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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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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CONCEPT OF 
ALL-NEW DISCOVERY
1989년에 처음 등장한 디스커버리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잠비아까지, 디스커버리는 온로드나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탁월한 성능과 다목적 SUV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기존의 디스커버리 모델에 랜드로버만의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더하여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낸 결과물입니다.  
SUV 디자인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과감하고 예리한 접근 
방식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다목적 SUV를 만들겠다는 랜드로버의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독창적인 디자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풀사이즈 7인승 인테리어의 드라마틱한 비율, 깔끔하고 현대적인 라인,  
그리고 역동적인 실루엣이 모두 결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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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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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NEW DISCOVERY ‒  
THE FACTS
디자인, 성능,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져 현존하는 가장 매력적인 
랜드로버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고유의 강성과 오프로드 
주행성능은 현대적이고 매혹적인 외관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차량의 강렬한 라인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능형 3열 시트와 실내의 다양한 
수납공간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탑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요소입니다. 

 
전체 사양과 적용 가능 옵션에 대해서는 함께 제공되는 사양 및 가격 가이드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SEVEN FULL-SIZE SEATS WITH INTELLIGENT SEAT FOLD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전동식 3열 시트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적재 공간이나  
기본 터치스크린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2열과 3열 시트를 접어 적재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올-뉴 디스커버리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의 
원격조정으로 시트 배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UPREME CAPABILITY
이 차량의 혈통과 DNA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지형 주행 성능, 도강 능력,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와 같은 기능은 올-뉴 디스커버리의 다이내믹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종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전동식 이너 테일게이트는 올라설 수 있고 짐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테일게이트가 열려 있을 때는 화물 고정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OWERED INNER TAILGATE

ACTIVITY KEY
랜드로버에 처음 적용된 액티비티 키 옵션은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 방수의 손목 밴드 형태인 액티비티 키는 몸에 지닌 채로 요트 타기에서 스카이  
다이빙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의 손상이나 고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NRIVALLED TOWING
디스커버리는 다른 차종에 비해 월등한 견인 능력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뉴 디스커버리 또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며, 실제로  이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견인 능력을 최대 3,500kg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디스커버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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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PROMISED LOADSPACE CAPACITY
더럽거나 젖은 장비를 넣기 좋은 언더 플로어 보관함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7인승 시트로 넉넉한 적재공간을 활용하십시오. 2,400 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는 
올-뉴 디스커버리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MMAND DRIVING POSITION
더욱 넓은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올-뉴 디스커버리는 전설적인 
랜드로버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올-뉴 디스커버리는 인컨트롤(InControl)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 많은 USB 포트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커넥티드(Connected)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NTUITIVE CONNECTIVITY

온도 조절 장치† 뒤쪽에 있는 접이식 보관함부터  
보조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 컵 홀더 아래에  
있는 다용도 공간에 이르기까지, 올-뉴 디스커버리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EVER STOWAGE

모든 탑승자가 편안한 주행감과 여유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열 탑승자에게  
954mm의 레그룸이 제공되고, 3열 탑승자에게도 851mm의 레그룸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ENEROUS LEGROOM WITH STADIUM S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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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ESIGN

EXTERIOR
기존 디스커버리의 이미지를 탈피한 올-뉴 디스커버리는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로 한층 더 
현대적이고 매혹적인 외관을 선보입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아름다운 비율의 풀사이즈 SUV입니다. 차량을 감싸는 듯한 형상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짧은 전후방 오버행과 조화를 이루어 차량을 더욱 우아하게 만듭니다.  
급한 경사의 윈드스크린, 솟아오르는 벨트 라인과 우아한 곡선 형태가 유선형의 다이내믹한 
형상을 만들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형태는 동급 최고의 실내 공간과 뛰어난 
동력학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바디 컬러의 C-필러, 스텝 루프 및 뒤쪽 번호판 플레이트의 
비대칭적 요소는 모두 이전 디스커버리 디자인의 럭셔리한 혈통을 계승합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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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솟아오르는 웨이스트라인, 차량을 감싸는 형상의 라이트는 모던한 스타일을 더욱 강조합니다. 
세련미가 돋보이는 LED 헤드램프는 어떠한 주행 조건에도 우수한 가시성을 확보해주어 안정성을 높이며  
감성적인 익스테리어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LED 라이트는 모든 모델에서 기본 사양으로 적용됩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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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올-뉴 디스커버리는 정교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독특한 루프와 차량 후방으로 갈수록 솟아오르는 특징적인 선은 올-뉴 디스커버리를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만들며,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정교하면서 도시적인 올-뉴 디스커버리는 가장 매력적인 브리티시 디자인의 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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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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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치 또는 10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내에서 차량 외부 상황을 파악하고,  
간편하게 손끝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과 수납  
공간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유지하며,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DESIGN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15

DESIGN DRIVING TECHNOLOGY FINISHING TOUCHES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ENGINES BODY AND CHASSIS SAFETY ENVIRONMENTAL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DESIGN DRIVING TECHNOLOGY FINISHING TOUCHES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ENGINES BODY AND CHASSIS SAFETY ENVIRONMENTAL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UNCOMPROMISING ATTENTION TO DETAIL
꼼꼼한 마무리. 최고급 소재. 랜드로버의 디자이너들은 올-뉴 디스커버리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면서 
최고급 품질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고급 가죽, 수공으로 아름답게 가공된 우드 베니어,  
노블 크롬 디테일, 특수 공정을 거쳐 가공된 알루미늄 마감재와 정교하게 세공된 스티칭으로 럭셔리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DESIG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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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DESIGN

SEVEN  
FULL-SIZE  
SEATS
성인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올-뉴 디스커버리에서는 다양한 
시트 변형을 제공합니다. 3열로 즉각 변형이 가능한 이러한 
시트는 동급의 다른 차량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열에서는 60:40 분할이 가능한 슬라이드와 
등받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로드 스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 방식 시트 배치를 사용하면 
모든 탑승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계단식 루프는 2열과 3열 탑승자에게 넉넉한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세련된 공간 사용으로 
모든 탑승자가 일등석에 앉게 됩니다. 이외에도 3열 모두에 
히팅 시트를 장착하거나 1열과 2열에 히팅 및 쿨링 시트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옵션 사양의 전체 목록은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MOTE  
INTELLIGENT  
SEAT FOLD
HSE 및 HSE Luxury에서 3열 시트와 리모트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옵션을 선택한 경우, 터치스크린 뿐만 아니라 
스위치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여 쉽게 시트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의 계산대에 줄을 서면서 구입한 
물품의 크기에 맞게 원격으로 차량의 공간을 조정하여 
차량에 돌아가는 즉시 짐을 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손쉽게 시트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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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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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열 레그룸 851mm2열 레그룸 954mm

SPACE AND COMFORT
올-뉴 디스커버리는 넉넉한 레그룸 공간을 제공하므로 모든 탑승자가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탑승자에게 954mm의 
공간이 제공되며, 3열 시트의 경우에도 탑승객에게 851mm의  
넓은 레그룸이 제공됩니다. 

성인 7명이 넓은 공간에서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와 등받이를 조절하여 2열 공간을 최적화하여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2

DESIGN

왼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위쪽의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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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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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WAGE
올-뉴 디스커버리는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안전하게 탑승시키며 전자 기기, 여행 가이드북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SE, HSE 및 HSE Luxury의 
보조 글러브 박스, 센터 콘솔 수납 공간, 그리고 태블릿 여러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현명하게 설계된 공간이 가득합니다.

2열 탑승자에게 더 많은 수납 공간이 필요한 경우 센터 콘솔 박스를 180도 젖혀 편평한 
테이블로 만들 수 있으며, 도어 빈에도 1열에는 1리터 용량의 병, 2열에는 0.5리터 용량의 
병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백 후크를 사용하여 작은 가방이나 쇼핑백을 걸어둘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조수석 발밑 공간에 숨길 수 있습니다.

3열 시트의 경우 3열 탑승자가 측면 패널의 개별 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열의 탑승객이 여러 상황에 알맞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위쪽 및 오른쪽의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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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글러브 박스

DESIGN

센터 패시아 보관함*센터 콘솔 쿨링 박스

쇼핑백 후크* 3열 보관함 및 커버

추가 보관 공간이 제공 되는 컵 홀더*

*HSE 와 HSE Luxury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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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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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INNER TAILGATE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랜드로버에서 처음 개발한 전동식 이너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게이트를 펼치면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호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짐을 더 쉽게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이  
가득 찬 경우에는 리테이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WERED  
GESTURE TAILGATE
제스처 테일게이트 옵션을 적용하면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만지거나 스마트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테일게이트를 차량 밖에서 제어(열고 닫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가 감지되면 차량 뒤쪽에서 발을 흔들어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수 있으며, 
테일게이트 양쪽에 두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테일게이트 바로 뒤에서 
조작할 필요 없이 측면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견인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 시에도 테일게이트를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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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LOADSPACE CAPACITY
최대 2,406리터의 엄청난 적재 공간이 있는 올-뉴 디스커버리는 동급의 다른 SUV보다  
훨씬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 뒤에도 1,137리터의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인 7명이 모두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도 기내용 캐리어 세 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모두 접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면 보다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지고 차량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적재 공간 수치는 2존 및 3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된 7인승 모델 기준이며 괄호안에 보여지는 수치는 차량 하부의 추가 보관공간이 있는 5인승 모델 기준입니다.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7인승 시트 
258 리터

6인승 시트 
698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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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4인승 시트 
1,607(1,701) 리터

4인승 시트 
1,473(1,561) 리터

3인승 시트 
1,937(2,031) 리터

2인승 시트 
2,406(2,500) 리터

5인승 시트 
1,137(1,231)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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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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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TECHNOLOGY

TESTING

OFF-ROAD
스웨덴 아르제플로그의 혹한기 테스트 시험장에서부터 두바이의 
무자비한 사막 모래까지, 랜드로버의 전설적인 전지형 퍼포먼스가  
모든 차량에 내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랜드로버는  
약 8,500km에 이르는 가장 까다로운 오프로드 루트를 주행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합니다.

SUSPENSION
그 누구도 우리처럼 랜드로버를 극한까지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랜드로버의 차량은 랜드로버의 최첨단 테스트 설비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10년간의 가장 극한 주행 조건에 노출되는 것과 
맞먹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결과적으로 온/오프로드에서 
모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WIND SPEED
올-뉴 디스커버리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풍동과 차량이 견뎌야 할  
가장 가혹한 공기역학적 상황들을 재현하는 기후 테스트실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한계를 가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HOT AND COLD CLIMATE
모든 랜드로버 차량은 실제 온도 조건과 기후 실험실에서  
-40°C까지 얼리고 50°C까지 달구는 실험을 거쳐 탄생합니다.  
또한 주요 기능과 시스템이 당사의 엄격한 표준에 따라 정밀 
조사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외진 지역에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SEMI-ANECHOIC CHAMBER
랜드로버는 반무향실에서 광범위한 주파수와 진동수의 소리를 
노출시킬 때, 올-뉴 디스커버리가 모든 속도와 노면 상태에서  
명확한 사운드를 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MONSOON
또한 폭풍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차량에 특수한 염료를 혼합한 
85,000리터의 물을 퍼붓고, 최대 45도까지 차량을 기울인 후 
자외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차량 실내에 누수되지 않은 상태로 랜드로버가 물을 건널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차량은 최고 수준의 성능 및 기능을 증명하는 일련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랜드로버 배지를 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28

DESIGN DRIVING TECHNOLOGY FINISHING TOUCHES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ENGINES BODY AND CHASSIS SAFETY ENVIRONMENTAL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DRIVING TECHNOLOGY 29

DESIGN DRIVING TECHNOLOGY FINISHING TOUCHES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ENGINES BODY AND CHASSIS SAFETY ENVIRONMENTAL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DESIGN DRIVING TECHNOLOGY FINISHING TOUCHES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ENGINES BODY AND CHASSIS SAFETY ENVIRONMENTAL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TERRAIN RESPONSE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65년 이상 축적된 랜드로버 최고의 전지형 차량 전문 
기술과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으로 4가지 지형모드 
중 하나를 설정하면 차량의 엔진, 기어 박스,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을 
지형 조건에 맞게 최적화합니다. 차량에 4코너 에어 서스펜션과 트윈 로우 레인지 
&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가 포함된 경우 이 시스템에 추가적인 암반 저속 주행 
모드도 포함됩니다.

디스커버리에 최초로 적용되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는 주행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섀시와 
파워트레인을 지형 조건에 맞게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강화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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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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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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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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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TERRAIN TECHNOLOGY
올-뉴 디스커버리는 도심내에서도 멋스러울 뿐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독창적인 랜드로버 기술이 결합된 최적화된 형상으로 동급 최강의 전지형 성능을 제공합니다.

DRIVING TECHNOLOGY

 
구체적인 특성 및 구매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양과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101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일반 주행 모래

잔디, 자갈, 눈길 암반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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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DESCENT 
CONTROL
랜드로버의 특허 기술인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험한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각 휠을 별도로 제동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오르막길 주행 보조장치(HSA)는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GRC)는 운전자가 가파른 
경사로에 발을 브레이크에서 뗄 때 차량이 급가속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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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 SENSING

올-뉴 디스커버리의 향상된 지오메트리는 이전 세대에 비해 
보다 향상된 도강 능력을 발휘합니다.

도강 수심 감지 장치 옵션을 적용하면 최대 수심 900mm의  
하천, 여울 또는 홍수 지역을 건널 수 있습니다. 

도강 수심 감지 장치는 랜드로버만의 유니크한 옵션이며, 
도어 미러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 대비 수심과 차량의 
최대 도강 능력을 포함한 실시간 도강 정보를 터치스크린에서 
그래픽으로 제공합니다.

DRIVING TECHNOLOGY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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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뉴 디스커버리는 랜드로버의 지능형 상시 4륜 구동(4WD) 
시스템을 탑재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천후 전지형 주행능력을 
제공합니다. 기능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 SPEED TRANSFER BOX
해당 시스템에는 지능적으로 휠 슬립을 감지하고 반대쪽 액슬로  
토크를 이동하여 접지력을 높이는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박스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방 액슬에 42%의 
구동력을 전달하고 후방 액슬에 58%의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하나의 액슬에서 휠 슬립이 발생하면 센터 디퍼렌셜이 이에 반응하여 
편차를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액슬의 토크와 접지력이 높아져 
트랙션이 확보됩니다. 

PERMANENT 4 WHEEL DRIVE SYSTEMS SUSPENSION
ELECTRONIC AIR SUSPENSION
4개 휠 모두에 최신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여 휠 트래블이  
우수하고 차량 자세가 올바르게 유지되므로 편안하고 정확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악조건의 험난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아무리 
험한 지형에서도 올-뉴 디스커버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고의 주행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시 지속적으로 지상고를 변경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에는 다기능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접근 높이 조절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접근 높이 조절 장치는 차량 주차 시에 자동으로 차고를  
40mm 낮추는 기능입니다. 

후방 차고 조정 기능을 사용하면 적재 공간이나 키 리모컨의  
스위치로 후방 차고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은 모든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됩니다.

DRIVING TECHNOLOGY

TWIN-SPEED TRANSFER BOX
로우 레인지 & 하이 레인지 기어 박스는 가파른 오르막이나 내리막, 
오프로드 주행, 견인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정밀한 속도와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액슬을 잠그는 
기능으로 전방 액슬과 후방 액슬 간에 50:50의 토크를 분할하는 
기어 박스입니다. Sd4 인제니움, Td6 및 Si6 엔진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됩니다. 

ACTIVE REAR LOCKING DIFFERENTIAL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 락 시스템은 리어 액슬에서 좌측 휠과 우측 휠 
사이의 미끄러짐을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젖은 잔디 같이 접지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이 전방 액슬과 후방 액슬 간의 
미끄러짐과 토크는 물론, 후방 액슬에서 두 휠 사이의 미끄러짐과 
토크를 모니터링하여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특성 및 구매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양과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101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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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TECHNOLOGIES

SUSTAINABLE CONSTRUCTION
올-뉴 디스커버리의 구조에 광범하게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대부분 재활용 알루미늄으로부터 생산됩니다. 원광 알루미늄에  
비해 에너지가 상당히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STOP/START
올-뉴 디스커버리 디젤 엔진에는 스톱/스타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완전히 멈추면 엔진을 정지시키고 
필요할 때 즉시 재작동함으로써, 특히 도심 운전 중에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LIGHTWEIGHT MATERIALS
차량무게의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설계로, 더 높은 효율을 
보장합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첨단 올 알루미늄 차체 구조가  
적용된 차량으로, 중량이 상당히 가볍고, 성능이 뛰어나며, 보다  
나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해 줍니다. 차량의 테일게이트는 매우  
강성이 높고 튼튼한 경량 플라스틱 합성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차체와 섀시 구성 요소에는 경량 마그네슘이 사용되었습니다. 

ADBLUE®

올-뉴 디스커버리 디젤 모델에는 배기 가스의 정화를 위한  
AdBlue® 장치가 장착됩니다. AdBlue®는 무독성, 비가연성, 
생분해성 첨가제로서 배기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정화하여 
유해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 98%까지 줄여 줍니다.

LOW FRICTION TECHNOLOGIES
올-뉴 디스커버리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제품군은 피스톤,  
니들 롤러 베어링 및 기타 기계적 부품에 스마트 코팅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저온 작동 중의 마찰이 적기 때문에 
차량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

ADVANCED AERODYNAMICS
현대적인 유선형 디자인은 첨단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와  
최신 기술의 풍동을 사용하여 세심하게 최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타디움 방식 시트 배치와 옵션 사양인 3열의 추가적인 
시트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항력이 최대  
15% 감소했습니다. 개선된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에는 공기  
흐름을 테일게이트 위로 유도하는 슬롯이 포함되어 있어  
리어 스크린 오염이 최소화되고 항력이 감소합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랜드로버 최초로 '에어 커튼'*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기흐름을 개선시켰습니다. 프론트 범퍼의 덕트를 
통해 안쪽 휠 아치에 공기를 공급하여 전륜을 지나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휠 아치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가 항력을 
줄이고, 차량 아래쪽에서 측면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개선합니다.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도 고속 도로 정속 주행 시 
자동으로 지상고를 13mm 낮추는 차고 높이 조절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dBlue®는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e. V.(VDA)의 등록 상표입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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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OAD DYNAMICS
올-뉴 디스커버리는 우수한 안정성과 몰입적인 주행성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격이 넓은 더블 위시본 타입의 프론트 서스펜션과 첨단 멀티링크 
타입의 리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된 서스펜션은 랜드로버 고유의 
전지형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뛰어난 핸들링 반응을 
제공합니다.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은 올-뉴 디스커버리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하여 안정된 주행을 돕습니다.

DSC 시스템은 엔진의 토크를 줄이거나 특정한 휠에 제동력을 
가하여 코너링 중에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언더스티어 또는 오버스티어 상황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올-뉴 디스커버리의 경이로운 승차감은 전자식 파워 어시스턴스 
스티어링(EPAS), 속도 감응형 시스템 및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 같은 
기능으로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EPAS는 구동 시스템과 섀시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으며, 엔진 부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직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이 튜닝한 속도 감응형 시스템은 온로드나 
오프로드에서 직진이나 코너링 시에 차량을 더욱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스티어링 랙의 다양한 기어비는 직진 시의 스티어링 
민감도를 줄여주며 코너링 시의 스티어링을 보완합니다.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티어링의 중량감을 
증가시켜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확실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속에서는 스티어링을 가볍게 만들어 조작하기 쉽게 만듭니다. 

위쪽 및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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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SSISTANCE

DRIV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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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뉴 디스커버리에는 다양한 주행 및 주차 보조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한 기능들 덕분에 정체 상황, 고속 도로, 일반 도로 등에서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COMMAND DRIVING POSITION
올-뉴 디스커버리의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넓혀 모든 지형에서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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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RACTION LAUNCH
올-뉴 디스커버리는 차량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특별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빙판길, 눈길 또는 젖은 잔디와 같이 마찰이 적고 까다로운 노면에서도 부드럽고 
손쉽게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설정에 따라 동작을 제어합니다. 어떤 길을 향해 떠나든, 여유롭고 편안하며 
자신감 넘치는 출발로 시작해 보십시오. 

*로우 트랙션 론치 기능은 SE, HSE 와 HSE Luxury애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DRIV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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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SSISTANCE

ALL TERRAIN INFO CENTRE 

**전지형 정보 센터에 표시되는 기능의 수는 차량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쪽의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지형 정보 센터(All Terrain Info Centre)**에서 
다양한 기능을 확인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4륜 구동(4WD) 정보와 안내 기능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는 차량의 휠, 서스펜션, 변속기 및 드라이브라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의 
서스펜션 움직임 및 굴절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사로에 위치해 있으면 차량의 각도와 피치, 도강 시에는 현재 수심과 
최대 수심을 안내합니다. 또한, 현재 위도 및 고도와 경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유용한 나침반을 표시합니다. 

정보 센터는 좁은 구역에 진입할 때 차량 제원과 같은 기타 유용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로우 트랙션 론치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활성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차량 전방 구역을 
터치스크린에 표시하여 보이지 않는 지형지물로 인한 차량 손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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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CRUISE CONTROL 
WITH QUEUE ASSIS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 차량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지하면 그에 맞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완전히 멈출 경우에는 차량을 부드럽게 
정지시킵니다.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속 
페달을 밟기만 해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다시 
전방 차량을 따라갑니다. 이 시스템은 16km/h에서 
최대 고속 도로 주행 속도 사이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ANE KEEP ASSIST  
AND DRIVER CONDITION 
MONITOR
차선유지 보조 기능은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선을 
벗어나는 상황을 감지하고 스티어링에 가벼운 
압력을 가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시킵니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가 졸음을  
느끼는 상태를 파악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BLIND SPOT ASSIST 
AND REVERSE TRAFFIC 
DETECTION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차량이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다른 차량을 
감지하는 경우, 접근하는 차량 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스티어링 토크를 가합니다. 

동일한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는 후방 교통 감지 
시스템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올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양쪽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 보행자 또는 기타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고합니다. 청각적 수단과 시각적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경고하므로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RIV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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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SSIST – PARALLEL 
PARK, PARKING EXIT AND 
PERPENDICULAR PARK
주차 보조 기능으로 운전자는 평행 및 직각 주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어를 선택하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이용해 속도를 잘 조절만 
하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주차 보조 기능이 작동하므로 
주차와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내는 그래픽과 알림 메시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SURROUND 
CAMERA SYSTEM
터치스크린을 통해 차량 주변에 대한 360° 뷰를 
제공합니다. 연석 앞이나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때, 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돕습니다.  

PARKING AIDS

DRIVER ASSISTANCE

구체적인 특성 및 구매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양과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101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AR VIEW CAMERA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후방 
카메라에서 보이는 시야를 터치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중에 터치스크린에서 차량을 
나타내는 선과 예상 경로까지 중첩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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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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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1 ELECTRICALLY DEPLOYABLE TOW BAR
전동 전개형 토우 바는 적재 공간의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2 TOW HITCH ASSIST
견인 히치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차량 토우 볼과 트레일러 토우 바의 예상 연결 경로를 터치스크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견인 고리 연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트레일러를 차량에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의 기본 사양입니다.

3 NOSE LOAD MEASUREMENT
전동 전개형 토우 바가 장착된 차량에는 트레일러의 노즈 하중을 빠르고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노즈 로드 측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4 REAR HEIGHT ADJUST
후방 차고 조정 기능을 사용하면 적재 공간이나 키 리모컨의 스위치로 후방 차고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트레일러를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한 경우 기본 사양입니다.

5 TRAILER LIGHT TEST
업계 최초로 적용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차 안에서 트레일러 조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전동 전개형 
토우 바를 장착한 경우 조명을 차례로 점등하기 위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이나 
적재 공간의 버튼을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6 TOW ASSIST
도로에서 견인 보조 장치는 차량을 후진할 때 트레일러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정확한 유도선을 보면서 트레일러의 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과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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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ADVANCED TOW ASSIST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랜드로버의 최첨단 트레일러 후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첨단 견인 보조 장치(Tow Assist,  
옵션 사양)를 통해 운전자가 차량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 콘솔에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의 로터리 
쉬프터를 사용하여 차량 경로를 제어함으로써 트레일러를 원하는 
위치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야 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단일 시야 내에서 원하는 경로로 트레일러를 조향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후진 시의 
조작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차량과 트레일러가 과도하게 꺾이는 
잭나이프 현상을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해줍니다. 

첨단 견인 보조 기능은 서라운드 카메라, 360° 주차 센서 및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랜드로버 정품 토우 바가 필요합니다.

SURROUND CAMERA SYSTEM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차량 주변 전체를 고해상도 풀 컬러 
터치스크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에 고르게 배치된 4대의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되어 버드-아이 뷰를 포함한 차량 주위 360도 
시야를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요트 또는 
트레일러 견인과 같은 보다 복잡한 주행 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히치 및 로드 어시스트 같은 기능과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여러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고 확대, 축소 및 좌우 회전 기능을 갖고 있어 
시선보다 낮은 물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AILER STABILITY ASSIST
트레일러 안정성 보조 장치(TSA)는 차량을 모니터링하여  
트레일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선택적으로 제동력을 적용하여 
위험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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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trol 기능, 옵션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여전히 시장 및 파워트레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판매 여부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일부 기능에는 적합한 데이터 계약이  
포함된 마이크로 SIM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리테일러와의 초기 계약 후 추가적인 가입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은 지역에 따라 접속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InControl 시스템:  landroverkorea.co.kr/ownership/incontrol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LAND ROVER INCONTROL

InControl은 랜드로버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운전자와 올-뉴 디스커버리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두 가지 InControl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즉, InControl Touch 또는 InControl Touch Pro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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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특성 및 구매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양과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101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INCONTROL TOUCH PRO

HSE 및 HSE Luxury 모델에서 사용 가능

 – 10인치 터치스크린
 – 스피커 10개 및 서브우퍼 포함 Meridian™ 사운드 시스템 380W(HSE 모델 기본 사양)
 – 스피커 14개 및 서브우퍼 포함 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시스템 825W 

(HSE 모델의 옵션 사양, HSE Luxury 모델 기본 사양)
 – CD-DVD
 – 음성 인식
 – InControl Touch Pro 내비게이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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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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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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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옵션

 – 10인치 듀얼 뷰 터치스크린
 – TV
 – 뒷좌석 엔터테인먼트(8인치 스크린 2개)

INCONTROL TOUCH

SE 모델에서 사용 가능

 – 8인치 터치스크린
 – 스피커 10개 포함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 250W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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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ntrol Secure는 차량에 대한 모든 승인되지 않은 이동을 감지하여  
도난 차량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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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AYS TO 
GET YOUR LIFE 
INCONTROL
InControl Touch와 InControl Touch Pro는 다양한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InControl 
기술은 주차 공간을 더 쉽게 찾도록 도와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며,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추적을 
돕는 등, 더 자유롭고 즐거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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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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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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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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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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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InControl 시스템: landroverkorea.co.kr/ownership/incontrol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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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PROGRESS
도착 예상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내비게이션 안내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도착 시간을 선택된 연락처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ETA 공유 기능이  
텍스트나 전자 메일을 통해 자동 업데이트 정보를 보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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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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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 이상의 바로가기를 설정할 수 있는 홈 화면에 원하는 사용자 지정 
기능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최대 4개의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HELP IS ALWAYS AT HAND
InControl Protect를 선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 서비스 
팀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거나 차 안에 있는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랜드로버 
어시스턴스 서비스 담당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STOLEN VEHICLE TRACKING
옵션 사양인 InControl Secure를 선택하면 도둑이 차량에  
침입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차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DOOR-TO-DOOR
주차한 후에는 Route Planner App이 계속 목적지까지 안내하며, 
대중 교통 옵션이 포함되므로 목적지까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emote Premium 앱을 사용하면 차량이 잠겨  
있고 모든 도어와 윈도우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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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SYSTEMS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전해주는 오디오 시스템 옵션  
3가지가 있습니다. 

250W의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0W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신중하게 배열된 10개 스피커와 듀얼 채널  
서브우퍼를 통해 고음질을 실현하여 선명한 고음과 중후한 저음을 제공합니다.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14개 스피커와 듀얼 채널 서브우퍼를  
통해 825W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Meridian Trifield™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오디오 재생을 제공하여 차량 내의 모든 좌석에서  
고음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모두 실내  
잡음을 부드럽게 순화하고 자동으로 사운드 밸런스를 유지하는 다이내믹  
볼륨 컨트롤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Trifield와 "쓰리 필드"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왼쪽의 인테리어 이미지는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옵션사양인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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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825W 출력 서브우퍼 USB 포트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14개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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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WhiteFire®는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 상표이며, 랜드로버는 라이센스 하에 이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CONNECTIVITY

INTERIOR POWER POINTS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혁신적인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3열 시트 모두에 USB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착석 위치에 관계없이 탑승자 한 사람이 태블릿, 휴대폰 또는 기타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사양인 InControl Connect Pro 팩을 적용한 HSE와 HSE Luxury 모델은 
Wi-Fi 핫스팟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REAR SEAT ENTERTAINMENT
뒷자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옵션 사양)으로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8인치 스크린과 함께 뒷자석에서도 
편안하게 멀티미디어를 즐기십시오. 스크린에는 추가적으로 '목적지 도착 정보 (Journey Status)'가 
표기되어,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와 시간을 내비게이션 요약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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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m

COMFORT FOR ALL

AUTOMATIC ACCESS HEIGHT
차에서 내릴 때도 당신의 스타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목적지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거나 안전 벨트를 풀고나면 차고가 15mm 낮아지는 자동 차고 높이 조절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도어를 열면 차고가 40mm만큼 더 낮아져 훨씬 편리하고 
우아하게 차량에 탑승하거나 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면 자동으로 
차고가 정상 높이로 복귀됩니다.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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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PANORAMIC ROOF
풀 사이즈의 고정식 또는 슬라이딩 파노라믹 루프는  
차량의 모든 열에 풍부한 자연광을 비추고 실내가 넓고  
밝게 느껴지게 합니다. 

파노라믹 루프에는 햇빛을 차단하여 실내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 어두운 색으로 선팅된 강화 유리가 사용됩니다.  
파노라믹 루프를 선택한 경우 안락함을 더할 수 있는 전동식 
선 블라인드도 제공됩니다.

CONFIGURABLE AMBIENT 
INTERIOR LIGHTING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옵션을 사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Ice White부터 Moon Light 및 Racing Red까지 모두  
5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CLIMATE CONTROL 
올-뉴 디스커버리는 외부의 날씨에 관계없이 차내의 온도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우 효율적인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엄격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이 시스템은 최저 -40°C에서 
최고 50°C에 이르는 실제 온도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및 뒷좌석 탑승자가 각각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3존 온도조절 시스템의 세 가지 버전이 제공됩니다. 
트림에 따라 프리미엄 4존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과 냉방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프리미엄 4존 시스템은 
뒷좌석의 고급스러움을 대폭 향상시켜 주며 뒷좌석에는 
탑승객의 얼굴과 발 높이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SEATING
앞/뒷좌석 히팅 시트는 SE 및 HSE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급 차종 최초의 옵션 사양인 3열 시트도 앞/뒷좌석  
히팅/쿨링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원하는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앞좌석 
시트 옵션도 제공이 되며,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터치스크린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강도는 다섯 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강도를 
선택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구체적인 특성 및 구매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양과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101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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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ACTIVITY KEY
액티비티 키는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존 스마트키를 휴대할 필요 없이 
액티비티 키만 착용해도 되므로 그만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밴드 형태의 액티비티 키는  
견고하며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차 키를 몸에 지닌 채로 요트 타기에서 스카이 다이빙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키는 극한의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으며 
최대 30m의 수심과 -40°C에서 +85°C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키만을 사용하여 차량을 잠그고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에서 내릴 때 기존의  
키 리모컨을 차내에 놓아두더라도 '액티비티 키'만으로 테일게이트를 잠글 수 있으며, 기존의  
키 리모컨은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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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AND ENGINES

왼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TRANSMISSION AND ENGINES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올-뉴 디스커버리의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은 최첨단 전자 제어식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촘촘하게 설정된 기어비의 8단 자동 
변속기는 랜드로버 엔지니어의 전문적인 튜닝을 거쳐 부드러운 변속을 자랑합니다. 
또한, 불과 200 밀리세컨드 이내에 변속이 이루어져 운전자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빠른 반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 쉬프트를 사용하면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보다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경량 8단 자동 변속기는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는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료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변속기가 D모드로 엔진이 공회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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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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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km/h 가속 시간 
(초)

최고 속도  
(km/h)

엔진 배기량  
(cc)

2.0L Td4 인제니움 디젤 180PS 10.5 180 1,999

2.0L Sd4 인제니움 디젤 240PS 8.3 194 1,999

INGENIUM DIESEL ENGINES
Td4 180PS
랜드로버의 최첨단 4기통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놀라운 성능과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경량 알루미늄 2.0L 엔진은 DOHC 실린더 
헤드 구조에 가변 캠 타이밍 시스템과 트윈 밸런서축을 적용하여 
탁월한 정교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엔진은 최신 고압 커먼 레일 연료 직분사 시스템을 
사용하며 가변 노즐 터빈이 장착된 싱글 터보차저와 고효율  
수냉식 인터쿨러를 갖추고 있어 엔진의 반응성이 탁월합니다. 

Sd4 240PS
인제니움 디젤 엔진의 240PS 고출력 버전입니다. 시퀀셜 트윈 
터보차저가 적용된 해당 엔진은 동급 최고의 성능과 탁월한  
저속 주행성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엔진입니다.

독창적인 피스톤 디자인과 최적화된 연소 보울이 적용되어  
동력과 토크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2,200bar의 고압에서 작동하며 인젝터 유량이 32.5% 
향상된 솔레노이드 인젝터가 사용됩니다. 이 인젝터는 강력하고 
보다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 엄청난 
정밀도와 속도로 개폐를 반복합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

DESIGN DRIVING TECHNOLOGY FINISHING TOUCHES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ENGINES BODY AND CHASSIS SAFETY ENVIRONMENTAL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TRANSMISSION AND ENGINES

0-100km/h 가속 시간 
(초)

최고 속도  
(km/h)

엔진 배기량  
(cc)

3.0L Td6 디젤 258PS 8.1 209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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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노즐 저유량 인젝터 구조를 사용하여 분사 정밀성 및 연료 
미립화가 향상되었습니다. 61.2kg·m라는 압도적인 최대 토크를 
제공하는 Td6 엔진은 더욱 정교하고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트윈 인터쿨러가 적용된 인테이크 시스템이 뛰어난 냉각성능을 
제공하고, 최신 탠덤 솔레노이드 지능형 스톱/스타트 시스템을 
장착하여 연료 소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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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PERFORMANCE
올-뉴 디스커버리에 탑재되는 4개 엔진 각각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토크와  
출력 곡선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여 엔진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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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CHASSIS 

STRENGTH AND STABILITY
LIGHTWEIGHT CONSTRUCTION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강도, 지속 가능성,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최대 480kg 
가벼워졌으며, 이는 4기통 엔진의 연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신 재료 및 제조 기술이 활용된  
이 차량은 오프로드 주행과 관련된 노킹 및 충격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ATE-OF-THE-ART  
LIGHTWEIGHT SUSPENSION  
ARCHITECTURE
경량 서스펜션 구조는 올-뉴 디스커버리가 갖는 주행 
성능의 주요 요소입니다. 

주로 경량 알루미늄 구성 부품으로 이루어진 서스펜션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간격이 넓은 더블 위시본 타입의 
프론트 서스펜션과 첨단 멀티링크 타입의 리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올-뉴 디스커버리의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우수한  
응답성, 민첩한 핸들링, 탁월한 주행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올-뉴 디스커버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스펜션 옵션은  
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V6와 올-뉴 디스커버리 Td4 인제니움 비교.
Td4 180PS 엔진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섀시  
구성 부품

인테그럴  
멀티링크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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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CHASSIS

테일게이트  
경량 플라스틱 합성 부품

알루미늄

모노코크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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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 외측 2열 및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열 ISOFIX는 가죽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열 시트가 지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CUPANT SAFETY PROTECTION
최적의 알루미늄 바디 구조를 적용한 올-뉴 디스커버리는 탁월한 
강성과 안전 공간을 제공하여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 다수의 '가상' 충돌 시험을 
실시하여 충돌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탑승자 안전 패키지에는 앞좌석 전방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 안전 
벨트 프리텐셔너*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6개 에어백이 탑재되어 있으며, 7인승을 
선택한 경우 8개 에어백이 탑재됩니다.

SEAT BELT PRETENSIONERS*
전방 충격 시 에어백과 함께 작동하여 탑승자의 전방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ISOFIX POINTS
3열 시트 모두**에 최대 5개*의 하부 ISOFIX/i-Size 마운팅과  
관련 상부 테더 앵커 포인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마운팅은 
어린이 안전 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 장치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판매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CURTAIN AIRBAGS 
WITH ROLLOVER SENSING
측면 충돌이나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복 감지 센서가 있는  
커튼 에어백이 전개되어 두부 외상을 방지합니다.

DRIVING AND PARKING SAFETY AIDS 
올-뉴 디스커버리는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팀 및 후방 교통 감지, 주차 보조 기능,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주행 및 주차 안전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미가 돋보이는 LED 라이트가 차량의 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장착되어 시인성이 보다 향상되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안한 야간 주행을 위해 어댑티브 램프가 
차량 전방으로 투사되는 조명을 조절하고 전조등이 커브 길을 따라 
비추게 합니다.

다양한 주행 안전 보조 기능과 적용 가능 모델에 대해서는  
40~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주차 안전 보조 기능과 적용 가능 모델에 대해서는  
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AFETY

PASSENGER SEAT BELT  
CHE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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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위쪽 사진의 차량은 옵션 사양인 3열 시트가 적용된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1 운전석 에어백

2 조수석 에어백

3 커튼 에어백

4 사이드 흉곽 에어백

5 조수석 에어백 비활성화 스위치

6 안전 벨트 프리텐셔너

7 안전 벨트 알림

8 ISOFIX/ISIZE 포인트

SAFE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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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JLR 데이터 2014/15 및 2007    
**디스커버리 TDV6 및 올-뉴 디스커버리 Sd4 엔진의 재규어 랜드로버 수명 주기 평가 결과에 기준합니다. 
보여지는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올-뉴 디스커버리는 제품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모두가 
선망하는 자동차를 공급하겠다는 랜드로버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에 위치한 
엔진 제조 센터에서는 22,000개 이상의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최대의 루프 탑재형 태양 전지판입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차량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자원 사용량을 낮추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며, CO2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됩니다. 경량 알루미늄 구조와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설계된 올-뉴 
디스커버리는 재료 생산 및 개발 단계부터 최종 고객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표준에 따르는 첨단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집니다. 랜드로버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여 
차량 한 대 생산 시 배출되는 CO2 양을 30% 줄였습니다. 차량 한 대 생산 시 
매립되는 제조 폐기물의 양은 79%* 감소되었고 물 사용량은 34%* 감소되었습니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원 관리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장기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LIGHTWEIGHT AND SUSTAINABLE MATERIALS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현명한 소재 사용과 지속 가능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체 구조에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차량의 수명 기간 동안 CO2 배출량을 9%**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의 자체 순환식 알루미늄 공급망은 랜드로버의 
판금 압축 공정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알루미늄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통해 1차 알루미늄 생산을 줄여 에너지를 보존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양을 최소화하면서 차량에 사용할 고품질의 알루미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최대 50%의 폐쇄 루프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등, 가능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 HSE Luxury 모델은 계기판, 휠 아치 
라이너 및 범퍼에 19kg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차량의 생산 주기 동안 
매립지에서 7,85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회수합니다. 이 차량은 차량의 수명이 끝날 
때 85%의 재활용률/재사용률과 95%의 회수율 목표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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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단계를 따라 올-뉴디스커버리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이 다음 페이지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엔진, 모델,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 휠, 마감 소재와 액세서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을 선택하여 당신의 개성을 표현하십시오. 

취향에 맞는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landroverkorea.co.kr의  
온라인 옵션 구성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1 2
78-79 80-101

당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올-뉴 디스커버리를 
선택해보십시오. 

STEP 1 
CHOOSE YOUR ENGINE
강력한 가솔린 엔진 또는 디젤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각 모델의 기본 사양과 옵션 사양을 비교하십시오. 
차량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패키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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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4 5 6
102-105 106-107 108-115

122-123

116-121

TECHNICAL DETAILS 
성능 및 제원

STEP 3 
CHOOSE YOUR COLOUR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가  
제공됩니다.

STEP 4 
CHOOSE YOUR WHEELS
다양한 스타일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5 
CHOOSE YOUR INTERIOR
최고급 소재, 시트, 마감재의 이상적인 색상 조합을 
선택하여 취향에 맞는 실내 공간을 완성하십시오. 

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취향에 맞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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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1 
CHOOSE YOUR ENGINE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 잔량이 약 9리터일 때 연료 부족 경고가 표시됩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DRIVELINE AND ENGINE PERFORMANCE
정교하고 연비가 뛰어난 첨단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장착한 올-뉴 디스커버리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모든 엔진에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됩니다. 

인제니움 디젤 디젤

2.0L Td4 2.0L Sd4 3.0L Td6

자동 자동 자동

POWER (PS) 180 240 258

드라이브라인 4륜 구동(4WD) 4륜 구동(4WD) 4륜 구동(4WD)

최대 출력(kW(PS)/rpm) 132 (180) / 4,000 177 (240) / 4,000 190 (258) / 3,750

최대 토크(kg·m/rpm) 43.9 / 1,500 51.0 / 1,500 61.2 / 1,750-2,250

배기량(cc) 1,999 1,999 2,993

기통 수 4 4 6

실린더당 밸브 4 4 4

실린더 레이아웃 I4 V6

MODELS BY ENGINE
SE HSE

2.0L Td4 인제니움 디젤 180PS 4 4

2.0L Sd4 인제니움 디젤 240PS 4 4

3.0L Td6 디젤 258PS 4 4

4 기본  –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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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MODEL HAS A CHOICE OF 
UNIQUE FEATURES
이 가이드는 적합한 올-뉴 디스커버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 모델별 주요 기본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DISCOVERY SE

 – Narvik Black 서라운드 Dark Atlas 그릴
 – Narvik Black 서라운드 Dark Atlas 펜더 벤트 잉곳
 – 바디 컬러 도어 핸들
 – Dark Techno Silver 토우 아이 커버
 – 파워 폴딩 열선내장 도어 미러
 –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
 – 19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1' 알로이 휠
 – 시트 팩 2 - 12방향 전동 조절 Grained 가죽 시트

 –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전방 주차 센서 
 – 후방 주차 센서
 – 레인 센싱 윈드스크린 와이퍼
 – 자동 헤드램프
 – 후방 카메라
 – 2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 250W, 10개 스피커 
(InControl Touch)

 –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 Gloss Black 트림 피니셔.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혹은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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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HSE DISCOVERY HSE LUXURY

SE 기본 사양에 다음 사양 추가:
 – 전방 안개등
 – 시그니처 하이라인 테일램프
 – 키리스 엔트리
 – 전동식 이너 테일게이트
 – 파워 테일게이트
 – 센터패시아 수납 공간.

SE 사양을 다음 사양으로 대체:
 – Narvik Black 서라운드 Atlas 그릴
 – Narvik Black 서라운드 Atlas 펜더 벤트 잉곳
 – White Silver 토우 아이 커버
 –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AHBA)
 –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알로이 휠
 – Meridian™ 사운드 시스템 380W, 10개 스피커, 서브우퍼 
(InControl Touch Pro)

 – 시트 팩 3 - 12방향 조절 전동 조절 Grained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포함)

 – 3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 Natural Shadow Oak 베니어.

HSE 기본 사양에 다음 사양 추가:
 –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  전동식 슬라이딩 선루프 & 고정식 리어 글래스 –  
파워 블라인드 포함

 –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 제스처 테일게이트
 – 앞좌석 히팅/쿨링 시트
 – 인테리어 가죽 확장팩
 – 센터콘솔 쿨링 박스
 – 디지털 TV.

HSE 사양을 다음 사양으로 대체:
 – Atlas 컬러 Discovery 스크립트(보닛 및 테일게이트)
 – 부식 방지 처리 서라운드 바디 컬러 도어 핸들
 – 20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1' 알로이 휠
 – 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825W,  
14개 스피커, 서브우퍼 (InControl Touch Pro)

 –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시트 팩 4 – 16방향 조절 전동 조절 Windsor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포함)

 – 윙타입 헤드레스트.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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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스트 루프 색상은 익스테리어 도장 색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왼쪽 사진의 차량은 다이내믹 디자인 팩이 적용된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22인치 Satin Dark Grey 다이아몬드 선삭 마감 알로이 휠 및 추가적인 옵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PERSONALISING YOUR ALL-NEW DISCOVERY

DYNAMIC DESIGN PACK
대담한 디자인. 매력적인 자태. HSE 및 HSE Luxury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이내믹  
디자인 팩을 통해 올-뉴 디스커버리의 디자인 특징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디자인된 전면 범퍼가 더욱 스포티한 외관을 만들어 줍니다. 21인치 Satin  
Dark Grey 또는 22인치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시 알로이 휠과 Black  
또는 Grey 콘트라스트 루프*로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한층 개선하도록 디자인된 유니크한 메시 그릴, 펜더 벤트, Discovery 
보닛 및 테일게이트 스크립트, 테일게이트 아플리크 및 미러 캡은 Narvik Black 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세심하게 선택된 인테리어 마감재는 콘트라스트 스티칭을 비롯한 고품격 인테리어  
디테일을 적용하여 Windsor 가죽에서 사용할 수 있는 3 가지 색상 옵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듭니다. Dark Brushed Aluminium 콘솔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과  
독특한 Titanium Mesh 트림 마감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맞춤형 프리미엄  
카펫 매트, 광택 마감 패들 시프트 및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로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이내믹 디자인 팩 옵션에 대해서는 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어 범퍼 피니시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시 알로이 휠 Nimbus 컬러의 콘트라스트 스티치가 적용된 Ebony 시트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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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Narvik Black 그릴 Gloss Black 알로이 휠 Narvik Black 미러 캡 Narvik Black 펜더 벤트

PERSONALISING YOUR ALL-NEW DISCOVERY

BLACK DESIGN PACK
시선을 더욱 집중시키고 싶다면 SE, HSE 및 HSE Luxury 모델에서 블랙 디자인 팩을  
선택하여 올-뉴 디스커버리에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블랙 디자인 팩은 모든 익스테리어  
컬러에 적용 가능하며 Narvik Black 컬러의 그릴, 펜더 벤트, 미러 캡, 그리고 보닛 및 테일게이트에  
새겨진 'DISCOVERY' 스크립트를 포함합니다. 20인치, 21인치 및 22인치 Gloss Black 알로이 휠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22인치 휠은 HSE 및 HSE Luxury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블랙 디자인팩을 적용한 Silicon Silver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22인치의 Gloss Black 마감의 알로이 휠 및 추가적인 옵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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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Engine Transmission, Suspension and Driving Dynamics

OPTION CODE 2.0L Td4 2.0L Sd4 3.0L Td6 3.0L Si6 DESCRIPTION

8단 자동 변속기 4 4 4 4 6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단 트랜스퍼 박스(하이 레인지) 4 – – – 

2단 트랜스퍼 박스(하이/로우 레인지) – 4 4 4 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4 4 4 4 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액티브 리어 록킹 디퍼렌셜 027DB – 8 8 8 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수동식 센터 디퍼렌셜 4 – – – 기본 장착 및 1단 트랜스퍼 박스(하이 레인지만 해당)

전자식 센터 디퍼렌셜 – 4 4 4 기본 장착 및 2단 트랜스퍼 박스(하이/로우 레인지만 해당)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 5모드(암반 모드 포함) – 4 4 4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088IA – 8 8 8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1) 095CB – 8 8 8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o Stop/Start 4 4 4 – 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HDC) 4 4 4 4 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안티록 브레이킹 시스템(ABS) 4 4 4 4

속도 감응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AS) 4 4 4 4 3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 4 4 4 4

오르막길 주행 보조 장치(HSA) 4 4 4 4 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 4 4 4 4 3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롤 스태빌리티 컨트롤(RSC) 4 4 4 4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4 4 4 4

비상 브레이크 어시스트(EBA) 4 4 4 4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EBD) 4 4 4 4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AC) 4 4 4 4

트립 컴퓨터 4 4 4 4

비상 정지 신호 4 4 4 4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기능 플러스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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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4 기본   8 옵션   Δ 무상 옵션   – 제공되지 않음

(2)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익스테리어 도장 색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d4 인제니움 엔진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다이내믹 디자인 팩 및 블랙 디자인 팩의 일부로 기본 제공됩니다. 부식 방지 처리 테두리 장식을 적용한 바디 컬러 도어 핸들을 대체합니다   (4) 블랙 디자인 팩의 일부로 기본 제공됩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ROOF AND EXTERIOR DESIGN

Black 콘트라스트 루프 (2) 080AN – 8 8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rey 콘트라스트 루프 (2) 080EE – 8 8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동식 슬라이딩 선루프 & 고정식 리어 글래스 – 파워 블라인드 포함 041CR 8 8 4 뒷좌석 독서등을 포함합니다.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고정식 파노라믹 루프(수동 블라인드 포함) 041CS 8 8 ∆ 뒷좌석 독서등을 포함합니다.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lack 루프 레일 060AW 8 8 8

Black 루프 레일 060BC 8 8 8

Narvik Black 서라운드 Dark Atlas 그릴 4 – –

Narvik Black 서라운드 Dark Atlas 펜더 벤트 잉곳 4 – –

Narvik Black 서라운드 Atlas 그릴 – 4 4

Narvik Black 서라운드 Atlas 펜더 벤트 잉곳 – 4 4

바디 컬러 도어 핸들 080AW 4 4 8 (3)

부식 방지 처리 서라운드 바디 컬러 도어 핸들 – – 4

Gloss Black 테일게이트 피니셔 4 4 4

Brunel 컬러 Discovery 스크립트(보닛 및 테일게이트) 4 4 –

Atlas 컬러 Discovery 스크립트(보닛 및 테일게이트) – – 4

Dark Techno Silver 견인 고리 커버 (4) 4 – –

White Silver 견인 고리 커버 –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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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2)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랜드로버 승인 토우 바가 필요합니다   (3) Td4 인제니움 엔진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360° 주차 센서 및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Td6 엔진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GLASS AND EXTERIOR MIRRORS

소음 차단 윈드스크린 4 4 4

열선내장 리어 윈도우 및 리어 워시 와이퍼 4 4 4

도어 퍼들 램프 4 4 4

열선윈드스크린 040AK 8 8 8

열선워셔젯 040AQ 8 8 8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047AP 8 8 4
티타늄과 은을 여러 겹으로 도포한 정밀 메탈릭 코팅을 적용하여 
적외선을 반사하고 더운 환경에서도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해 줍니다.

레인 센싱 윈드스크린 와이퍼 030CQ 4 4 4

파워 폴딩 열선내장 도어 미러(웰컴 램프 포함) 030NB 4 4 4

눈부심 방지 사이드 미러 (1) 031EB 8 8 4

TOWING

트레일러 안정성 보조 장치(TSA) (2) 4 4 4 4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방 및 후방 구난 후크  4 4 4

첨단 견인 보조 기능 (2) (3) 062CE 8 8 8 4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분리형 토우 바 (4) 028GA 8 8 8

전동 전개식 토우 바 (4) 028GC 8 8 8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88

ENGINE MODELS COLOURS WHEELS INTERIORS ACCESSORIES
TECHNICAL

DETAILS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5) 시그니처 하이라인 테일램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장착 시 기본 사양입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WHEEL FEATURES

공간절약형 알로이 스페어 휠 029QQ 8 8 8 툴키트를 포함합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 4 4 4 툴키트를 포함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4 4 4

잠금 휠 너트 8 8 8

HEADLIGHTS AND LIGHTING

주간 주행등(DRL) 4 4 4

전방 안개등 064AP 8 4 4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 4 4 4 LED 시그니처 라이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고도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헤드램프 파워 워시를 포함합니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 064GJ 8 (5) 8 8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도로의 방향을 따라 회전하고 고정식 
코너링 라이트가 급격한 곡선 구간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비춰 
운전자가 야간에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시그니처 하이라인 테일램프 8 (6) 4 4

자동 헤드램프 064CY 4 4 4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AHBA) 030NT 8 4 4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헤드램프는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며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밝아집니다.

PAINT

솔리드 페인트 – Fuji White 4 4 4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탈릭 페인트 8 8 8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 8 8 8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89

ENGINE MODELS COLOURS WHEELS INTERIORS ACCESSORIES
TECHNICAL

DETAILS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http://landroverkorea.co.kr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파워 테일게이트 또는 파워 제스처 테일게이트에만 장착해야 합니다   (2)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뒷좌석 엔터테인먼트가 적용된 HSE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열선내장 및 냉방 프론트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열선내장 프론트 윈드스크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3열 시트 및 전동식 3열 시트, 열선내장 프론트 윈드스크린, 열선내장 워셔젯 및 열선내장 스티어링 휠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HSE 모델의 시트 팩 4 및 HSE Luxury 모델의  
시트 팩 4 또는 5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3열 시트 및 전동식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3열 시트, 전동식 각도 조절 리어 시트 및 전동식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SEATS

5인승 시트 4 4 4

3열 시트 033BI 8 (1) 8 8 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동식 3열 시트 (2) 033QB – 8 8 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0:40 폴딩(로드 스루) 리어 시트 - 매뉴얼 슬라이드 & 리클라인 기능 포함 4 4 4 1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동식 리클라인 리어 시트 (2) 033IR – 8 8 1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앞좌석 윙타입 헤드레스트 033QU – 8 (3) 4

시트 팩 2 – 12방향(10방향 전동 조절) 앞 좌석과 Grained 가죽 시트  4 – –

시트 팩 3 – 12방향(10방향 전동 조절) 잎 좌석과 Grained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포함) – 4 –

시트 팩 4 – 16방향(14방향 전동 조절) 앞 좌석과 Windsor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포함) 033VL – 8 4

시트 팩 5 – 16방향 조절 전동 조절 Windsor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포함)와 마사지 기능(4) 033VN – – 8

히팅 프론트 시트 (5) 033BV 8 8 –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히팅 프론트 시트 및 리어 시트 (5) 033EQ 8 8 –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히팅 프론트 시트, 리어 시트 및 3열 시트 (6) 033BH – 8 –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 033GP – 8 –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와 리어 시트 (7) 033IN – 8 8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 열선내장 리어 시트 (7) 033GQ – 8 8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 히팅 리어 시트 및  
3열 시트 (7) (8) 033BK – 8 8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와 리어 시트 및 히팅 3열 시트 (7) (8) 033BL – 8 8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9) 095HB – 8 8 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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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1) 전체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12)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전체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 기본 제공되며, Nimbus/Espresso 인테리어 색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STEERING WHEEL

수동 조절 스티어링 컬럼(4방향) 4 – –

전동 조절 스티어링 컬럼(4방향) – 4 4

프리미엄 가죽 스티어링 휠(다기능 컨트롤 포함)  
및 기어 변속 패들

4 4 4

열선 스티어링 휠 032DV 8 8 8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열선내장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제공됩니다.

INTERIOR FINISHERS

Gloss Black 피니셔 4 – –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ark Satin Brushed Aluminium 트림 피니셔 088HP 8 8 8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atural Shadow Oak 베니어 088JU 8 4 4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atural Charcoal Oak 베니어 088HY – 8 8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igh Gloss Charcoal Oak 베니어 088JO – 8 8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 (11) 088JV – 8 8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론트 및 리어 프리미엄 카펫 매트 079BO 8 8 4

HEADLINING

Nimbus 헤드라이닝 (12) 4 4 4 110~1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bony 헤드라이닝 (13) 005BJ 8 8 8 110~1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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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전동식 선루프 및 고정식 파노라믹 선루프 장착 시 기본 사양입니다   (2)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장착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INTERIOR FEATURES

운전석 및 조수석 선바이저(조명 화장 거울 포함) 4 4 4

프론트 및 리어 그랩 핸들 4 4 4

점등식 글로브 박스, 오버헤드 콘솔 하향등, 적재 공간 램프 및 독서등 4 4 4

흡연자 패키지 094AA 8 8 8 1열에 재떨이와 시가 라이터를 포함합니다.

눈부심 방지 인테리어 미러 4 4 4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4 4 –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 – 4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뒷좌석 독서등 064MA 8 (1) 4 4

트윈 프론트 컵 홀더 4 – –

트윈 프론트 컵 홀더(덮개 포함) 026SB – 4 4 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쇼핑백 후크 – 4 4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상부 보조 글로브 박스 4 4 4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센터 콘솔 쿨링박스 038EA 8 8 4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존 온도 조절 시스템 022AY 4 – –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존 온도 조절 시스템 022BC – 4 4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존 온도 조절 시스템 022BG – 8 8 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OWAGE

오버헤드 콘솔 선글라스 보관함 (2) 4 4 4

뒷좌석 암레스트(트윈 컵 홀더 포함) 4 4 4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센터 콘솔 트윈 덮개식 수납함 4 4 4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센터 콘솔 하부 수납함 4 4 4 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열 측면 덮개식 수납함 및 5V 충전 포트 1개 (3) 4 4 4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시아 수납 공간 – 4 4 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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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afety and Security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안전 벨트 경고음(3열 포함) 4 4 4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4 4 4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상 제동 라이트 4 4 4

주변 경보 4 4 4

전복 감지 에어백 전개 4 4 4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이드 커튼 에어백 4 4 4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수석 ISOFIX 4 4 4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열 ISOFIX 4 4 4 3열 시트 지정 시 기본 사양입니다.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단 경보 시스템 076EL 8 8 8

이 첨단 경보 시스템은 차량이 잠겨 있을 때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 내부로의 모든 침입을 감지하여 향상된  
도난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경보가 활성화되면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구급 상자 056AZ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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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이 옵션은 온로드 팩 레벨 2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2) 이 옵션은 온로드 팩 레벨 1 또는 2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3) 360° 주차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4) 이 옵션은 온로드 팩 레벨 1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river Assistance, Convenience and Loadspace Features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푸시 버튼 스타트 4 4 4

크루즈 컨트롤 4 4 4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큐 어시스트 포함) 065AG 8 8 8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086BC 8 8 8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086DH 8 (1) 8 (2) 8 (2)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1) 086BG 8 8 8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포함합니다.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후방 주차 센서 086EH 4 4 4

전방 주차 센서 086EG 4 4 4

360° 주차 보조 장치 036MB 8 8 8

후진을 선택하여 차량 주위에 배치된 센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거나 수동으로 센서를 활성화한 경우 터치스크린에  
차량의 주차 상황이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주차 조작 시, 
터치스크린의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오디오 피드백을 통해  
차량이 물체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려줍니다.

주차 보조 기능 - 평행 및 직각 주차 (3) 086HA 8 8 8 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후방 카메라 086FA 4 4 – 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086GC 8 8 4 45페이지와 4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후방 교통 감지 (4) 086GF – 8 8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 (1) 086GG 8 8 8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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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5)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5인승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키리스 엔트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파워 테일게이트를 포함합니다   (8) 파워 테일게이트 또는 파워 제스처 테일게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river Assistance, Convenience and Loadspace Feature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도강 수심 감지 장치 (Wade Sensing) (5) 075EA – 8 8 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키리스 엔트리 066AC 8 4 4
운전자가 원격 스마트 키를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도  
차량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키 066CA 8 8 8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내 온도 조절을 이용한 원격 히팅 장치 043AV 8 8 8
주차 히터는 엔진을 예열하고 잔열을 실내로 보내 차량 내부를  
미리 따뜻하게 덥혀 겨울철에 아늑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LOADSPACE FEATURES

러기지 고정 루프 4 4 4

적재 공간 커버 4 4 4

적재 공간 보관 레일 (6) 135AH 8 8 8

적재 공간 파티션 네트 026EU 8 8 8

파워 테일게이트 070AW 8 4 –

제스처 테일게이트 070BA 8 (7) 8 4

전동식 이너 테일게이트  079EC 8 (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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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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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Bluetooth® 단어 상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입니다. 랜드로버는 라이센스 하에 그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1)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및 듀얼 뷰 터치스크린에서는 오버헤드 콘솔 선글라스 수납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SE 모델에서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가 장착된 앞좌석 윙 헤드레스트가 필수입니다    
(2)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팩 및 InControl Connect Pro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3) InControl Protect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DESCRIPTION

8인치 터치스크린(InControl Touch) 4 – –

10인치 터치스크린(InControl Touch Pro) – 4 4

듀얼 뷰 터치스크린 (1) 087AS – 8 8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 250W - 10개 스피커 4 – – 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ridianTM 사운드 시스템 380W - 10개 스피커, 서브우퍼 – 4 – 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ridianTM 디지털 서라운드 시스템 825W - 14개 스피커, 서브우퍼 025LN – 8 4 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연결 4 4 4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1) 129AH – 8 8 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디지털 TV 129AA – 8 4

InControl Protect 8 8 8 5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nControl Touch Pro 내비게이션 011BE – 4 4 5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nControl Remote Premium (2) 011DA – 8 8 5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nControl Pro 서비스 (2) 025RC – 8 8 5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nControl Secure (3) 011AE 8 8 8 5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nControl Apps 025PA 8 8 8 5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12V 보조 충전 포트(상부 글로브 박스) 4 4 4

트윈 12V 보조 충전 포트(2열) 054AM 4 8 8

트윈 USB 소켓(2열) 054AN 8 4 4 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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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4) Td4 인제니움 엔진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블랙 디자인 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익스테리어 도장 색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102~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적용 가능한 인테리어 색상에 대해서는 1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tion Packs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COMPLETE DYNAMIC DESIGN PACK (4) 032IN

Black 또는 Grey 콘트라스트 루프 (5) – 8 8

다이내믹 익스테리어 – 8 8

다이내믹 인테리어 (6) – 8 8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피니시 알로이 휠 –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시 알로이 휠 – 8 8

DYNAMIC EXTERIOR DESIGN PACK (4) 032IP

Black 또는 Grey 콘트라스트 루프 (5) – 8 8

다이내믹 익스테리어 – 8 8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피니시 알로이 휠 –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시 알로이 휠 – 8 8

BLACK DESIGN PACK 074LN

블랙 익스테리어 8 8 8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알로이 휠 8 8 8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Gloss Black 피니시 알로이 휠 8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알로이 휠 – 8 8

INCONTROL CONNECT PRO PACK 011CF

InControl Pro 서비스 – 8 8

InControl Remote Premium –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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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ON ROAD PACK LEVEL 1 074VX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8 8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후방 교통 감지 기능 – 8 8

ON ROAD PACK LEVEL 2 074VY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8 8 8

사각지대 보조 기능 및 후방 교통 감지 기능 8 8 8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큐 어시스트 포함) 8 8 8

차선 유지 보조 기능 8 8 8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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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Td4 인제니움 엔진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온도 조절 팩 옵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트 팩 5 옵션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3열 시트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CAPABILITY PLUS PACK (1) 074PM

액티브 리어 록킹 디퍼렌셜 8 8 8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8 8 8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8 8 8

COLD CLIMATE PACK (2) 072AC

열선 윈드스크린 8 8 8

열선 워셔젯 8 8 8

열선 스티어링 휠 8 8 8

히팅 프론트 및 리어 시트 8 8 –

7 SEAT COLD CLIMATE PACK (2) (3) 072BN

열선 윈드스크린 – 8 –

열선 워셔젯 – 8 8

열선 스티어링 휠 – 8 –

히팅 프론트 시트, 리어 시트 및 3열 시트 – 8 –

CLIMATE COMFORT PACK (2) 072BF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 8 –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 – 8 –

센터 콘솔 쿨링 박스 – 8 –

99

ENGINE MODELS COLOURS WHEELS INTERIORS ACCESSORIES
TECHNICAL

DETAILS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http://landroverkorea.co.kr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다른 온도 조절 팩 옵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VERSATILE CLIMATE COMFORT PACK (1) 072BM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 8 –

열선 윈드스크린 – 8 8

열선 워셔젯 – 8 8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 히팅 리어 시트 – 8 8

센터 콘솔 쿨링 박스 – 8 –

열선 스티어링 휠 – 8 8

LUXURY CLIMATE COMFORT PACK (1) 072BL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와 리어 시트 – 8 8

4존 온도 조절 시스템 – 8 8

시트 팩 4 – 8 –

시트 팩 5 – – 8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 8 8

열선 윈드스크린 – 8 8

열선 스티어링 휠 – 8 8

열선 워셔젯 – 8 8

7 SEAT LUXURY CLIMATE COMFORT PACK (1) (2) 072BP

히팅/쿨링 프론트 시트와 리어 시트 및 히팅 3열 시트 – 8 8

4존 온도 조절 시스템 – 8 8

시트 팩 4 – 8 –

시트 팩 5 – – 8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 8 8

열선 윈드스크린 – 8 8

열선 스티어링 휠 – 8 8

열선 워셔젯 – 8 8

STANDARD AND OPTION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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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3) 옵션 사양인 3열 시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목적 온도 조절 컴포트 팩, 럭셔리 온도 조절 컴포트 팩, 비전 어시스트 팩 또는 7인승 시트 럭셔리 온도 조절 컴포트 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테크놀로지 플러스 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는 시그니처 하이라인 테일 램프에만 적용됩니다.
차량의 전체 사양 및 적용 가능 옵션은 실제 국내 제공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REMOTE INTELLIGENT SEAT FOLD PACK (3) 074VP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 8 8

전동식 리클라인 리어 시트 – 8 8

전동식 3열 시트 – 8 8

InControl Apps – 8 8

InControl Remote Premium – 8 8

InControl Pro 서비스 – 8 8

TECHNOLOGY PLUS PACK (4) 074QM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 8 – –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8 – –

제스처 테일게이트 8 – –

VISION ASSIST PACK (5) 041CB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및 LED 시그니처 8 8 –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AHBA) 8 – –

눈부심 방지 사이드 미러 8 8 –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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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콘트라스트 루프는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적용 가능한 익스테리어 도장 색상은 모델 및 연중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CHOOSE YOUR COLOUR
당신에게 딱 맞는 올-뉴 디스커버리의 외관 색상을 고르세요. 최신 도장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색감과 컬러의 미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솔리드 페인트는 진한 단색을 만들고, 메탈릭 페인트는 강렬한 스파크 마감 처리를 자랑합니다. 
랜드로버만의 메탈릭 페인트는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Fuji White (solid)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Yulong White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Indus Silver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Corris Grey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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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CHOOSE YOUR COLOUR

Kaikoura Stone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Scotia Grey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Aintree Green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Loire Blue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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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콘트라스트 루프는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적용 가능한 익스테리어 도장 색상은 모델 및 연중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ilicon Silver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Santorini Black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Grey

Namib Orange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Firenze Red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Montalcino Red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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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CHOOSE YOUR COLOUR

Farallon Black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Grey

Waitomo Grey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Carpathian Grey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Aruba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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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블랙 디자인 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인치 및 22인치 휠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WHEELS

19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1' 4 – –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031HG 8 4 –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1) 031HJ 8 8 8

20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1' 031HH 8 8 4

21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02' 031HK 8 8 8

21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02' Diamond Turned 피니시 031HM – 8 8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19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1'

21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02'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1)

20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1'

4CHOOSE YOUR WHEELS

21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02' 

Diamond Turned 피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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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4
CHOOSE YOUR WHEELS

OPTION CODE SE HSE HSE LUXURY

WHEELS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031HL 8 8 8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Gloss Black 피니시 (1) 031HN 8 8 8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피니시 (2) 031GD –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031GE 8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1) 031GF –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시 (2) 031GH – 8 8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Polished 피니시 (3) VPLRW0117 8 8 8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2)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Td4 인제니움 엔진 모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액세서리 휠은 기본 또는 옵션 휠과 함께 선택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85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Gloss Black 피니시 (1)

21인치 10-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1012'

21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Satin Dark Grey 피니시 (2)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Gloss Black 피니시 (1)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11'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Polished 피니시 (3)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스타일 5025' 및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시 (2)

21인치 및 22인치 휠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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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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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CHOOSE YOUR INTERIOR – SEAT CONFIGURATION

위쪽 및 오른쪽의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60:40 폴딩(로드 스루) 리어 시트 - 매뉴얼 슬라이드 & 전동식 리클라인 기능 포함 

2열 시트는 앞뒤로 160mm를 움직일 수 있어 넉넉한 적재 공간과 레그룸을 제공하며, 최대  
27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파워 리클라인 기능이 있어 안락함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60:40 폴딩(로드 스루) 리어 시트 - 매뉴얼 슬라이드 & 리클라인 기능 포함 

기본 60:40 분할형 5인승 시트 구성은 성인 3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화물 로드  
스루형 시트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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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5 
CHOOSE YOUR INTERIOR

성인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와 스타디움식 시트 배치

실내에 잘 어울리는 옵션 사양인 3열 시트를 선택하면 공간 활용도가 향상되며 3열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급 차량 최초로 3열에도  
열선 옵션과 파워 리클라인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뉴 디스커버리에는 운전자 1명과 성인 6명이 탑승하여도 안락하면서 모던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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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COLOURWAYS EBONY /  
EBONY

(112페이지)

ACORN /  
EBONY

(113페이지)

NIMBUS / 
ESPRESSO
(113페이지)

VINTAGE TAN / 
EBONY

(112페이지)

GLACIER /  
EBONY

(113페이지)

EBONY / EBONY
Nimbus 디테일 포함

(114페이지)

EBONY / EBONY
Pimento 디테일 포함

(114페이지)

NIMBUS / EBONY
Reims Blue 디테일 포함

(114페이지)

INTERIOR COLOUR

시트 컬러 Ebony Acorn Nimbus Vintage Tan Glacier Ebony Ebony Nimbus 

카펫 Ebony Ebony Espresso Ebony Ebony Ebony Ebony Ebony

MODEL

SE(Grained 가죽) 6 6 – – – – – –

HSE(Grained 가죽) 6 6 6 – – – – –

HSE(Windsor 가죽) 6 – 6 6 – 6 6 6

HSE LUXURY(Windsor 가죽) 6 – 6 6 6 6 6 6

INTERIOR FINISHERS

Gloss Black 피니셔* 6 6 – – – – – –

Brushed Linear Aluminium 트림 피니셔 6 6 6 6 6 – – –

Natural Shadow Oak 베니어 6 6 6 6 6 – – –

Natural Charcoal Oak 베니어** 6 6 6 6 6 – – –

High Gloss Charcoal Oak 베니어** 6 6 6 6 6 – – –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 – – – – – 6 6 6

EXTERIOR COLOUR

Fuji White 6 6 6 ˘ 6 6 6 6

Yulong White ˘ 6 6 ˘ 6 ˘ ˘ 6

Indus Silver ˘ 6 6 6 6 6 6 6

Corris Grey ˘ 6 6 6 6 6 6 ˘

Kaikoura Stone 6 ˘ ˘ ˘ 6 6 6 6

Scotia Grey 6 6 6 6 ˘ 6 6 6

Aintree Green 6 6 ˘ 6 6 6 6 6

Loire Blue 6 6 6 6 6 6 6 ˘

Santorini Black ˘ ˘ 6 6 ˘ ˘ ˘ 6

Firenze Red 6 6 6 6 6 6 ˘ 6

Montalcino Red 6 6 6 – – – 6 6

Namib Orange ˘ 6 ˘ 6 6 ˘ 6 6

Silicon Silver 6 ˘ ˘ 6 ˘ 6 6 ˘

Aruba 6 ˘ ˘ 6 ˘ 6 6 ˘

Waitomo Grey 6 6 ˘ ˘ 6 6 6 6

Carpathian Grey ˘ 6 6 ˘ ˘ ˘ ˘ 6

Farallon Black 6 6 6 ˘ 6 6 6 ˘

CHOOSE YOUR INTERIOR – COLOUR COMBINATIONS
모델을 선택한 후 아래 표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컬러, 익스테리어 컬러 및 인테리어 피니셔의 완벽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CLUSIVE TO COMPLETE DYNAMIC DESIGN PACK

˘ 디자이너가 선택한 조합   6 적용 가능한 조합   – 적용 불가  
*SE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HSE 및 HSE Luxury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위의 표는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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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

4

2

6

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5 
CHOOSE YOUR INTERIOR

COLOURWAYS DOOR LOWER  
AND ARMREST UPPER DOOR ROLL TOP INSTRUMENT 

PANEL UPPER CENTRE STACK SIDE RAILS CUBBY BOX INSTRUMENT MID-SECTION 

A Ebony/Ebony Ebony Ebony Ebony Gloss Black* Ebony Ebony

B Acorn/Ebony Ebony Acorn Ebony Gloss Black** Ebony Acorn

C Nimbus/Espresso Espresso Nimbus Espresso Nimbus Brushed Aluminium Espresso Nimbus 

D Vintage Tan/Ebony Ebony Vintage Tan† Ebony Satin Brushed Aluminium Ebony Vintage Tan†

E Glacier/Ebony Ebony Glacier Ebony Nimbus Brushed Aluminium Ebony Glacier

EXCLUSIVE TO DYNAMIC DESIGN PACK

F Ebony/Ebony 및 Nimbus 디테일 Ebony Ebony Ebony Dark Brushed Aluminium Ebony Ebony

G Ebony/Ebony 및 Pimento 디테일 Ebony Ebony Ebony Dark Brushed Aluminium Ebony Ebony

H Nimbus/Ebony 및 Reims Blue 디테일 Ebony Nimbus Ebony Dark Brushed Aluminium Ebony Nimbus

1 2 3 4 5 6

*HSE 및 HSE Luxury 모델의 Satin Brushed Aluminium   **HSE의 Satin Brushed Aluminium(Grained 가죽)   †HSE의 Ebony(Windsor 가죽).
위쪽의 인테리어 이미지는 Nimbus/Espresso 컬러를 적용한 HSE Luxury의 인테리어입니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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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인테리어 이미지: SE 시트 팩 2 Ebony Grained 가죽 및 Gloss Black 피니셔

A Ebony / Ebony (SE, HSE 및 HSE Luxury에서 제공)

인테리어 이미지: 시트 팩 4가 적용된 Vintage Tan/Ebony 컬러의 HSE Luxury 인테리어  
Vintage Tan Windsor 가죽 시트 및 Ebony 콘트라스트 스티치 Natural Charcoal Oak 베니어

D Vintage Tan / Ebony (HSE 및 HSE Luxury에서 제공)

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인테리어 이미지는 인테리어 컬러 참조용이며 모델 사양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올-뉴 디스커버리의 인테리어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과감하게 배치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취향에 맞는 컬러와 시트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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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5
CHOOSE YOUR INTERIOR

인테리어 이미지: 옵션 사양인 시트 팩 2가 적용된 Acorn/Ebony 컬러의 SE 인테리어  
Acorn Grained 가죽 시트 및 Gloss Black 피니셔

인테리어 이미지: 시트 팩 3가 적용된 Nimbus/Espresso 컬러의 HSE 인테리어  
Nimbus Grained 가죽 시트 및 Natural Shadow Oak 베니어

C Nimbus / Espresso (HSE 및 HSE Luxury에서 제공)B

E

Acorn / Ebony (SE 및 HSE에서 제공)

인테리어 이미지: 옵션 사양인 시트 팩 5가 적용된 Glacier/Ebony 컬러의 HSE Luxury 인테리어  
Glacier Windsor 가죽 시트 및 Ebony 콘트라스트 스티치 Natural Shadow Oak 베니어

Glacier / Ebony (HSE Luxury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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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이미지는 인테리어 컬러 참조용이며 모델 사양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이미지: Ebony/Ebony Windsor 가죽 인테리어, Nimbus 스티치 및 파이핑과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가 적용된 Ebony 시트

인테리어 이미지: Ebony/Ebony Windsor 가죽 인테리어, Pimento 스티치 및 파이핑과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가 적용된 Ebony 시트

G Pimento 스티치 및 파이핑이 적용된 Ebony / Ebony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제공) 

F Nimbus 스티치 및 파이핑이 적용된 Ebony / Ebony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제공)

인테리어 이미지: Ebony/Nimbus Windsor 가죽 인테리어, Reims Blue 스티치 및 파이핑 및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가 적용된 Nimbus 시트

H Reims Blue 스티칭 및 파이핑이 적용된 Nimbus / Ebony  
(전체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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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rushed Linear Aluminium 트림 피니셔 

STEP 5 
CHOOSE YOUR INTERIOR

Gloss Black 피니셔

High Gloss Charcoal Oak 베니어

Titanium Mesh 트림 피니셔

Natural Charcoal Oak 베니어 Natural Shadow Oak 베니어

INTERIOR FINISHERS
인테리어 컬러 조합을 선택한 후 6가지 인테리어 피니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적용 가능 여부와 
디자인 선택에 대해서는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의 컬러 및 트림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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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OVER APPROVED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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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뉴 디스커버리는 다양한 지형과 주행 조건에서 자신감 있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세련되고 실용적인 다양한 액세서리들은 
이러한 올-뉴 디스커버리의 주행 성능을 배가시켜 주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고 실용성 및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사진의 차량은 투어링 팩이 적용된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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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ccessories.landrover.com/ko/ko를 방문하십시오.

DESIGN

적재 공간 오거나이저 
VPLRS0355
젖거나, 오염되었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거나 쇼핑한 물건이나  
짐을 따로따로 보관하도록 분할된 공간을 제공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앞뒤 컴파트먼트에도 구획을 나눌 수 있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잠금식 뚜껑  
두 개가 달려 있고, 트렁크 'D' 루프*를 통해 고정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프론트** 
VPLRP0254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리어** 
VPLRP0255 – 토우 바 없음 
VPLRP0256 – 토우 바  
VPLRP0257 – 전동 전개형 토우 바 
오프로드용으로 설계되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되는 언더쉴드는  
차량 앞쪽과 뒤쪽에서 프리미엄 광택 마감 처리됩니다.

스포츠 페달 커버† 
VPLGS0160
스테인리스 스틸 광택 마감 스포츠 페달 커버는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고정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광택 사이트 튜브‡ 
VPLRP0270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사이드 튜브는 오프로드 차량의 스타일을 살려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보완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미러 커버 
VPLGB0073 – Noble Chrome 
VPLAB0132 – Chrome(표시 안 됨)
올-뉴 디스커버리의 외부 디자인 특성을 강조하도록 설계된 부식 방지 도금 미러 커버.  
이 깔끔한 업그레이드 옵션은 다양한 Atlas 및 광택 마감 익스테리어 트림을 보완합니다. 

세련된 밸브 캡 
LR027666 – 블랙 잭 
LR027664 – 유니언 잭 
LR027560 – 랜드로버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알로이 휠의 스타일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개 한 세트로 판매됩니다.

*5인승 시트 및 3열 시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적재 공간 액세서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경우 3열 시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 기본 제공됩니다   ‡사이드 튜브를 장착하면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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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팔걸이 냉온장고 
VPLVS0176
중앙 팔걸이는 음식 및 음료 냉/온장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팔걸이  
냉/온장고는 가죽 커버를 적용했으며, 중앙 안전 벨트 옆에 고정되고 뒷좌석  
보조 소켓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선셰이드 
VPLRS0367 – 2열 
VPLRS0363 – 3열 
VPLRS0364 – 리어 테일게이트
탈착이 용이하며 햇볕으로 인한 열과 눈부심을 차단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Click & Go 시스템 
VPLRS0390 – Click & Hang 
VPLRS0391 – Click & Play(iPad® 2 – 4) 
VPLRS0392 – Click & Play(iPad® Air) 
VPLRS0393 – Click & Play(iPad® Mini) 
VPLRS0394 – Click & Play(Samsung Galaxy Tab(10.1인치))
Click & Hang은 탑승 중에 셔츠와 재킷을 걸어 주름을 방지할 수 있는 착탈식 
옷걸이입니다. Click & Play는 다양한 태블릿에 사용할 수 있는 착탈식 태블릿  
고정 장치이며, 간편하게 다양한 각도로 배치할 수 있어 실내 편의 기능이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ick & Go 시스템 
VPLRS0388 – Click & Go 베이스  
VPLRS0389 – Click & Hook  
VPLRS0395 – Click & Work
Click & Hook는 물품을 걸 수 있는 추가적인 보관 공간을 만드는 범용 후크입니다.  
Click & Work는 장거리 여행 시 특히 유용한 접이식 테이블이며 뒷좌석 탑승자에게 
사무용품과 컵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옵션에  
Click & Go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루프 레일* 
VPLRR0156 – Silver 
VPLRR0155 – Black(표시 안 됨)
루프 레일을 장착하면 루프 캐리용 
크로스바 장착이 용이합니다. 사전에  
지정된 위치에 크로스바를 장착하여  
중량 분산을 최적화하고 다이내믹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80kg.**

크로스바* 
VPLRR0154
우아하고 내구성이 좋은 광택 마감  
알루미늄 크로스바이며, 바 전체 길이를  
활용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적재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기역학적 라인으로 저항 및 풍절음을 
최소화합니다. 최대 적재량 74kg.**

루프 박스* 
VPLWR0100 –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 
VPLVR0062 – 러기지 박스*(표시 안 됨) 
VPLVR0061 – 스포츠 루프 박스*(표시 안 됨)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모든 제품군을 길가 쪽에서 열 수 있도록 차량의  
좌측 또는 우측에 장착 가능하며 도난 방지용 잠금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20리터의 스포츠 박스, 410리터의 러기지 박스 또는 넉넉한 430리터의 대형  
스포츠 박스에 이르는 다양한 적재 용량의 루프 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57kg.**

TOURING

*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적재 물품에 필요합니다. 루프 레일을 장착하려면 디치 피니셔(VPLRR0157) 및 Alpine 라이트 키트(VPLRR0158)가 필요합니다.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 위에 물체를 올려 놓으면 차량이 수신하는 신호의 품질이 저하되어  
내비게이션 및 위성 라디오 시스템(장착된 경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iPad®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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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ccessories.landrover.com/ko/ko를 방문하십시오.

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견인 시스템 – 높이 조절식 토우 바 
VPLRT0175
높이 조절식 토우 히치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토우 볼 높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몇 초 
내에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50mm  
토우 볼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3,500kg의  
트레일러 하중 및 350kg의 노즈 중량을 
견인합니다. 견인 고리 커버가 필요합니다.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VPLVR0067 – 자전거 2대 캐리어† 
VPLVR0069 – 자전거 3대 캐리어†(표시 안 됨)
자전거 2대 또는 3대를 적재할 수 있는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사용이 용이한 간편 분리형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도난 방지를 위해  
잠금 가능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 51kg(자전거 3대 캐리어).

VPLRT0172 – 견인 시스템 – 전동 전개형 토우 바  
VPLRT0192 – 전동 전개형 토우 바 모듈, 스위치 및 하니스 키트 
시스템은 후방 적재 공간의 스위치 혹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작동합니다. 
장애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접힙니다. 깔끔한 외관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후방 범퍼 하단에 위치합니다. 전기 견인 장치를 포함하며 
전개되기 전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최대 적재 중량은 3,500kg 이며 노즈 중량은 
350kg입니다.     

견인 시스템 - 탈부착식 토우 바 
VPLRT0171
탈부착식 토우 바 시스템은 쉽게 분리하여 
차량 외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3,500kg의 적재 용량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견인 고리  
커버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2대용 및 3대용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에는 방열판(VPLWR0124)이 필요합니다.

SPORTING

스키/스노우보드 캐리어* 
LR006849
스키 4세트 또는 스노보드 2개를 운반할 수 있으며 편리한 적재를 위한  
슬라이딩 레일과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36kg.**

바디 사이드 몰딩 
VPLRP0286 – 광택 마감 
VPLRP0285 – 블랙 마감(표시 안 됨)
차량 측면 스타일을 개선하고 인접 차량에 의한 도어 패널의 우발적 손상을 방지합니다.

보호용 시트 커버 
VPLRS0335PVJ – 1열 – Ebony 
VPLRS0337LKP – 1열 – Nimbus  
VPLRS0336PVJ – 2열 – Ebony(표시 안 됨) 
VPLRS0338LKP – 2열 – Nimbus(표시 안 됨)
젖거나 오염된 의류와 일반적인 마모 및 인열로부터 시트를 보호합니다.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및 팔걸이 커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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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트렁크 고무 매트** 
VPLRS0375PVJ – Ebony 
VPLRS0375AAM – Espresso (표시 안 됨)
랜드로버 브랜드가 새겨진 방수 고무 매트는 후방 적재 공간 카펫의 오염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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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석 발밑 공간 그물 
VPLRS0362PVJ - Ebony 
VPLRS0461AAM - Espresso (표시 안 됨)
조수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수석 발밑 공간 그물은 지도와 편지 같은  
작은 물품을 보관하기 적합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머드 플랩 
VPLRP0283 – 프론트 
VPLRP0282 – 리어
머드 플랩은 비산물을 감소시키고 이물질과 오염물로부터 차량 도장을 보호하는  
악세사리입니다.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무 바닥 매트  
VPLRS0333PVJ – Ebony 
VPLRS0333AAM – Espresso (표시 안 됨)
일반 오염물로부터 보호하는 고무 풋웰 매트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면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시된 부품 번호는 3존 및 4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서도 사용 가능, VPLRS0373PVJ – Ebony, VPLRS0373AAM – Espresso.

적재 공간 파티션 
VPLRS0374 – 전체 높이 VPLRS0376 – 러기지 파티션 분리대 
VPLRS0375 – 절반 높이 VPLRS0386 – 트렁크 라이너 트레이
화물이 실내로 넘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기지 파티션 분리대는  
틸트 기능을 갖춘 2열 좌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파티션 분리대를  
러기지 파티션에 장착하여 적재 공간을 두 개 섹션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경질 방수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는 세 변이 돌출되어 있어 트렁크 바닥과  
사이드 월 카펫을 오물이나 물에 젖은 장비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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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휠 마운트 바이크 캐리어 
VPLFR0091
자전거 한대(최대 20kg)를 적재할 수 있는 캐리어-잠금 기능 포함  

러기지 캐리어‡ 
VPLRR0159
루프 캐리를 용이하게 하는 유연한 랙 시스템. 최대 61kgΔ의 적재 용량을 제공합니다. 

수상 스포츠 캐리어‡ 
VPLGR0107 

수상 스포츠 캐리어 – 카약 두 개  
(표시 안 됨)‡ 
VPLWR0099 

세일보드 한 개, 카누 한 개 또는 카약 한 개 적재가 가능합니다(카약 두 개용은 두 개의 
카약 또는 카누를 운반할 수 있음). 노 또는 패들을 적재하기 위한 잠금식 다목적 홀더가 
포함됩니다. 간편하게 적재/분리할 수 있도록 기울일 수 있습니다. 카약과 차량의 긁힘/
손상을 방지하고 최적 중량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잠금식 스트랩 및 고무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 45kg.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VPLGW0081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은 프론트 휠에 장착할 경우 눈길과 빙판길에서 조향 및  
제동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착이 용이한 디자인과 고품질의  
강화 아연 도금강으로 제조되는 이 체인은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할 수 있도록  
튼튼한 비닐 백과 함께 제공됩니다. 19~21인치 휠에 적합합니다.

iPhone® 연결 및 충전 독 
VPLRV011
iPhone 연결 및 충전 독은 센터 콘솔 컵 홀더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iPhone 미디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USB 연결이 필요한 경우 iPhone USB 충전기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iPhone 5, 5c, 5s, 6 및 6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THER

럭셔리 카펫 매트 
VPLRS0331PVJ – Ebony 
VPLRS0331AAM – Espresso
랜드로버 잉곳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뒷면이 방수 처리된 2,050g의  
털이 두껍고 럭셔리한 맞춤형 카펫 매트는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무선 전화 충전 컵 홀더는 InControl Apps 연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적재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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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최대 적재량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iPhone®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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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AND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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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수심
최대 통과 수심 
에어 서스펜션 900mm 
코일 서스펜션 850mm

사진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 
최대 접근각, 램프오버각, 이탈각 -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에서 오프로드 높이 기준 (프론트 토우아이 커버 제외)

전장 4,970mm 

뒷바퀴 간격  
에어 서스펜션 1,687mm
코일 서스펜션 1,68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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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바퀴 간격
에어 서스펜션 1,692mm
코일 서스펜션 1,689mm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에어 서스펜션 23.5° 18.9° 23.5°
코일 서스펜션 22.6° 16.9° 21.0°

B CA

표준 지상고
루프 안테나 장착 시 1,88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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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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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회피 높이
에어 서스펜션 283mm
코일 서스펜션 220mm

2열 뒤의 
길이 1,119mm

1열 뒤의 
길이 1,963mm

적재 공간의 
폭  

1,4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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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PERFORMANCE AND KEY DATA

TECHNICAL DETAILS

인제니움 디젤 디젤

2.0L Td4 2.0L Sd4 3.0L Td6

자동 자동 자동

출력(PS) 180 240 258

시트 5 / 7 5 / 7 5 / 7

엔진 데이터

최대 출력(kW(PS)/rpm) 132 (180) / 4.000 177 (240) / 4.000 190 (258) / 3,750
최대 토크(kg·m/rpm) 43.9 / 1,500 51.0 / 1,500 61.2 / 1,750-2,250
배기량(cc) 1,999 1,999 2,993
기통 수 4 4 6
실린더당 밸브 4 4 4
실린더 레이아웃 I4 V6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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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750
최대 견인력 3,000* 3,500* 3,500
최대 장착점* 350 350 3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조합 / 총 차축 중량 5,870 / 6,050 6,440 / 6,600 6,550 / 6,670 

루프 적재 중량(kg)

최대 루프 적재 중량(루프 랙 포함) 80 80 80

성능

최고 속도(km/h) 189 194 209
0-100km/h 가속 시간(초) 10.5 8.3 8.1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리터) 77 77 85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4 4

4 기본   – 제공되지 않음

*전동 전개형 토우 바 포함 
정확한 국내 사양 및 옵션은 별도로 제공되는 제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ENGINE MODELS COLOURS WHEELS INTERIORS ACCESSORIES
TECHNICAL

DETAILS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_ga=1.16302067.459895000.1458042502
http://rules.config.landrover.com/jdxl/ko_kr/l462
http://landroverkorea.co.kr


전시장 찾기

CONTENTS SPECIFICATION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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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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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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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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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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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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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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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로버로 떠나는 모험에 참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A WORLD OF LAND 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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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 Land Rover Korea  
25F West Tower, Mirae Asset Center 1,  
26 Euljiro5-gil, Jung-gu, Seoul, 04539 
Republic of Korea

www.landroverkorea.co.kr

© Jaguar Land Rover Limited 2016.  
간행물 번호: 1L4621710CCSBKRKO01P

중요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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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장착한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에는 신규 등록 차량 
인도 후 한 달 동안 또는 주행거리가 1,600km가 될 때까지(먼저 도달하는 것을 
적용) 차량 보증과 동일한 보증 조건 및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구입 및 
장착하는 순정 액세서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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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일부 색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별 
랜드로버 전시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판과 딜러는 랜드로버의 대리인, 혹은 
계열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랜드로버는 Castrol EDGE Professional 사용을 권장합니다.

앞표지와 뒤표지에 보이는 차량은 Namib Orange 컬러의 HSE Luxury입니다.LAND ROVER COLLECTION
자동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랜드로버의 혼이 깃든 최신 랜드로버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랜드로버의 섬세한 기술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의류, 여행 물품, 선물용 고급 상품에도 최고급 
수준의 장인정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컬렉션에는 의류, 지갑, iPad 및 iPhone 케이스, 손가방, 
서류 가방, 나들이용 가방과 같은 다양한 소형 가죽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니크한 컬러 패턴과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진 의류와 모자,  
그리고 랜드로버 자동차 모형 등의 어린이용 컬렉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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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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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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