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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안내
랜드로버(Land Rover)는 본 브로슈어의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없이 제품의 사양 및 장비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과 장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판매 지역의 조건과 
요구에 맞게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공급 가능하지 않은 제품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브로슈어에 있는 일부 차량은 액세서리나 옵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모든 가격은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브로슈어에 재현된 색상은 인쇄 과정에서의 표현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실제 차량의 색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gear.landrover.com/ko/ko 를 방문해 주십시오.

앞표지 커버 이미지: 나르비크 블랙 미러 커버, 나르비크 블랙 사이드 벤트, 프론트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Style 5115’ 와 
다크 그레이 광택의 다이아몬드 컷팅으로 마감한 알로이 휠.

https://gear.landrover.com/k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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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LAND ROVER GEAR

탁월함과 다재다능함으로 무장한 새로운 레벨의 New Range Rover Evoque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신의 여정이 필요로하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여기에

랜드로버 액세서리를 장착해 차량에 개성을 더한다면 더욱 만족스럽고 완벽한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광범위한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액세서리 뿐 아니라 
다양한 운반 및 트레일링 부품, 휠 및 휠 액세서리를 만나보십시오.

New Range Rover Evoque 액세서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gear.landrover.com/ko/ko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심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랜드로버 액세서리들는 차량을 디자인한 팀과 동일한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이들은 랜드로버와 그 성능에 대하여 아주 작은 요소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이 차량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동시에 
성능을 최적화하는 액세서리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스탠다드에 맞춘 테스트
모든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당신이 랜드로버에게 바라는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와 품질 검사를 거쳤습니다.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당신의 차량과 함께 
항상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작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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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식성 테스트를 통해 해안 지역과 같은 까다로운 기후 조건에서도 액세서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며, 당신의 랜드로버에 적용된 기존 사양들과도 원활하게 
작용하는지 여러 테스트를 통해 함께 확인합니다. 

액세서리들은 디자인,기능 및 제작 소재에 맞추어 특별히 설계된 일련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익스테리어 액세서리 테스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포함됩니다.

- 최대 2년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플로리다 웨더링’

- 500시간 동안의 열노화 테스트

- 영하 40~영상80 °C 범위의 극한 열온 테스트

- 영하40°C 에서 16시간 냉각후 5분간 영상70°C 로 가열하는 열 충격 테스트

- 95~100%의 습도 및 48°C 온도에서 168시간동안 노출시키는 내습성 테스트

-  실제 드라이빙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염분, 흙과 먼지 등의 혹독한  
조건을 집중적으로 실험에 적용시킨 가속 환경 사이클 테스트

확인된 품질
모든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소 12개월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또는 액세서리를 적용한 차량이 신차 구매 1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600km 
이내의 경우에는(우선 도래한 조건 기준), 해당 차량의 잔존 보증 기간동안의 부품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gear.landrover.com/ko/ko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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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EVERY SEASON IN STYLE

사이드 벤트 - 나르비크 블랙
나르비크 블랙의 사이드 벤트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섬세하게 향상시켜 줍니다.

미러 커버 - 나르비크 블랙
나르비크 블랙 미러 커버가 차량의 함축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미러 커버 - 노블 크롬
노블 크롬 도금의 미러 커버가 차량의 함축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미러 커버 - 카본 파이버
고광택 마감의 매혹적인 최고급 카본 파이버 미러  
커버는 퍼포먼스를 고취시키는 프리미엄 스타일링  
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EXTERIOR STYLING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프론트 및 리어
오프로드로부터 영감을 받은 프론트와 리어 언더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프리미엄 윤광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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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범퍼 보호 커버
편리한 풀 아웃 방식 프로텍터가 각종 흠집과 스크래치 현상으로부터 리어 범퍼를 보호해주며, 짐을 싣고 내릴때 오염물이 묻는 것을 방지합니다.  
견고한 섬유 소재로 제작된 범퍼 프로텍터는 용이한 수납을 위해 트렁크 바닥 공간에 잘 접힐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머드 플랩 - 프론트 및 리어
머드 플랩은 최신 인기 업그레이드 아이템으로서 물보라를 줄이고 각종 파편과 오염물로부터 
차량의 도장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익스테리어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디자인으로 R-Dynamic이외의 
차량에도 가능합니다.

사계절용 카 커버
사계절용 맞춤 커버가 빗물, 결빙, 눈, 먼지 등의 입자로
부터 당신의 Range Rover Evoque를 보호합니다. 
빠르고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TERI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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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LOADED FROM ROOF TO REAR CARRYING

스키 백
패딩 처리된 랜드로버 스키/스노우보드 백은 최대 
2세트의 스키와 최대 180cm 길이의 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좋은600D폴리에스테르로 제작
되었으며 탈착 가능한 어깨끈이 있습니다.

루프 박스 스키/스노우보드 인서트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러기지 루프 박스 안에 단단히 
고정시켜 안전하게 해줍니다.

크로스 바
크로스 바는 다양한 종류의 루프 캐링 액세서리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량의 바디에 장착하며,새롭고 
독특한 퀵 릴리스 방식의 도입으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손쉽게 설치 및 분리가 가능합니다.

스키/스노우보드 캐리어
4세트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우보드를 운반 가능하며 
슬라이더 레일과 결합하여 손쉽게 장비를 실을 수 있습
니다. 보안을 고려해 잠금이 가능합니다.

러기지 루프 박스
유광 블랙 마감 루프 장착형 러기지 박스는 양 측면에서
모두 개폐 가능하며 보안을 고려해 잠금도 가능합니다. 
루프 바에 손쉽고 빠르게 고정시키기 위한 파워-그립 
마운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캐리어
신축성 있는 랙 시스템으로, 루프 위 수화물 운반을 
용이하게 하며 장착시 최대 적재 용량은 56k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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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 3대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는 한 손으로도 빠르게 장착 및 분리가 가능한 토우 바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풋 페달을 이용해 차량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리어 테일게이트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테일게이트는 캐리어가 배치되어 있거나 접혀있는 상태에서 모두 개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과 다른 경량 소재로 제작되었고 후방 조명등 및 번호판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안을 위한 잠금이 가능합니다. 캐리어에 폴딩/슬라이딩 장치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을 용이하게 합니다. 홀더와 래칫 기능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휠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루프에 장착하는 잠금 가능한 자전거 캐리어로 
최대 20kg의 자전거 1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포크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루프 장착용 자전거 캐리어로, 자전거의 전륜 휠이 
제거된 상태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경량 자전거와 레이싱 휠 탑재시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앞바퀴를 위한 별도의 캐리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잠금 가능하며 
홀더당 1대의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의 홀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 캐리어
세일보드, 카누, 카약 등을 운반합니다. 노 또는 패들을 운반하기 위한 잠금 가능한 다목적 홀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울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종 흠집과 스크래치현상으로부터 카약과 차량
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적의 중량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고무 서포트와 잠금가능한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 캐리어-카약 2대
2대의 카약 또는 카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소형 보트와 같은 선박 운반에도 적합합니다. 
T-트랙 어댑터와 조절 가능한 275cm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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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ING

트레일링 시스템 - 분리형 토우 바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토우 바는 미사용시 깔끔한 외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50mm 크기의 분리가능한 토우 볼이 제공되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트렁크 
바닥 전용 보관 장소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견인 중량 2,000kg, 최대 노즈 하중 
150kg 입니다. 13핀 토잉 전기 소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링 시스템 - 전력 전개식 토우 바
전력 전개식 토우 바는 리어 트렁크의 스위치나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됩니다. 전개 및 탑재 시에 주변 장애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험감지 및 필요시 
자동으로 멈춥니다. 미사용시 리어 범퍼 뒤에 별도로 수납되어 깨끗하고 매력적인 
라인을 유지해 줍니다. 견인 전자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개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 견인 중량 2,000kg, 최대 노즈 하중 150k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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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THE INSIDE STORY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럭셔리한 2,050gm² 장모 카펫 매트 세트로서 뒷면 
방수 처리, Range Rover 잉곳 브랜딩, 모서리 
금속 마감처리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INTERIOR STYLING

적재 공간 럭셔리 카펫 매트
부드럽고 럭셔리한 2,050gm² 장모 적재 공간 카펫 
매트로서 Range Rover 로고가 적용되어 있으며 뒷면 
방수 처리 되었습니다. 차량의 인테리어를 완성
하는 에보니(흑단색, 먹색) 컬러로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카펫 매트 세트
럭셔리한 780gm² 장모, 맞춤 카펫 매트 세트로서 
뒷면에 방수 처리가 되었으며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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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STYLING

도어 실 트레드 플레이트 - 윤광 마감
운전석, 탑승석 프론트 도어 실 발판은 차량에 스타일을 
더해주며 흠집과 긁힘으로부터 실 트림을 보호합니다. 
Range Rover 로고가 브랜딩된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이 조화를 이루며 반짝이는 마감을 선사합니다.

적재 공간 트레드 플레이트 피니셔 - 일루미네이트
브러시드 마감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부드러운 조명이 들어오는 리어 적재 공간 발판 피니셔
는 짐을 싣고 내릴때 적재 공간 트림을 보호해 줍니다.

도어 실 트레드 플레이트 - 일루미네이트
차량의 프론트 도어가 열리는 순간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Range Rover 로고가 차량의 인테리어와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기어 변속 패들 - 알루미늄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로 완성되는 스티어링 휠을 
느껴보십시오. 기계 광택, 양극 산화 처리 및 거친 
핸드 브러시로 완성된 기어 변속 패들은 우수한 마감과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어 변속 패들 - 알루미늄 레드 피니시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로 완성되는 스티어링 휠을 느껴보십시오. 
기계 광택, 양극 산화 처리 및 거친 핸드 브러시로 완성된 기어 변속 패들은 우수한 마감과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포츠 페달 커버
스테인리스 스틸 발광 처리된 스포츠 페달 커버는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깔끔한 마감을 위해 외부 
노출 없는 고정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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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PRODUCTS

휴대용 린스 시스템
차량 밖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휴대용 헹굼 시스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기 전 씻기거나 자전거 및 잠수복
과 같은 다른 장비들을 헹궈야 할때 편리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접이식 펫 캐리어
접이식 펫 캐리어는 작은 동물들과 함께 이동할때 안전
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주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누빔 적재 공간 라이너
바닥면, 2열 좌석 뒷면, 적재 공간 측면 벽 등 적재 공간
의 카펫이 깔린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보호하는 맞춤형 
라이너 입니다.

흘림 방지 워터볼
이동중,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물에 
흔들림이 가해져도 물의 방향을 그릇의 중심으로 잡아
주는 영리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일상적으로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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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PROTECTION

적재 공간 고무 매트 익스텐션
뒷좌석을 접었을때 좌석의 뒷부분을 덮는 방수 매트 
익스텐션 입니다.

러기지 파티션-풀 하이트(풀 사이즈)
화물이 탑승자 좌석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적재 공간 고무 매트
가장자리 리테이닝 처리된 블랙, 방수 적재 공간 고무 
매트는 적재 공간 바닥을 보호해 줍니다.

고무 매트
바닥면 고무 매트가 오염물을 막아주어 쾌적한 실내를 
유지시켜 줍니다.

적재 공간 파티션 네트
편리한 적재 공간 파티션 네트는 적재된 물건들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해 줍니다. 적재 공간의 D 고리에 장착
하여 천장 라이닝에 고정됩니다. 긴 짐을 운반해 공간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분리 가능합니다.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
준-경질, 방수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는 3면의 가장자리가 높이 올라와 있어 적재 공간 바닥과 측면 벽 카펫을 오염물과 젖은 물건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Range Rover 로고가 브랜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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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공간 고정 키트
적재 공간 고정 키트는 퀵-락/퀵-릴리스 시스템을 통해 
적재 공간 레일에 고정시키는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화물 및 각종 물품들을 적재 공간에 
고정시키는 종합적이고 유동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리트랙터블 스트랩, 자동잠금조절식 릴, 길이조절식 
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재 공간 고정 네트
화물, 작은 물품들을 적재 공간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적재 공간의 결속 고정 지점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플로어 네트와 약 2미터 길이의 래칫 스트랩 2개가 
포함됩니다.

CREATE YOUR OWN EXPERIENCE FUNCTION & TECHNOLOGY

적재 공간 레일
적재 공간에 장착하는 레일은 수납을 위한 공간 활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 고정 키트를 
장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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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and Go-베이스
Click and Go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목적 시트 백 
시스템 입니다. 활용도 높은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Click and Play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승차중 편안함과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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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 and Work
뒷좌석 탑승자가 업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접이식 테이블로, 특히 장거리 여행시 
유용합니다. 컵홀더가 있으며 승차중 편안함을 고려해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Click and Hook
여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범용 걸이입니다. 
특히 핸드백이나 쇼핑백을 거치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FUNCTION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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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백 수납 포켓 - 프리미엄 가죽
차량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프리미엄 가죽으로 제작
되며 부드러운 안감과 마그네틱 버튼 걸쇠가 조화를 
이룹니다. 작은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구획
으로 나뉘어져 있어 앞좌석 뒷편에 편리한 수납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FUNCTION & TECHNOLOGY

전기 보냉백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컨트롤 되며 12V AUX 전원 
소켓을 통해 유지되는 쿨 백입니다. 
내면 세척이 쉽습니다. 높이 38cm, 길이 38cm, 
폭 22cm, 용량 14리터.

점프 케이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때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엔진을 재시동 시키는 점프 케이블 입니다. 
사용이 간단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에 강력
하고 튼튼합니다. 점프 케이블은 차량내 필수품이며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접이식 러기지 오거나이저
이동중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손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윈드스크린 선 쉴드
UV 처리된 윈드스크린 선 쉴드가 태양 광선을 반사하여 
더위로부터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적재 공간 시트 백 수납 가방
고강도 벨크로를 이용해 2열 좌석 뒤에 부착하는 
브랜드가 표시된 가방으로서 편리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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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FOR THE ROAD AHEAD WHEEL ACCESSORIES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은 앞바퀴에 장착시 눈 및 빙판길 
주행에서 향상된 조향과 제동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설치가 간편한 디자인, 고품질 강화 아연
도금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사용하지 않을시 보관을 
위하여 튼튼한 비닐 운반백과 함께 제공됩니다.

비상용 스노우 트랙션 보조장치
차비상용 트랙션 보조장치(스노우 삭스)는 눈과 얼음
으로 뒤덮힌 도로에서 트랙션을 보조해 줍니다. 
다양한 휠 사이즈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
권장 공기압을 유지시켜주는 디지털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로서, 타이어 밸브의 위치를 찾아주는 독특한 
360도 회전 노즐과 LED 라이트,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를 측정하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를 갖추고 있습
니다. psi, bar, kpa, kg/cm² 등의 측정 단위와 0-99 
psi/0-7 bar 의 측정 범위를 제공합니다. 
보관용 케이스와 함께 완제품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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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휠 너트 - 블랙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잠금 휠 너트는 작은 아이템이지만 귀중한 휠과 타이어의 보안을 강화시켜 줍니다. 
4개의 잠금 휠 너트와 1개의 키 도구가 한세트로 제공됩니다.

WHEEL ACCESSORIES

스타일드 밸브 캡
독특하고 특별한 스타일드 밸브 캡 구성으로서 디자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로이 휠에 섬세한 스타일의 향상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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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미러 커버-카본 파이버
고광택 마감의 매혹적인 최고급 카본 파이버 미러 커버는 퍼포먼스를 고취시키는 
프리미엄 스타일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세트로 제공 VPLVB0145  1,244,100 

미러 커버 - 노블 크롬 노블 크롬 도금의 미러 커버가 차량의 함축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세트로 제공  VPLCB0251 TBD

미러 커버-나르비크 블랙 나르비크 블랙 미러 커버가 차량의 함축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세트로 제공 VPLYB0360  342,100 

사이드 벤트-나르비크 블랙 나르비크 블랙의 사이드 벤트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섬세하게 향상시켜 줍니다. 세트로 제공, 4개의 부품 포함

LR114471
LR114474  91,400 

LR114460
LR114463  81,400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오프로드로부터 영감을 받은 프론트와 리어 언더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프리미엄 윤광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앞/뒤
R-Dynamic
해당 사항 없음

견인 장치가 장착 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VPLZP0369   TBD

VPLZP0368  800,00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사계절용 카 커버
사계절용 맞춤 커버가 빗물, 결빙, 눈, 먼지 등의 입자로부터
당신의 Range Rover Evoque를 보호합니다. 빠르고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VPLZS0496  509,900 

리어 범퍼 보호 커버
편리한 풀 아웃 방식 프로텍터가 각종 흠집과 스크래치 현상으로부터 리어 범퍼를 보호해주며, 
짐을 싣고 내릴때 오염물이 묻는 것을 방지합니다. 견고한 섬유 소재로 제작된 범퍼 프로텍터는
용이한 수납을 위해 트렁크 바닥 공간에 잘 접힐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VPLVS0179  305,300 

머드 플랩
머드 플랩은 최신 인기 업그레이드 아이템으로서 물보라를 줄이고 각종 파편과 오염물로부터
차량의 도장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익스테리어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디자인으로 
R-Dynamic이외의 차량에도 가능합니다.

앞: non R-Dynamic
차량 전용

세트로 제공

VPLZP0372  132,500 

앞: R-Dynamic
차량 전용

VPLZP0371  132,500 

뒤: R-Dynamic/
non R-Dynamic
차량용

VPLZP0373  132,50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크로스 바*
크로스 바는 다양한 종류의 루프 캐링 액세서리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량의 바디에 장착하며,새롭고 독특한 퀵 릴리스 방식의 도입으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손쉽게 설치 및 분리가 가능합니다.

VPLZR0171  433,100 

러기지 캐리어*
신축성 있는 랙 시스템으로, 루프 위 수화물 운반을 용이하게 하며 장착시 
최대 적재 용량은 56kg 입니다.

VPLRR0159  792,400 

러기지 루프 박스*
유광 블랙 마감 루프 장착형 러기지 박스는 양 측면에서 모두 개폐 가능하며 보안을 고려해 잠금도
가능합니다. 루프 바에 손쉽고 빠르게 고정시키기 위한 파워-그립 마운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파노라마 루프가 
장착된 차량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VPLVR0062  839,200 

루프 박스 스키/스노우보드 인서트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러기지 루프 박스 안에 단단히 고정시켜 안전하게 해줍니다. VPLRR0151  123,600 

수상 스포츠 캐리어*

세일보드, 카누, 카약 등을 운반합니다. 노 또는 패들을 운반하기 위한 잠금 가능한 
다목적 홀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울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종 흠집과 긁힘으로부터 카약과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적의 중량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고무 서포트와 잠금가능한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PLGR0107  554,300 

수상 스포츠 캐리어-카약 2대*
2대의 카약 또는 카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소형 보트와 같은 선박 운반에도 적합합니다. 
T-트랙 어댑터와 조절 가능한 275cm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PLWR0099  150,100 

스키/스노우보드 캐리어*
4세트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우보드를 운반 가능하며 슬라이더 레일과 결합하여
손쉽게 장비를 실을 수 있으며, 보안을 고려해 잠금이 가능합니다. 최대 36kg 까지 
운반가능합니다.

LR006849  323,300 

스키 백
패딩 처리된 랜드 로버 스키/스노우보드 백은 최대 2세트의 스키와 최대 180cm 길이의
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좋은600D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되었으며 탈착 가능한
어깨끈이 있습니다.

VPLGS0166  22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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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LVR0096  220,700 

래치 스트랩
크로스 바 또는 러기지 캐리어와 루프 랙에 아이템을 결속할 때 유용한 나일론 소재 
래치 스트랩입니다. 길이 5m, 폭 20mm의 사이즈이며, 개당 판매됩니다.

CAR500010  31,700 

EXTERIOR STYLING

EXTERIOR PROTECTION

CARRYING

*모든 랜드로버 루프 마운트용 액세서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바가 필요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용량과 같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량의 최대 지붕 하중 용량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가 장착된 경우, 그 위에 물품을 올려두는 것은 신호 감도 품질을 저하시키고 내비게이션과 위성 라디오 시스템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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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랜드로버 루프 마운트용 액세서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바가 필요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용량과 같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량의 최대 지붕 하중 용량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가 장착된 경우, 그 위에 물품을 올려두는 것은 신호 감도 품질을 저하시키고 내비게이션과 위성 라디오 시스템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견인력은 파워트레인에 따라 다릅니다. 토잉 노즈 무게는 파워 트레인 및 휠 장착에 따라 다릅니다.  **후면부 LED 램프 키트가 장착 된 캐러밴, 트레일러 또는 라이팅 보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포크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루프 장착용 자전거 캐리어는 자전거의 전륜 휠이 제거된 상태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있는 방식으로써 경량 자전거와 레이싱 휠 탑재시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앞바퀴를 위한 별도의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잠금 가능하며
홀더당 1대의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의 홀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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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LWR0101  431,900 

휠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루프에 장착하는 잠금 가능한 자전거 캐리어로 최대 20kg의 자전거 
1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바에 
2대의 자전거 탑재 가능

VPLFR0091  247,200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는 한 손으로도 빠르게 장착 및 분리가 가능한 토우 바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풋 페달을 이용해 차량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리어 테일게이트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테일게이트는 캐리어가
배치되어 있거나 접혀있는 상태에서 모두 개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과 다른 경량
소재로 제작되었고 후방 조명등 및 번호판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안을 위한 잠금이
가능합니다. 캐리어에 폴딩/슬라이딩 장치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을 용이하게
 합니다. 홀더와 래칫 기능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자전거 2대, LHD

정척을 위해 
VPLYR0165가 필요합니다.

VPLVR0067  926,900 

자전거 3대 LHD VPLVR0069  1,114,400 

히트 실드 - 토우 바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레인지 로버 Evoque 위에 2대 또는 3대의 자전거를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2/3대 VPLYR0165  127,10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트레일링 시스템 - 트레일러 토우 하네스

전력 전개식 트레일링 시스템 VPLZT0257의 장착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전기적 트레일링 바 전용 LR124161  242,700 

분리형 트레일링 바 VPLZT0255의 장착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분리형 트레일링 바
트레일링 리시버

LR124162  242,700 

트레일링 시스템 - 모듈 트레일링 바 모듈은 전력 전개식 트레일링 바, 분리형 트레일링 바 장착에 필요합니다. LR115624  430,700 

트레일링 시스템 - 트레일링 벨런스
트레일링 벨런스는 전력 전개식 트레일링 바, 분리형 트레일링 바 장착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non R-Dynamic 전용 화이트 실버 테크니컬 마감 LR114849  135,600 

R-Dynamic 전용 랜드로버 리테일러 도장 LR117424  135,600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 - 
13핀/12N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으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장착시, 13핀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가 필요.

VPLVT0064  85,400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 -
13핀/12N-12S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12S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트레일러 후미등 및 실내 장비에 전원 공급을 제공합니다.

장착시, 13핀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가 필요.

VPLHT0060  17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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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시, 13핀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가 필요.
라이팅 보드는 자전거 캐리어
장착시 특정 국가에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VPLCV0108  267,900 

트레일링 스트랩 경고용 깃발로 활용하여 스트랩에 부착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TC8919AA  136,600 

CARRYING (CONTINUED) TOWING (CONTINUED)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트레일링 시스템-전력 전개식 토우 바**

리어 트렁크의 스위치나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됩니다. 전개 및 탑재 시
주변 장애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필요시 자동으로 멈춥니다. 미사용시 리어 범퍼 뒤 별도
공간에 수납되어 깨끗하고 매력적인 라인을 유지해 줍니다. 견인 전자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개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 견인 중량 2,000kg, 최대 노즈 하중 150kg
후진등, 브레이크등을 포함한 트레일러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트레일러 라이트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적재 공간 내에 위치한 스위치 또는
차량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활성화 됩니다.

토우 바 모듈 LR115624,
트레일러 토우 장치 LR124161,
그리고 견인 장치 LR114849 
(non R-Dynamic) 또는
LR117424 (R-Dynamic)가
필요합니다. 별도 주문

VPLZT0257  3,402,500 

트레일링 시스템-분리형 토우 바**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토우 바는 미사용시 깔끔한 외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50mm 크기의 분리가능한 토우 볼이 제공되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트렁크
바닥 전용 보관 장소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견인 중량 2,000kg, 최대 노즈 하중
150kg 입니다. 13핀 토잉 전기 소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우 바 모듈 LR115624,
트레일러 토우 장치 LR124162,
그리고 견인 장치 LR114849 
(non R-Dynamic) 또는
LR117424 (R-Dynamic)가
필요합니다. 별도 주문

VPLZT0255  1,003,900 

TOWING

*견인력은 파워트레인에 따라 다릅니다. 토잉 노즈 무게는 파워 트레인 및 휠 장착에 따라 다릅니다.  **후면부 LED 램프 키트가 장착 된 캐러밴, 트레일러 또는 라이팅 보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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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기어 변속 패들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로 완성되는 스티어링 휠을 느껴보십시오. 
기계 광택, 양극 산화 처리 및 핸드 브러시를 거친 기어 변속 패들은 우수한 마감과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알루미늄 VPLVS0187MMU  734,200 

알루미늄 레드 VPLVS0187CAY  734,200 

도어 실 트레드 플레이트

운전석, 탑승석 프론트 도어 실 트레드 플레이트 차량에 스타일을 더해주며 흠집과
긁힘으로부터 실 트림을 보호해 줍니다. Range Rover 로고가 브랜딩된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이 차량의 인테리어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반짝이는 마감을 선사합니다.

브라이트 피니시, 프론트,
LHD

에보니(흑단색, 먹색) 컬러로 제공
세트로 제공

LR115869
LR115877  90,800 

운전석, 탑승석 프론트 도어 실 트레드 플레이트 차량에 스타일을 더해주며 흠집과
긁힘으로부터 실 트림을 보호해 줍니다. 프론트 도어가 열리는 순간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Range Rover 로고가 차량의 인테리어와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일루미네이티드, 프론트, 
LHD

LR115872 
LR115878  220,400 

스포츠 페달 커버
스테인리스 스틸 발광 처리된 스포츠 페달 커버는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깔끔한 마감을 위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 전용 VPLHS0044  198,600 

수동변속기 차량 전용 VPLHS0045  275,900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럭셔리한 2,050gm² 장모 카펫 매트 세트로서 뒷면 방수 처리, Range Rover 잉곳 브랜딩, 
모서리 금속 마감처리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LHD
에보니(흑단색, 먹색) 컬러로 제공
세트로 제공

VPLZS0498PVJ  313,600 

프리미엄 카펫 매트 세트
럭셔리한 780gm² 장모, 맞춤 카펫 매트 세트로서 뒷면에 방수 처리가 되었으며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Ebony, LHD
에보니(흑단색, 먹색) 컬러로 제공
세트로 제공

LR114753  169,800 

적재 공간 트레드 플레이트 피니셔
-일루미네이트

브러시드 마감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부드러운 조명이 들어오는 리어 적재 공간 
발판 피니셔는 짐을 싣고 내릴때 적재 공간 트림을 보호해 줍니다.

S, SE, HSE 차량 전용 LR114986  349,400 

INTERIOR STYLING

*iPhone® 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Click and Go-베이스
Click and Go 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목적 시트 백 시스템 입니다. 
활용도 높은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Click and Go 모듈들을
장착하는데 필요한
액세서리입니다.

VPLRS0388  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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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시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하지만, 통합베이스가 장착
된 차량에는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 없습니다.

VPLRS0390  117,000 

Click and Hook
여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범용 걸이입니다. 
특히 핸드백이나 쇼핑백을 거치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VPLRS0389  57,400 

Click and Play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승차중 편안함과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iPad 2 - 4 VPLRS0391  218,500 

iPad Air VPLRS0392  218,500 

iPad mini 1 - 3 VPLRS0393  218,500 

Samsung 10.1" VPLRS0394  218,500 

Click and Work
뒷좌석 탑승자가 업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접이식 테이블로,
특히 장거리 여행시 유용합니다. 컵홀더가 있으며 승차중 편안함을 고려해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VPLRS0395  187,600 

시트 백 수납 포켓
작은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어 앞좌석 뒷편에 
편리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PLVS0181  145,500 

시트 백 수납 포켓-프리미엄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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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200 

센터 암 레스트 보냉 박스
센터 암 레스트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과 음료의 보냉을 유지해 줍니다. 윗면은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안전 벨트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고, 뒤쪽 보조 소켓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됩니다. 가족과의 장시간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VPLVS0176  772,400 

전기 보냉백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컨트롤 되며 12V AUX 전원 소켓을 통해 유지되는 쿨 백입니다. 
내면 세척이 쉽습니다. 높이 38cm, 길이 38cm, 폭 22cm, 용량 14리터.

VPLZS0529  365,600 

FUNCTION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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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윈드스크린 선 쉴드
UV 처리된 윈드스크린 선 쉴드가 태양 광선을 반사하여 더위로부터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VPLZS0500  175,000 

접이식 러기지 오거나이저
이동중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손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VPLVS0175  115,500 

적재 공간 시트 백 수납 가방
고강도 벨크로를 이용해 2열 좌석 뒤에 부착하는 브랜드가 표시된 가방으로서 편리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체 높이 러기지 파티션과 
함께 적용 불가

VPLCS0318  103,900 

적재 공간 레일
적재 공간에 장착하는 레일은 수납을 위한 공간 활용에 융통성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 고정 키트를 장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재 공간 고정 키트와 
함께 사용이 요구됩니다.

VPLZS0542  389,300 

적재 공간 고정 키트

적재 공간 고정 키트는 퀵-락/퀵-릴리스 시스템을 통해 적재 공간 레일에 고정시키는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화물 및 각종 물품들을 적재 공간에
고정시키는 종합적이고 유동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리트랙터블 스트랩,
자동잠금조절식 릴, 길이조절식 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착시 적재 공간 레일이
필요합니다.

VPLGS0171  320,000 

적재 공간 고정 네트
화물 및 작은 물품들을 적재 공간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적재 공간의 결속 고정 지점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플로어 네트와 약 2미터 길이의 래칫 스트랩 2개가 포함됩니다.

VPLCS0269  173,200 

점프 케이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때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엔진을 재시동 시키는 
점프 케이블 입니다. 사용이 간단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에 강력하고 튼튼합니다.
점프 케이블은 차량내 필수품이며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VPLVV0090  254,000 

FUNCTION & TECHNOLOGY (CONTINUED)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흘림 방지 워터 볼

이동중 또는 차량 밖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흘림 방지 물그릇은 물이 요동쳐도 
물의 방향을 그릇의 중심으로 다시 잡아주는 영리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적으로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차안에서도 애완 동물이 항상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미끄럼 방지 
고무 받침대와 고정 스트랩이 워터 볼을 단단히 고정해주며, 350ml 용량 입니다.

VPLCS0518  80,500 

휴대용 헹굼 시스템

차량 밖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휴대용 헹굼 시스템은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기 전 
씻기거나 자전거 및 잠수복과 같은 다른 장비들을 헹궈야 할때 편리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선택한 설정에 따라 최소 2분 동안 샤워 호스를 통해 물 분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전지나 외부 전원이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수도꼭지 채결 압력을 이용하며, 
집에서 물탱크를 채워나오는 준비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가압 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브랜드 커버와 핸들이 특징이며, 적재함 ‘D’루프에 고정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VPLCS0519  469,500 

접이식 펫 캐리어

접이식 펫 캐리어는 작은 동물들을 운반할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나 다른 반려동물을 일상적으로 적재 공간에 싣고 다니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견고한 600D 나일론으로 제작 된 접이식 펫 캐리어는 경량 금속 프레임, 퀼트 패브릭 쿠션,
메쉬 윈도우 및 필요시 고정할 수 있는 장치인 스프링로드 잠금 장치를 포함합니다. 
Windsor 가죽 손잡이, 모서리 피스, 사이드 포켓과 함께 프리미엄 마감을 제공합니다. 
높이 52cm, 폭 52cm, 길이 72cm.

VPLCS0520  490,900 

누빔 적재 공간 라이너

바닥, 2열 좌석 뒷면, 적재 공간 측면 벽 등 적재 공간의 카펫이 깔린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보호하는 맞춤형 라이너 입니다. 일체형 고무 매트와 탈부착이 가능한 범퍼 보호 장치가
있는 부드러운 퀼트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청결한 세탁이 용이해 정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전체 높이 러기지 파티션과 
호환 가능

VPLZS0538  498,700 

적재 공간 고무 매트
가장자리 리테이닝 처리된 블랙, 방수 적재 공간 고무 매트는 적재 공간 카펫 바닥을 
보호해 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VPLZS0493  222,200 

러기지 파티션-풀 사이즈
적재 공간에 탑승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물이 탑승자 좌석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VPLZS0503  543,700 

반려동물 적재 공간 보호 팩

반려동물로부터 청결한 적재 공간 유지 및 짐을 보호하고 청결한 세탁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퀼팅된 스페이스 라이너, 적재 공간 풀사이즈 칸막이 및 흘림 방지 
워터 볼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완벽한 솔루션 입니다.

VPLZS0538  498,700 

VPLZS0503  543,700 

VPLCS0518  80,500 

반려동물 이동 팩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편리한 옵션으로, 필요에 따라
신속한 탈착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펫 캐리어, 흘림 방지 워터 볼 및 적재 공간 고무 매트로
구성됩니다. 정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완벽한
솔루션 입니다.

VPLCS0520  490,900 

VPLCS0518  80,500 

VPLZS0493  222,200 

PE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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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매트 고무 발밑 매트가 일반적인 오염을 막아줍니다. LHD VPLZS0491  201,100 

리어 시트 커버 보호 리어 시트와 도어 라이닝 모두를 습기와 오염물로부터 보호합니다.
시트 백 수납 포켓 또는 
Click and Go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VPLVS0312  364,100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
준-경질, 방수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는 3면의 가장자리가 높이 올라와 있어 
적재 공간 바닥과 측면 벽 카펫을 더러움과 젖은 물건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Range Rover 로고가 브랜딩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 리텐션 키트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VPLZS0495  258,600 

적재 공간 고무 매트
가장자리 리테이닝 처리된 블랙, 방수 적재 공간 고무 매트는 적재 공간 바닥을 
보호해 줍니다.

VPLZS0493  222,200 

적재 공간 고무 매트 익스텐션 뒷좌석을 접었을때 좌석의 뒷부분을 덮는 방수 매트 익스텐션 입니다.
적재 공간 고무 매트
(VPLZS0493)와 함께 사용.

VPLZS0494  114,200 

적재 공간 파티션 네트
편리한 적재 공간 파티션 네트는 적재된 물건들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해 줍니다. 
적재 공간의 D 고리에 장착하여 천장 라이닝에 고정됩니다. 긴 짐을 운반할 경우 
손쉽게 분리 가능합니다.

VPLZS0504 TBD

러기지 파티션-풀 사이즈
화물이 탑승자 좌석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ECE-17 규정을 준수합니다.

VPLZS0503  543,700 

INTERIOR PROTECTION

* 타이어는 별도 구매 입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17" 10 Spoke ‘Style 1005’ with  
Dark Grey Satin finish, Alloy Wheel

당신의 차량을 폭 넓은 선택 범위의 모던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알로이 휠 셀렉션으로 커스터마이징 해 보십시오.

D240/P250/P300 또는 
여름용 타이어에는 적용 불가

LR114494  627,300 

17" 5 Split-Spoke ‘Style 5073’ with 
Dark Grey Satin finish, Alloy Wheel LR114497  627,300 

18" 5 Split-Spoke ‘Style 5074’ with 
Silver finish, Alloy Wheel LR114498  746,000 

18" 5 Split-Spoke ‘Style 5075’ with 
Silver finish, Alloy Wheel LR114527  746,000 

20" 5 Split-Spoke ‘Style 5076’ with 
Diamond Turned finish, Alloy Wheel LR114524  1,271,500 

20" 5 Split-Spoke ‘Style 5076’ with 
Silver finish, Alloy Wheel LR114521  1,164,300 

20" 5 Split-Spoke ‘Style 5079’ with 
Diamond Turned finish, Alloy Wheel LR114518  1,271,500 

20" 5 Split-Spoke ‘Style 5079’ with 
Gloss Black finish, Alloy Wheel LR114528  1,204,500 

20" 5 Split-Spoke ‘Style 5079’ with 
Silver finish, Alloy Wheel LR114515  1,164,300 

20" 5 Split-Spoke ‘Style 5115’ with 
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finish, Alloy Wheel

VPLZW0129  1,271,500 

21" 5 Split Spoke ‘Style 5077’ with 
Diamond Turned finish, Alloy Wheel*

다이나믹 어뎁티브와 
함께 장착 가능.

LR114526  1,447,100 

21" 5 Split-Spoke ‘Style 5078’ with 
Gloss Black finish, Alloy Wheel LR114523  1,380,100 

21" 5 Split-Spoke ‘Style 5078’ with 
Silver finish, Alloy Wheel LR120591  1,339,900 

ALLOY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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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스타일드 밸브 캡
독특하고 특별한 스타일드 밸브 캡 구성으로서 디자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로이 휠에 섬세한 스타일의 향상을 부여합니다.

블랙 잭

4개 세트로 구성

LR027666  44,100 

랜드로버 LR027560  44,100 

유니온 잭 LR027664  44,100 

잠금 휠 너트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잠금 휠 너트는 적은 비용으로 귀중한 휠과 타이어의
보안을 강화시켜 줍니다. 4개의 잠금 휠 너트와 1개의 키 도구가 한세트로 제공됩니다.

블랙 마감
블랙 마감 알로이 휠과 함께
사용 권장

VPLVW0072  194,200 

실버 마감 LR086417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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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마감
개별 판매 가능. 블랙 마감 알로이
휠과 함께 사용 권장

LR069899  17,900 

실버 마감 개별 판매 가능. LR069900  17,900 

비상용 스노우 트랙션 보조장치
비상용 트랙션 보조장치(스노우 삭스)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힌 도로에서 트랙션을 
보조해 줍니다. 다양한 휠 사이즈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17"- 20"휠에만 사용 가능.
전륜구동에서만 사용 가능.

VPLVW0073  176,500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은 앞바퀴에 장착시 눈 및 빙판길 주행에서 향상된 조향과 제동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치가 간편한 디자인, 고품질 강화 아연 도금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사용하지 않을시 보관을 위하여 튼튼한 비닐 운반백과 
함께 제공됩니다.

17”- 20”휠에만 사용 가능.  
휠&타이어 사이즈 225/65 R17,
235/60 R18, 235/55 R19
and 245/45 R20
R전륜구동에서만 사용 가능.

VPLSW0079  993,100 

스페이스 세이버 스페어 휠 키트
스페이스 세이버 휠 키트는 라인 피트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장착 된 차량에 적합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키트 입니다. 키트에는 스페어 휠, 폼 블록(x2), 고정 나사 및 
잭 키트가 포함됩니다.

VPLZW0128  564,400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

권장 공기압을 유지시켜주는 디지털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로서, 타이어 밸브의 위치를
찾아주는 독특한 360도 회전 노즐과 LED 라이트,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를 측정하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psi, bar, kpa, kg/cm² 등의 측정 단위와 
0-99 psi/0-7 bar 의 측정 범위를 제공. 보관용 케이스와 함께 완제품으로 제공됩니다.

VPLVW0077  57,700 

타이어 수리 키트
스페어 휠 장착 대신 대체 타이어 수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입니다.
응급 펑크 상황에서 사용되는 밀봉제 및 공기 압축기로 구성됩니다.

VPLYW0127  238,300 

WHEEL ACCESSORIES

* 휠 캡은 개별 금액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