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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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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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달리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들로 가득한 자동차입니다. 

Gerry McGovern 
랜드로버 총괄 디자인 디렉터 및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민첩하고 역동적이며 압도적인 반응속도를 

갖고 태어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혁신적인 진화를 통해 SUV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의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도심을 누빌 때나 거친  

오프로드를 주행 할 때, 또는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편안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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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TERIOR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랜드로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타협하지 

않는 완벽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렬한 바디라인과 현대적 
이면서도 정통성을 유지하는 디자인의 조화가 아름다움의  

정점을 이루고 더 넓어진 트랙과 후면 라인의 낮아지는 차체는 

랜드로버의 당당함을 표현합니다. 

유려한 라인과 매혹적인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은 

뛰어난 온/오프로드 성능과 만나 완벽함의 정수를 보여 줍니다. 
부드러운 곡선, 날렵한 라이트 디자인, 예술작품처럼 조각된  
차체는 랜드로버 디자인의 정밀함을 증명하며, 한눈에  
랜드로버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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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인테리어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라인과  

깔끔한 마감,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감촉을 통해 스포티한 특성과  
도시적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커맨드쉬프트 2 
(CommandShift 2)를 비롯한 각종 편의장치는 운전자의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테리어의 핵심 특성은 계기판의 강렬한 수평적 요소들과 센터 콘솔의  

수직선이 과감하게 교차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인테리어를 구현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된 센터 콘솔과 계기판에서 뒷좌석까지 부드럽게 이어진 새틴 크롬 

필러는 역동적인 콕핏의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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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다양한 컬러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가죽과 메탈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스포티한 스타일링을 제공합니다. 최고급 소재와 완벽한 마감 처리가 제공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지금 경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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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
EXTERIOR
랜드로버의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SVO)은 높은 안목을 갖춘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 
시키기 위해 신설된 사업부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고성능 차량등의 개발 및 제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SVO에서 설계 및 제작된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은 특유의  
오프로드 성능에 최고 수준의 스포츠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더한 고성능 SUV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의 스포츠 드라이빙 캐릭터는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어 단단한 
근육질을 연상시키는 바디와 당당한 스탠스를 자랑하며, 우수한 주행 성능 및 민첩한  
핸들링이 더해져 고성능 SUV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프론트 범퍼의 대형 에어 인테이크는 
에어 쿨러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늘려 엔진 출력을 높이고, 리어 스포일러는 고속에서 다운
포스를 높여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탁월한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넘어

그 이상의 혁신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성능 SUV입니다.

John Edwards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SVO) 총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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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의 세련된 실내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좌석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16방향 조절 앞좌석 파워 스포츠 시트는 부드러운 
Oxford 가죽과 양각 처리된 ‘SVR’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유니크한 컬러 조합 중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여 

실내 공간을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사양
으로 제공되는 카본 파이버 피니셔와 같은 마감재를 선택하여 

실내를 더욱 세련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운전석에 앉아 보는 것만으로도  
차원이 다른 고성능 SUV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INTERIOR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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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 RESPONSE*

최첨단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랜드로버만의 정통 오프로드 기술의 조합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65년 
이상 축적된 랜드로버의 특허기술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은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주행모드를 제공하여 차량의 엔진, 트랜스미션,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을 지형 조건에 맞게 설정함으로써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함께 제공되는 다이내믹 프로그램(Dynamic Program)을  
선택하면 보다 짜릿하고 민첩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주행, 롤링 감소를 통한 차체 제어 향상, 응답성이 
향상된 스티어링 및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DRIVING TECHNOLOGY

*Terrain Response® - SDV6 및 3.0SC 모델 적용 / Terrain Response® 2 - SDV6 Hybrid, SDV8 및 SVR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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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ERRAIN PROGRESS 
CONTROL(ATPC)*

랜드로버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오프로드 관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Terrain 
Progress Control)은 저속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해  
눈 덮인 도로, 젖은 잔디와 같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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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C 활성화 
시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의 조작으로 언제든지 설정해 놓은 

세팅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가벼운 브레이크 조작으로 타깃 
속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SDV8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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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DESCENT
CONTROL (HDC)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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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장치 (Hill Start Assist) 는 차량이 정지했다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사로 가속제어장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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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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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RESPONSE*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Dynamic Response)은  
코너링 혹은 불규칙한 노면에서 주행시 차체의 롤링을 

최소화 함으로써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첨단 2-채널 시스템이 프론트 액슬과 리어 액슬을 독립적
으로 제어하여 저속에서도 민첩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고속주행 시에 차량 조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이 오프로드 지형을 감지하면 

컨트롤 모듈이 롤링 보상 수준을 낮추고 휠 아티큘레이션을 

높여 휠이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오프로드 주파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다이내믹 리스폰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휠 아티큘레이션은 546mm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전복 방지 장치(Roll Stability Control)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전복 위험을 감지하는 최첨단 전복 

방지 시스템이며, 필요 시 바깥쪽 휠의 브레이크를 작동
하여 회전 반경을 넓여 전복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SDV8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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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VECTORING*

*SDV6 Hybrid, SDV8, SVR 모델 적용

다이내믹 액티브 리어 록킹 디퍼렌셜 (Dynamic Active 
Rear Locking Differential) 이 적용된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반응속도와 코너링,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  
급격한 코너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코너링 시 전자식 디퍼렌셜과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여 엔진 토크를 네 개의 바퀴에 

자동으로 배분하여 접지력과 조향력을 향상시켜 언더 

스티어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의 
다양한 설정과 함께 오프로드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모래와 같은 지형 조건에서 과도한 언더스티어를 방지 

함으로써 차량 제어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어떤 곳에서도 거침없고 강렬한  

드라이빙을 누릴 수 있는 SUV의 새로운 경지입니다.

DIFFERENTIAL 
LOCKING MOTOR

ELECTRIC 
DIFFERENTIAL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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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DYNAMICS* DYNAMIC STABILITY CONTROL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Adaptive Dynamics)은 
가변형 댐핑 시스템을 통해 노면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댐핑 설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차량의 퍼포먼스와 승차감 

사이의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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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는 코너링 시 차량이 
선택된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여 적절한 제동을  

가함으로써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DSC 모듈을 통해 차량을 초당 100회 모니터링합니다. 
코너에서 가속 시 요(Yaw) 센서를 사용하여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느끼기 

어려운 수준의 미세한 제동력을 가함으로써 차세를  

바로잡고 접지력이 더 높은 바깥쪽 휠에 엔진 토크를  

전달하여 트랙션 및 스티어링 컨트롤을 유지합니다.

*3.0SC HSE Dynamic 모델 미적용

UNDERSTEER 
DETECTED

TORQUE
VECTORING

LIN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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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USPENSION

AUTOMATIC
ACCESS HEIGHT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차체 구조에 맞게 새롭게 설계된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동급 최고 수준의 안락함과 
온/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서스펜션의 세팅을 조절하여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험한 지형에서도 항상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의 오프로드 설정을 선택하면 

지상고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필요 시 시속 50km  
이하의 속도에서 최대 지상고를 일반 주행 시의 높이보다 

최대 65mm 높여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휠 트래블은 전륜 
260mm, 후륜 272mm로 험난한 지형 조건에서도 탁월한 
오프로드 주파 능력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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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까지  
낮춰 보다 편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승차/하차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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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 DYNAMIC RESPONSE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의 2-채널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Dynamic Response)은 향상된 에어 스프링 및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의 연속 가변 댐퍼와 함께  

작동하여 SVR의 압도적인 성능을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코너링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 또한 완

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22인치 알로이 휠을 선택하면 
접지력이 극대화되어 한계를 넘어서는 탁월한 컨트롤 능력과 

날카로운 고속 코너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의 움직임과 휠의 위치, 차고 등을 감지
하는 센서가 오프로드 상태를 감지할 경우 다른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맵핑으로 자동 복귀함으로써 

몸의 쏠림을 크게 줄여주고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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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ING AND DRIVING AIDS
최대 3,500kg*을 견인할 수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맞춤형 기술이 적용되어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탁월한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TOW HITCH ASSIST SURROUND CAME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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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시 
터치스크린을 통해 트레일러의 예상 진행 방향을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가이드 선을 보면서  

트레일러의 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고르게 배치된 네 개의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되며 버드아이 뷰를 포함하는 차량 주위 

360도에 가까운 시야를 터치스크린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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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DV6 Hybrid 및 SVR 모델 - 최대 견인 능력 3,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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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AN™ SO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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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음악을즐길 수 있습니다.

MERIDIAN SIGNATURE 
REFERENCE SYSTEM (1700W)

MERIDIAN SURROUND 
SOUND SYSTEM (825W)

옵션 사양으로 적용되는 Meridian 시그니처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음향 기술로 콘서트 홀에  

버금가는 탁월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탑승객은 23개의  
스피커(서브우퍼 포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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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과 추가로 장착된 
하이트 채널 레이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전 좌석에서  

입체적이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 덕분에 실내 공간이 더욱 넓게 느껴지고 

모든 좌석에서 생상한 3D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차량 탑승자가 뒷좌석에서 앞좌석 

스피커로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정상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화 보조장치 (Conversation Assist)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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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ING TOUCHES

*Trifield와 “three fields”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등록상표입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상표입니다.



( 옵션 사양 )
MERDIAN SIGNATURE REFERENCE SYSTEM 1700W 22 SPEAKERS SUB WO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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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IDS

SPORTS COMMAND  
DRIVING POSITION

ELECTRIC POWER ASSISTED 
STEERING (EPAS)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운전석에 앉으면 본능적으로 달리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스포츠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과 
높아진 센터 콘솔은 안정적인 승차감은 물론 탁트인 시야를 

통해 자신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저중심 설계를 
통해 노면에 밀착된 느낌을 제공하여 온/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강렬한 드라이빙 성능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속도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lectric Power 
Assisted Steering, EPAS)는 정밀한 스티어링과 민첩한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속도감응형 파워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 저속에서는 가벼운 스티어링을 또 고속에서는 묵직한 

스티어링 감각을 제공하여 차량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또한 높아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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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FT INSTRUMENT PANEL* 8 INCH HIGH RESOLUTION  
TOUCH-SCREEN

12.3 인치의 가상 계기판 패널은 고해상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와 컬러 그래픽이 적용되어 차량의 주요 기능과 

주행 데이터를 보다 선명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3D 크롬을 형상화한 가상 다이얼은 우아한 운전석 분위기를 
연출하며, 현재 주행 상항에 관련된 정보만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인 디자인의 8인치 고해상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카메라, 차량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SDV6 HSE 모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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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CLIMATE CONTROL PANORAMIC SUNROOFCONFIGURABLE MOOD 
LIGHTING*

실내 온도를 바깥 날씨와 무관하게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레인지로버에는 동급 최고의 기술에 기반한 실내온도 

조절 장치가 제공됩니다. 엄격한 개발 과정의 결과로 탄생한 
실내온도 조절 장치는 +50°C에서 -30°C 사이의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운전석/동반석 혹은 운전석/동반석/뒷좌석  
탑승자가 각각 원하는 온도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2존 및 3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풀-사이즈 슬라이딩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채광성이 뛰어나 실내를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공간감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태양열 반사 코팅 처리된 파워 블라인드는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라인과 최상급 소재가 적용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인테리어는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을 통해 야간에 

더욱 돋보입니다. 센터 콘솔의 나뭇결을 따라 흐르는 LED 
조명은 Spark Blue에서 Ice White와 Racing Red에 
이르는 다양한 컬러 중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정을 통해 실내 분위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연출

할 수 있습니다.

*Autobiography Dynamic 및 SVR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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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REAR SEAT ENTERTAINMENT* GESTURE TAILGATE
모델에 따라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스크린을 통해 뒷좌석에서도 편안하게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연결된 목적지 
도착 정보 (Journey Status) 를 통해 목적지까의 남은 거리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iteFire®** 디지털 무선 
헤드셋과 USB 커넥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제스처 인식 기능이 포함된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을 통해 

양손으로 짐을들고 있을 때에도 범퍼 아래에 발을 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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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 뿐만 아니라 양 옆에서도 열 수 있어 더욱 편리 

합니다. 또한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다양한 견인 솔루션과 
완벽히 호환되어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Autobiography Dynamic 모델 기본사양 적용 
**WhiteFire®는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상표이며 랜드로버는 라이센스 하에 본 상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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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SPEED AUTOMATIC
TRANSMISSION

ENGINES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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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토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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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V6 306PS V6 SUPERCHARGED 340PSSDV8 339PS V8 SUPERCHARGED 550PS

최고출력 306마력과 최대토크 71.4kg.m를 제공하는 
SDV6 디젤 엔진은 뛰어난 응답성과 거침없는 파워로 
7.2초만에 시속 100km로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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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시 다시 작동하게 

하는 인텔리전트인텔리전트 스탑/스타트 시스템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켰습니다.

3.0리터 V6 가솔린 엔진은 혁신적인 수퍼차저 기술을 
통해 340마력의 최고출력과 45.9kg.m의 최대토크를 
뿜어내며 최고속도 210km/h까지 거침없이 가속합니다.

SDV8 디젤 엔진은 339마력의 최고출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엔진으로,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혁신적으로  
낮춘 CO2 배출량을 자랑합니다. 실용 엔진 회전 구간인 
1,750~2,250rpm 에서 75.5kg.m의 최대토크를  
뿜어내는 4.4리터 SDV8 터보 디젤 엔진은 0-100km/h 
가속 시간 6.9초 라는 뛰어난 가속 성능으로 우수한  
응답성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병렬 시퀀셜 터보차저  
기술을 적용하여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우수한 연료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모델에만 적용되는 550마력 
V8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은 제로백 4.7초와 최고속도 
260km/h를 자랑하는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빠른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심장입니다.

엔진과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재보정 및 최적화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 부스트 압력을 혁신적으로 높임으로써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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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레인지로버 스포츠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초의 디젤 

하이브리드 SUV이며 동급 최고의 성능과 다목적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을 
차량의 섀시와 완벽히 통합함으로써 지상고, 접근각 
및 이탈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도강 
깊이 또한 850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 또는 탑승자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차량 플로어 아래에 장착 

됩니다. 이와 동시에 차량의 혁신적인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위해 배터리 팩은  

보론강 소재의 받침대로 완벽히 보호됩니다. 

랜드로버는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로 자동차를 완성

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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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S      43

레인지로버 스포츠 하이브리드는 모든 랜드로버 차량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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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선된 CO2 배출량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하이브리드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엔진과 배터리 사이의 에너지 전달이 매끄럽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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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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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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세계 최초로 첨단 경량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 구조를 적용하여 경량화와 연료 효율성 향상, 지속 가능성을 
구현한 SUV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바디는 모든 랜드로버 차종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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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바디 경량화를 위해 프레스, 주조 및 사출 알루미늄  
합금 부품의 구성을 최적화하여 하중이 크게 가해지는 부위의 차체 

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차체 강성과 충돌 성능을  
현격히 향상시키는 바디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경량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이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 구조에 더해져 모든  

지형에서 더욱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BODY AND CHASSIS

ALL-ALUMINIUM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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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SVR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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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펜션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우수한 응답성, 민첩한 
핸들링, 탁월한 주행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탁월한 승차감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민첩한 핸들링으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SVR은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며, 이를 위해 차량의 섀시는 응답성  
향상, 균형잡힌 바디 컨트롤, 코너링 주행 속도 개선을  
위해 새롭게 세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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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AFETY AIDS

SAFETY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최적화된 알루미늄 바디 구조가 제공하는 견고한 세이프티 셀은 탑승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랜드로버의 엔지니어들은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실제 충돌 테스트를 시행하기 훨씬 전부터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수 많은 가상 충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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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등
합니다. 접근 차량 감지 기능(Closing Vehicle Sensing)은 차량 후방을 
스캔하여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과 차선변경 동작 중에 충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ENGINEERED FOR MAXIMUM OCCUPANT PROTECTION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QUEUE ASSIST*

BLIND SPOT MONITORING WITH CLOSING  
VEHICLE SENSING

*SDV6 HSE 및 SDV6 Hybrid 모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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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LED 주간 주행등이 포함된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카리스마 넘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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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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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IVE XENON HEAD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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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ENVIRONMENTAL

EFFICIENCY DRIVES 
SUSTAINABILITY

SUSTAINABLE BY DESIGN, 
WITH LIFE CYCLE APPROACH

INTELLIGENT STOP START 
SYSTEM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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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탄소  
배출량에 민감해진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사회적으로도 

환영받는 자동차의 필요성 또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친환경 DNA는 개발에서부터 생산
과정, 또 소비자의 보유 기간은 물론 폐차를 할 때까지,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이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고급 사양의 차량에는 약 26.7kg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되며, 이를 위해 모델 수명 동안 
11,800톤의 매장된 플라스틱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개발에서 생산, 소비자의 활용 및  
폐차 후 재활용까지를 아우르는 라이프 사이클 접근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더 많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며 폐기물을 가장 적게 생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개발 단계는 ISO 
14040/14044 기준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알루미늄 
구조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75%까지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격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및 베니어와 같은 천연 소재 및  
재사용 가능한 소재들은 차량 한 대당 28kg이 사용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모든 파워트레인은 최고의 연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비 효율성을 5~7% 상승시켜
주는 최신 인텔리전트 스탑/스타트 시스템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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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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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로 엔진은 물론 다양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성에 맞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선택해보십시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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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3 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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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모델의 기본 사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STEP 1
CHOOSE YOUR ENGINE

STEP 2
CHOOSE YO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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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72-73 74-81

92-93

82-91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가 

제공됩니다.
당당한 외관 스타일을 완성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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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에 맞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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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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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V6

V6 터보 디젤

4륜 구동(4WD)

306 / 4,000

71.4 / 1,500-1,750

2,993

11.3

10.2 / 13.0

4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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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1.4

5

219

3.0SC

V6 수퍼차저 가솔린

4륜 구동(4WD)

340 / 6,500

45.9 / 3,500-5,000

2,995

7.9

6.9 / 9.7

5

227

5.0SC

V8 수퍼차저 가솔린

4륜 구동(4WD)

550 / 6,000-6,500

69.4 / 3,500-4,000

5,000

6.7

5.7 / 8.4

5

270

MODELS BY ENGINE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SVR

SDV6

SDV6 Hybrid

SDV8

3.0SC

5.0SC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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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로 엔진은 물론 다양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성에 맞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선택해보십시오.

HSE HSE DYNAMIC

- Atlas 그릴 / Gloss Black 그릴 프레임

- Atlas 핑거, Atlas 메쉬, Gloss Black 프레임 펜더 벤트

- 바디 컬러 미러 캡

- Atlas Silver 안개등 프레임 

- Indus Silver 토우 아이 커버

-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20

- Oxford 가죽 시트

- 14방향 조절 앞좌석 파워 시트

-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 뒷좌석 히팅 시트

-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Gloss Black 그릴 / Gloss Black 그릴 프레임 
 
- Gloss Black 핑거, Atlas 메쉬, Gloss Black 프레임 펜더 벤트

- Gloss Black 미러 캡

- Gloss Black 안개등 프레임 
 
- Corris Grey 토우 아이 커버 

- Gloss Black 테일게이트 피니셔

-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7

- Oxford 가죽 시트

- 14방향 조절 앞좌석 파워 시트

-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 뒷좌석 히팅 시트

-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3.0SC 모델 미적용)

- 인테리어 다이내믹 팩(HSE Dynamic)

- 오토매틱 헤드램프 & 자동 상향등 조절 램프

- TFT LCD 가상 계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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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IOGRAPHY DYNAMIC SVR

- 유니크한 Gloss Black 그릴 / Gloss Black 그릴 프레임 
 
- 유니크한 Gloss Black 펜더 벤트

- Gloss Black 미러 캡

- 유니크한 프론트 및 리어 범퍼

- Gloss Black 프론트 범퍼 하단 그릴 인서트 및  
  Gloss Black 토우 아이 커버  
  (외장 컬러가 Fuji White, Yulong White 또는  
   Indus Silver일 경우, Corris Grey 마감)  
 
- Gloss Black 테일게이트 피니셔

-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7

- Gloss Black RANGE ROVER 레터링

- Gloss Black으로 마감된 다크 헤드램프

- 유니크한 리어 스포일러

- Oxford 가죽 시트 - SVR 패턴

- 16방향 조절 앞좌석 파워 스포츠 시트

- 앞좌석 히팅 시트 & 뒷좌석 히팅 시트

-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앞좌석 센터콘솔 쿨링 박스

-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

- 오토매틱 헤드램프 & 자동 상향등 조절 램프

- TFT LCD 가상 계기판

- 콘트라스트 루프

- 쿼드 테일파이프

- 액티브 스포츠 배기 시스템

- SVR 익스테리어 바디 킷

- Gloss Black 그릴 / Gloss Black 그릴 프레임 
 
- Gloss Black 핑거, Atlas 메쉬, Gloss Black 프레임 펜더 벤트

- Gloss Black 미러 캡

- 독특한 디자인의 프론트 및 리어 범퍼 코너

- Gloss Black 안개등 프레임 
 
- Corris Grey 토우 아이 커버 

- Gloss Black 테일게이트 피니셔

-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5

- Oxford 가죽 시트 - Autobiography 패턴

- 18방향 조절 앞좌석 파워 시트

-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 뒷좌석 히팅/쿨링 시트

-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앞좌석 센터콘솔 쿨링 박스

-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 인테리어 다이내믹 팩(Autobiography Dynamic)

- 오토매틱 헤드램프 & 자동 상향등 조절 램프

- TFT LCD 가상 계기판

-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콘트라스트 루프

STEP 2
CHOOSE YO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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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Transmission, Driving Dynamics & Towing

8단 자동 변속기 (8-Speed Auto Transmission)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Intelligent Stop/Start) 

패들쉬프트 (Paddle Shift) 

패들쉬프트 - 노블 플레이트 (Noble Plated Paddleshift) 

로우 레인지 &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 (Twin Speed Transfer Box - High / Low Range)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Terrain Response® 2)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 Terrain Progress Control)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Adaptive Dynamics) 

다이내믹 리스폰스 (Dynamic Response) 

다이내믹 프로그램 (Dynamic Program)   

토크 벡터링 (Torque Vectoring)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Red Brake Calipers 20" Brembo® Branded)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 (Blue Brake Calipers 20" Brembo® Branded)

액티브 스포츠 배기 시스템 (Active Sports Exhaust - SVR only)

속도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EPAS)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 

4코너 에어 서스펜션 & 차고 높이 조절 장치 (4 Corner Air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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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4륜 구동 시스템 (4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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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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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컨트롤 (Trailer Stability Control) 

■

■

■

■

■

■

■

■

■

■

■

■

■

■

■

SDV6
HSE DYNAMIC

■

■

■

■

■

■

■

■

■

■

■

■

■

■

■

■

SDV6
AB DYNAMIC

■

■

■

■

■

■

■

■

■

■

■

■

■

■

■

■

■

■

SDV6 Hybrid
HSE DYNAMIC

■

■

■

■

■

■

■

■

■

■

■

■

■

■

SDV6
HSE

ROOF & EXTERIOR STYLING

Exterior Features & Finishers

슬라이딩 파노라마 루프 (Sliding Panoramic Roof) 

콘트라스트 루프 (Contrast Roof) 

SVR 익스테리어 바디킷 (SVR Exterior Body Kit) 

트윈 테일파이프 (Bright Twin Tailpipes) 

쿼드 테일파이프 (Bright Quad Tail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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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STANDARD FEATURES

Transmission, Driving Dynamics & Towing

8단 자동 변속기 (8-Speed Auto Transmission)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Intelligent Stop/Start) 

패들쉬프트 (Paddle Shift) 

패들쉬프트 - 노블 플레이트 (Noble Plated Paddleshift) 

로우 레인지 &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 (Twin Speed Transfer Box - High / Low Range)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Terrain Response® 2)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 Terrain Progress Control)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Adaptive Dynamics) 

다이내믹 리스폰스 (Dynamic Response) 

다이내믹 프로그램 (Dynamic Program)   

토크 벡터링 (Torque Vectoring)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Red Brake Calipers 20" Brembo® Branded)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 (Blue Brake Calipers 20" Brembo® Branded)

액티브 스포츠 배기 시스템 (Active Sports Exhaust - SVR only)

속도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EPAS)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 

4코너 에어 서스펜션 & 차고 높이 조절 장치 (4 Corner Air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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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4륜 구동 시스템 (4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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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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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컨트롤 (Trailer Stability Control) 

■

■

■

■

■

■

■

■

■

■

■

■

■

■

■

■

■

■

■

■

■

SDV8
AB DYNAMIC

■

■

■

■

■

■

■

■

■

■

■

■

■

3.0SC
HSE DYNAMIC

■

■

■

■

■

■

■

■

■

■

■

■

■

■

■

■

■

■

■

■

■

■

5.0SC
SVR

■

■

■

■

■

■

■

■

■

■

■

■

■

■

■

■

■

■

■

■

SDV8
HSE DYNAMIC

ROOF & EXTERIOR STYLING

Exterior Features & Finishers

슬라이딩 파노라마 루프 (Sliding Panoramic Roof) 

콘트라스트 루프 (Contrast Roof) 

SVR 익스테리어 바디킷 (SVR Exterior Body Kit) 

트윈 테일파이프 (Bright Twin Tailpipes) 

쿼드 테일파이프 (Bright Quad Tail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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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Exterior Features & Finishers

소음 차단 윈드 스크린 (Acoustic Laminated Windscreen) 

열선 윈드스크린 (Heated Windscreen) 

레인 센싱 와이퍼 (Rain Sensing Windscreen Wipers) 

열선 내장 파워 폴딩 미러 (Power Adjustable, Heated, Power fold Exterior Mirrors) 

어프로치 램프 (Approach Lamp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EADLAMPS AND LIGHTING

WHEEL AND TYRES

SEATING - FRONT SEAT FUNCTIONALITY

GLASS & EXTERIOR MIRRORS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 - LED 주간 주행등 포함 (Adaptive Xenon Headlamps with LED Signature) 

전방 안개등 (Front Fog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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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20 (20" 5 Split Spoke Style 520)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7 (21" 5 Split Spoke Style 507)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5 (21" 5 Split Spoke Style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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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7 (21" 5 Spoke Style 517)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Reduced Section Spare Wheel) 

타이어 리페어 시스템 (Tyre Repair System)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14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시트 (14 way Powered Seats) 

18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시트 (18 way Powered Seats) 

16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스포츠 시트 (16 way SVR Sports Powered Seats) 

운전석/동반석 메모리 기능 (Driver and Passenger Memory) 

앞좌석 히팅 시트 (Heated Front Seats)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Front Seats) 

■

 

 

■

 

■

 

■

 

SEATING - FRONT AND REAR MATERIALS 

Interior Seating, Features 

Oxford 가죽 시트 (Oxford Perforated Leather) 

Oxford 가죽 시트 (Autobiography 패턴 - Single / Duo / Tri Tone) 
Oxford Perforated Leather with Autobiography Pattern (Single / Duo / Tri Tone)

Oxford 가죽 시트 (SVR 패턴 - Single / Duo Tone) 
Oxford Perforated Leather with SVR Pattern (Single / Duo Tone)

SDV6
HSE DYNAMIC

SDV6
AB DYNAMIC

SDV6 Hybrid
HSE DYNAMIC

SDV6
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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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STANDARD FEATURES

Exterior Features & Finishers

소음 차단 윈드 스크린 (Acoustic Laminated Windscreen) 

열선 윈드스크린 (Heated Windscreen) 

레인 센싱 와이퍼 (Rain Sensing Windscreen Wipers) 

열선 내장 파워 폴딩 미러 (Power Adjustable, Heated, Power fold Exterior Mirrors) 

어프로치 램프 (Approach Lamp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EADLAMPS AND LIGHTING

WHEEL AND TYRES

SEATING - FRONT SEAT FUNCTIONALITY

GLASS & EXTERIOR MIRRORS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 - LED 주간 주행등 포함 (Adaptive Xenon Headlamps with LED Signature) 

전방 안개등 (Front Fog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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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20 (20" 5 Split Spoke Style 520)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7 (21" 5 Split Spoke Style 507)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5 (21" 5 Split Spoke Style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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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7 (21" 5 Spoke Style 517)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Reduced Section Spare Wheel) 

타이어 리페어 시스템 (Tyre Repair System)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14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시트 (14 way Powered Seats) 

18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시트 (18 way Powered Seats) 

16방향 조절 운전석/동반석 파워 스포츠 시트 (16 way SVR Sports Powered Seats) 

운전석/동반석 메모리 기능 (Driver and Passenger Memory) 

앞좌석 히팅 시트 (Heated Front Seats)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Front Seats) 

 

■

 

■

 

  
 

■

■

 

SEATING - FRONT AND REAR MATERIALS 

Interior Seating, Features 

Oxford 가죽 시트 (Oxford Perforated Leather) 

Oxford 가죽 시트 (Autobiography 패턴 - Single / Duo / Tri Tone) 
Oxford Perforated Leather with Autobiography Pattern (Single / Duo / Tri Tone)

Oxford 가죽 시트 (SVR 패턴 - Single / Duo tone) 
Oxford Perforated Leather with SVR Pattern (Single / Duo Tone)

SDV8
AB DYNAMIC

3.0SC
HSE DYNAMIC

5.0SC
SVR

SDV8
HSE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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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Interior Seating, Features 

60:40 폴딩 뒷좌석 시트 (60:40 Folding Rear Seats) 

뒷좌석 히팅 시트 (Heated Rear Seats) 

뒷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Rear Sea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ERING WHEEL 

INTERIOR FEATURES 

INTERIOR TRIM 

SEATING - REAR SEAT FUNCTIONALITY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컬럼 (Power Adjustable Steering Column)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Heated Leather Steering Wheel) 

운전석/동반석 독립 온도 조절 (2 Zone Climate Control) 

운전석/동반석/뒷좌석 독립 온도 조절 (3 Zone Climate Control)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Interior Mood Lighting)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Customer Configurable Interior Mood Lighting 

앞좌석 센터콘솔 쿨링 박스 (Front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Micro Mesh Metal Alumninium 트림 피니셔 

Sports Tex Metal Alumninium 트림 피니셔 

Dark Engine Turned Metal Alumninium 트림 피니셔 

카펫 매트 (Front and Rear Carpet Mats) 

프리미엄 카펫 매트 (Front and Rear Premium Carpet Mats) 

스테인리스 스포츠 페달 (Stainless Steel Sports Pedals)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Aluminium Tread Plates)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Illuminated Aluminium Tread Plates) 

Morzine 헤드라이닝 (Morzine Headlining) 

Alston 헤드라이닝 (Alston Headlining) 

SDV6
HSE DYNAMIC

SDV6
AB DYNAMIC

SDV6 Hybrid
HSE DYNAMIC

SDV6
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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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Interior Seating, Features 

60:40 폴딩 뒷좌석 시트 (60:40 Folding Rear Seats) 

뒷좌석 히팅 시트 (Heated Rear Seats) 

뒷좌석 히팅/쿨링 시트 (Climate Rear Sea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ERING WHEEL 

INTERIOR FEATURES 

INTERIOR TRIM 

SEATING - REAR SEAT FUNCTIONALITY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컬럼 (Power Adjustable Steering Column)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Heated Leather Steering Wheel) 

운전석/동반석 독립 온도 조절 (2 Zone Climate Control) 

운전석/동반석/뒷좌석 독립 온도 조절 (3 Zone Climate Control)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Interior Mood Lighting) 

설정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Customer Configurable Interior Mood Lighting 

앞좌석 센터콘솔 쿨링 박스 (Front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Micro Mesh Metal Alumninium 트림 피니셔 

Sports Tex Metal Alumninium 트림 피니셔 

Dark Engine Turned Metal Alumninium 트림 피니셔 

카펫 매트 (Front and Rear Carpet Mats) 

프리미엄 카펫 매트 (Front and Rear Premium Carpet Mats) 

스테인리스 스포츠 페달 (Stainless Steel Sports Pedals)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Aluminium Tread Plates)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 (Illuminated Aluminium Tread Plates) 

Morzine 헤드라이닝 (Morzine Headlining) 

Alston 헤드라이닝 (Alston Headlining) 

STEP 2
CHOOSE YOUR MODEL

SDV8
AB DYNAMIC

3.0SC
HSE DYNAMIC

5.0SC
SVR

SDV8
HSE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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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Comfort & Convenience Features

■

■

■

■

■

■

■

■

■

■

■

■

■

■

■

■

■

■

■

■

■

■

■

■

키리스 엔트리 (Keyless Entry) 

전/후방 주차 보조장치 (Front/Rear Parking Aid)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Surround Camera System)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lind Spot Monitor with Closing Vehicle Sensing) 

크루즈 컨트롤 (Cruise Control)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제스처 테일게이트 (Gesture Tailgate) 

■

■

■

■

■

■

■

■

■

■

■

■

■

■

■

■

■

■

■

■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 825W, 19 스피커 (Meridian Surround Sound Audio System (825W) with 19 Speakers) 

TFT LCD 가상 계기판 (TFT Virtual Instrument Panel)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Rear Seat Entertainment) 

내비게이션 / DMB (Navigation / DMB)

블루투스 (Bluetooth®  Phone Connection) 

USB/iPod 연결 단자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SDV6
HSE DYNAMIC

SDV6
AB DYNAMIC

SDV6 Hybrid
HSE DYNAMIC

SDV6
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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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STANDARD FEATURES

Comfort & Convenience Features

■

■

■

■

■

■

■

■

■

■

■

■

■

■

■

■

■

■

■

■

■

■

■

■

키리스 엔트리 (Keyless Entry) 

전/후방 주차 보조장치 (Front/Rear Parking Aid)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Surround Camera System)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lind Spot Monitor with Closing Vehicle Sensing) 

크루즈 컨트롤 (Cruise Control)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제스처 테일게이트 (Gesture Tailgate) 

■

■

■

■

■

■

■

■

■

■

■

■

■

■

■

■

■

■

■

■

■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 825W, 19 스피커 (Meridian Surround Sound Audio System (825W) with 19 Speakers) 

TFT LCD 가상 계기판 (TFT Virtual Instrument Panel)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Rear Seat Entertainment) 

내비게이션 / DMB (Navigation / DMB)

블루투스 (Bluetooth® Phone Connection) 

USB/iPod 연결 단자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SDV8
AB DYNAMIC

3.0SC
HSE DYNAMIC

5.0SC
SVR

SDV8
HSE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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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EATURES

스텔스 팩 (Stealth Pack) 
 Satin Black Mirror Caps, Exterior Accents, Range Rover Script on Tailgate    and Bonnet, Fog Lamp Bezels, Front Grille, Toweye Cover, Tailgate    Finisher, Side & Fender Vent mesh, Wheel Nuts, Gloss Black non-   Reflective Surface Headlamps   Santorini Black Roof   22인치 5 스플릿 스포크 블랙 피니시 휠 - Style 508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 (Premium Metallic Paint)

센터콘솔 쿨링 박스 (Front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Morzine Headlining (Ebony) Ebony 색상 헤드라이닝

Grey Oak Wood

Shadow Zebrano Veneer

Grand Black

Extended Leather Pack 
가죽 확장팩 - 페시아 미드-롤 부분과 도어 상부에 가죽 소재 적용 
Tan과 Pimento 색상의 경우 페시아 미드-롤, 도어 상부 색상 변경

오프로드 팩 (Off Road Pack) 
Terrain Response 2 Auto 
Twin Speed Transfer Box (High / Low Range)

온/오프로드 팩 (On / Off Road Pack) 
Terrain Response 2 Auto 
Twin Speed Transfer Box (High / Low Range) 
Dynamic Response 
Torque Vectoring by Braking 
Dynamic Program

1700W 메리디안 프리미엄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 23 스피커
(Meridian Signature Reference Audio System - 1700W)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Rear Seat Entertainment) 

SDV6  
HSE

SDV6 
AB DYNAMIC

SDV6 
HSE DYNAMICOPTION CODE

               074MM
029TP
080AN

024BR

038EA

005BJ

088GM

088HB

088HS

032CG

074QA

074QC

025LV

129AH

Paint

Interior Feature

Headlining

Interior Finishers

Packs

Entertainment

Exterior Styling

기본     옵션     무상 옵션     제공되지 않음 

SDV6 Hybrid
HSE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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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EATURES

스텔스 팩 (Stealth Pack) 
 Satin Black Mirror Caps, Exterior Accents, Range Rover Script on Tailgate    and Bonnet, Fog Lamp Bezels, Front Grille, Toweye Cover, Tailgate    Finisher, Side & Fender Vent Mesh, Wheel Nuts, Gloss Black non-   Reflective Surface Headlamps   Santorini Black Roof   22인치 5 스플릿 스포크 블랙 피니시 휠 - Style 508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 (Premium Metallic Paint)

센터콘솔 쿨링 박스 (Front Centre Console Cooler Compartment)

오프로드 팩 (Off Road Pack) 
Terrain Response 2 Auto 
Twin Speed Transfer Box (High / Low Range)

온/오프로드 팩 (On / Off Road Pack) 
Terrain Response 2 Auto 
Twin Speed Transfer Box (High / Low Range) 
Dynamic Response 
Torque Vectoring by Braking 
Dynamic Program

OPTION CODE

               074MM
029TP
080AN

024BR

038EA

074QA

074QC

Paint

Interior Feature

Interior Finishers

Packs

Exterior Styling

STEP 2
CHOOSE YOUR MODEL

SDV8
HSE DYNAMIC

3.0SC
HSE DYNAMIC

SDV8
AB DYNAMIC

Morzine Headlining (Ebony) Ebony 색상 헤드라이닝

Grey Oak Wood

Shadow Zebrano Veneer

Grand Black

Extended Leather Pack 
가죽 확장팩 - 페시아 미드-롤 부분과 도어 상부에 가죽 소재 적용 
Tan과 Pimento 색상의 경우 페시아 미드-롤, 도어 상부 색상 변경

1700W 메리디안 프리미엄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 23 스피커
(Meridian Signature Reference Audio System - 1700W)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Rear Seat Entertainment) 

005BJ

088GM

088HB

088HS

032CG

025LV

129AH

Headlining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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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EATURES

22인치 10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8 (22" 10 Split-Spoke - Style 108)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Contrast Roof - Santorini Black)

카본 재질 엔진 커버 (Carbon Fibre Engine Cover)

카본 재질 트림 피니셔 (Carbon Fibre Veneer Finisher)

에보니 헤드라이닝 색상 (Ebony Headlining)

OPTION CODE

029TU

080AN

063AC

088JF

088HE

Wheels

Exterior Styling

Engine Cover

Interior Styling

Headlining

STEP 2
CHOOSE YOUR MODEL

5.0SC
SVR

기본     옵션     무상 옵션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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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 PACK*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스텔스 팩은 모든 외장 컬러에 적용가능하며 Satin 
Black 컬러의 프런트 그릴 및 그릴 프레임, 보닛과 테일게이트에 적용되는 
RANGE ROVER 레터링, 사이드 미러 캡 등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분위기의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그리고 유니크한 Satin 
Black 피니시 22인치 알로이 휠을 통해 차량의 압도적인 외관을 완성합니다.

Satin Black 그릴 및 RANGE ROVER 레터링 Satin Black 테일게이트 피니셔 Satin Black 미러 캡 Satin Black 사이드 벤트

*SDV6/SDV8 HSE Dynamic 및 AB Dynamic 모델 적용 가능 / 자세한 적용 가능 여부는 64페이지의 Optional Features를 참고하십시오.

STEP 3   
CHOOSE YOUR CO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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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Santorini Black

*Premium Metallic 컬러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용 가능한 외장 컬러는 모델과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utobiography Dynamic 및 SVR 모델에서 선택 가능     †SVR 모델 전용 컬러

Contrast Indus Silver

Contrast Corris Grey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Optional Roof Colour**

Fuji White 
(Solid)

Yulong White 
(Metallic)

Aleutian Silver 
(Metallic)

Indus Silver 
(Metallic)

Kaikoura Stone 
(Metallic)

Aruba* 
(Premium Metallic)

Scotia Grey 
(Metallic)

Corris Grey 
(Metallic)

Waitomo Grey* 
(Premium Metallic)

Carpathian Grey* 
(Premium Metallic)

Body and Roof Co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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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Santorini Black

Montalcino Red 
(Metallic)

Firenze Red 
(Metallic)

Aintree Green 
(Metallic)

Loire Blue 
(Metallic)

Mariana Black* 
(Premium Metallic)

Santorini Black 
(Metallic)

Zanzibar 
(Metallic)

Barolo Black* 
(Premium Metallic)

Estoril Blue† 

(Metallic)

Body and Roof Colour 

STEP 3   
CHOOSE YOUR COLOUR

Contrast Indus Silver

not available

Optional Roof Colour**

Contrast Corris Grey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not available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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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20    (HSE 모델 기본 적용)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7    DIAMOND TURNED
(HSE Dynamic 모델 기본 적용)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5    (Autobiography Dynamic 모델 기본 적용)

21인치 6-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602    DIAMOND TURNED
(SDV6 Hybrid 모델 기본 적용)

21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7    (SVR 모델 기본 적용)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8    SATIN BLACK FINISH
(Stealth Pack에 적용)

22인치 10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8
(SVR 모델 옵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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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옵션     제공되지 않음 

STEP 4
CHOOSE YOUR WHEELS

*SDV6 Hybrid 모델 제외    **SVR 모델 옵션 적용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20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7, DIAMOND TURNED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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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7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8, SATIN BLACK FINISH (Stealth Pack에 적용)

22인치 10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108**

SVRAB 
DYNAMIC

HSE  
DYNAMIC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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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YOUR SEAT CONFIGURATION

시트를 루프라인에 맞춰 혁신적으로 구성하여 세련되고 밝은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유 있는 레그룸,  
숄더룸 및 헤드룸을 확보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탑승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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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CHOICES
모델에 따라 다양한 컬러 조합이 제공됩니다. 
원하시는 컬러와 우드 베니어를 선택하여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를 구성해 보십시오.

*HSE Dynamic 모델은 가죽 확장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기판 중간 패널과 도어 상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Ebony 색상으로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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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YOUR INTERIOR

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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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ny / Lunar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서 제공) Espresso / Almond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SVR 모델에서 제공)

Ebony / Ebony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SVR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Ebony 컬러 HSE 인테리어, Ebony 컬러 Oxford 가죽 시트, 
Micro Mesh Aluminium 트림 피니셔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Almond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spresso/Almond 컬러 Oxford 가
죽 시트, Shadow Zebrano 우드 베니어 트림 피니셔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Lunar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bony/Lunar 컬러 Oxford 가죽 시트, 
Dark Engine Turned Aluminium 트림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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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Ebony / Cirrus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SVR 모델에서 제공)

Ebony / Pimento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SVR 모델에서 제공) Espresso / Ivory / Tan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서 제공)

Espresso / Ivory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Cirrus 컬러 HSE 인테리어, Ebony 컬러 Oxford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트림 피니셔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Pimento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bony/Pimento 컬러  
Oxford 가죽 시트, Dark Engine Turned Aluminium 트림 피니셔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Ivory/Tan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spresso/Ivory/Tan 컬러  
Oxford 가죽 시트, Shadow Zebrano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spresso/Ivory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spresso/Ivory 컬러 Oxford 가죽 시트, 
Dark Engine Turned Aluminium 트림 피니셔

*HSE Dynamic 모델은 가죽 확장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기판 중간 패널과 도어 상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Ebony 색상으로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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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 / Lunar / Cirrus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서 제공) Ebony / Lunar / Pimento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서 제공)

Ebony / Ivory (HSE,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서 제공) Ebony / Tan (HSE Dynamic*, Autobiography Dynamic, SVR 모델에서 제공)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Lunar/Cirrus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bony/Lunar/Cirrus 컬러  
Oxford 가죽 시트, Dark Grey Oa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Lunar/Pimento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bony/Lunar/Pimento 컬러 
Oxford 가죽 시트, Dark Grey Oa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Ivory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bony/Ivory 컬러 Oxford 가죽 시트, 
Grand Black 우드 베니어 

이미지 인테리어 사양: Ebony/Tan 컬러 Autobiography Dynamic 인테리어, Ebony/Tan 컬러 Oxford 가죽 시트,  
Dark Grey Oak 우드 베니어 

*HSE Dynamic 모델은 가죽 확장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기판 중간 패널과 도어 상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Ebony 색상으로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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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FINISHERS

인테리어 컬러 조합을 선택한 후 원하시는 인테리어 피니셔를 선택하십시오.

Dark Engine Turned Aluminum Finisher

Carbon Fibre Veneer Finisher (SVR 모델 옵션 적용)

Grand Black Wood Ve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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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Grey Oak Wood Veneer

Micro Mesh Aluminum Finisher Sport Textured Aluminium Finisher

Shadow Zebrano Wood Ve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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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세련되고 실용적인 랜드로버의 다양한 순정 액세서리들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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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ROVER APPROVED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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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사이드 스텝* 
VPLWP0192, VPLWP0191, VPLWP0177, VPLWP0173 및 VPLWP0178

스테인리스 스틸 프론트 언더쉴드† 
VPLWP0162

스테인리스 스틸 리어 언더쉴드† 
VPLWP0163
스테인리스 스틸 리어 언더쉴드(견인)** 
VPLWP0164

사이드 스텝* 
VPLGP0226

사이드 튜브* 
VPLWP0154

바디 사이드 몰딩 
VPLWP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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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승하차와 간편한 루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고정식 사이드 스텝에는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양극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을 마감 소재로 활용하여 차량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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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차량에 의한 도어 패널의 우발적 손상을 방지합니다. 차량의 바디 컬러와 일치하는 색상으로 
도장되며,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완합니다.

*사이드 스텝 또는 사이드 튜브를 장착하면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동식 토우바 VPLWT0111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R 모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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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파이버 프런트 그릴 가장자리 장식† 
VPLWB0233

카본 파이버 사이드 벤트 블레이드† 
VPLWB0232

카본 파이버 미러 커버 
VPLWB0230

카본 파이버 보닛 루버 
VPLWB0231

카본 파이버 안개등 베젤† 
VPLWB0234

카본 파이버 테일게이트 트림 
VPLWB0235

보닛 루버, 펜더 벤트 및 테일게이트 마감재를 포함하는 돋보이는 새로운 고광택 라커 도색  
마감 카본 파이버를 적용하여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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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20 GLOSS BLACK 
VPLWW0090*

21인치 단조 9-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5 LOW GLOSS 
VPLWW0084*

21인치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07 GLOSS BLACK 
VPLWW0091*

21인치 단조 9-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5 SATIN BLACK  
VPLWW0085*

21인치 단조 9-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705 FULL MACHINE POLISHED 
VPLWW0083*

22인치 단조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4 MACHINE POLISHED 
VPLWW0086*

*휠만 해당. 센터 캡 별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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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인치 단조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4 CERAMIC POLISHED 
VPLWW0088*

22인치 단조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4 FULLY PAINTED WITH  
TECHNICAL GREY 
VPLWW0087*

22인치 단조 5 스플릿-스포크 알로이 휠 - Style 514 FULLY PAINTED WITH 
LOW GLOSS BLACK 
VPLWW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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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스포츠 페달  
VPLGS0160

조명 처리된 트레드 플레이트 
VPLWS0208

프리미엄 카펫 매트 
LR041635 - Ebony 
LR041634 - Espresso

조명 처리된 맞춤형 트레드 플레이트 
VPLWS0212 - 프론트 세트  
VPLWS0209 - 풀 세트 

고무 매트 
VPLWS0190

도어 실 트레드 플레이트 
VPLWS0207

고정장치를 은폐하여 깔끔하게 마금된 스테인리스 스틸 페달.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되어 기품 있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뒷면이 방수 처리된 카펫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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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새겨진 고무 매트가 오물로 인한 실내 오염을 방지합니다.

'SPORT'라는 문구를 레이저로 각인한 알루미늄 보강재를 활용하여 도어 실 외측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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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배리어 - 전체 높이 
VPLWS0235

조명 처리된 트렁크 트레드 플레이트 피니셔 
VPLWS0211PVJ - Ebony 
VPLWS0211AAM - Espresso

트렁크 트레드 플레이트 피니셔 
VPLWS0210PVJ - Ebony 
VPLWS0210AAM - Espresso카고 배리어 - 절반 높이 

VPLWS0236
카고 배리어 - 트렁크 분할 
VPLWS0237

트렁크 레일 
VPLWS0242

화물 고정 키트 
VPLGS0171

트렁크 매트 - 고무 
VPLGS0171

트렁크 라이너 트레이 
VPLWS0224

다양한 수납이 용이하도록 적재 공간에 장착되는 레일이며, 추가로 화물 고정 키트를 
장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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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뒷좌석 폴딩 시 뒷좌석 등받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확장 고무 매트 또한 선택 
가능합니다. (P/N: VPLWS0223)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새겨진 고무 매트이며 오물로 인한 트렁크 카펫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추가적으로, 뒷좌석 폴딩 시 뒷좌석 등받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확장 고무 매트 또한 선택 
가능합니다. (P/N: VPLWS0223)

광택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짐을 싣거나 내릴 때 트렁크 트림을 보호합니다. 
은은한 조명으로 트렁크 마감재의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광택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짐을 싣거나 내릴 때 트렁크 트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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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레일* 
VPLWR0104 - 블랙 피니시 
VPLWR0103 - 실버 피니시

크로스바* 
VPLGR0102

루프 레일을 장착하면 크로스바 장착이 
용이합니다. 사전에 지정된 위치에 
크로스바를 장착하여 무게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100kg이며 장착 시 차고가 88mm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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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기지 캐리어* 
LR006848

스키/스노보드 홀더* - LR006849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표시 안 됨) - VPLGR0107루프 장착 자전거 캐리어(표시 안 됨)* 
VPLFR0091
루프 장착 자전거 캐리어 - 포크 장착 및 휠 캐리어(표시 안 됨) 
VPLWR0101

용이한 루프 적재를 위한 유연한 랙 시스템. 최대 적재량 75kg**
네 쌍의 스키 또는 두 개의 스노보드를 적재할 수 있으며,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36kg.

서프보드 1개, 세일보드 1개, 카누 1대 또는 카약 1대 적재 가능. 마스트, 노 또는 패들을  
적재하기 위한 잠금식 다목적 홀더가 포함됩니다. 간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기울일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45kg.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 
VPLWR0100

러기지 박스* 
VPLVR0062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VPLVR0067 - 자전거 캐리어 (2대) 
VPLVR0069 - 자전거 캐리어 (3대) 
VPLVR0106 - 자전거 캐리어 (4대)간편한 장착 방법을 통해 쉽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된 바닥 

매트를 사용하여 물건이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최대 네 쌍의 스키 또는 다섯 개의  
스노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부피 430리터. 최대 적재량 75kg**.

글로스 블랙 컬러로 마감된 러기지 박스는 양쪽에서 열리며 루프 바에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는 파워 그립 마운팅과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피 410리터. 최대 적재량 75kg**. 최대 자전거 4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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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kg.  
각 캐리어는 별도의 장착용 방열판을 필요로 합니다. - P/N: VPLWR0123*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팍용 액세서리에 필요합니다.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 위레 물체를 올려 놓으면 차량이 수신하는 신호의 품질이 저하되어 내비게이션 

및 위성 라디오 시스템(장착된 경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루프 장팍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블랙 피니시 루프 레일과 함께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프 레일 디치 피니셔-VPLWR0108. 
††실버 피니시 루프 레일과 함꼐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프 레일 디치 피니셔셔-VPLWR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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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아웃도어 차량 커버 
VPLWC0061

윈드스크린 선 쉴드 
VPLWS0231

노블 피니시 미러 캡 
VPLGB0073

뒤쪽 흙받이 
VPLWP0166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보호하는 전천후 맞춤형 커버.

전동 전개형 토우 바 
VPLWT0111, VPLWT0123, VPLWT0153 및 VPLWB0140, VPLWB0135 
또는 VPLWB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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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모델의 견인 중량은 3,000kg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차량 실내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견인 커넥터 - 13핀 
VPLWT0114

유럽식 견인 커넥터로 모든 트레일러의 후방 테일램프 및 내부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식 토우 바를 위해 제공됩니다. 

노블 피니시 미러 캡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외부 스타일링을 보완합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용 앞쪽 흙받이(표시 안 됨) 
VPLWP0222

앞쪽 흙받이 
VPLWP0165

물과 흙이 튀는 것을 줄이고 도장을 보호하기 위한 흙받이, 좌우 한 세트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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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레일 장착 시 1,780mm      루프 안테나 장착 시 1,801mm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 시 1,817mm 
접근 높이 에어 서스펜션 세팅은      각각 50mm 감소됩니다. 

표준 지상고

지상고

트렁크 용량

최소 회전 반경

지상고      오프로드
 표준

연석 기준 12.1m      벽간 거리 기준 12.5m
 락투락 회전 2.7

참고: SDV6 Hybrid 및 SVR 모델의 경우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VR 모델

뒷좌석 세운 상태 

높이 767mm, 폭 1,285mm 
적재공간 부피 784 리터 
휠 아치 사이의 적재 공간 너비 1,120mm 
바닥 길이 1,043mm-1,143mm       

뒷좌석 접은 상태      높이 767mm, 폭 1,285mm 
적재공간 부피 1,761 리터      휠 아치 사이의 적재 공간 폭 1,120mm      바닥 길이 1,871mm

   전고
1,780mm

앞바퀴 간격1,690mm휠베이스 2,925mm

전장 4,850mm / 4,870mm*

뒷바퀴 간격1,685mm

전폭 1,985mm / 2,020mm*

오프로드 지상고 278mm     표준 지상고 213mm

DIMENSIONS AND CAPABILITIES

헤드룸

도강 깊이

앞좌석 최대 헤드룸       파노라마 선루프 포함 1,002mm
 뒷좌석 헤드룸 993mm

최대 도강 깊이 850mm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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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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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0

1,985

1,780

2,925

1,690

1,685

784 / 1,761

5

TBD

TBD

TBD

TBD

TBD

225

6.7

V6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2,993

354 / 4,000

71.4 / 1,500-1,75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인테그럴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커맨드쉬프트

4WD

SDV8

4,850

1,985

1,780

2,925

1,690

1,685

784  / 1,761

5

2,560

9.3

8.1 / 11.4

5

219

225

6.9

V8 터보 디젤

4,367

339 / 3,500

75.5 / 1,750-2,25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인테그럴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커맨드쉬프트

4WD

3.0SC

4,850

1,985

1,780

2,925

1,690

1,685

784 / 1,761

5

2,315

7.9

6.9 / 9.7

5

227

210

7.2

V6 수퍼차저 가솔린

2,995

340 / 6,500

45.9 / 3,500-5,0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인테그럴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커맨드쉬프트

4WD

5.0SC

4,870

2,020

1,780

2,925

1,690

1,685

784 / 1,761

5

2,445

6.7

5.7 / 8.4

5

270

260

4.7

V8 수퍼차저 가솔린

5,000

550 / 6,000-6,500

69.4 / 3,500-4,000

105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인테그럴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75/45R21

자동 8단 + 커맨드쉬프트

4WD

SDV6

4,850

1,985

1,780

2,925

1,690

1,685

784 / 1,761

5

2,395

11.3

10.2 / 13.0

4

178

210 / 225*

7.2

V6 터보 디젤

2,993

306 / 4,000

71.4 / 1,500-1,750

89

더블 위시본 (에어 서스펜션)

인테그럴 링크 (에어 서스펜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255/55R20 / 275/45R21*

자동 8단 + 커맨드쉬프트

4WD

크기 및 중량

동력 성능 및 연료 소모율

엔진 및 성능

서스펜션 및 제동 장치

변속기 및 구동 방식

*HSE Dynamic 및 AB Dynamic 모델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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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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