY

SEATING - REAR SEAT FUNCTIONALITY

WHEELS & TYRES

Interior Seating, Features and Finishers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LONG WHEELBASE (LWB)

SDV8

AUTOBIOGRAPHY

LWB

5.0SC

VOGUE SE

LWB

5.0SC

SVAUTOBIOGRAPHY

LWB

5.0SC

AUTOBIOGRAPHY

LWB

SDV8

VOGUE SE

L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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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Interior Seating, Features and Finishers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SDV6 HYBRID

VOGUE SE

SWB

SDV8

VOGUE SE

SWB

SDV8

AUTOBIOGRAPHY

SWB

5.0SC

AUTOBIOGRAPHY

SWB

5.0SC

VOGUE SE

SWB

TDV6 

VOGUE SE

SWB

STANDARD WHEELBASE (SWB)

MORZINE 헤드라이닝 (Morzine Headlining) 

가죽 헤드라이닝 (Leather Headlining)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Heated Leather Steering Wheel) 

열선 우드 & 가죽 스티어링 휠 (Heated Wood & Leather Steering Wheel) 

트윈 블레이드 선바이져 (Twin Blade Sunvisor) 

눈부심 방지 룸미러 (Auto-Dimming Interior Mirror) 

앞좌석 센터콘솔 쿨링 박스 (Front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4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4 Zone Climate Control)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Customer Configurable Interior Mood Lighting) 

카펫 매트 (Front & Rear Carpet Mats) 

프리미엄 카펫 매트 (Front & Rear Carpet Mats with Contrast Edge and Metal Corners)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Range Rover 로고 (Aluminium Tread Plates with Range Rover Lettering)

조명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Autobiography 로고  
(Illuminated Aluminium Tread Plates with Autobiography Lettering)

FULL TFT / LCD 가상 계기판 (Full TFT / LCD Instrument Cluster)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 825W (Meridian Surround Sound Audio System - 825W)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Touchscreen Navigation) 

블루투스 (Bluetooth® Phone Connection & Audio Streaming) 

듀얼 뷰 스크린 (Touch Screen with Dual View Technology) 

8"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8" Rear Seat Enter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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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ING

STEERING WHEEL

INTERIOR FEATURES



       67

STEP 2
CHOOSE YOUR MODEL

Interior Seating, Features and Finishers

LONG WHEELBASE (LWB)

SDV8

AUTOBIOGRAPHY

LWB

5.0SC

VOGUE SE

LWB

5.0SC

SVAUTOBIOGRAPHY

LWB

5.0SC

AUTOBIOGRAPHY

LWB

SDV8

VOGUE SE

LWB

MORZINE 헤드라이닝 (Morzine Headlining) 

가죽 헤드라이닝 (Leather Headlining)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Heated Leather Steering Wheel) 

열선 우드 & 가죽 스티어링 휠 (Heated Wood & Leather Steering Wheel) 

트윈 블레이드 선바이져 (Twin Blade Sunvisor) 

눈부심 방지 룸미러 (Auto-Dimming Interior Mirror) 

앞좌석 센터콘솔 쿨링 박스 (Front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뒷좌석 센터콘솔 보틀 칠러 (Rear Centre Console with Bottle Chiller) 

4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4 Zone Climate Control) 

전동식 리어 윈도우 선 블라인드 (Rear Window Powered Sun Blinds) 

자동 전개식 뒷좌석 테이블 (Deployable Rear Tables) 

뒷좌석 Mohair 풋레스트 (Rear Footrest - Mohair)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Customer Configurable Interior Mood Lighting) 

카펫 매트 (Front & Rear Carpet Mats) 

프리미엄 카펫 매트 (Front & Rear Carpet Mats with Contrast Edge and Metal Corners) 

Mohair 매트 - 가죽 바인딩 (Mohair Mats with Leather Binding)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Range Rover 로고  
(Illuminated Aluminium Tread Plates with Range Rover Lettering)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Autobiography 로고  
(Illuminated Aluminium Tread Plates with Autobiography Lettering)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 Autobiography 로고 - SVAutobiography 전용 
(Illuminated Aluminium Tread Plates with Unique Autobiography Le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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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ING

STEERING WHEEL

INTERIOR FEATUR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FULL TFT / LCD 가상 계기판 (Full TFT / LCD Instrument Cluster)

메리디안 시그니처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 - 1700W (Meridian Signature Reference Audio System - 1700W)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Touchscreen Navigation) 

블루투스 (Bluetooth® Phone Connection & Audio Streaming) 

듀얼 뷰 스크린 (Touch Screen with Dual View Technology) 

10.2"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10.2" Rear Seat Enter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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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Comfort & Convenience Features

SDV6 HYBRID

VOGUE SE

SWB

SDV8

VOGUE SE

SWB

SDV8

AUTOBIOGRAPHY

SWB

5.0SC

AUTOBIOGRAPHY

SWB

5.0SC

VOGUE SE

SWB

TDV6 

VOGUE SE

SWB

STANDARD WHEELBASE (SWB)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Surround Camera System) 

평행 & 직각 주차 보조 기능, 360° 주차 거리 감지 기능  
(Parallel Park / Perpendicular Park / 360° Park Distance Control)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 접근 차량 감지 기능 포함 (Blind Spot Monitoring And Closing Vehicle Sensing)

후방 차량 감지 기능 (Reverse Traffic Detection)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소프트 도어 클로즈 (Soft Door Close)

키리스 엔트리 (Keyless Entry) 

제스처 테일게이트 (Gesture Tail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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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Comfort & Convenience Features

LONG WHEELBASE (LWB)

SDV8

AUTOBIOGRAPHY

LWB

5.0SC

VOGUE SE

LWB

5.0SC

SVAUTOBIOGRAPHY

LWB

5.0SC

AUTOBIOGRAPHY

LWB

SDV8

VOGUE SE

LWB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Surround Camera System) 

평행 & 직각 주차 보조 기능, 360° 주차 거리 감지 기능  
(Parallel Park / Perpendicular Park / 360° Park Distance Control)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 접근 차량 감지 기능 포함 (Blind Spot Monitoring And Closing Vehicle Sensing)

후방 차량 감지 기능 (Reverse Traffic Detection)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소프트 도어 클로즈 (Soft Door Close)

키리스 엔트리 (Keyless Entry) 

제스처 테일게이트 (Gesture Tailg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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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EATURES

아틀라스 사이드 벤트 그래픽 - 실버 벤트 (Atlas Side Vent Graphic)

Vogue SE 블랙 디자인 팩 (Vogue SE Black Design Pack)
Santorini Gloss Black Finisher 
(Exterior Accents, Range Rover Script on Tailgate And Bonnet, 
Front Grille, Toweye Cover, Tailgate Lid Finisher, Side Vent Graphic)
22인치 7 스플릿 스포크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 - Style 707

Autobiography 블랙 디자인 팩 (Autobiography Black Design Pack)
Santorini Gloss Black Finisher
(Exterior Accents, Range Rover Script on Tailgate And Bonnet, 
Front Grille, Toweye Cover, Tailgate Lid Finisher, Side Vent Graphic)
22인치 7 스플릿 스포크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 - Style 707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 (Premium Metallic Paint)

21인치 10 스포크 다이아몬드 피니시 알로이 휠 - Style 101
(21" 10 Spoke Diamond Turned Finish - Style 101)

22인치 5 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4
(22" 5 Split Spoke - Style 504)

22인치 7 스플릿 스포크 다이아몬드 피니시 알로이 휠 - Style 707
(22" 7 Split Spoke Diamond Turned Finish - Style 707)

VOGUE SE

SWB

AUTOBIOGRAPHY

SWB

AUTOBIOGRAPHY

LWB

VOGUE SE

LWB
OPTION CODE

080XH

074LN
029TP

074LN
029TP

029SE

029SF

029SG

024BR

Paint

Wheels

Exterior Styling

기본     옵션     무상 옵션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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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뒷좌석 독립 시트) - Vogue SE
Rear Executive Class Seating - Vogue SE (Seat Style 20)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뒷좌석 독립 시트) - Autobiography
Rear Executive Class Seating - Autobiography (Seat Style 21)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뒷좌석 독립 시트) - Vogue SE
Rear Executive Class Seating - Vogue SE (Seat Style 25)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뒷좌석 독립 시트) - Autobiography
Rear Executive Class Seating - Autobiography (Seat Style 26)

뒷좌석 센터 콘솔 쿨링 박스 (뒷좌석 독립 시트에만 적용 가능)
Rear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 Only Available with Semi Aniline leather Seat Style 20 & 21, 25 & 26

VOGUE SE

SWB

AUTOBIOGRAPHY

SWB

AUTOBIOGRAPHY

LWB

VOGUE SE

LWB
OPTION CODE

033SV

033SP

029SF

029SG

038FB

Rear Seating

가죽 확장팩 (Extended Interior Trim Palette)

Figured Macassar

Grand Black Lacquer

Shadow Walnut

Morzine Headlining (Ebony) Ebony 색상 헤드라이닝

Alston Headlining (Cirrus, Ivory and Ebony) 알스톤 헤드라이닝

Leather Headlining (Cirrus, Ivory and Ebony) 가죽 헤드라이닝

033YY

088GF

088EH

088HF

005BJ

088HE

088FE

Interior Trim

Interior Trim Finishers

Headlining

1700W 메리디안 프리미엄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Meridian Signature Reference Audio System - 1700W)

025LV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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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SING THE EXTERIOR - ACCENT PACKS
취향과 개성에 맞게 레인지로버의 외관을 선택해보십시오. 익스테리어 액센트 팩이나 액세서리를  
선택하여 사이드 벤트 그래픽 피니시 컬러를 기본 피니시 컬러인 Atlas에서 Dark Atla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랙 디자인 팩을 선택하면 다양한 요소들에 Gloss Black 컬러가 적용되어 레인지로버의 자태를 
더욱 위풍당당하게 변화시킵니다.  

STANDARD FINISH* ATLAS SIDE VENT GRAPHIC**†

- Dark Atlas 그릴 프레임, Atlas 그릴 메시 및 리브

- 바디 컬러 벤트 블레이드 및 도어 핸들

- Atlas 프론트 범퍼 액센트

- Atlas 하부 액센트 그래픽

- Dark Atlas 그릴 프레임, Atlas 그릴 메시 및 리브

- 바디 컬러 벤트 블레이드 및 도어 핸들

- Atlas 프론트 범퍼 액센트

- Atlas 하부 액센트 그래픽

- Atlas 사이드 벤트 그래픽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Style 504'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특정 액센트 팩의 경우 일부 외장 컬러 및 루프 컬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dus Silver 콘트라스트 루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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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CHOOSE YOUR COLOUR

BLACK DESIGN PACK**† 

- Santorini Gloss Black 그릴 프레임, 메시 및 리브

- Santorini Gloss Black 벤트 블레이드 및 프론트 범퍼 피니시

- Santorini Gloss Black 하부 액센트 그래픽

- Santorini Gloss Black 사이드 벤트 그래픽

- Santorini Gloss Black 미러 캡

- Santorini Gloss Black 테일게이트 피니시 

- 22인치 7-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7, 블랙 피니시

- 보닛 및 테일게이트의 Santorini Gloss Black 컬러 Range Rover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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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Roof Colour

Optional Roof Colour

Contrast Santorini Black

†SVAutobiography 모델에서 Duo Tone Paint 옵션 선택 시 차량 하부 색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Contrast Indus Silver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CHOOSE YOUR CO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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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CHOOSE YOUR COLOUR

Optional Roof Colour

Contrast Santorini Black

Contrast Indus Silver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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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치 10-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1 

(Vogue SE 모델 기본 적용)

21인치 6-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602

(SDV6 Hybrid 모델 기본 적용)

21인치 10-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1

DIAMOND TURNED

(Vogue SE SWB 모델 옵션 적용)

22인치 7-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8

(Autobiography 모델 기본 적용)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4

(Autobiography 모델 무상옵션 적용)

22인치 7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7

DIAMOND TURNED

(Autobiography 모델 옵션 적용)

22인치 7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6

HIGH GLOSS POLISHED

(SVAutobiography 모델 기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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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CHOOSE YOUR WHEELS

기본     옵션     무상 옵션     제공되지 않음 

*SDV6 Hybrid 모델 제외

21인치 10-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1 

21인치 6-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602 (SDV6 Hybrid 모델 전용) 

21인치 10-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1, DIAMOND TURNED

22인치 7-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8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4

22인치 7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7, DIAMOND TURNED

22인치 7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6, HIGH GLOSS POLISHED

*

AUTOBIOGRAPHY SVAUTOBIOGRAPHYVOGUE SE

(S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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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YOUR SEAT CONFIGURATION

벤치 시트 

벤치 시트는 뒷좌석에 세 명의 탑승자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으며 전동식 파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앙 좌석의 등받이를 접으면 뒷좌석용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트렁크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뒷좌석의 모든 등받이를 접으면 적재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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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HOOSE YOUR INTERIOR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최고급 뒷좌석인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옵션은 메모리 기능, 전동식 파워 리클라이닝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탑재하여 최고의 안락함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두 개의 독립적인 뒷좌석과 최고급 베니어로 마감한  

리어 센터 콘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Vogue SE 모델과 Autobiography 모델에 옵션 사양으로, SVAutobiography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표준 휠베이스 모델과 롱 휠베이스 모델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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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CHOICES
모델에 따라 다양한 컬러 조합이 제공됩니다. 
원하시는 컬러와 우드 베니어를 선택하여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를 구성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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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HOOSE YOUR INTERIOR

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는 온화한 느낌의 

우드 베니어, 우수한 금속 마감재 및 최고급 가죽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랜드로버의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꼼꼼한 마무리로 최대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취향에 맞는 컬러와 시트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presso / Almond (Vogue SE,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Ebony / Cirrus (Vogue SE,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Ebony / Ebony (Vogue SE,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Ebony 컬러 Vogue SE 인테리어, Ebony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Cirrus 컬러 Vogue SE 인테리어, Cirrus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Almond 컬러 Vogue SE 인테리어, Almond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Shadow Walnut 우드 베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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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Espresso / Ivory (Vogue SE,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Brogue / Ivory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Dark Cherry / Ivory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Ebony / Ivory (Vogue SE,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Ivory 컬러 Vogue SE 인테리어, Espresso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Figured Macassar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Brogue/Ivory 컬러 Autobiography 인테리어, Brogue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Figured Macassar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Dark Cherry/Ivory 컬러 Autobiography 인테리어, Ivory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Figuared Macassar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Ivory 컬러 Vogue SE 인테리어, Espresso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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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HOOSE YOUR INTERIOR

Ebony / Pimento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Dark Cherry / Ivory (SV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Navy / Cirrus (Vogue SE,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Ebony / Tan (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Pimento 컬러 Autobiography 인테리어, Pimento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Dark Cherry/Ivory 컬러 SVAutobiography 인테리어, Dark Cherry/Ivory 컬러 Semi-Aniline 가죽  
듀오-톤 시트, Figured Macassar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Navy/Cirrus 컬러 Vogue SE 인테리어, Navy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Shadow Walnut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Tan 컬러 Autobiography 인테리어, Tan 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Figuared Macassar 우드 베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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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Espresso / Tan (SV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Lunar/ Cirrus (SV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Ebony / Lunar (SVAutobiography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Tan 컬러 SVAutobiography 인테리어, Tan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Figured Macassar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Lunar/Cirrus 컬러 SVAutobiography 인테리어, Cirrus컬러 Semi-Aniline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 / Lunar 컬러 SVAutobiography 인테리어, Ebony 컬러 Sem-Aniline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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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HOOSE YOUR INTERIOR

INTERIOR FINISHERS

인테리어 컬러 조합을 선택한 후 세 가지 인테리어 

피니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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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LAND ROVER APPROVED ACCESSORIES

세련되고 실용적인 랜드로버의 다양한 순정 액세서리들은 

레인지로버의 주행 성능을 배가시켜 주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고 실용성 및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차량 구매 시에는 물론 차량의 소유 기간 동안 언제라도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차량에 장착되는 정품 장비와 똑같은 표준으로 시험, 설계 
및 제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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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사이드 스텝 
VPLWP0192

노블 피니시 미러 캡 
VPLGB0073

사이드 스텝 
VPLGP0226 (SWB 모델에만 적용 가능)

액세서리 휠

사이드 튜브 
VPLGP0100 (SWB 모델에만 적용 가능)

유니크한 밸브 캡 
LR027666 - Black Jack 
LR027664 - Union Jack 
LR027560 - Land Rover 
LR027663 - Range Rover

편리한 승하차와 간편한 루프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사이드 실 밑에 깔끔하게 설치됩니다. 
도어를 열거나 리모컨으로 작동하면 자동으로 나오며, 도어를 닫은 후 리모컨을 이용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노블 피니시 미러 캡은 레인지로버의 외부 스타일링을 보완합니다.

편리한 승하차와 간편한 루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양극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을 마감 소재로 활용하여 차량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레인지로버에는 세련된 피니시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다양한 프리미엄 휠이 액세서리로 
제공됩니다.

오프로드 조건에서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고광택 마감 
처리를 적용하여 오프로드 주행 시 다부지고 강인한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더욱 강조합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되는 랜드로버 순정 밸브 캡 액세서리로 알로이 휠의 멋을 살릴 
수 있습니다.

*림만 해당. 센터 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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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앞쪽 흙받이 
VPLGP0109

트렁크 라이너 트레이 
VPLGS0263

화물 고정 키트 
VPLGS0171

트렁크 매트 - 고무 
VPLGS0151

고무 매트 
VPLGS0150 - SWB 
VPLGS0254 - LWB

트렁크 레일 및 D 루프  
VPLGS0170

카고 배리어 - 전체 높이  
VPLGS0162

앞쪽 흙받이 (전동식 사이드 스텝용) 
VPLGP0111
뒤쪽 흙받이 
VPLGP0110

물과 흙이 튀는 것을 줄이고 도장을 보호하기 위한 흙받이. 좌우 한 세트로 제공됩니다.

트렁크 바닥과 측면 카펫을 오물 혹은 물에 젖은 적재물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잠금/해제 장치를 사용하여 트렁크 
레일에 장착되며 적재된 물건을 손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새겨진 고무 매트이며 오물로 인한 트렁크 카펫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새겨진 고무 매트가 오물로 인한 실내 오염을 방지합니다.

다양한 수납이 용이하도록 적재 공간에 
장착되는 레일이며, 추가로 화물 고정 키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실내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며 통합형 스키 해치를 포함합니다. ECE-17 규정을  
준수하며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D 루프 장착 트렁크 레일 필요 - 부품번호:VPLGS0170. 
전체 액세서리 목록은 accessories.landrover.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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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키트 
VPLGS0160

루프 레일**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바** 
VPLGR0102

조명 처리된 트레드 플레이트 
VPLWS0208 - SWB 
VPLGS0261 - SWB

러기지 캐리어** 
LR006848

조명 처리된 맞춤형 트레드 플레이트 
VPLWS0212 - 앞 
VPLWS0209 - 차량 세트(SWB만 해당) 
VPLGS0262 - 뒤(SWB만 해당)

iPad® 홀더* 
VPLVS0165 - iPad® 2 
VPLVS0164 - iPad® 1

러기지 박스** 
VPLVR0062

고정장치를 은폐하여 깔끔하게 마감된 스테인리스 스틸 페달.

루프 레일을 장착하면 크로스바 장착이
용이합니다. 사전에 지정된 위치에 
크로스바를 장착하여 무게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 중량은
100kg입니다.

크로스바 길이 전체를 활용하는 T-트랙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액세서리를장
착할 수 있으며, 저항과 소음을 최소화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가집니다. 
단, 루프 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석과 동반석에 장착되어 
기품있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용이한 루프 적재를 위한 유연한 랙 시스템. 최대 적재량 75kg.†

다양한 글꼴을 적용해 원하는 문구를 각인하여  
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인된 문구는  
은은한 조명을 통해 강조되며, 프런트 세트와  
풀 세트 그리고 리어 세트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iPad® 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 기둥에 뒷자석과 마주보도록 부착합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차량 양쪽편 모두에서 적재가 가능합니다. 보안을 위한 일체형 
잠금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320리터의 스포츠 박스, 410리터의 러기지 박스 또는 넉넉한 
430리터의 대형 루프 박스에 이르는 다양한 적재 용량의 루프 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75kg.

*10.2인치 스크린을 포함하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착용 액세서리에 필요합니다.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 위에 물체를 올려 놓으면 차량이 수신하는 신호의 품질이 저하되어 내비게이션 및 위성 라디오 
시스템(장착된 경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iPad®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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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수상스포츠 캐리어* 
VPLGR0107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VPLVR0067 - 자전거 2대 
VPLVR0069 - 자전거 3대

스키/스노우보드 홀더* 
LR006849

전동식 토우바 
VPLGT0117, VPLGB0108, VPLGT0109, VPLGT0108 

높이 조절식 토우 바 및 아마추어 
VPLGT0082, VPLGT0097, 
LR056299, LR037913

견인 커넥터 - 13핀†† 
VPLGT0073

스포츠 박스* 
VPLVR0061

대형 루프 박스* 
VPLWR0100 (표시 안 됨)

서프보드 한개, 세일보드 한개, 카누 한개 또는 카약 한개 적재 가능. 마스트, 노 또는 패들을 
적재하기 위한 잠금식 다목적 홀더가 포함됩니다. 간편하게 적재/분리할 수 있도록 기울일 수 
있습니다. 카약과 차량의 긁힘/손상을 방지하고 최적 중량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잠금식 
스트랩 및 고무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최대 적재량 45kg.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는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간편 분리형 설계가 적용되어  
사용이 용이하며 LED 라이트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을 포함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 40kg.

네 쌍의 스키 또는 두 개의 스노우보드를 적재할 수 있으며,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36kg.

전동식 토우 바는 차량 뒤쪽의 깔끔하고 정돈된 외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어 범퍼 아래에
장착됩니다. 12초 이내에 전개 및 수납이 가능하며 트레일러 최대 중량은 3,500kg입니다. 세 가지 견인 높이 옵션을 제공하며 간단하게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 가능한 
최대 중량은 3,500kg입니다.

유럽식 견인 커넥터로 모든 트레일러의 후방
테일램프 및 내부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식 토우 바와 함께 사용
하도록 제공됩니다.

††참고 사항: 캐러밴, 트레일러 또는 후방 장착 LED램프 키트가 장착된 라이팅 보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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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AND CAPABILITIES

루프 레일 장착 시 1,836mm (LWB 1,840mm)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 시 1,874mm (LWB 1,880mm)
텔레매틱스 루프 안테나 장착 시 1,860mm (LWB 1,866mm)
접근 높이 에어 서스펜션 세팅은 위 수치에서 각각 50mm 감소됩니다. 

앞좌석 최대 헤드룸 (파노라마 선루프 포함) 997mm
뒷좌석 헤드룸 996mm (LWB973mm)

연석 기준 12.1m (LWD 13.0m)
벽면 기준 12.5m (LWD 13.4m)
락투락 회전 3.03

뒷좌석 세운 상태
높이 824mm, 폭 1,290mm
적재공간 부피 909 리터
휠 아치 사이의 적재 공간 너비 1,120mm
바닥 길이 1,101mm
뒷좌석 접은 상태
높이 824mm, 폭 1,290mm
적재공간 부피 2,030 리터 (LWB 2,345 리터)
휠 아치 사이의 적재 공간 폭 1,120mm
바닥 길이 1,985mm (LWB 2,177mm)

표준 지상고

적재 공간 용량

헤드룸

최소 회전 반경

표준 휠베이스(SWB) 2,922mm

전장 SWB 4,999mm / LWB 5,199mm

롱 휠베이스(LWB) 3,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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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ETAILS

전고
SWB 1,835mm
LWB 1,840mm

참고 사항: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SWB 모델 및 LWB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최대 도강 깊이 900mm

오프로드 지상고 296.1mm
표준 지상고 221.1mm

전폭 1,983mm

도강 깊이

장애물 회피 높이앞바퀴 간격 1,690mm 뒷바퀴 간격 1,68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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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 PERFORMANCE AND KEY DATA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 (mm)

윤거 (전륜, mm)

윤거 (후륜, mm)

트렁크 용량 (Litre)

승차 인원 (명)

공차 중량 (kg)

복합 연비 (km/l)

도심 연비 / 고속 도로 연비 (km/l)

연비 등급

복합 CO2 배출량 (g/km)

안전 최고 속도 (km/h)

0-100km/h 가속시간 (sec.)

엔진 형식

엔진 배기량 (cc)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연료 탱크 용량 (Litre)

서스펜션 (전륜)

서스펜션 (후륜)

브레이크 (전륜)

브레이크 (후륜)

타이어 규격

변속기

구동 방식 

SDV6 HYBRID

VOGUE SE

SWB

4,999

1,983

1,835

2,922

1,690

1,683

909 / 2,030

5

TBD

TBD

TBD

TBD

TBD

218

6.9

V6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2,993

354 / 4,000

71.4 / 1,500-1,75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SDV8 

VOGUE SE

SWB

4,999

1,983

1,835

2,922

1,690

1,683

909 / 2,030

5

2,650 

9.3

8.0 / 11.7

5

220

218

6.9

V8 터보 디젤

4,367

339 / 3,500

75.5 / 1,750-2,25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SDV8

AUTOBIOGRAPHY

SWB

4,999

1,983

1,835

2,922

1,690

1,683

909 / 2,030

5

2,650 

9.3

8.0 / 11.7

5

220

218

6.9

V8 터보 디젤

4,367

339 / 3,500

75.5 / 1,750-2,25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0R22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5.0SC

VOGUE SE

SWB

4,999

1,983

1,835

2,922

1,690

1,683

909 / 2,030

5

2,490 

6.2

5.3 / 8.0

5

292

225

5.4

V8 수퍼차저 가솔린

5,000

510 / 6,000-6,500

63.8 / 2,500-5,5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5.0SC

AUTOBIOGRAPHY

SWB

4,999

1,983

1,835

2,922

1,690

1,683

909 / 2,030

5

2,490 

6.2

5.3 / 8.0

5

292

225

5.4

V8 수퍼차저 가솔린

5,000

510 / 6,000-6,500

63.8 / 2,500-5,5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0R22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TDV6

VOGUE SE

SWB

4,999

1,983

1,835

2,922

1,690

1,683

909 / 2,030

5

2,455 

11.1

10.0 / 12.9

4

181

210

7.9

V6 터보 디젤

2,993

258 / 3,500

61.2 / 2,00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크기 및 중량

동력 성능 및 연료 소모율

엔진 및 성능

서스펜션 및 제동 장치

변속기 및 구동 방식

STANDARD WHEELBASE (SWB)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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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 (mm)

윤거 (전륜, mm)

윤거 (후륜, mm)

트렁크 용량 (Litre)

승차 인원 (명)

공차 중량 (kg)

복합 연비 (km/l)

도심 연비 / 고속 도로 연비 (km/l)

연비 등급

복합 CO2 배출량 (g/km)

안전 최고 속도 (km/h)

0-100km/h 가속시간 (sec.)

엔진 형식

엔진 배기량 (cc)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연료 탱크 용량 (Litre)

서스펜션 (전륜)

서스펜션 (후륜)

브레이크 (전륜)

브레이크 (후륜)

타이어 규격

변속기

구동 방식 

SDV8

AUTOBIOGRAPHY

LWB

5,199

1,983

1,840

3,120

1,690

1,683

909/2,345

5

2,730

9.3 

8.0 / 11.7

5 

220 

218

7.2

V8 터보 디젤

4,367

339/3,500

75.5/1,750-2,25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0R22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5.0SC

VOGUE SE

LWB

5,199

1,983

1,840

3,120

1,690

1,683

909/2,345

5

2,605

6.2 

5.3 / 8.0

5 

291

225

5.5

V8 수퍼차저 가솔린

5,000

510 / 6,000-6,500

63.8 / 2,500-5,5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5.0SC

AUTOBIOGRAPHY

LWB

5,199

1,983

1,840

3,120

1,690

1,683

909/2,345

5

2,605

6.2 

5.3 / 8.0

5 

291

225

5.5

V8 수퍼차저 가솔린

5,000

510 / 6,000-6,500

63.8 / 2,500-5,5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0R22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5.0SC

SVAUTOBIOGRAPHY

LWB

5,199

1,983

1,840

3,120

1,690

1,683

909/2,345

4

TBD

TBD

TBD

TBD

TBD

225

5.5

V8 수퍼차저 가솔린

5,000

550 / 6,000-6,500

69.4 / 3,500-4,0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0R22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SDV8 

VOGUE SE

LWB

5,199

1,983

1,840

3,120

1,690

1,683

909/2,345

5

2,730

9.3 

8.0 / 11.7

5 

220 

218

7.2

V8 터보 디젤

4,367

339 / 3,500

75.5 / 1,750-2,25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멀티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드라이브셀렉트

4WD

크기 및 중량

동력 성능 및 연료 소모율

엔진 및 성능

서스펜션 및 제동 장치

변속기 및 구동 방식

LONG WHEELBASE (LWB)

TECHNIC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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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OVER EXPERIENCE

BEHIND THE SCENES TOURS
랜드로버의 제조 공정이 궁금하셨나요? 당신에게 차량이  
출고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전세계 랜드로버 생산 공장에서 당신의 자동차가 최신 기술, 
가장 효율적인 공정, 최고급 소재와 영국의 탁월한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과정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주문 방식에 따른 부품 주문에서부터 최종 트림 및 

품질 테스트에 이르는 전체 공정이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탁월한 엔지니어링, 제조 기술 그리고 정밀성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이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드라이브를 통해 완성된 랜드로버 자동차의 

탁월한 성능과 강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ndrover.com/behindthescenestours
에서 확인하세요.

랜드로버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가지 주행 조건을 대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험난한 지형은 물론 어려운 주행 조건에
서도 전설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적합한 인테리어는 안락함은 물론 넉넉한 적재공간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랜드로버가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잡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도 여러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랜드로버의 스토리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오프로드 트랙에서 당신의 운전 실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탄자니아, 아이스랜드, 모로코와 같은 이국적인 환경에서 
어드벤처 트래블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역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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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DRIVES ADVENTURE TRAVEL
진흙길 통과. 기울어진 교량 건너기. 미끄럽고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기. 랜드로버의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는  
가장 능숙한 운전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다양한 장애물과 

어려운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험악 지형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랜드로버의 전문 드라이버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배운 이러한 운전 기술은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의 40개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는 단기 
코스에서부터 전일 체험코스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코스를 선택하시든지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잊지 못 할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제공합니다.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경험한 당신, 그 어느 때보다 스티어
링 휠 앞에서 자신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landrover.com/experiencedrives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꿈꾸는 생의 최고의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름답고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 세렝게티 
인가요? 아니면 영국 전역의 성과 영주의 저택을 돌면서  
모험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랜드로버의 안락함과 고급스러움과 
더불어 애버크롬비 앤드 켄트(Abercrombie & Kent: 
A&K)의 꼼꼼한 여행일정과 지역 노하우가 당신을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두 브랜드의 협업은 당신을 
세계 유명 여행지에서의 럭셔리 모험의 신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잊지 못할 드라이빙의 경험을 위해  

현지 가이드와 랜드로버의 전문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기에 부티크 숙박 시설은 특별함은 더해 줍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여행에 동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landrover.com/adventuretrave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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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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하는 것을 적용) 차량 보증과 동일한 보증 조건 및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구입 및 장착하는 순정 액세서리에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12개월 보증 수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입니다. 극한의 고온과 저온에서의 성능, 내부식성, 강도, 에어백 작동여부 등의 테스트는 액세서리의 내구성은 물론 현행 관련 법규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치는 철저한 시험 과정의 일부입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루프 캐리어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들은 간단하게 장착이 되며, 일부 
제품은 전용 공구로 차체에 장착하거나 진단기기를 이용해 전자장비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판매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최신 사양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랜드로버 딜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에 인쇄된 제품 색상은 인쇄과정의 한계로 인해 실제 색상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제공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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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고지사항: 

Jaguar Land Rover Korea 

25F West Tower, Mirae Asset Center1, 26 Euljiro5-gil, Jung-gu, Seoul, 100-210 
Republic of Korea 

www.landrover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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