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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기술

디스커버리 운전의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방 경고 시스템(Forward Alert System) 탑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전방을 초당 10회 스캔하여 주행 속도를 앞차의 주행  
속도와 자동으로 일치시켜 장거리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향상된 인테리어 디자인

이제 듀얼 톤 Windsor 가죽, Ebony/Cirrus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 Grand Black Lacquer 또는 Straight Grained Walnut 우드와 
가죽 스티어링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익스테리어 디자인 사양

Aruba, Kaikoura Stone 및 Montalcino Red가 익스테리어 컬러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세련된 외관에 어울리도록  
Light Silver 광택 마감 처리된 20인치 단조 합금 휠이 옵션 사양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15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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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디자인의 진화를 거듭하여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이에 따라 도심 주행과 주말 레저를 위한 
주행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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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느낌의 프런트 라이트를 적용하여 디스커버리 디자인의 세련미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후방에 장착된 분리형 
테일게이트는 디스커버리의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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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와 함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디스커버리 3.0L SDV6 디젤 엔진은 연비, 출력 및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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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는 최신 주행 기술로 보다 뛰어난 노면 접지력과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도심을 벗어나 디스커버리가 선사하는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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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전 좌석 탑승객들에게 선사하는 스타디움식 좌석 배치, 동급 최고의 헤드룸, 레그룸 
및 숄더룸과성인 7명이 넉넉하게 탑승할 수 있는 풀사이즈 시트, 디스커버리는 외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탁월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옆면을 수직으로 깎아 대담한 디자인을 적용한 이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디스커버리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함꼐 안락함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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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는 디스커버리는 꼼꼼한 마무리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현대적인 세련미를 이루며, Windsor 가죽과 같은 다양한 소재와, 운전자의 편의를 향상시킨 전동 
조절식 볼스터를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이 시트에 제공됩니다. 상부 페시아를 감싸는 섬세한 더블 스티칭이 디스커버리의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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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만의 고유한 기술,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을 적용한 디스커버리는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제공하여 운전자가 모든 지형에서 자신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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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은 디스커버리의 엔진, 변속기, 스로틀 및 트랙션을 
주행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운전자는 포장도로, 잔디, 자갈길 또는 눈길, 진흙 및 웅덩이, 모래 또는 암석 등의 다양한 노면과 지형에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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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상고가 높고 앞쪽과 뒤쪽이 짧아 전체적으로 고른 비율로 구성된 디스커버리는 우수한 토크와 출력으로 험한 
지형에서도 우수한 조종성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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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경사로를 내려갈 때 차량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디스커버리의 기본 사양인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Hill Descent 
Control, HDC)에 통합된 경사로 가속제어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 GAC)가 작동하여 부드럽고 안전하게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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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도 디스커버리는 안전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디스커버리의 최대 도강 깊이는 700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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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년 동안 랜드로버는 전설적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Command Driving Position)을 비롯해 수많은 혁신을 
이룩해왔습니다.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은 운전자가 전방 시야 및 주변 시야를 여유 있게 확보함으로써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 및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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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후방과 측면에 다섯 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360° 뷰를 제공하여 특히 주차와 같은 
저속 조작 시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카메라가 터치스크린에 전달하는 영상의 수를 지정함에 따라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에는 사방 감시 기능, 교차로 감시 기능, 후방 감시 기능, 그리고 견인 
보조장치 및 견인 히치 보조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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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 랜드로버 모델로부터 탄생한 디스커버리는 이제 전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초기 랜드로버 모델에서 출발한 
디스커버리는 전세계 어디서나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적 디자인, 탁월한 주행 성능, 그리고 성인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동급 최고의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디스커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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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The Discovery engine 
Page 32

Step 1

Choose your model 
Page 34

Step 2

Choose your colour 
Page 40

각 모델의 기본 사양을 비교하십시오.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가 제공됩니다.

Step 3

Choose your wheels 
Page 42

외관의 대담성을 보완하도록  
고안된 다양한 스타일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디스커버리를 만들어보십시오.  
일련의 단계를 따라 당신만의 
디스커버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다음 페이지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델과 외부 및 내부 컬러 등의 다양한  
항목 외에도 휠과 피니시 및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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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hoose your options 
Page 58

Key Features
Page 60

Technical Details
Page 64

Accessories
Page 66

Step 4

Choose your interior 
Page 44

엄선된 컬러와 다양한  
마감재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는  
최신 혁신 기술.

치수, 성능 및 제원에 대한 기술 정보 
및 데이터.

세련되고 실용적인 액세서리. 개성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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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OVERY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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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에는 첨단 파워트레인과 최신 자동 스톱/스타트 기술을 탑재한 디젤 엔진이 장착됩니다.

DRIVELINE, ENGINE PERFORMANCE AND FUEL ECONOMY
TH

E 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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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L SDV6 디젤 자동

3.0L SDV6 디젤 자동

엔진 형식 4륜 구동(4WD) 

출력(kW/PS) 188 / 256 

토크(PS/rpm) 255/4,000

최대 토크(rpm) 2,000

배기량(cc) 2,993

기통 수 6

실린더 레이아웃 종방향 V6 

FUEL ECONOMY

도심 l/100km (mpg) 8.7 (32.5)
고속도로 l/100km (mpg) 7.6 (37.2)
복합 l/100km (mpg) 8.0 (35.3)
CO2 도심 배출량 g/km 230
CO2 고속도로 배출량 g/km 201
복합 CO2 배출량 g/km 213

제공된 수치는 제조사가 EU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차량의 실제 연료 소비량은 상기 시험에서 얻은 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수치는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33



STEP 1 CHOOSE YO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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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SE HSE

3.0L SDV6 디젤 자동 4 4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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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CHOOSE YOUR MODEL – CHOICES
디스커버리는 모델에 따라 다른 사양이 제공됩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에게 적합한 디스커버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 모델별 기본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DISCOVERY SE

 – Gloss Black 가장자리 장식을 적용한 Brunel 그릴 바

 – Brunel 사이드 펜더 벤트

 – Oberon 도어 핸들

 –바디 컬러가 적용된 휠 아치 및 리어 범퍼

 – Dark Techno Grey 토우 아이 커버

 – LED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헤드램프 파워워시 젯 포함)
 –전방 안개등

 – 19인치 7-스포크 '스타일 703'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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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HSE

 – Gloss Black 가장자리 장식을 적용한 Bright Atlas 그릴 바

 – Bright Atlas 사이드 펜더 벤트

 –바디 컬러가 적용된 도어 핸들

 –바디 컬러가 적용된 휠 아치 및 리어 범퍼

 – White Silver 토우 아이 커버

 – LED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헤드램프 파워워시 젯 포함)
 –전방 안개등

 – 19인치 7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704'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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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CHOOSE YOUR MODEL – STANDARD FEATURES

SE HSE

ENGINE TRANSMISSION, SUSPENSION AND DRIVING DYNAMICS

8단 자동변속기 4 4

2-속 로우 레인지 트랜스퍼 기어박스 4 4

지능형 스톱/스타트 시스템 4 4

전자 에어 서스펜션(가변 지상고) 4 4

전자동지형반응시스템(Terrain Response™) 4 4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 4 4

중앙 전자 잠금 디퍼렌셜 4 4

능동형 리어 잠금 디퍼렌셜 4

프론트 및 리어 액슬 개방 디퍼렌셜 4 4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4 4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ABS) 4 4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 4 4

능동적 롤링 방지장치(ARM) 4 4

주행 안정 조절장치(DSC) 4 4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HDC®) 4 4

언덕 출발 보조장치 4 4

전복방지시스템(RSC) 4 4

비상 제동력 보조장치(EBA) 4 4

경사로 가속제어장치(GAC) 4 4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4

디젤 혼유 방지장치 4 4

온보드 컴퓨터 및 메시지 센터 4 4

SE HSE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Roof and Exterior Styling

Gloss Black 가장자리 장식을 적용한 Brunel 그릴 바 4

Brunel 사이드 펜더 벤트 4

Gloss Black 가장자리 장식을 적용한 Bright Atlas 그릴 바 4

Bright Atlas 사이드 펜더 벤트 4

바디 컬러를 적용한 프런트 범퍼 4 4

바디 컬러를 적용한 미러 캡 4 4

Dark Techno Grey 토우 아이 커버 4

White Silver 토우 아이 커버 4

전동식 Alpine 선루프 및 블라인드(틸트/사이드 프런트 글래스) 4 4

짧은 루프 레일 – Black 피니시 4

전체 길이 루프 레일 - 블랙 피니시 4

외부 업그레이드 – 바디 컬러를 적용한 휠 아치, 바디 컬러를 적용한 리어 범퍼,  
바디 컬러를 적용한 리어 아플리케 패널 및 Oberon 도어 핸들로 구성

4

프리미엄 외부 업그레이드 – 바디 컬러를 적용한 휠 아치, 바디 컬러를 적용한  
리어 범퍼, 바디 컬러를 적용한 리어 아플리케 패널 및 바디 컬러를 적용한  
도어 핸들로 구성

4

리어 워시 와이퍼 4 4

Glass and Exterior Mirrors

열선 내장 윈드스크린 4 4

열선 내장 리어 윈도우 4 4

전동 접이식 외부 미러 4 4

Headlamps and Lighting

LED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헤드램프 파워워시 젯 포함) 4 4

주간 주행등(DRL) 4 4

하이 빔 어시스트(High Beam Assist) 포함 자동 헤드램프(AHBA) 4

Paint

솔리드 페인트 4 4

Towing

트레일러 안정보조장치(TSA) 4 4

Wheels and Wheel Options

19인치 7-스포크 '스타일 703' 4

19인치 7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704' 4

풀사이즈 스페어 휠 4 4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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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단어 상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이며 Jaguar Land Rover Limited는 라이센스 하에 그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WhiteFire®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상표이며 랜드로버는 라이센스 하에 그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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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HSE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Seating

Grained 가죽 시트 4 4

7인용 시트 4 4

35:30:35 접이식 2열 좌석 4 4

열선 내장 앞좌석과 열선 내장 뒷좌석 4 4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 4 4

Steering Wheel

다기능 스위치 장착형 열선 내장 가죽 적용 스티어링 휠 4 4

수동 스티어링 컬럼 조절 4

조절식 파워 스티어링 컬럼(스티어링 휠 위치 조절  
기능을 이용한 승하차 시의 기울기 조절)

4

Interior Finishers

Straight Grained Walnut Veneer 4 4

Interior Features

자동 밝기 조절 실내 미러 4 4

발광형 화장 거울 장착형 운전석 및 조수석 선바이저 4 4

SAFETY AND SECURITY

시야 측정 경보 4 4

운전석 에어백 및 조수석 에어백 4 4

2열 헤드 커튼 에어백 4 4

안전 벨트 경고음 4 4

SE HSE

CONVENIENCE AND LOADSPACE FEATURES

Start/Stop 푸시 버튼 4 4

자동 온도조절장치 4 4

뒤쪽 온도 조절장치 4

프런트 및 리어 컵 홀더 4 4

크루즈 컨트롤 4 4

냉장 보관함 포함 프런트 센터 암레스트 4

리모컨 키 4

전방 비주얼 디스플레이 포함 전방 주차보조장치 4 4

비주얼 디스플레이 포함 후방 주차 거리 감지 센서 4 4

후방 감시 카메라 4 4

실내 무드 조명 4

적재공간 커버 4 4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원격 오디오 컨트롤(스티어링 휠에 장착) 4 4

Bluetooth® 전화 연결 4 4

11개 스피커 포함 Meridian™ 오디오 시스템(380W) 4

서브 우퍼 및 17개 스피커 포함 Meridian™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825W) 4

WhiteFire® 무선 헤드폰 포함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4

PACKS

브라이트 팩 – 도어 퍼들 램프, 프론트 풋웰 램프, 전방 안개등,  
자동 헤드램프, 헤드램프 전동세척 장치, 자동 밝기 조절 실내  
미러 및 강우 감지 윈드스크린 와이퍼로 구성

4 4

7인용 시트 컨비니언스 팩 – 7인용 시트, 운전석 및 조수석  
선바이저 및 점등식 화장 거울 및 리어 화물 네트로 구성

4 4

콜드 클라이밋 팩 – 열선 내장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내장  
앞좌석 및 열선 내장 뒷좌석, 열선 내장 윈드스크린으로 구성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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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 White  
(Solid)

Yulong White* 
(Metallic)

Indus Silver 
(Metallic)

Chablis  
(Metallic)

Kaikoura Stone 
(Metallic)

Aruba 
(Premium Metallic)

Scotia Grey  
(Metallic)

Montalcino Red 
(Metallic)

Corris Grey 
(Metallic)

Causeway Grey 
(Premium Metallic)

STEP 2 CHOOSE YOUR COLOUR

Body Colour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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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olour
Firenze Red  
(Metallic)

Aintree Green  
(Metallic)

Loire Blue 
(Metallic)

Mariana Black  
(Premium Metallic)

Santorini Black  
(Metallic)

Barossa** 
(Premium Metallic)

Havana  
(Premium Metallic)

Barolo Black 
(Premium Metallic)

*2015년 1월부터 제공    **2015년 1월까지 제공. 41



STEP 3 CHOOSE YOUR WHEELS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옵션 코드 SE HSE

WHEELS

19인치 7-스포크 '스타일 703' 029SV 4 –

19인치 7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704' 029TH 8 4

19인치 7-스포크  
'스타일 703'

19인치 7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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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장치로만 제공됩니다.
참고 사항: 차량에 장착되는 휠과 타이어의 조합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휠과 타이어를 선택할 때는 먼저 차량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직경이 크고 편평비가 더 낮은 타이어들은 스타일 또는 주행 성능 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및 사양을 선택할 때에는 먼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U 법률이 요구하는 타이어 효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0'  

다이아몬드 무늬 및 글로스 블랙 피니시

옵션 코드 SE HSE

WHEELS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0' 다이아몬드 무늬 및 글로스 블랙 피니시 029QM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029TJ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6' 및 Light Silver 광택 마감 029MZ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6'  

Light Silver 광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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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CHOOSE YOUR INTERIOR – FINISHES

아름다운 소재와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인테리어

장인 정신을 담아 꼼꼼하게 마무리된 디스커버리의 인테리어는 세련된 컬러 구성과 다양한 고급 가죽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취향과 개성에 맞는 다양한 마감재로 당신만의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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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ED LEATHER 
SE와 HSE에서 제공

WINDSOR LEATHER 
HSE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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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CHOOSE YOUR INTERIOR – TRIM FINISHER CHOICES

46



COSMIC GREY STRAIGHT GRAINED WALNUT GRAND IVORY LACQUER GRAND BLACK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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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실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Cosmic Grey, Straight Grained Walnut, Grand Ivory Lacquer 및 Grand Black Lacquer 등의  
다양한 피니셔를 선택하여 도어와 페시아 중간 부분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7



STEP 4 CHOOSE YOUR INTERIOR – INTERIOR SEAT CONFIGURATION

48



7인용 시트

풀 사이즈의 성인용 시트 7개가 장착되며 35:30:35 분할 접이식  
시트 구성을 적용하여 3열 좌석 사용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유연한 시트 구성이 적용되어 시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을 수  
있으며 2열 좌석을 완전히 평평하게 접어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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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의 바깥쪽 시트에는 ISOFIX 아동용 시트 고정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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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CHOOSE YOUR INTERIOR – INTERIOR SEAT OPTIONS

MONDAY: AIRPORT TUESDAY: BAND PRACTICE WEDNESDAY: SCHOOL BUS

운전자와 탑승자 6명과 화물을 여유있게 운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는 유연한 다목적 설계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동차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2열과 3열을 별도로 접어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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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IGHT OUT AT THE THEATRETHURSDAY: RUGBY PRACTICE IT’S THE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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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구성표를 참조하고 원하는 컬러와 트림 마감재를 선택해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림 피니셔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EP 4 CHOOSE YOUR INTERIOR – COLOUR AND TRIM MATRIX

˘ 디자이너의 초이스 조합   6 가능한 조합   – 제공되지 않음.  

*HSE 모델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2015년 1월부터 제공  †2015년 1월까지 제공.
위의 표는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컬러 구성 EBONY 
 

(page 53)

IVORY/EBONY 
 

(page 54)

ALMOND/ARABICA 
 

(page 55)

ARABICA/ALMOND 
 

(page 56)

EBONY/CIRRUS 
 

(page 57)

INTERIOR COLOUR 

시트 컬러 Ebony Ivory Almond Arabica Ebony/Cirrus 이중 톤

카펫 Ebony Ebony Nutmeg Nutmeg Ebony

MODEL

SE (Grained Leather) 6 – 6 – –

HSE (Windsor leather) 6 6 6 6 6

FACIA INSERT

Cosmic Grey* 6 – 6 – –

Straight Grained Walnut 6 – 6 6 –

Grand Ivory Lacquer 6 6 – – 6

Grand Black Lacquer 6 6 6 6 6

EXTERIOR COLOUR

Fuji White ˘ ˘ 6 6 ˘

Yulong White** ˘ ˘ ˘ ˘ ˘

Indus Silver ˘ ˘ ˘ ˘ ˘

Chablis ˘ ˘ 6 6 ˘

Kaikoura Stone ˘ ˘ 6 ˘ 6

Aruba ˘ ˘ ˘ ˘ ˘

Scotia Grey ˘ ˘ 6 6 ˘

Montalcino Red ˘ ˘ 6 6 ˘

Corris Grey ˘ ˘ ˘ ˘ ˘

Causeway Grey ˘ ˘ 6 6 ˘

Firenze Red ˘ ˘ 6 6 ˘

Aintree Green ˘ ˘ ˘ ˘ ˘

Loire Blue ˘ ˘ ˘ ˘ ˘

Mariana Black ˘ ˘ 6 6 ˘

Contrast Santorini Black ˘ ˘ 6 6 ˘

Barossa† ˘ ˘ ˘ ˘ ˘

Havana ˘ ˘ ˘ ˘ ˘

Barolo Black ˘ ˘ 6 6 6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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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 / Ebony – (SE, HSE에서 제공)

Seat

Ebony

Interior Finisher

Cosmic Grey**

Straight Grained Walnut

Grand Ivory Lacquer

Grand Black Lacquer

Interior shown: Ebony/Ebony 컬러의 Windsor Leather 인테리어, Ebony 시트 및 Grand Black Lacquer 인테리어 피니셔 적용.

이 컬러 구성으로 제공 가능한 인테리어: SE 및 HSE 모델의 경우 Grained Leather, HSE 모델의 경우 Windsor Leather.
구체적 컬러 옵션에 대해서는 5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tended Leather 팩을 HSE 모델의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SE 모델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3



STEP 4 CHOOSE YOUR INTERIOR – CHOICES

Ivory / Ebony – (HSE에서 제공)

Seat

Ivory

Interior Finisher

Grand Ivory Lacquer

Grand Black Lacquer

Interior shown: Ivory/Ebony 컬러의 Windsor Leather 인테리어, Ivory 시트 및 Grand Ivory Lacquer 인테리어 피니셔 적용.

이 컬러 구성으로 제공 가능한 인테리어: HSE 모델의 Windsor Leather.
구체적 컬러 옵션에 대해서는 5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tended Leather 팩을 HSE 모델의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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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 / Arabica – (SE, HSE에서 제공)

Seat

Almond

Interior Finisher

Cosmic Grey**

Straight Grained Walnut

Grand Black Lacquer

Interior shown: Almond/Arabica 컬러의 Windsor Leather 인테리어, Almond 시트 및 Straight Grained Walnut 인테리어 피니셔 적용.

이 컬러 구성으로 제공 가능한 인테리어: SE 및 HSE 모델의 경우 Grained Leather, HSE 모델의 경우 Windsor Leather.
구체적 컬러 옵션에 대해서는 5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tended Leather 팩을 HSE 모델의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SE 모델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5



STEP 4 CHOOSE YOUR INTERIOR – CHOICES

Arabica / Almond – (HSE에서 제공)

Seat

Arabica

Interior Finisher

Straight Grained Walnut

Grand Black Lacquer

Interior shown: Arabica/Almond 컬러의 Windsor Leather 인테리어, Arabica 시트, 
Straight Grained Walnut 인테리어 피니셔 및 Extended Leather 팩 적용**.

이 컬러 구성으로 제공 가능한 인테리어: HSE 모델의 Windsor Leather.
구체적 컬러 옵션에 대해서는 5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tended Leather 팩을 HSE 모델의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Windsor Leather 계기판 비너클 Arabica 또는 Ebony로 제공되는 Windsor 

Leather 도어 상부 및 페시아

Extended Leather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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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 / Cirrus – (HSE에서 제공)

Seat

Ebony/Cirrus

Interior Finisher

Grand Ivory Lacquer

Grand Black Lacquer

Interior shown: Ebony/Cirrus 컬러의 Windsor Leather 인테리어, 이중 톤 Ebony/Cirrus 시트 및 Grand Black Lacquer 인테리어 피니셔 적용.

이 컬러 구성으로 제공 가능한 인테리어: HSE 모델의 Windsor Leather.
구체적 컬러 옵션에 대해서는 5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tended Leather Pack은 HSE 모델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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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CHOOSE YOUR OPTIONS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Engine Transmission, Suspension and Driving Dynamics

옵션 코드 SE HSE

능동형 리어 잠금 디퍼렌셜 027CC 8 4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옵션 코드 SE HSE

ROOF AND EXTERIOR STYLING

전체 길이 루프 레일 - 블랙 피니시 060AY 8 4

HEADLAMPS AND LIGHTING

하이 빔 어시스트(High Beam Assist) 포함 자동 헤드램프(AHBA) 030NT 8 4

PAINT

메탈릭 페인트 024AZ 8 8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 024BR 8 8

TOWING

견인 장치 028CA 8 8

WHEELS AND WHEEL OPTIONS

19인치 7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704' 029TH 8 4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029TJ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0' 다이아몬드 무늬 및 글로스 블랙 피니시 029QM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6' 실버 광택 마감 029MZ 8 8

잠금 휠 너트 055AC 8 8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옵션 코드 SE HSE

SEATING

Windsor Leather 033HJ – 8

STEERING WHEEL

Grand Black Lacquer 우드 및 가죽 스티어링 휠 (1) 032DR 8 8

Straight Grained Walnut 우드 및 가죽 스티어링 휠 (2) 032DR 8 8

INTERIOR FINISHERS

Cosmic Grey 트림 피니셔(도어 인서트 및 페시아 상부 트림) 088HM 8 –

Grand Black Lacquer Veneer 088EX 8 8

Grand Ivory Lacquer Veneer 088GW 8 8

INTERIOR FEATURES

프런트 및 리어 프리미엄 카펫 매트 079BH 8 8

콘트라스트 가장자리 장식 프런트 및 리어 프리미엄 카펫 매트 079BO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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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Δ 무상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Grand Black Lacquer Veneer하고만 제공됩니다. 
(2) Straight Grained Walnut Veneer하고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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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Security

옵션 코드 SE HSE

중량 측정 알람 076DM 8 8

Comfort and Convenience Features

옵션 코드 SE HSE

재털이 - 앞쪽, 시가 라이터 포함 094AA 8 8

냉장 보관함 포함 프런트 센터 암레스트 045AC 8 4

사각지대 감시장치 및 접근 차량 감지장치 086GH 8 8

사각지대 감시장치, 접근 차량 감지 및 후방 상황 감지 장치 086GF 8 8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065AF 8 8

리모컨 키 066AC 8 4

뒤쪽 온도 조절장치 022AZ 8 4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086GC 8 8

실내 온도조절 타이머(Timed Climate) 043AH 8 8

시간 예약 온도조절 기능을 이용한 원격 주차 히팅 043AV 8 8

Wade Sensing™ 075EA 8 8

Option Packages

옵션 코드 SE HSE

Extended Leather 팩 – Windsor 가죽 도어 암레스트, Windsor 가죽 도어 그랩 핸들,  
Windsor 가죽 도어 상부 롤 및 Windsor 가죽 페시아 상부 패드로 구성 

032CG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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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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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빔 어시스트(High Beam Assist) 및 제논 LED 장착 자동 헤드램프 
다른 차량의 전조등이나 미등을 감지하여 차량 불빛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이빔을 
자동으로 하향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및 비차량 불빛을 구분합니다.

LED 라이트는 실용성과 고유한 디자인을 겸비하였습니다. 보다 편안한 야간 주행을 위해 
어댑티브 조명이 차 앞으로 내보내는 조명을 조절하고 전조등이 커브 길을 따라 비추게 합니다.

분리형 테일게이트
디스커버리의 2단 비대칭 테일게이트 디자인으로 까다로운 적재화물도 손쉽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상부 및 하부 테일게이트는 모두 탄력적인 경량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테일게이트를 완전히 열어 놓으면 뒤쪽 공간의 접근성이 놀랍도록 향상되어 부피가 큰 육중한 
물건도 간편하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하부 테일게이트는 
열려 있을 때에는 트렁크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을 수 있고, 닫혀 있을 때에는 낮은  
부분을 통해 화물을 실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네 모서리에 위치한 독립식 에어 서스펜션은 적재 하중 분포와 상관없이 일관된 지상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식 교차결합 기능 및 지상고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상고는 
까다로운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 최대 125mm로 높이거나, 편하게 타고 내리거나 쉽게  
짐을 싣도록 50mm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전방 경고 시스템(Forward Alert System) 탑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전방을 초당 10회 스캔하여 주행 속도를 앞차의 주행 속도와 
자동으로 일치시켜 장거리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전방 경고 시스템(Forward 
Alert)은 다른 차와 가까워질 때 경보음 및 시각 경보로 경고합니다.

주차보조장치* / 후방 감시 카메라* /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및 
T자 교차로 감시 카메라(T-Junction Camera)*
후방 감시 카메라는 풀 컬러 터치스크린에 후방 상황을 표시하고 후방 주차보조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합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다섯 개의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되어 최신형 풀 컬러 터치스크린을 
통해 차량 주위 36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카메라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함되는 기능: 주차보조장치 – 후방 감시 카메라, 사방 감시 기능, 
교차로 보기. 또한 견인 보조장치와 견인 히치 보조장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System) 및 경사로 브레이크 장치(GRC)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System)은 포장도로, 잔디, 자갈길 또는 눈길, 
진흙 및 웅덩이, 모래 또는 암석 등의 다양한 지형을 위한 다섯 가지 설정으로 사실상 모든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상황에 적합하도록 차량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경사로 브레이크 장치(GRC)는 특허를 취득한 랜드로버 시스템이며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
(HDC®)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면서 바위나 자갈밭, 모랫길 등의 험난한 지형 주행 시 강화된 
컨트롤과 자신있는 하강을 도와주며 후진 및 1단 기어에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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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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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컬러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 4x4 정보 및 차량 설정이 고화질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전달됩니다.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

CO2 배출 저감 및 연비 개선을 위해 고안된 추가 사양. 시동을 켤 때 자동으로 작동하며,  
교통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와 같이 엔진 구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 스포츠 모드 또는 후진으로 설정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즉시 재시동됩니다. 

휴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러가지 개인 오디오 저장장치 및 MP3 플레이어를 USB 포트로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계기판에 장착된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며 트랙 및 검색이 
완벽하게 통합된 iPod®을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형 스마트 키 - 리모컨 키**/시동 푸시 버튼
원격 트랜스미터를 통해 일단 차량을 열면, 열쇠나 트랜스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동을 걸 수  
있으며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Keyless Entry System)은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소형 스마트 
키가 차량의 근거리에 있을 때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KEY FEATURES

차내 엔터테인먼트

Meridian™ 오디오 시스템은 탁월한 음향을 제공하며 라디오, CD, iPod® 또는 USB 등의 
모든 음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악을 고품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서브우퍼를   
포함하여 17개 스피커로 구성되어 풀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리터 시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는 탑승자에게 항상 즐거움을 줍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8인치 스크린 두 개, 한 쌍의 WhiteFire® 디지털 헤드폰 및 전용 리모컨을 사용하여 
탑승자는 영화, TV 및 음악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HSE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HSE 모델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SE 모델에서는 옵션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iPod®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WhiteFire®는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상표이며 랜드로버는 라이센스 하에 그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62



알파인 루프 장착 선루프
선택 사양인 알파인 루프 장착 선루프를 장착하면 3열 좌석 탑승객도 디스커버리의 글래스 
루프가 주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선루프는 전자적으로 작동하며 글래스 패널과 내장 
선블라인드가 태양광을 반사하여 실내를 밝고 시원하고 쾌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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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온도조절 타이머(Timed Climate)
옵션, 주차 히터 포함. 실내에 공급되는 잔열로 엔진을 예열합니다. 또한 차량을 햇볕 아래 
주차할 때 통풍을 제공하여 외부 공기를 차량 내부에 들어오게 합니다. T터치스크린으로  
최대 7일 전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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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깊이 
최대 도강 가능 깊이: 700mm

휠베이스 2,885mm 뒷바퀴 간격 1,612.5mm

미러를 접었을 때의 폭 2,053mm 
미러를 펼쳤을 때의 폭 2,200mm 

장애물 회피 높이
오프로드 최대 지상고 310mm  
표준 최대 지상고 185mm

전장 4,829mm 

최소 회전 반경
연석 기준 11.45m  
락투락 3.32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오프로드 36.2° 27.3° 29.6°
기본 32.2° 22.8° 26.7°

B CA

앞바퀴 간격 1,605mm

표준 지상고
알파인 글래스 루프 포함(열지 않았을 때) 1,882mm 
고정식 루프 포함 1,887mm 
루프 레일 포함 1,891mm 
알파인 글래스 루프 포함(열었을 때) 1,920mm 
DAB 라디오 안테나 포함 1,938mm 
루프 레일 및 크로스바 장착 시 1,980mm 
접근 높이 설정은 각각 50mm 감소됩니다.

트렁크 용량
뒷좌석 세운 상태 
높이 1,027mm (알파인 루프 장착 시 1,058mm),  
폭 1,235mm 
적재공간 부피 1,260 리터 
휠 아치 사이의 적재 공간 너비 1,146mm
뒷좌석 접은 상태 
높이 1,027mm (알파인 루프 장착 시 1,058mm),  
폭 1,235mm 
적재공간 부피 2,558 리터 
휠 아치 사이의 적재 공간 너비 1,146mm 
최대 바닥 길이 1,950mm

헤드룸
앞좌석 최대 헤드룸 1,020mm 
앞좌석 최대 헤드룸(알파인 루프 포함) 1,027mm 
2열 헤드룸 1,043mm 
2열 헤드룸(알파인 루프 포함) 1,076mm 
3열 헤드룸 983mm 
3열 헤드룸(알파인 루프 포함) 1,018mm

DIMENSIONS AND CAPABILITIES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64



TECHNICAL SPECIFICATION PERFORMANCE AND KEY DATA

SDV6 3.0 자동 

WEIGHTS (kg)

공차 중량 2,570

차량 총중량 3,240

각 차축의 최대 중량(전방) 1,450

각 차축의 최대 중량(후방) 1,855

TOWING (kg)

비제동 트레일러 중량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최대 연결부 / 전축 중량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조합 / 총 차축 중량 6,740

ROOF CARRYING (kg)

최대 루프 적재 중량(루프 레일 포함) 75

PERFORMANCE 

최고 속도 kph (mph) 180 (112)

가속 시간(초) 0-100kph (0-60mph) 9.3 (8.8)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리터) 82.3

디젤 미립자 필터(DPF) 기본

SDV6 3.0 자동 

ENGINE DATA

배기량(cc) 2,993

기통 수 6

실린더 레이아웃 종방향 V6

실린더당 밸브 4

보어(mm) 84

행정(mm) 90

압축비(:1) 16

최대 출력 kW (PS) / rpm 188 (255.6) / 4,000 

최대 토크 Nm / rpm 600 / 2,000

BRAKES

앞쪽 브레이크 종류 통기식 디스크

앞쪽 직경(mm) 360

뒤쪽 브레이크 종류 통기식 디스크

뒤쪽 직경(mm) 350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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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ccessories.landrover.com을 방문하십시오.66



디스커버리는 어떠한 지형과 주행 조건에서든지 자신감 있는 주행을 제공합니다. 세련되고 실용적인 다양한 액세서리들은 이러한 
디스커버리의 주행 성능을 배가시켜 주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고 실용성 및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차량에 장착되는 정품 
장비와 같이 엄격한 표준으로 시험, 설계 및 제조 과정을 거친 디스커버리의 액세서리들은 모두 신차를 출고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언제든지 장착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차량에 장착되는 정품 장비와 똑같은 표준으로 시험, 설계 및 제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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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밝은색 인서트 포함 바디 사이드 몰딩 
VPLAP0013
밝은색 인서트 미포함 바디 사이드 몰딩 
VPLAP0012 (표시 안 됨)

측면 보호 튜브, 스테인리스 스틸 
VTD500020
측면 보호 튜브, 블랙 스틸 
VTD500010 (표시 안 됨)

사이드 스텝 
VPLAP0035

스테인리스 스틸 트림 피니셔 키트 
VPLAB0044
하부 도어 트림 피니셔 및 테일게이트 트림 피니셔 포함.

브라이트 피니시 미러 캡 
VPLAB0132 – 상부

부상형 흡기 장치 
VPLAP0018
먼지가 많은 조건에서 주행할 때 적합하며 차량의 'A' 포스트에 장착되고, 또한 기존 흡기 
벤트를 사용합니다.
호스 LR013711 
엘보우 PHD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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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램프 키트 
VPLAV0019
커버와 함께 제공되는 고성능 할로겐 드라이빙 램프. 
추가 장착 브래킷 요구됨.*
드라이빙 램프 장착 브래킷 
쌍 – 범퍼에 직접 장착 VPLAV0098 (표시 안 됨) 

프런트 스크린 셰이드 
VPLFY0068
햇빛을 반사하고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전동식 윈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VPLAP0130).

후방 접근 사다리 
AGP780020

스테인리스 스틸 리어 범퍼 트레드 플레이트 
LR006874

앞쪽 흙받이 
CAS500010PCL

뒤쪽 흙받이 
VPLAP0017



ACCESSORIES

언더바디 보호장치 
VPLAP0189
언더바디 보호장치(윈치 버전) 
VPLAP0188 (표시 안 됨)

전동식 윈치 
VPLAP0130
최대 적재 하중은 4,300kg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를 위한 보호 커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리모컨으로 최대 3.6m 거리에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윈치 액세서리 키트 
STC53202 (표시 안 됨)
스트랩, 스내치 블록, 두 개의 샤클, 보호 장갑, 보관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밸브 캡 
랜드로버 – LR027560 
유니언 잭 – LR027664 
블랙 잭 – LR027666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Snow Traction System) 
VPLAW0080
235/70 R17, 255/60 R18, 255/55 R19, 255/50 R20 휠 및 타이어 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에만 장착됩니다. 

20인치 10-스포크 '스타일 104'  
타이어 규격: 255/50 ZR20 
VPLAW0003*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0'  
다이아몬드 무늬 및 글로스 블랙 피니시 
타이어 규격: 250/50 ZR20 
VPLAW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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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디바이더 
EOH500040
적재 공간을 두 개의 보호 구획으로 
분할합니다. 한쪽에서 바깥쪽 게이트를  
잠글 수 있습니다. 카고 배리어와 함께 
장착해야 합니다. 표준 트렁크 커버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카고 배리어 
VUB501170
쉽게 제거할 수 있고 ECE-17 규정에 따라 
화물을 고정합니다. 표준 트렁크 커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 고정 네트 
VUB503130
트렁크 고정 포인트 활용. 플로어 네트와 두 개의 래칫 스트랩을 포함하며 스트랩 길이는  
약 2m입니다.

고정식 트렁크 보호대

EBF500010 카고 배리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BF500080 카고 배리어 또는 카고 디바이더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고무 매트 
LR006401
방수 처리되었으며 고정 고리가 장착되어 있고 표면이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트렁크 보호대 
VPLAS0015
내마모성이 우수한 직물이 트렁크를 창 높이까지 보호. 2열 좌석을 접은 상태에서 전체  
트렁크 바닥을 덮습니다. 보호 장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전식 토치 
VPLAV0102
양극산화처리를 적용하여 검은색으로 코팅한 솔리드 알루미늄으로 제조한 고출력 300 루멘  
충전식 토치. 트렁크에 내장된 충전 도크로 상시 충전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점멸 모드를 포함한 세 가지 추가 설정으로 최대 출력을 제공합니다. 랜드로버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휠, 림만 해당. 레인지로버 센터 캡을 주문하시려면 부품번호 LR023301을 기재하십시오.

**트렁크 고무 매트(LR006401), 고정식 트렁크 보호대(EBF500080)와 함께 장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차량에 장착되는 휠과 타이어의 조합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휠과 타이어를 선택할 때는 먼저 차량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직경이 크고 편평비가 더 낮은 타이어들은 스타일 또는 주행 성능 면에서는 장점이 될수 있지만,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및 사양을 선택할 때에는 먼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U 법률이 요구하는 타이어 효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CCESSORIES

등받이 포켓 
프리미엄 – VPLVS0182 
앞좌석 뒤쪽에 배치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최고급 소재로 제조되고 부드러운 감촉의 
인테리어 라이닝과 자석식 버튼 잠금쇠가 적용되었으며 작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여러 
구획을 제공합니다.
기본 – VPLVS0181 (표시 안 됨)

스키 백 
VPLGS0166
최대 두 쌍의 스키와 최대 180cm 길이의 스키 폴을 적재합니다.  
탈착식 숄더 스트랩이 장착됩니다.

iPad® 홀더* 
VPLVS0165 
iPad® 1 홀더 
VPLVS0164

프리미엄 카펫 매트 세트 
VPLAS0192SVB – Nutmeg 
VPLAS0192PVJ – Ebony
털이 두껍고 뒷면이 방수 처리된 카펫 매트.

센터 암레스트 냉온장고 
VPLVS0176
음료수와 식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며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죽 트림을 적용하여 디스커버리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피니시를 제공합니다.

고무 매트 세트 
VPLAS0253
고무 매트, 3열 
EAH500100PMA (표시 안 됨)

iPad®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2세대, 3세대 및 4세대 iPad®와 호환됩니다. iPad Air™ 또는 iPad Mini™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시트에 진흙과 오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시트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으며 헤드레스트 및 암레스트 커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색깔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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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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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실 트레드 플레이드 
EBN500041
차량 실의 외관을 보호하고 향상시킵니다. 프런트 도어 실과 리어 도어 실을 덮습니다. 
프런트 도어 실과 리어 도어 실을 덮습니다.

구동 선택장치 로터리 시프터 업그레이드  
레드 피니시 – VPLVS0180 
실버 피니시 – VPLSS0142 
가죽 구동 선택장치 상부 커버 – VPLSS0143PVJ 
차량 인테리어의 미려함을 빛내 주는 세련된 로터리 시프터 및 가죽 구동 선택장치 상부 커버.

패들 기어 시프트 
Aluminium – VPLVS0187MMU 
Aluminium Red – VPLVS0187CAY
스티어링 휠의 미려한 디자인을 빛내 주는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 기어 시프트. 
기어시프트 패들은 기계 광택, 양극 산화처리 및 핸드 브러시 처리되어 마감 재질과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방수 시트 커버 – Almond
앞좌석 세트** (위 참조)  
VPLAS0130SVA

DVD 헤드레스트 시트 앞좌석 세트용**  
VPLAS0131SVA

5인승용 뒷좌석 35:30:35** 
VPLAS0132SVA

5인승용 뒷좌석 60:40** 
VPLAS0168SVA
뒷좌석 세트 및 3열 7인승용 시트** 
VPLAS0134SVA

방수 시트 커버 – Ebony
앞좌석 세트** 
VPLAS0130PVJ

DVD 헤드레스트 시트 앞좌석  
세트용** 
VPLAS0131PVJ

5인승용 뒷좌석 35:30:35** 
VPLAS0132PVJ

5인승용 뒷좌석 60:40** 
VPLAS0168PVJ
뒷좌석 세트 및 3열 7인승용 시트** 
VPLAS0134PVJ

전체 길이 루프 레일 키트 
브라이트 피니시† – VPLAR0075 
브라이트 피니시† – VPLAR0074 (표시 안 됨)
크로스 바 - 브라이트 실버 피니시 
VPLAR0001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착형 액세서리를 위한 크로스바. 위치 조절 가능.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가능. 최대 적재량 71.8kg.††  
차량에는 출고시 장착되는 루프 레일을 장착하거나 루프 레일 키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러기지 캐리어† 
LR006848
최대 적재량 62.6kg.††



ACCESSORIES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VPLGR0107
서프보드 한 개 또는 세일보드 및 마스트 한 개, 또는 카누 또는 카약 한 개 적재 가능. 마스트, 
노 또는 패들을 적재하기 위한 잠금식 다목적 홀더가 포함됩니다. 간편하게 적재/분리할 수 
있도록 기울일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45kg**.

스키/스노보드 홀더* 
LR006849
네 쌍의 스키 또는 두 개의 스노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레일을 탑재해  
간편한 적재가 가능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가능. 최대 적재량 36kg.

익스페디션 루프 랙* 
CAB500021PMA
차량에는 블랙 피니시 또는 브라이트 피니시 짧은 루프 레일 키트  
CAB500120PVJ/CAP500090을 장착해야 합니다. 
정상적 지상고일 때 장착시 차고는 2,100mm. 
최대 적재량 54.3kg**.

스포츠 박스* 
VPLVR0061
러기지 박스* 
VPLVR0062 (표시 안 됨)

대형 루프 박스*  
VPLWR0100 (표시 안 됨)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모든 버전을 길가쪽에서 열 수 
있도록 차량의 좌측 또는 우측에 장착 가능하며 도난  
방지용 잠금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20 리터의  
스포츠 박스, 410 리터의 러기지 박스 또는 넉넉한  
430 리터의 대형 스포츠 박스에 이르는 다양한 적재  
용량의 루프 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75kg**.

범용 리프트 및 적재 장치 
VPLVR0096
주차장 천장에 장착되는 루프 적재 보조장치이며 장비를 차량 위로 간편하게 들어올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루프 박스를 차량에서 탈거하여 편리하게 보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우 바 장착형 2 바이크 캐리어† 
VPLVR0067
3 바이크 캐리어 
VPLVR0069 (표시 안 됨)
퀵 릴리스 토우 바 및 높이 조절식 토우 바 모두에 장착됩니다. 트레일러를 동시에 견인할 수 
없습니다. 랜드로버 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2x2worldwid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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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조절식 고부하 토우 바†† 
LR043271
50mm 토우 볼. 세 가지 견인 높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 토우 볼 높이 350mm 
(지면에서), 최고 토우볼 높이 500mm(지면에서).

콤비네이션 토우 볼/조 유닛†† 
LR008244
견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50mm 토우 볼 및 조 콤비네이션.  
높이 조절식 토우 바의 견인 위치(지면에서 450mm)에만 적합합니다.

퀵 릴리스 토우 바†† 
LR040247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가능.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50mm 토우 볼,  
높이는 지면에서 400mm입니다.
퀵 릴리스 토우 바 보관함 
LR020002 (표시 안 됨)
퀵 릴리스 토우바 트렁크 보관함. 7인승 차량에만 해당.

*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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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과 동일합니다.  †라이팅 보드 별매(STC8153). 차량에 장착될 때 번호판과 리어 라이트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트레일러 보조장치(Trailer Assist) 옵션이 장착된 차량에 필요합니다.  Δ캐러밴, 트레일러 또는 후방 장착 LED 램프 키트가 장착된 라이팅 보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8어린이를 안전 시트에 앉혀 뒷좌석에 태우면 더 안전합니다. 참고 사항: 모든 시트 커버의 무늬와 색깔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N' 및 'S' 타입 견인 커넥터Δ 
VPLAT0135 
필요한 경우 모든 트레일러 후방 조명과 내부 장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일체형 키트로 
제공됩니다. 라이팅 보드(STC8153)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핀 견인 커넥터Δ 
VPLAT0136  
유럽식 견인 커넥터로 모든 트레일러의 후방 테일램프 및 내부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시트 – 그룹 0+ (신생아 - 13kg) 8 
VPLFS0100 
0-13kg(생후 약 12-15개월)의 유아용. 차광 덮개/차풍 덮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패드 방식 
커버는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3점 안전벨트 또는 BABY-SAFE ISOFIX 받침대 
VPLMS0008을 이용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트 – 그룹 I (9 – 18 kg) 8 
LR006637 
9-18kg (생후 약 9개월 – 4세)의 어린이용. 한 번에 잡아당겨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와 하니스가 달려 있습니다. 패드 방식 커버는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장착할 때는 앞쪽을 바라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ISOFIX 시스템이 어린이 시트를 
ISOFIX 연결 위치에 고정합니다.(국내 미적용).
어린이 시트 – 그룹 I-II (15 – 36 kg), 부스터 쿠션 포함 8 
LR004940 
15-36kg(약 4세 – 12세)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가이드가 안전벨트 위치를 올바르게 지정하며, 
세 개의 폭 조절 위치가 있어서 측면 충격 보호가 향상되었습니다. 패드 방식 커버는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트 – ISOFIX 받침대 8 
VPLMS0008

쿨러백 
VUP100140L 
12V 보조 전원 소켓으로 전원을 공급 받습니다. 서모스탯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내부 
표면을 간편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높이 380mm x 길이 380mm x 폭 220mm. 부피 14 리터.
크로스바 고정 아이 키트 
VUB503160 
여섯 개의 고정 위치를 추가해 크로스바 T 슬롯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전구 키트 
VPLAV0018
소화기 
VPLAS0041  
1kg 분말 소화기를 앞좌석 및 바닥 장착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수동 시트 및 전동 
시트와 호환됩니다.
비상 삼각대 
KCC500021
라이팅 보드Δ 
STC8153 
4m 케이블을 'N' 타입 견인 커넥터 소켓에만 연결합니다.
타이어 압력 게이지 
VPLVW0077
구급 키트 
STC7642

 

트레일러 궤적 타켓 스티커 
LR021589 
견인 보조장치(Tow Assist)를 포함하는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필요한 
추가 스티커.
래칫 스트랩 
CAR500010 
물건을 크로스바 또는 러기지 캐리어에 고정하기 위한 나일론 타이 스트랩.  
길이 5m, 폭 20mm. 별매품입니다.
토우 회수 스트랩 
STC8919AA 
스트랩에 경고 깃발로 연결될 수 있는 보관 주머니를 포함합니다. 최대 적재 중량은  
3,000kg입니다.
터치업 페인트 
사소한 흠집과 상처를 가려 디스커버리를 언제나 새차처럼 보이게 하는 다양한 터치업 페인트 
스틱 및 에어로졸.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트 걸이 
VPLVS0167
접이식 러기지 캐리어 
VPLVS0175





중요 고지사항: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는 차량의 제원, 디자인 및 생산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문서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 브로셔를 현재 제원에 
대한 절대적으로 정확한 안내서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이 브로셔는 특정 차량 판매를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업체와 대리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 또는 서약에 따른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장착한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에는 신규 등록 차량 인도 후 한 달 동안 또는 주행거리가 1,600km가 될 때까지 
(먼저 도달하는 것을 적용) 차량 보증과 동일한 보증 조건 및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구입 및 장착하는 순정 액세서리에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12개월 보증수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시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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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되었습니다. 루프 캐리어와 같은 많은 품목들이 간단하게 장착되며, 
일부 제품은 전문 공구와 진단 장비가 있어야만 차량 구조 및 전기 시스템에 올바르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제품은 판매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신 사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에 인쇄된 색상은 인쇄 과정상 제한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실제 차량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사전 통지 
없이 일체의 마감 색상을 변경 또는 철회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에 따라 일부 색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별 랜드로버 
전시장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는 Castrol EDGE Professional만을 권장합니다. 

이 브로셔에 소개된 일부 차량들에는 SE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는 짧은 루프 레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HSE 모델에는 긴 루프 
레일만 장착됩니다.

Jaguar Land Rover Limited 등록 주소:  
Abbey Road, Whitley, Coventry CV3 4LF  
United Kingdom.

등록번호: 1672070

landrover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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