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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LAND ROVER APPROVED ACCESSORIES

All-New Discovery가 새로운 만족도와 다재 다능한 성능을 눈앞에 펼쳐 드립니다. 
당신의 여정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어떤 조건에서도 충족시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도로, 오프로드 위 모두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같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차량을 원하는 성능으로 맞추어 변모시켜 드리는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와  
함께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드라이빙을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차량을 손쉽게 진화시키기 위해, All-New Discovery만을 위한  
새로운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팩들이 설계 되었습니다. Sports, Touring, Active, Design 
중 하나의 팩을 선택해 주십시오. 당신이 소유한 랜드로버에 걸맞는 개성있는 스타일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랜드로버는 광범위한 컬렉션의 멋지고 실용적인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액세서리 아이템들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형 Click & Go 컬렉션, iPhone 전용 커넥터 및 충전용 도크,  
무선 휴대전화 충전 기능의 컵홀더와 아웃도어에서 유용한 각종 수납용 액세서리 등을 망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리어 및 트레일링 부품들과, 액세서리 휠 및 부속품들도 눈여겨  
살펴봐 주십시오.

All-New Discovery를 위한 더욱 자세한 액세서리 컬렉션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http://gear.landrover.com/ko/ko/

세심하게 디자인된 디테일의 엔지니어링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차량 모델을 설계한 바로 그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랜드로버와 그 성능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당신이 소유한 차량의 디자인과 성능에 최적화시켜 보완될 수 있는  
액세서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고로 높은 스탠다드에 맞춘 테스트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들은 당신이 랜드로버라면 기대할 수 있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도록 엄격하게 테스트되고 점검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소유한 차량과 함께 항상  
하모니를 이루어 작동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랜드로버의 액세서리들은 사계절 모든 조건에서 확실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극한의  
고온 및 저온 테스트를 거칩니다.

내부식성 테스트를 통해 해안 연안과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액세서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랜드로버에 적용된 안전 사양들과 유연하게 통합 
되는지의 여부도 다양한 조건들과 함께 테스트 합니다.
재질, 디자인 및 기능에 맞춘 일련의 액세서리 테스트 과정은 커스터마이징된 절차로서  
이를 통해 각 액세서리 부품이 설계된 성능 기준에 맞는지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익스테리어용 액세서리 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적용됩니다.

- 최대 2년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플로리다 웨더링’

- 500시간 동안의 열온 에이징 테스트

- 40 ~ 80°C 범위의 극한 열온 테스트

- 영하 40°C 에서 16시간 냉각후 5분간 70°C로 가열하는 열 충격 테스트

- 95~100%의 습도 및 48°C 온도조건 상에서 168시간동안 노출시키는 습도 저항 테스트

-  실제 드라이빙 조건을 시물레이션하기 위하여, 염분, 흙과 먼지를 무자별 집중하여 실험 
조건에 혼합시킨 가속 환경 사이클 테스트

확인된 품질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최소 12개월의 부품 보증이 적용되어 구매하신 고객님께  
더한 안정감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액세서리를 적용한 차량이 신차 구매 1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600km 이내의 경우에는 (우선 도래된 조건 기준), 해당 차량의 잔존 
보증 기간동안의 부품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액세서리에 관한 정보와 최신 액세

서리 라이프스타일 영상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ear.landrover.com/k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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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PACK
섬세한 감각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스타일링을 보완 및 향상시켜주는 부품들로서,  
All-New Discovery의 디자인 큐와 명확한 스포츠 지향적인 완성 질감이 돋보입니다.

1. 바디 사이드 몰딩 - 브라이트 피니쉬

2.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 휠, ‘Style 5025’, 기계식 연마 광택 피니시의 알로이 휠 세트

3. 기어 쉬프트 패들 - 알루미늄 소재

4. 아우터 도어 트레드 플레이트

5. 루프 레일 - 블랙 피니시

6. 크로스 바

7. 수상 스포츠 캐리어

8.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 2대 거치용

9. 배기관 히트 실드 –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용

2.

5.

1.

4.

3.

8./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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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NG PACK
All-New Discovery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장거리 투어링과 레저 활동에 준비되어 있도록 
할 수 있는, 스타일리쉬하고 실용적인 적재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액세서리  
패키지는 아웃도어 활동 과정에서 물, 진흙과 먼지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며 익스테리어의  
외관 도장을 보호해 드립니다.

1. 머드 플랩 – 전방

2. 머트 플랩 – 후방

3. 매트 세트 – Ebony

4. 카고 적재칸 고무 매트 – Ebony

5. 스포츠 루프 박스 – 대형

6.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 스포츠 루프 박스 대형용 (선택사양)

7. 루프 레일 – 블랙 피니시 / 실버 피니시

8. 크로스 바

6.
4.

8.

1. 2.

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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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5.

4.

DESIGN PACK
프리미엄 오프로드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업그레이드용 액세서리 아이템 조합으로서, 
All-New Discovery의 외관을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의 관점 모두에서 향상시키고 보완하여 
드립니다.

1. 브라이트 사이드 튜브

2.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언더 쉴드 – 전방

3.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언더 쉴드 – 후방(트레일링 미적용)

4. 미러 커버 – 크롬

5. 바디 사이드 몰딩 – 브라이트 피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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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6.

1.

5.

3.

ACTIVE PACK
루프 장착형 캐리어 시스템과 편리한 적재공간 정리함이 실용적이며 안전한 수화물의 이송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또한, 루프 캐리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고정형 사이드 스텝

2. 적재공간 정리함

3. 루프 레일 – 블랙 피니시 / 실버 피니시

4. 크로스 바

5. 루프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 휠 마운트형

6. 스포츠 루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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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and Play ( iPad 2 – 4, iPad Air,
iPad Mini, Samsung 10.1")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
의 편의와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CLICK AND GO

‘Click and Go’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기능 시트백내장 시스템입니다.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되어 테블릿 PC, 가방, 셔츠나 재킷 등을 
걸거나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이 장착될 수 있어 용도가 다양합니다. 각 모듈은 별매 제품

이며, 베이스는 미사용시 손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Click and Hang*
탈착가능한 옷걸이 모듈로서, 셔츠와 재킷 등이  
이동중에도 구김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요시 차량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후크형 걸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ick and Hook
여분의 아이템을 거치하기 위한 범용 걸이입니다. 
핸드백 이나 쇼핑백을 거치하는데 편리하게 사용
됩니다.

Click and Work
뒷좌석 탑승자들이 업무나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 모듈입니
다. 컵홀더 1구와 차량내 편의를 위하여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TREAT YOUR PASSENGERS TO FIRST CLASS

*’Click and Hang’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lick and Go’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ear.landrover.com/k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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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지 파티션
풀사이즈 및 하프사이즈 높이 옵션이 제공됩니다. 또한 수화물이 
차량 실내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파티션의 
디자인은 2열 좌석 기울기에 맞춰 틸팅되도록 최적화 되었습니다.

MAKE THE MOST OF YOUR SPACE LOADSPACE CAPACITY

수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이며 심플한 액세서리 제품으로서, 
차량 실내의 오염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파티션 디바이더
파티션을 적재 공간에 맞춰 2개의 섹션으로 분할시킬 수 있습니다.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 – Ebony
랜드로버 브랜딩이 적용된 방수 고무 매트로 카펫 위에서 미끄러 
지지 않도록 고정용 테두리가 디자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고 카펫이 흙과 모래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Espresso 컬러도 주문 가능합니다.

카고 적재공간의 액세서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ear.landrover.com/k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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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EVERY SEASON I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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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형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은 루프에 화물을 싣는데 유용하고 차량 승하
차시에도 용이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며, 오프로드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차량에 부여해 드립니다. ‘Discovery’의  
브랜딩이 돋움 처리되었으며, 차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큐를 보완하기 위한 브라이트 메탈릭 트림 피니시가 적용
되었습니다.

2. 바디 사이드 몰딩 – 블랙 피니시
차량 측면 외관을 향상시키며, 인접 차량과의 사고시 도어 
패널부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 바디 사이드 몰딩 – 브라이트 피니시
차량 측면 외관을 향상시키며, 인접 차량과의 사고시 도어 
패널부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 미러 커버 – 크롬
크롬 미러 커버로 차량의 외관 디자인 큐를 향상시켜  
드립니다.

5. 미러 커버 – 노블 크롬
노블 크롬 컬러의 미러 커버로 차량의 외관 디자인 큐를  
향상 시켜 드립니다.

6. 아우터 도어 트레드 플레이트
알루미늄 플레이트로서 전후방 도어 실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레이저 에칭 처리된 ‘Land Rover’ 브랜딩이 적용
되었습니다.

7. 사이드 벤트 – 브라이트 아틀라스
브라이트 아틀라스 사이드 벤트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섬세하게 향상시켜 드립니다.

1. 2.

4.

5.

6.3.

7.

EXTERIOR STYLING &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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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브라이드 사이드 튜브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사이드 튜브로서, 오프로드 
감성의 외관과 차량의 디자인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9.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전방
오프로드를 위해 설계된 언더쉴드로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차량 전면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브
라이트 광택 피니시가 특징입니다.

10.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후방
오프로드를 위해 설계된 언더쉴드로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차량 후면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브
라이트 광택 피니시가 특징입니다.

11. 윈드 디플렉터 – 투명형
사이드 윈도우에 적용되는 윈드 디플렉터입니다.  
드라이빙 중에 창문을 개방시 난류와 노이즈를 저감시켜 
실내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안락함을  
더욱 높여 줍니다. 

12. 윈드 디플렉터 – 색상형
사이드 윈도우에 적용되는 윈드 디플렉터입니다.  
드라이빙 중 창문을 개방시 난류와 노이즈를 저감시켜  
실내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안락함을  
더욱 높여 줍니다.

13. 머드 플랩 – 전방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흙과 모래가  
비산되거나 파편에 의해 차량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베스트셀러 업그레이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14. 머드 플랩 – 후방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흙과 모래가  
비산되거나 파편에 의해 차량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베스트셀러 업그레이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15. 사계절용 카 커버
당신의 Discovery를 소나기, 서리, 눈과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사계절용 커버입니다.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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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LOADED FROM ROOF TO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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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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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6.

7.

8.

1.

1. 러기지 캐리어
루프를 활용한 적재 용량을 확장시켜 주는 유연한 랙  
시스템으로서, 최대 적재 하중은 61kg입니다.

2. 루프 레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루프 레일로 화물 탑재를 위한 
손쉬운 크로스 바 장착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전 설정된 장착 위치점은 무게 배분과 역학적으로 최적
의 포지션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80kg
입니다.

3. 크로스 바
세련된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높으며, 브라이트 피니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수의 탑재용 액세서
리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탈부착이 용이하
고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를 함께 적용했을 때 높이는 110mm 이며, 최대 
적재 하중은 74kg입니다. 

4. 러기지 루프 박스
루프 탑재형 수화물 박스로서, 유광 블랙 피니시가 적용되
었습니다. 양측면에서 모두 개방이 가능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고 신속하게 루프바에 고정
할 수 있는 파워 그립 마운팅을 포함합니다.  
외부 사이즈는 길이 1.75m, 폭 0.82m, 높이 0.45m 이며, 
용량은 41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57kg입니다.

5. 스포츠 루프 박스
매끈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포츠 루프  
박스로서, 유광 블랙 피니시와 차도 옆에서의 개방을 고려
하여 좌우 모든 측면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키나 길이가 
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박스내 고정 시스템이 적용되었
습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갖고 있으며, 외부  
사이즈는 길이 2.06m, 폭 0.84m, 높이 0.34m 이며, 용량
은 32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56kg 입니다.

6.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
한손으로도 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토크 계측기가 
포함된 파워 클릭 방식의 마운팅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이 가능 
하도록 양측면에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최대 8개의 스키 
또는 5개의 스노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적재 가능한 
최대 스키길이 2.05m). 용량은 430리터이며, 최대 적재 
하중은 52kg입니다.

7. 루프 박스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스포츠 루프 박스 또는 러기지 루프 
박스의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8. 루프 박스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 대형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의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CARRYING & T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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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루프 장착 자전거 캐리어 – 휠 마운트형
잠금 기능이 적용된 자전거 캐리어로서, 최대 20kg 이내
의 자전거 1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10.  루프 장착 자전거 캐리어  
포크 마운트형 (휠 캐리어 포함)

자전거 전륜이 제거된 상태에서 심플하고 안전한 탑재가  
가능하며, 분리된 휠의 캐리어와 함께 잠금 장치가 제공 
됩니다. 홀더당 1대, 최대 2대의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11. 스키/스노보드 캐리어
4세트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보드를 운송할 수 있으며, 
쉬운 탑재를 위해 슬라이딩 레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갖고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36kg입니다.

12. 스키 가방
최대 2세트의 스키와 180cm 길이의 폴을 수납할 수 있는 
스키/스노보드 가방으로 랜드로버 브랜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높은 600D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
었으며, 어깨 스트랩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13.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윈드서핑용 보드, 카누 또는 카약 그리고 특정 형태의  
서핑용 보드를 운송할 수 있는 캐리어 입니다. 패드 또는 
노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적용된 다목적 홀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쉬운 탑재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틸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운송할 아이템들과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적의 무게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 잠금 가능한  
스트랩과 고무 지지대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45kg입니다.

14. 카약용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2대의 카약 보트 또는 카누를 운송할 수 있는 캐리어 입니다. 
서핑 보드와 소형 보트를 옮기는 데도 적합하며, 패들을  
보관하기 위해 잠금 장치가 적용된 다용도 홀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쉬운 탑재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틸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T-트랙 어댑터와 2.75m의 조절식 스트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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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 2대용
빠른 커플링 해제가 가능하고 후방 라이트 및 번호판이  
부착된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가 적용되었으며, 후방의 테일게이트 오픈시  
간단하게 차량으로부터 틸팅시켜 개방 공간을 확보할 수
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폴딩되어 짐칸
에 보관할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홀더와 
래치를 적용하여 탑재된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며, 
최대 적재 중량은 40kg입니다.

16. 유니버셜 리프트 및 로딩 시스템
차량 보관용 차고 천정에 설치되어 더욱 용이하게 차량의 
루프위로 물건을 탑재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필요시  
차량으로부터 루프 박스를 제거하여 거치할 수 있으며,  
최대 거치 중량은 100kg입니다.

17. 라이팅 보드
트레일러를 위해 설계된 튼튼한 구조의 라이팅 보드로서, 
13핀 ISO 소켓과 8m의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진 주행등 및 후방 안개등과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및  
브레이크등이 적용 되었습니다.

18. 래치 스트랩
크로스 바, 러기지 캐리어 또는 익스페디션 루프랙 상에  
아이템을 결속할 때 유용한 나일론 소재 래치 스트랩입니다. 
길이 5m, 폭 2cm의 사이즈로 각각의 개별 아이템으로  
구성됩니다.

19. 트레일링 스트랩
경고용 깃발로 활용하여 스트랩에 부착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허용 하중은 3,000kg 
입니다.

20. 트레일링 단자: 13핀 - 12N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으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21. 트레일링 단자: 13핀 - 12N/12S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12S으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필요시 트레일러 후방 라이팅,  
인테리어용 전력이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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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레일링 시스템 – 탈착식 토우바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매끈한  
외관을 보여줄 수 있는 탈착식 토우 바입니다. 50mm의 
토우 볼이 적용되며,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과  
노즈 하중은 195kg입니다. 

23.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 제어식 토우바
리어 카고 공간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의 스위치를 
눌러 작동되며, 장애물을 감지하고 필요시 자동적으로  
차량내로 수납됩니다. 미사용시에는 리어 범퍼 안에 위치 
하여 말끔한 외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트레일링용 단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전까지 내측에 수납된 상태를 유지 
합니다.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과 노즈 하중은 
350kg입니다.

24. 트레일링 시스템 – 높이 조절식 토우바
총 3개의 트레일링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연결부는  
외장 케이스와 슬라이더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mm의 토우 볼이 적용되며,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과 노즈 하중은 350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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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OUT TH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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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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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7.

6.

1. 기어쉬프트 패들 – 알루미늄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과 함께 스티어링 휠의 외관과  
감촉을 한단계 높여보십시오. 머신 폴리싱후 도금 및 핸드
브러싱 처리를 거친 프리미엄급 마감처리로 뛰어난 내마
모성을 제공합니다.

2.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 Ebony
클래식한 랜드로버 메탈톤 브랜딩이 적용된 2,050g/m2 
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럭셔리 맞춤형 세트입니다.  
차량을 고려해 안쪽면은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으며, 
Ebony 색상입니다.

3.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 Espresso
랜드로버 클래식 메탈 브랜딩이 적용된 2,050g/m2 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럭셔리 맞춤형 세트입니다.  
차량을 고려해 안쪽면은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으며, 
Espresso 색상입니다.

4. 스포츠 페달 커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브라이트 피니시 페달 커버입니다. 
장착하기 쉽고 깔끔한 마감처리를 위해 고정부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 프로텍티브 시트 커버 – Nimbus
시트가 진흙, 먼지, 마모 및 파열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는 커버입니다.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세척이 편리합니다.

6. 프로텍티브 시트 커버 – Ebony
시트가 진흙, 먼지, 마모 및 파열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
는 커버입니다. 쉽게 장착할 수 있고 닦기 편리합니다.

7. 고무 매트 – Ebony
고무소재 풋웰 매트로 일반적인 흙먼지로부터 차량 내를 
보호해 줍니다. Espresso 색상도 주문 가능합니다.

INTERIOR STYLING &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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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고 적재공간 전면 프로텍션 라이너
양측면, 루프 및 카고 플로어 전체를 보호하는 적재공간  
프로텍션 라이너입니다. 부츠, 정원 폐기물, 레저장비 등과  
같이 습기, 진흙이 묻은 사물들로부터 차량을 보호합니다. 
장착후 물건을 싣고 나면, 패딩처리된 패널이 상면에  
펼쳐져서 범퍼처럼 물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이너의 앵커를 고리에 연결하여 위치를 고정할 수 있으며, 
큰 부피의 수화물을 보이지 않도록 적재하는 동시에  
측면의 지퍼를 통해 적재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9. 카고 적재공간 라이너 트레이
플로어와 사이드월 카펫을 흙먼지나 수분으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해 3면이 돋움 처리된, 반강성의 방수 적재공간  
라이너 트레이입니다.

10.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 익스텐션 – Ebony
펼쳐 내리면 뒷좌석의 시트백 후방을 덮어주는 방수 매트 
익스텐션입니다. Espresso 색상도 주문 가능합니다.

11. 러기지 파티션
적재한 수화물이 차량 실내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파티션의 디자인은 2열 좌석 기울기에 
맞춰 틸팅되도록 최적화 되었습니다. 풀사이즈 및  
하프사이즈 높이 옵션이 제공됩니다.

12. 러기지 파티션 디바이더
파티션을 적재 공간에 맞춰 2개의 섹션으로 분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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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YOUR OW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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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5.

6.

4.

1. 액티비티 키 – 팔목밴드
일반적인 형태의 키 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운전
자가 차량의 문을 자유롭게 개방하도록 도와주며 방수기
능이 있는 경량의 내구성 강한 팔목밴드형 제품입니다.  
보안을 위하여 팔목밴드 사용시 기존의 키 장치는 작동을 
중지하며 10초후 차량은 잠금됩니다. 

2. 센터 암레스트 쿨러/워머 박스
리어 센터 암레스트와 같이 배치되어, 식음료를 차갑고  
따뜻하게 보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면 덮개는 가죽소재
로 적용되어 있으며, 중앙 시트벨트로 고정됩니다. 후방 
AUX소켓의 전원으로 작동하며,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3. 접이식 러기지 정리함
이송중에 사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정리함으로서, 
고리에 걸어 고정할 수 있는 2개의 내구성있는 스트랩들
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폴딩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스모커 팩
앞좌석 시가라이터와 재떨이로 구성된 애연가용 패키지 
입니다. 비흡연가 사양으로 생산된 차량을 위한 아이템
입니다.

5. 개러지 도어 오프너 (HomeLink®)

HomeLink® 시스템은 실내의 리어뷰 미러 아래쪽에  
장착되는 범용 발신장치로서,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개소의 건물 및 주택에서 개러지 도어, 진입로 자동문,  
보안 라이트 등을 무선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 여러 
개의 무선 컨트롤 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
으며, 운전자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그에 일치하는 개폐 
장치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도와줍니다.

6. 점프 케이블
비상시 다른 차량의 배터리로부터 당신의 차량 엔진 시동
전력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
하며, 박스 또는 케이스와 함께 넣어 비상시를 대비하여  
차량내 보관해야 할 제품입니다.

FUNCTION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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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7. 카고 적재공간 정리함
수화물에 수분 및 흙먼지가 묻었거나, 파손위험이 있는  
수화물 또는 개별 쇼핑 및 수화물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아이템들을 분리된 수납칸에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한 카고 
적재공간 정리함입니다. 2개의 전후 수납칸으로 구성되었 
으며, 그 내부에 다시 별도 소형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디바이더가 제공됩니다. 2개의 수납칸 상단 덮개는 각각  
잠금장치를 갖고 있으며, 카고 적재공간의 D형 루프고리에 
고정됩니다.

8. 탑승자 풋웰 네트
실내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풋웰 네트입니다. 쉽
게 손이 닿는 공간에 적용되어, 지도나 편지 등의 문서와 
같은 일상 소품을 보관하기 적합합니다.

9. 시트백 수납 포켓
앞좌석의 시트백 뒷면위에 다수의 소품 보관용 포켓들을 
배치하여, 편리한 적재 및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0. 시트백 수납 포켓 – 프리미엄 가죽
차량에 적용된 것과 같은 소재의 프리미엄 가죽으로 제작
되었으며, 부드러운 터치 질감의 인테리어 라이닝과 마그
네틱 잠금 버튼이 완성도를 더해 주는 수납 포켓입니다.  
앞좌석 시트백 뒷면을 활용하여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개의 포켓들을 배치하여, 편리한 적재 및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1. 선 세이드 – 뒷좌석 윈도우용
쉽게 장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선 블라인드로
서, 실내에 유입되는 햇빛과 열기를 차단하여 안락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3열 창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2. 선 세이드 – 후방 테일게이트용
쉽게 장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선 블라인드로서, 
실내에 유입되는 햇빛과 열기를 차단하여 안락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13. 전면 윈드스크린 선 실드
자외선 차단을 위한 전면 유리용 선 실드로서, 일광을 반사 
시켜 더운 날씨에도 차량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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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FOR THE ROAD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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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알로이 휠: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25’머신 광택 피니시

당신의 차량을 다양한 알로이 휠 컬렉션과 함께 커스터마
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던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로킹 휠 너트 – 유광 블랙 피니시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로킹 휠 너트들은 고가의 휠과  
타이어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보안 장비가 될 것입니다.

3. 스노 트랙션 시스템 – 19 ~ 21인치 휠용
눈과 얼음위에서의 조향과 제동 컨트롤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륜에 쉽게 장착되도록 디자인된 체인입니다. 고품질 아연 
도금 강성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미사용시 적재공간에  
수납할 수 있도록 비닐 보관백을 함께 제공합니다. 

4.  스타일 밸브 캡 – Black Jack/Land Rover 
/Union Jack

알로이 휠에 섬세한 스타일을 제공하는 고급스런 밸브 캡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WHEELS & WHEEL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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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5. 타이어 압력 게이지
적합한 압력이 저장된 디지털 타이어 압력 게이지로서,  
용이하게 타이어 밸브의 위치에 게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60도 회전 노즐과 LED 라이팅, 타이어 트레드 
마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압력은 psi/bar/kpa/cm2등 다양한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범위는 0~99psi/ 0~7bar 등이며, 
수납용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6. 휠 센터 캡 –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에 어울리는 퀄리티의 스타일로 향상시켜 줍니
다. 랜드로버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7. 휠 너트 – 블랙 피니시
20개의 휠너트 세트로, 유광 블랙 알로이 휠의 완성적인 
감성을 더욱 향상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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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바디 사이드 몰딩
차량 측면 외관을 향상시키며, 인접 차량과의 사고시 
도어 패널부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블랙 피니시 VPLRP0285  549,120 

브라이트 피니시 VPLRP0286  572,000 

다이나믹 프론트 그릴 – 유광 
나르비크 블랙 그릴 바 및 프레임

블랙 색상의 휠과 유광 나르비크 블랙 색상의 사이드 벤트와 함께 더욱 
완벽한 스타일링이 향상된 외관을 완성해 드립니다.

LR082695  386,980 

브라이트 사이드 튜브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사이드 튜브로서, 오프로드 감성의 외관과 
차량의 디자인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VPLRP0270  1,338,260 

고정형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은 루프에 화물을 싣는데 유용하고 차량 승하차시에도 
용이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며, 오프로드 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차량에 
부여해 드립니다. ‘Discovery’의 브랜딩이 돋움 처리되었으며, 차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큐를 보완하기 위한 브라이트 메탈릭 트림 피니시가 
적용되었습니다.

VPLRP0269  1,331,800 

미러 커버 – 크롬 크롬 미러 커버로 차량의 외관 디자인 큐를 향상시켜 드립니다. VPLAB0132  376,310 

미러 커버 – 노블 크롬
노블 크롬 컬러의 미러 커버로 차량의 외관 디자인 큐를 향상 시켜 
드립니다.

VPLGB0073  376,310 

사이드 벤트 – 브라이트 아틀라스
브라이트 아틀라스 사이드 벤트로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섬세하게 
향상시켜 드립니다.

좌측 LR083014  136,620 

우측 LR083013  136,620 

사이드 벤트 – 유광 나르비크 블랙
유광 나르비크 블랙 색상의 사이드 벤트로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섬세하게 향상시켜 드립니다.

좌측 LR083010  196,350 

우측 LR083009  196,350 

아우터 도어 트레드플레이트
알루미늄 플레이트로서 전후방 도어 실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레이저 에칭 처리된 ‘Land Rover’ 브랜딩이 적용되었습니다.

VPLRS0368  411,840 

EXTERIOR STYLING

EXTERIOR PROTECTION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사계절용 카 커버
당신의 Discovery를 소나기, 서리, 눈과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사계절용 커버입니다.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VPLRP0278  549,120 

머드 플랩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흙과 모래가 비산되거나 
파편에 의해 차량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베스트셀러 업그레이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Front

2개 1세트로 판매됨

VPLRP0283  114,400 

Rear VPLRP0282  104,000 

*     본 액세서리 아이템은 ‘다이나믹 팩’에서도 적용됩니다.
**   사이드 튜브의 장착은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이드 스텝의 장착은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오프로드를 위해 설계된 언더쉴드로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차량 전면 및 후면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브라이트 
광택 피니시가 특징입니다. 

Front
Not applicable for Dynamic

VPLRP0254  800,580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Rear 토우바가 없는 차량에만 적용 가능 VPLRP0255  800,580 

Rear
Not applicable for Dynamic

탈착형 토우 바와 전자 제어식 토우바를 
설치한 차량에는 적용 가능

VPLRP0257  743,490 

Rear
멀티토우바와 NAS/오스트레일리아
토잉 리시버가 장착된 차량에만 적용 
가능

VPLRP0256  743,490 

윈드 디플렉터
사이드 윈도우에 적용되는 윈드 디플렉터입니다. 드라이빙 중 창문 
개방시 난류와 노이즈를 저감시켜 실내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안락함을 더욱 높여 줍니다.

Clear 4개 1세트의 제품으로 판매되며, 
2개는 앞좌석 도어에 2개는 뒷좌석 
도어에 적용됨

VPLRP0279  203,060 

Tinted VPLRP0284  2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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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루프 레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루프 레일로 화물 탑재를 위한 손쉬운 크로스 바 장착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전 설정된 장착 위치점은 무게 배분과 역학적으로 최적의 
포지션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80kg입니다.

Black finish 장착을 위해 별매의 크로스 바, 
디치 피니셔, 알파인 라이트 키트가 
필요합니다.

VPLRR0155  734,470 

Silver finish VPLRR0156  734,470 

루프 레일 디치 피니셔 – 블랙 피니시 루프 레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VPLRR0157  262,350 

알파인 라이트 키트 루프 레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VPLRR0158  114,840 

크로스 바

세련된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높으며, 브라이트 피니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수의 탑재용 액세서리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탈부착이 용이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를 함께 적용했을 때 높이는 110mm 이며, 
최대 적재 하중은 74kg입니다.

장착을 위해 별매의 루프 레일이 
필요합니다.

VPLRR0154  388,960 

러기지 캐리어*
루프를 활용한 적재 용량을 확장시켜 주는 유연한 랙 시스템으로서, 최대 적재 하중은 61kg
입니다.

VPLRR0159  871,640 

러기지 루프 박스*

루프 탑재형 수화물 박스로서, 유광 블랙 피니시가 적용되었습니다. 양측면에서 모두 개방이 
가능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고 신속하게 루프바에 고정할 수 있는 
파워 그립 마운팅을 포함합니다. 외부 사이즈는 길이 1.75m, 폭 0.82m, 높이 0.45m 이며, 
용량은 41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57kg입니다.

VPLVR0062  923,120 

스포츠 루프 박스*

매끈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포츠 루프 박스로서, 유광 블랙 피니시와 차도 
옆에서의  개방을 고려하여 좌우 모든 측면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키나 길이가 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박스내 고정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갖고 있으며, 
외부 사이즈는 길이 2.06m, 폭 0.84m, 높이 0.34m 이며, 용량은 32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56kg 입니다.

VPLVR0061  1,219,460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

한손으로도 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토크 계측기가 포함된 파워 클릭 방식의 마운팅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양측면에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최대 8개의 스키 또는 5개의 스노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적재 가능한 최대 스키길이 2.05m). 용량은 430리터이며, 최대 적재 하중은 52kg입니다.

VPLWR0100  1,602,150 

루프 박스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스포츠 루프 박스 또는 러기지 루프 박스의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포츠 루프 박스 및 러기지 루프 
박스 전용입니다.

VPLRR0151  135,960 

루프 박스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 대형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의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 전용입니다. VPLRR0152  135,960 

스키 가방
최대 2세트의 스키와 180cm 길이의 폴을 수납할 수 있는 스키/스노보드 가방으로  
랜드로버 브랜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높은 600D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어깨 스트랩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VPLGS0166  250,03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스키/스노보드 캐리어*
4세트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보드를 운송할 수 있으며, 쉬운 탑재를 위해 
슬라이딩 레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갖고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36kg입니다.

LR006849  355,630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윈드서핑용 보드, 카누 또는 카약 그리고 특정 형태의 서핑용 보드를 운송할 
수 있는 캐리어 입니다. 패드 또는 노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적용된 
다목적 홀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쉬운 탑재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틸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운송할 아이템들과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적의 무게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 잠금 가능한 스트랩과 고무 지지대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45kg입니다.

VPLGR0107  609,730 

카약용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2대의 카약 보트 또는 카누를 운송할 수 있는 캐리어 입니다. 서핑 보드와 
소형 보트를 옮기는 데도 적합하며, 패들을 보관하기 위해 잠금 장치가 적용된 
다용도 홀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쉬운 탑재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틸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T-트랙 어댑터와 2.75m의 조절식 스트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VPLWR0099  165,110 

유니버셜 리프트 및 로딩 시스템
차량 보관용 차고 천정에 설치되어 더욱 용이하게 차량의 루프위로 물건을 
탑재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필요시 차량으로부터 루프 박스를 제거하여 
거치할 수 있으며, 최대 거치 중량은 100kg입니다.

VPLVR0096  242,770 

래치 스트랩
크로스 바, 러기지 캐리어 또는 익스페디션 루프랙 상에 아이템을 결속할 때 
유용한 나일론 소재 래치 스트랩입니다. 길이 5m, 폭 2cm의 사이즈로 각각의 
개별 아이템으로 구성됩니다.

CAR500010  34,870 

루프 장착 자전거 캐리어 – 휠 
마운트형*

잠금 기능이 적용된 자전거 캐리어로서, 최대 20kg 이내의 자전거 1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에 2대의 
자전거 탑재 가능

VPLFR0091  271,920 

루프 장착 자전거 캐리어 – 포크 
마운트형 (휠 캐리어 포함)*

자전거 전륜이 제거된 상태에서 심플하고 안전한 탑재가 가능하며, 분리된 휠의 
캐리어와 함께 잠금 장치가 제공됩니다. 홀더당 1대, 최대 2대의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15mm 액슬 지름의 산악자전거 전륜 
포크는 적용할 수 없으며, 20mm 액슬 
지름의 포크는 가능함.

VPLWR0101  475,090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빠른 커플링 해제가 가능하고 후방 라이트 및 번호판이 부착된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가 적용되었으며, 후방의 
테일게이트 오픈시 간단하게 차량으로부터 틸팅시켜 개방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폴딩되어 짐칸에 보관할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홀더와 래치를 적용하여 탑재된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며, 최대 적재 중량은 2대의 경우 40kg이며, 3대의 경우 51kg
입니다.

2 Bike LHD
높이 조절식 토우바 또는 전자 제어식 
토우바와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며, 
장착을 위해서는 배기관 히트 실드 
VPLWR0124가 필요함

VPLVR0067  1,019,590 

3 Bike LHD VPLVR0069  1,225,840 

배기관 히트 실드 – 토우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용

All-New Discovery에 토우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를 연결하여 2 ~ 3대의 
자전거를 탑재할 때 필요한 제품

2/3 Bike VPLWR0124  101,750 

* 모든 랜드로버 루프 마운트용 액세서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가 필요합니다.

CARRYING & T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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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 제어식 
토우 바

리어 카고 공간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의 스위치를 눌러 작동되며, 장애물을 
감지하고 필요시 자동적으로 차량내로 수납됩니다. 미사용시에는 리어 범퍼 안에 
위치하여 말끔한 외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트레일링용 단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전까지 내측에 수납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과 
노즈 하중은 350kg입니다.

장착을 위하여 별매의 토우 바 
모듈과 하네스 키트가 필요함.
전자 제어식 토우 바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매의 
토우 아이 커버가 필요함.

VPLRT0172  2,801,920 

전자 제어식 토우 바 – 토우 바 모듈, 
스위치 및 하네스 키트

본 키트는 전자 제어식 토우 바 VPLRT0172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VPLRT0192  733,810 

트레일링 시스템 – 탈착식 토우 바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매끈한 외관을 보여줄 수 있는 
탈착식 토우 바입니다. 50mm의 토우 볼이 적용되며,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과 노즈 하중은 195kg입니다.

탈착식 토우 바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매의 토우 아이 
커버가 필요함.

VPLRT0171  2,016,740 

트레일링 시스템 – 높이 조절식 
토우바

총 3개의 트레일링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연결부는 외장 케이스와 슬라이더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mm의 토우 볼이 적용되며,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과 노즈 하중은 350kg입니다.

높이 조절식 토우 바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매의 
토우 아이 커버가 필요함.

VPLRT0175  1,298,440 

트레일링 단자: 13핀 - 12N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으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후방 LED 램프 키트가 있는 
캐러번, 트레일러, 라이팅 
보드 등에는 적용될 수 없음.

VPLVT0064  93,940 

트레일링 단자: 13핀 - 12N/12S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12S으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필요시 트레일러 후방 라이팅, 인테리어용 전력이 제공 가능합니다.

후방 LED 램프 키트가 있는 
캐러번, 트레일러, 라이팅 
보드 등에는 적용될 수 없음.

VPLHT0060  196,240 

토우 아이 커버 – 전자 제어식  
토우 바 및 탈착식 토우 바 적용

본 제품은 전자 제어식 토우 바 및 탈착식 토우 바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부품이며, 다양한 색상중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링 부품 적용시, 
기존의 리어페시아 하단을 대체하여 장착됩니다.

Dark Techno

본 제품은 전자 제어식 토우 
바 및 탈착식 토우 바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부품임

LR083036  151,470 

White Silver LR083037  151,470 

Anthracite LR083038  151,470 

Indus Silver
For Dynamic only LR082880  245,410 

트레일링 스트랩
경고용 깃발로 활용하여 스트랩에 부착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허용 하중은 3,000kg입니다.

STC8919AA  150,260 

라이팅 보드
트레일러를 위해 설계된 튼튼한 구조의 라이팅 보드로서, 13핀 ISO 소켓과 
8m의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진 주행등 및 후방 안개등과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및 브레이크등이 적용 되었습니다.

LHD VPLCV0108  294,690 

* 트레일링 성능은 엔진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트레일링 추력은 V6 슈퍼차져 엔진은 최대 3,500kg, SD4엔진은 최대 3,000kg 입니다. 노즈 하중은 엔진과 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ARRYING & TOWING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기어쉬프트 패들 – 알루미늄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과 함께 스티어링 휠의 외관과 감촉을 한단계 
높여보십시오. 머신 폴리싱후 도금 및 핸드브러싱 처리를 거친 프리미엄급 
마감처리로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합니다.

Standard on Dynamic. VPLVS0187MMU  807,620 

스포츠 페달 커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브라이트 피니시 페달 커버입니다. 장착하기 쉽고 깔끔한 
마감처리를 위해 고정부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변속 모델 전용 Standard on Dynamic. VPLGS0160  218,460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클래식한 랜드로버 메탈톤 브랜딩이 적용된 2,050g/m2 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럭셔리 맞춤형 세트입니다. 차량을 고려해 안쪽면은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으며, 
Ebony 색상입니다.

LHD
Ebony

세트 단위로 판매

VPLRS0331PVJ  388,960 

LHD
Espresso VPLRS0331AAM  388,960 

INTERIOR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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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액티비티 키 

일반적인 형태의 키 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자유롭게 개방하도록 도와주며 방수기능이 있는 경량의 내구성 
강한 팔목밴드형 제품입니다. 보안을 위하여 팔목밴드 사용시 기존의 키 
장치는 작동을 중지하며 10초후 차량은 잠금됩니다.

Wristband LR091580  261,360 

액티비티 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매의 차량 준비 키트가 필요합니다. Vehicle Preparation Kit VPLRV0120  457,490 

Click and Go – 베이스

‘Click and Go’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기능 시트백내장 시스템입니다.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되어 테블릿 PC, 
가방, 셔츠나 재킷 등을 걸거나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이 장착될 수 
있어 용도가 다양합니다. 각 모듈은 별매 제품으며, 베이스는 미사용시 
손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Click and Go 장착시 베이스가 되는 
부속품

VPLRS0388  43,670 

Click and Hang*
탈착가능한 옷걸이 모듈로서, 셔츠와 재킷 등이 이동중에도 구김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요시 차량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후크형 
걸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90  128,700 

Click and Hook
여분의 아이템을 거치하기 위한 범용 걸이입니다. 핸드백 이나 쇼핑백을 
거치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89  63,140 

Click and Play – iPad 2~4용 홀더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의 편의와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iPad 2 – 4에 적용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91  240,350 

Click and Play – iPad Air용 홀더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의 편의와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iPad Air에 적용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92  240,350 

Click and Play – iPad Mini용 홀더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의 편의와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iPad Mini에 적용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93  240,350 

Click and Play – Samsung 10.1" 
용 홀더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의 편의와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삼성 제품에 적용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94  240,350 

Click and Work
뒷좌석 탑승자들이 업무나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 모듈입니다. 컵홀더 1구와 차량내 편의를 위하여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함 VPLRS0395  206,36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시트백 수납 포켓
앞좌석의 시트백 뒷면위에 다수의 소품 보관용 포켓들을 배치하여, 
편리한 적재 및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PLVS0181  160,050 

시트백 수납 포켓 – 고급형

차량에 적용된 것과 같은 소재의 프리미엄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부드러운 터치 질감의 인테리어 라이닝과 마그네틱 잠금 버튼이 완성도를 
더해 주는 수납 포켓입니다. 앞좌석 시트백 뒷면을 활용하여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개의 포켓들을 배치하여, 편리한 적재 및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PLVS0182  424,820 

스모커 팩
앞좌석 시가라이터와 재떨이로 구성된 애연가용 패키지 입니다. 비흡연가 
사양으로 생산된 차량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VPLRS0365  194,480 

FUNCTION & TECHNOLOGY

* Click and Hang 모듈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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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 TECHNOLOGY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센터 암레스트 쿨러/워머 박스

리어 센터 암레스트와 같이 배치되어, 식음료를 차갑고 따뜻하게 
보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면 덮개는 가죽소재로 적용되어 있으며, 중앙 
시트벨트로 고정됩니다. 후방 AUX소켓의 전원으로 작동하며,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VPLVS0176  849,640 

선 세이드
쉽게 장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선 블라인드로서, 실내에 
유입되는 햇빛과 열기를 차단하여 안락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3열 창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어 테일게이트 용 VPLRS0364  183,040 

2열 윈도우용 VPLRS0367  160,160 

3열 윈도우용 VPLRS0363  137,280 

전면 윈드스크린 선 실드
자외선 차단을 위한 전면 유리용 선 실드로서, 일광을 반사시켜 더운 
날씨에도 차량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VPLRS0366  206,360 

탑승자 풋웰 네트
실내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풋웰 네트입니다. 쉽게 손이 닿는 
공간에 적용되어, 지도나 편지 등의 문서와 같은 일상 소품을 보관하기 
적합합니다.

LHD
Ebony 

VPLRS0362PVJ  96,250 

LHD
Espresso

VPLRS0461AAM  96,250 

카고 적재공간 시큐리티 박스
스틸 소재의 박스로 15인치 노트북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드릴차단 기능의 잠금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박스 내의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카고 적재공간의 러기지 레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For 5 seat only
장착을 위해서는 카고 적재공간 레일이 
필요

VPLVS0183  930,380 

카고 적재공간 정리함

수화물에 수분 및 흙먼지가 묻었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수화물 또는 
개별 쇼핑 및 수화물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아이템들을 분리된 수납칸에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한 카고 적재공간 정리함입니다. 2개의 전후 
수납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부에 다시 별도 소형 공간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디바이더가 제공됩니다. 2개의 수납칸 상단 덮개는 각각 
잠금장치를 갖고 있으며, 카고 적재공간의 D형 루프고리에 고정됩니다.

다른 카고 적재공간 액세서리와 혼용이 
어려우며, 3열시트는 접혀 넣어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적용가능함

VPLRS0355  505,670 

접이식 러기지 정리함
이송중에 사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정리함으로서, 고리에 걸어 
고정할 수 있는 2개의 내구성있는 스트랩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폴딩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VPLVS0175  127,05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카고 적재공간 네트 – 사이드
소품들을 안전하게 수납시켜 놓고 필요한 경우 찾기 쉽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에어컨디셔닝이 적용된 
차량에는 미적용

VPLRS0361  103,070 

카고 적재공간 파티션 네트
적재된 화물이 탑승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네트로서, 카고 적재공간의 D형 루프고리에 걸어 천정 라이닝에 
고정합니다. 적재 수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카고 적재공간 커버, 매트 및 
라이너와 함께 적용 가능

VPLRS0360  194,480 

카고 적재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카고 적재공간 레일에 신속히 부착하거나 탈착 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된 키트이며, 카고 적재공간내에 수화물을 
적재하는데 있어 포괄적이며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수납형 스트랩, 자동 잠금 방식의 릴과 신축형 로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카고 적재공간 
레일이 필요

VPLCS0324  352,000 

카고 적재공간 수화물 고정 네트
소품과 수화물들을 적재공간의 결속 포인트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해 줍니다. 플로어 네트 및 약 2m 길이의 래치 스트랩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카고 적재공간 
레일이 필요

VPLMS0302  235,180 

카고 적재공간 레일 – 풀 사이즈
카고 적재공간의 용도를 유연하게 확장시켜 주는 아이템으로, 카고 
적재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시스템의 장착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For 5 seat only
카고 적재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의 
장착을 위해 필요

VPLRS0357  570,460 

점프 케이블

비상시 다른 차량의 배터리로부터 당신의 차량 엔진 시동전력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박스 
또는 케이스와 함께 넣어 비상시를 대비하여 차량내 보관해야 할 
제품입니다.

VPLVV0090  2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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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카고 적재공간 전면 프로텍션 라이너

양측면, 루프 및 카고 플로어 전체를 보호하는 적재공간 프로텍션 
라이너입니다. 부츠, 정원 폐기물, 레저장비 등과 같이 습기 진흙이 묻은 
사물들로부터 차량을 보호합니다. 장착후 물건을 싣고 나면, 패딩처리된 
패널이 상면에 펼쳐져서 범퍼처럼 물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이너의 앵커를 고리에 연결하여 위치를 고정할 수 있으며, 큰 부피의 
수화물을 보이지 않도록 적재하는 동시에 측면의 지퍼를 통해 적재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VPLRS0410  349,360 

카고 적재공간 라이너 트레이
플로어와 사이드월 카펫을 흙먼지나 수분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3면이 
돋움 처리된, 반강성의 방수 적재공간 라이너 트레이입니다.

수화물 고정 키트와 함께 미적용 VPLRS0386  365,970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
랜드로버 브랜딩이 적용된 방수 고무 매트로 카펫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용 테두리가 디자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고 카펫이 흙과 모래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Ebony  
With rear air conditioning

뒷좌석 에어컨디셔닝 적용
뒷좌석 에어컨디셔닝 미적용
카고 적재공간 레일, 러기지 파티션, 
디바이더와 함께 적용 가능
고무 매트 익스텐션과 함께 적용 가능
- VPLRS0374PVJ /VPLRS0374AAM

VPLRS0375PVJ  240,240 

Ebony 
Without rear air conditioning

VPLRS0373PVJ  240,240 

Espresso 
With rear air conditioning

VPLRS0375AAM  240,240 

Espresso
Without rear air conditioning

VPLRS0373AAM  240,240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 익스텐션 펼쳐 내리면 뒷좌석의 시트백 후방을 덮어주는 방수 매트 익스텐션입니다. 

Ebony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와 함께 
적용 가능 – VPLRS0373PVJ/
VPLRS0375PVJ.

VPLRS0374PVJ  114,400 

Espresso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와 함께 
적용 가능 – VPLRS0373AAM/
VPLRS0375AAM.

VPLRS0374AAM  114,400 

러기지 파티션
적재한 수화물이 차량 실내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파티션의 디자인은 2열 좌석 기울기에 맞춰 틸팅되도록 최적화 되었습니다. 
풀사이즈 및 하프사이즈 높이 옵션이 제공됩니다.

Full height

길이가 긴 스키와 같은 수화물을 
적재하는데 유용한 뒷좌석 스키 
해치가 특징이며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 라이너 트레이, 레일 시스템 및 
수화물 선반 롤러 블라인드 등과 함께 
적용 가능

VPLRS0374  549,120 

Half height

카고 적재공간 고무 매트, 라이너 
트레이, 레일 시스템 및 수화물 선반 
롤러 블라인드 등과 함께 적용됨
하프사이즈는 2열 좌석을 접을 경우, 
적용이 적합함

VPLRS0375  434,830 

INTERIOR PROTECTION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러기지 파티션 디바이더 파티션을 적재 공간에 맞춰 2개의 섹션으로 분할시킬 수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풀사이즈 또는 
하프사이즈 높이의 카고 적재공간 
파티션이 필요. 적재공간 고무 매트와 
라이너 트레이와 함께 적용 가능

VPLRS0376  320,210 

프로텍티브 시트 커버
시트가 진흙, 먼지, 마모 및 파열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는 커버입니다. 
쉽게 장착할 수 있고 닦기 편리합니다.

Ebony 
Front row

VPLRS0335PVJ  449,130 

Ebony 
Second row

VPLRS0336PVJ  509,740 

Nimbus 
Front row

VPLRS0337LKP  449,130 

Nimbus 
Second row

VPLRS0338LKP  509,740 

고무 매트 고무소재 풋웰 매트로 일반적인 흙먼지로부터 차량 내를 보호해 줍니다.

Ebony
LHD

VPLRS0333PVJ  228,800 

Espresso
LHD

VPLRS0333AAM  2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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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19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21’, 알로이 휠

당신의 차량을 다양한 알로이 휠 컬렉션과 함께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던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R081580  906,730 

20인치 10-스플릿 스포크,  
‘Style 1011’, 알로이 휠

LR081589  1,280,730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11’, 알로이 휠

LR081581  1,091,900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11’, 알로이 휠

LR081586  1,473,890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11’, 유광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

LR081587  1,324,950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Style 1012’,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LR081584  1,473,890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Style 
1012’, 유광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LR081585  1,518,110 

21인치 9-스포크,  
‘Style 9002’,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LR081582  1,394,360 

21인치 9-스포크, ‘Style 9002’, 
다이아몬드 튜닝 피니시,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LR081583  1,591,810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11’,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22인치 휠을 7인승 차량에 적용하는 
경우, 단면폭 285mm사이즈의 
타이어 장착 필요

LR082901  1,611,940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11’, 유광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22인치 휠을 7인승 차량에 적용하는 
경우, 단면폭 285mm사이즈의 
타이어 장착 필요

LR082900  1,656,160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25’, 머신 광택 피니시, 
알로이 휠

코일 서스펜션 차량에는 미적용
22인치 휠을 7인승 차량에 적용하는 
경우, 단면폭 285mm사이즈의 
타이어 장착 필요

VPLRW0117  1,729,86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로킹 휠 너트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로킹 휠 너트들은 고가의 휠과 타이어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보안 장비가 될 것입니다.

Silver finish LR078545  213,620 

Gloss Black finish
유광 블랙 피니시 알로이 휠에  
적용 가능

VPLWW0093  213,620 

휠 너트 – 유광 블랙
20개의 휠너트 세트로, 유광 블랙 알로이 휠의 완성적인 감성을 
더욱 향상 시켜줍니다.

VPLWW0078  533,830 

휠 센터 캡
알로이 휠에 어울리는 퀄리티의 스타일로 향상시켜 줍니다. 
랜드로버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Black finish

4개 1세트로 판매

LR069899  19,690 

Silver finish LR069900  19,690 

스타일 밸브 캡
알로이 휠에 섬세한 스타일을 제공하는 고급스런 밸브 캡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Black Jack

4개 1세트로 판매

LR027666  48,510 

Land Rover LR027560  48,510 

Union Jack LR027664  48,510 

스노 트랙션 시스템

눈과 얼음위에서의 조향과 제동 컨트롤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륜에 
쉽게 장착되도록 디자인된 체인입니다. 고품질 아연도금 강성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미사용시 적재공간에 수납할 수 있도록 비닐 보관백을 
함께 제공합니다.

19 ~ 21인치 휠에만 적용 가능 VPLGW0081  1,201,640 

WHEELS & WHEEL ACCESSORIES

* 휠 1개의 가격이며, 타이어 별도 주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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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 WHEEL ACCESSORIES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 키트*
타이어 정비 키트의 업그레이드 형으로 추천 가능한 제품으로서, 
스페어 휠, 타이어 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ir Suspension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차량 VPLRW0119  512,800 

Coil Suspension 코일 서브펜션을 장착한 차량 VPLRW0120  512,800 

타이어 압력 게이지

적합한 압력이 저장된 디지털 타이어 압력 게이지로서, 용이하게 
타이어 밸브의 위치에 게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60도 
회전 노즐과 LED 라이팅, 타이어 트레드 마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psi/bar/kpa/cm2

등 다양한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범위는 0~99psi/ 0~7bar 
등이며, 수납용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VPLVW0077  63,470 

타이어 정비 키트
스페어 휠이 없는 경우에 같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대안적인 
타이어 정비 키트입니다. 3개 부품이 하나의 키트로 구성됩니다.

Compressor

3개 부품이 하나의 키트로 
구성됩니다.

LR093197  169,950 

Foam LR081518  74,910 

Sealant LR058584 TBD

주의 사항 안내

Land Rover는 인쇄 시점에 본 출판물이 수록한 모드 상세한 내용이 정확한 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된 제품 스펙과 

사양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스펙과 사양은 지역 시장 환경과 요구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모든 시장에서 주문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나타난 일부 차량 

모델들은 액세서리를 장착하였거나 적용되었으며 별도의 옵션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서 재현된 색상은 인쇄 과정에서의 표현 한계가 있으며, 실제 차량 등의 색상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액세서리에 관한 정보와 최신 액세서리 라이프 스타일 영상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ear.landrover.com/ko/ko/

※ 부품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