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ROVER GEAR - ACCESSORIES

NEW RANGE ROVER

EXPERIENCE LAND ROVER GEAR
뉴 레인지로버가 당신의 여정에 필요한 그 어떤 조건이라도 만족감을 드릴 준비를 마친 채,

익스테리어용 액세서리 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적용됩니다.

더욱 높아진 매력과 재능들로 시선을 사로 잡으며 나타납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 최대 2년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플로리다 웨더링’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당신의 니즈를 구현하는 완벽한 방법은 바로
랜드로버 액세서리와 함께 당신의 차량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명식 실 트레드플레이트, Click & Go 모듈 아이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포함한
광범위한 컬렉션의 멋지고 실용적인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액세서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리어와 트레일링 부품들, 휠 및 부속 액세서리도 멋진 제안이 될 것입니다.

세심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차량 모델 설계팀과 동일한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이들은 랜드로버와 그 성능에 대하여 구석구석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 500시간동안의 열온 에이징 테스트
- 영하 40 ~ 영상 80°C 범위의 극한 열온 테스트
- 영하 40°C 에서 16시간 냉각후 5분간 70°C로 가열하는 열 충격 테스트
- 95~100%의 습도 및 48°C 온도조건 상에서 168시간동안 노출시키는 내습도 테스트
- 실제 드라이빙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염분, 흙과 먼지 등의 혹독한 조건을
집중하여 실험에 적용시킨 가속 환경 사이클 테스트

확인된 품질

그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인해, 디자인과 성능에 최적화시켜 보완될 수 있는 액세서리를 개발

모든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고객을 위해 최소 12개월의 보증이 적용되거나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적용한 차량이 신차 구매 1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600km 이내의 경우에는(우선
도래한 조건 기준), 해당 차량의 잔존 보증 기간 동안의 부품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의 테스트

액세서리에 관한 추가 정보와 최신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영상을 확인하려면,

모든 랜드로버 액세서리들은 당신이 랜드로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까다로운 기준에 충족하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도록 엄격하게 테스트되고 점검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차량과 액세서리들이 언제나 조화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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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동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액세서리들은 사계절 모든 조건에서의 확실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극한의 고온 및 저온
테스트를 거칩니다.
내부식성 테스트를 통해 해안 지역과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액세서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며, 당신의 랜드로버에 적용된 안전 사양들과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디자인, 기능 및 재질에 맞춤된 일련의 액세서리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각 액세서리 부품이 설계
된 성능 기준에 맞는지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사항 안내
랜드로버는 본 출판물이 수록한 모든 상세한 내용이 정확한지 인쇄 시점에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된 제원과 사양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제원과 사양은 지역 시장 환경과 요구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모든 시장에서 주문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나타난 일부 차량 모델들은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거나 적용되었으며 별도의 옵션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본 출판물 상에서 재현된 색상은 인쇄 과정에서의 표현 한계가 있으며, 실제 차량의 색상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액세서리에 관한 추가 정보와 최신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영상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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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TOURING PACK
투어링 팩은 레인지로버가 모든 종류의 장거리 투어링과 레저 활동에 맞춰
준비될 수 있도록 스타일리쉬하고 실용적인 적재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패키지는 아웃도어 활동 과정에서 물, 진흙과 먼지의 실내 유입을

1.

방지하며 차체 외관의 도장을 보호해 드립니다.

2.

1.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2.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식 토우 바
3. 크로스 바
4. 전동식 사이드 스텝
5. 휠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
6. 루프 레일 – 블랙 피니수/실버 피니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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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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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ACTIVE PACK
루프 장착형 캐리어 시스템과 편리한 적재공간 정리함이 실용적이며
안전하게 물품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또한, 루프 캐리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6.

1. 크로스 바
2. 스키/스노보드 캐리어
3. 휠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
4.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식 토우 바
5. 머드 플랩 – 앞/뒤*
6. 전동식 사이드 스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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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드 플랩의 이미지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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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CHARGING

유니버셜 케이블

퍼브릭 충전 케이블

유니버셜 케이블은 일반 가정용 충전 케이블의 업그레이드 형으로, 충전

퍼브릭 케이블은 일반 가정용 충전 케이블의 업그레이드 형으로, 충전 소요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 주는 6m 길이의 다용도 케이블입니다. 전력 관리를 위한

시간을 감소시켜 주는 6m 길이의 다용도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일반적인

ICUU(In Cable Control Unit)와 가정용 16A 어댑터 또는 최대 7.5kW까지
공급이 가능한32A 어댑터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는 적합한 산업

A/C 콘센트 박스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급속 충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 전기 충전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 소켓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6A 가정용 소켓의 경우 해외에서 충전시에

거주지 밖에서 충전하는 경우의 케이블 보관을 위해서, 차량의 카고 적재 공간에

도 그 지역의 특정 버전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밖에서 충전

특별히 제작된 수납 케이스와 적재 공간 물품 고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의 케이블 보관을 위해서, 차량의 카고 적재 공간에 특별히 제작된
수납 케이스와 적재 공간 물품 고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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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WHEREVER, CONNECT WHEREVER

CONNECTIVITY
주행 중에도 전화 연결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용한 핸드폰 충전 장치를 소개합니다.
이 장치는 레인지로버의 센터 콘솔 내의 컵 홀더 공간에 깔끔하게 수납되어 충전 중에도 핸드폰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핸드폰 무선 중천용 컵 홀더
핸드폰 무선 충전용 컵 홀더는 센터 콘솔의 컵 홀더 공간을 활용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이 홀더는 다양한 사이즈의 핸드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충전기는 LED 라이팅으로 충전중임을 알려주며
완충되면 소등됩니다. 최대 72mm폭의 폰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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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 YOUR PASSENGERS TO FIRST CLASS

CLICK AND GO
Click and Go’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목적 시트 백 내장 시스템입니다.
각 모듈은 별매 제품입니다.

Click and Go – 베이스

Click and Work

Click and Hang

Click and Hook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되어 테블릿 PC, 가방, 셔츠나 재킷 등을

뒷좌석 탑승자들이 업무나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탈착 가능한 옷걸이 모듈로서, 셔츠와 재킷 등이

여분의 아이템을 거치하기 위한 범용 걸이입니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 모듈입니다.

이동 중에도 구김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핸드백 이나 쇼핑백을 거치하는데 편리하게

걸거나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이 장착될 수

컵홀더 1구와 차량내 편의를 위하여 높이 및 각도

필요시 차량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후크형

사용됩니다.

있습니다. 베이스는 미사용시 손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걸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의 이미지는 iPad 2부터 iPad 4까지 장착 가능한, Click and Play 모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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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FOR WHEN YOU NEED IT MOST

PET PACKS
레인지로버를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된 실용적인 반려 동물용 패키지 액세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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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팩 - 매트

펫 팩 - 라이너 트레이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와 풀 사이즈 파티션이 조합되어 당신의 차량과

카고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와 풀 사이즈 파티션이 조합되어 당신의 차량과

반려 동물을 보호해 드립니다. 고무 매트는 방수 성능으로 차량 카고 적재

반려 동물을 보호해 드립니다. 라이너는 완전 방수 성능으로 차량 카고 적재

공간의 플로어 카펫을 보호합니다. 풀 사이즈 파티션은 안전하게 당신의

공간의 플로어와 사이드 월의 카펫들을 보호합니다. 풀 사이즈 파티션은

반려 동물을 수송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승차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당신의 반려 동물을 수송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승차 공간으로

막는 기능을 합니다.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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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EVERY SEASON I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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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EXTERIOR STYLING & PROTECTION
1. 브라이트 사이드 튜브

4. 크롬 미러 커버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사이드 튜브로서, 오프로드 감성의

노블 크롬 컬러의 미러 커버로서, 레인지로버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외관과 차량의 디자인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큐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말끔한 스타일링의

2. 고정형 사이드 스텝

업그레이드는 Dark Atlas & Bright ﬁnish의 익스테리어 트림을
보완해 드립니다.

고무소재 트레드 매트와 브러쉬 연마된 스테인리스 스틸 엣지
트림으로 구성된 고정형 사이드 스텝은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며 루프에 화물을 적재하는데 유용합니다. 레인지로버 로고

2.

가 적용되었으며, 익스테리어 디자인 큐를 보완하기 위한 산화
피막의 광택 알루미늄 엣지 트림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3. 전동식 사이드 스텝
실용적이면서도 스마트한 사이드 스텝 부품으로서 차량의
승하차를 원활하게 도와드립니다. 도어 하단부 내측에 정연하게
접혀 놓여진 상태의 좌우 사이드 스텝은 도어를 개방하거나 키를
통해 컨트롤 하는 경우 자동으로 펼쳐지며, 도어를 닫는 동시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본 제품은 장애물 등을 민감하게 감지
하여 작동됩니다. 또한, 도어가 닫힌 경우에도 차량 루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 전개 모드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
됩니다. 전방 머드 플랩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장착이 가능하며,
레이저 에칭 레인지로버 브랜딩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마감 처리가
돋보입니다.

3.

18

19

FULLY LOADED FROM ROOF TO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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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6.

CARRYING & TOWING

3.

1. 루프 레일

5. 스포츠 루프 박스

루프 레일은 화물 탑재를 위한 손쉬운 크로스 바 장착을 용이하게

날렵하며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유광 블랙 피니쉬의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전 설정된 장착 위치점은 무게 배분과

스포츠 루프 박스로서, 차도 옆에서의 개방을 고려하여 차량의

역학적으로 최적의 포지션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양측면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키나 기타 긴 길이의 화물을

100kg입니다.

적재하기 위한 박스내 고정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안을

2. 크로스 바

7.

폭 0.84m, 높이 0.34m 이며, 내부 용량은 320리터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이 높으며, 광택 처리된 알루미늄 소재로

최대 적재 하중은 75kg 입니다.

제작되었습니다. T-트랙 레일 구조가 적용되어 다수의 캐리어용
액세서리들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가로 방향 전체를

6.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 단면 설계로 항력과 풍절음을

윈드서핑용 보드, 카누 또는 카약용 캐리어 입니다. 노와 패들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설치시 차량 전고에 추가되는 높이는 93mm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적용된 다목적 홀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니다.

손쉬운 탑재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틸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3. 러기지 캐리어

4.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부 사이즈는 길이 2.06m,

루프 적재가 용이한, 다루기 쉬운 랙 시스템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75kg입니다.

4. 러기지 루프 박스

운송할 아이템들과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적의 무게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 잠금 가능한 스트랩과 고무 지지대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45kg입니다.

7. 스키/스노보드 캐리어

루프 장착형 수화물 박스로서, 유광 블랙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4세트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보드를 운송할 수 있으며, 쉬운
탑재를 위해 슬라이딩 레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양측면에서 모두 개방이 가능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잠금 장치를 갖고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36kg입니다.

있습니다. 쉽고 신속하게 루프 바에 고정할 수 있는 파워 그립
마운팅을 포함합니다. 외부 사이즈는 길이 1.75m, 폭 0.82m,
높이 0.45m 이며, 용량은 41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75kg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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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1.

8. 스키 가방

13.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 제어식 토우 바

최대 2세트의 스키와 180cm 길이의 폴을 수납할 수 있는 스키/

전자 제어식 토우 바는 미사용시에는 리어 범퍼 안에 위치하여

스노보드 가방으로 랜드로버 브랜딩이 적용되었습니다. 내구성

말끔한 외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12초안에 전개 또는 수납되도록

높은 600D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어깨 스트랩은

설계되었으며, 실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의 스위치를 눌러
작동됩니다. 토우 바를 전개하거나 수납하는 중 장애물을 감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9. 래치 스트랩

12.

하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사용전까지 내측에 수납된 상태를
유지하는 13핀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바 또는 러기지 캐리어와 루프 랙에 아이템을 결속할 때

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 입니다. 트레일러의 후진 및 브레이크

유용한 나일론 소재 래치 스트랩입니다. 길이 5m, 폭 20mm의

라이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즈이며, 개당 판매됩니다.

유니크한 트레일러 후미등 체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포크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

트레일러 후미등은 모델 사양에 따라 터치스크린 또는 카고
적재함의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됩니다.

자전거 전륜이 제거된 상태에서 심플하고 안전한 탑재가 가능
하며, 경량 자전거 또는 ‘레이싱’ 휠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전방 자전거 휠의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금 기능
이 제공되는 사이클 캐리어로서, 홀더당 1대, 최대 2대의 자전거

10.

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11. 휠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
최대 20kg의 자전거 1대를 루프에 탑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자전거 캐리어로서, 잠금 기능을 제공합니다.

13.

12.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한 손으로도 빠른 장착/분리가 가능한 토우 바 커플링 매카니즘이
적용되었으며, 리어 테일게이트 내로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페달
을 사용하여 바깥방향으로 캐리어 틸팅이 가능한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를 펼치거나 폴딩시킨 포지션 상태에
서도 테일게이트는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경량 메탈 소재들로 제작되었으며, 리어 라이팅과 번호판 거치대
및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폴딩되어 보관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홀더와
래치를 적용하여 탑재된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며,
최대 적재 중량은 2대의 경우 40kg이며, 3대의 경우 51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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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OUT TH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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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INTERIOR STYLING & PROTECTION
1. 기어 쉬프트 패들

3.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프리미엄 알루미늄 패들과 함께 스티어링 휠의 멋과 감성을 완성해

고급스럽게 재단된 2,050gsm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레인지로버
의 클래식한 메탈톤 로고 브랜딩, 가장자리의 코너 피스 및 내측면

주십시오. 기계 연마 폴리싱후 도금 및 핸드브러싱 처리를 거친
프리미엄급 마감 처리로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합니다.

2. 스포츠 페달 커버

4.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bony 또는 Espresso실내 색상의
차량용입니다.

광택 피니쉬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향상 시켜주는 페달 커버

4. 카고 적재 공간용 럭셔리 카펫 매트

아이템입니다. 광택 및 에칭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깔끔한 마감처리를 위해 고정부는 감추어져 있는

고급스럽고 소프트한 2,050gsm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레인지
로버 로고와 내측면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bony 또는

것이 특징입니다.

Espresso실내 색상의 차량용입니다.

5. 방수 시트 커버
내구성이 뛰어난 맞춤형 방수 시트 커버로서, 패브릭 소재 시트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트에 맞추어 씌우기 쉽고 세탁기 사용
이 가능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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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6. 카고 적재 공간용 양면 카펫 매트와 라이너

9.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올인원 타입의 카고 적재 공간용 카펫 매트와 더블 레이어드 양면

레인지로버 브랜딩이 적용된 방수 고무 매트로서, 리어 카고

고무 라이너가 리어 카고 공간을 흙먼지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공간의 카펫을 흙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급스러운

라이너는 2열 시트가 접힌 경우, 그 뒷면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

외관과 플로어 매트와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광택 액센트가

펼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퍼 프로텍터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적용되었습니다.

7. 고무 매트

10. 러기지 파티션 – 풀 사이즈

앞좌석과 2열 탑승자를 위한 고무소재 풋웰 매트로서, 흙먼지로

적재한 수화물이 탑승 공간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터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광택 액센트가 가미된

제품입니다. 유럽 안전 기준(ECE-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로고 브랜딩과 내구성 강한 가장자리 코너 피스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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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입니다. 광택 액센트가 가미된 레인지로버 로고 브랜딩이 적용
되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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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YOUR OW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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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

FUNCTION & TECHNOLOGY
1. 시트 백 수납 포켓 – 프리미엄 가죽

4.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네트

차량 모델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소재의 프리미엄 가죽으로 제작

소품과 짐을 적재 공간의 결속 포인트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해

되었으며, 부드러운 터치 질감의 인테리어 라이닝과 마그네틱 잠
금 버튼이 완성도를 더해 주는 수납 포켓입니다. 앞좌석 시트백 뒷

줍니다. 플로어 네트 및 약 2m 길이의 래치 스트랩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을 활용하여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개의 포켓들을 배치하
여, 편리한 적재 및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센터 암레스트 쿨러/워머 박스

3.

6.

리어 센터 암레스트와 같이 배치되어, 식음료를 차갑고 따뜻하게

5. 카고 적재 공간 네트 – 사이드
카고 공간의 측면에 설치하여 소품들을 안전하게 수납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보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면 덮개는 가죽소재로 적용되어 있으며,

6.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중앙 시트 벨트로 고정됩니다. 후방 AUX소켓의 전원으로 작동하

카고 적재 공간 레일에 신속히 부착하거나 탈착 시킬 수 있는

며,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아이템들로 구성된 키트이며, 카고 공간내에 수화물을 적재하는데

3.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 (Ebony 컬러 가죽)

있어 포괄적이며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수납형 스트랩,
자동 잠금 방식의 릴과 신축형 로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는 아름다운 Ebony 컬러의 윈저 가죽과
내구성이 높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수제작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차 상태일 때, 리어 카고에 수납된 상태로부터 쉽고 빠르게 설치
되며, 하부 테일게이트 위에 성인 2명을 위한 편안한 착석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시트들은 고급스러운 수납 백과 함께 제공
됩니다. 수납 백의 부드러운 안감은, 사용시 차체 표면에 사용자들
의 의류가 상하지 않도록 실용적인 보호 매트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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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

WHEELS & WHEEL ACCESSORIES
1. 알로이 휠 - 21인치, 10-스포크, ‘스타일 1001’,
Diamond Turned Finish

4. 스타일 밸브 캡

당신의 차량을 모던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의 넓은 선택 범위를

돋보입니다. 알로이 휠에 섬세한 스타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하는 알로이 휠 컬렉션과 함께 커스터마이징 해 보십시오.

2. 로킹 휠 너트

3.

고급스런 컬렉션의 밸브 캡 아이템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5. 타이어 압력 게이지
적정 압력이 설정된 디지털 방식의 타이어 압력 게이지로서, 타이어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로킹 휠 너트들은 고가의 휠과 타이어를

밸브의 위치에 게이지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60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보안 장비가 될 것입니다. 4개의 너트와

회전 노즐과 LED 라이팅, 타이어 트레드 마모 상태를 점검할 수

1개의 키 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psi, bar,

3.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kpa, kg/cm2 등 다양한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범위는
0~99 psi/ 0~7 bar 등이며, 수납용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후륜에 장착하면, 눈과 얼음 위에서의 조향과 제동 컨트롤을 개선
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장착이 쉽도록 설계 되었고
고품질 아연도금 강성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미사용시 적재공간에
수납할 수 있도록 비닐 보관백이 함께 제공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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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TYLING
PRODUCT NAME

DESCRIPTION

미러 커버 – 노블 크롬

노블 크롬 컬러의 미러 커버로 레인지로버의 외관 디자인 큐를 향상시켜 드립니다.
말끔한 스타일링의 업그레이드는 Dark Atlas & Bright ﬁnish의 익스테리어 트림을
보완해 드립니다.

광택 사이드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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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사이트 스텝*

사이드 스텝은 루프에 화물을 싣는데 유용하며 차량 승하차에도 용이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오프로드 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차량에 부여해 드립니다.
레인지로버 브랜딩이 적용 되었으며, 차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큐를 보완하기 위한
광택 메탈릭 트림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 – S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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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면서도 스마트한 사이드 스텝 부품으로서 차량의 승하차를 원활하게
도와드립니다. 도어 하단부 내측에 말끔하게 접혀 수납된 상태의 좌우 사이드 스텝은
도어를 개방하거나 키를 통해 컨트롤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개되며, 도어를 닫는 동시에
다시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본 제품은 장애물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작동됩니다.
또한, 도어가 닫힌 경우에도 차량 루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 전개 모드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전방 머드 플랩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장착이
가능하며, 레이저 에칭 레인지로버 브랜딩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피니쉬가 돋보입니다.

* 사이드 튜브와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는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RT NUMBER

PRICE

VPLGB0073

376,310

SWB 전용

VPLGP0100

1,752,850

SWB 전용

15년식 모델부터 적용된 수심 감지
장치(Wade Sensing) 사양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VPLGP0226
업데이트를 통해 이전 모델들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1,743,830

하드웨어, 좌측

VPLGP0317

820,500

하드웨어, 우측

VPLGP0316

820,500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좌측

VPLGP0248

1,211,430

VPLGP0249

1,211,430

VPLGP0290

301,510

장착 키트
PHEV 모델 전용

VPLGP0308

319,440

ECU

VPLGT0204

793,100

펜더 클래딩 키트

VPLGP0134

83,820

차량 세트로 제공됩니다.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우측
장착 키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PHEV) 미적용

SWB 장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별도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좌측, 하드웨어 우측,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좌측,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우측,
전기 장착 키트, ECU,
펜터 클래딩 키트

PRODUCT NAME

전동식 사이드 스텝 – LWB*

DESCRIPTION

실용적이면서도 스마트한 사이드 스텝 부품으로서 차량의 승하차를 원활하게
도와드립니다. 도어 하단부 내측에 말끔하게 접혀 수납된 상태의 좌우 사이드
스텝은 도어를 개방하거나 키를 통해 컨트롤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개되며,
도어를 닫는 동시에 다시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본 제품은 장애물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작동됩니다. 또한, 도어가 닫힌 경우에도 차량 루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 전개 모드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전방 머드 플랩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장착이 가능하며, 레이저 에칭 레인지로버 브랜딩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피니쉬가 돋보입니다.

PART NUMBER

PRICE

하드웨어, 좌측
SDV6 하이브리드 모델 미적용

VPLGP0335

1,168,310

하드웨어, 우측
SDV6 하이브리드 모델 미적용

VPLGP0336

1,168,310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좌측 SDV6
하이브리드 모델 미적용

VPLGP0275

1,459,700

VPLGP0345

1,459,700

VPLGP0291

301,070

장착 키트
PHEV 모델 전용

VPLGP0309

319,440

ECU

VPLGT0204

793,100

펜더 클래딩 키트

VPLGP0134

83,820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우측 SDV6
하이브리드 모델 미적용
장착 키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PHEV) 미적용

LWB 장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좌측, 하드웨어 우측,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좌측,
마운팅 브라켓 및 모터 우측,
전기 장착 키트, ECU,
펜터 클래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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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PROTECTION
PRODUCT NAME

CARRYING

DESCRIPTION
전방용
전동식 사이드 스텝 장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RT NUMBER

PRICE

VPLGP0109

158,51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SWB 전용

VPLGR0079

1,103,740

장착을 위해 별도의 레일 디치 피니셔 VPLGR0112
및 루프 레일과의 컬러 매칭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루프
장착용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VPLGR0078
동일합니다.

1,926,100

VPLGR0110

1,926,100

SWB - 일반 루프 모델 전용
블랙 피니쉬

VPLGR0095

324,830

SWB -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 모델
전용
블랙 피니쉬

VPLGR0097

465,080

VPLGR0113

550,000

VPLGR0094

201,520

SWB –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
모델 전용
실버 피니쉬

VPLGR0098

465,080

LWB 전용
실버 피니쉬

VPLGR0111

384,120

VPLGR0102

719,070

VUB503160

202,950

블랙 피니쉬

LWB 전용
전방용,
전동식 사이드 스텝 장착 차량용

머드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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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용
SV Autobiography와 SVA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방용
SV Autobiography와 SVA
Autobiography Dynamic 모델용

VPLGP0111

158,510

루프 레일*

2개 1세트로 제공됩니다. SVO 디자인
팩 장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랙 피니쉬

SWB 전용
실버 피니쉬

VPLGP0355

LWB 전용

158,510

실버 피니쉬

VPLGP0356

141,350

루프 레일 디치 피니셔
– 블랙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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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레일은 화물 탑재를 위한 손쉬운 크로스 바 장착을 용이하게 합니다.
사전 설정된 장착 위치점은 무게 배분과 역학적으로 최적의 포지션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100kg입니다.

루프 레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블랙 또는 실버 피니쉬가 제공됩니다.

LWB 전용
블랙 피니쉬
SWB – 일반 루프 모델 전용 실버
피니쉬

크로스 바**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이 높으며, 광택 처리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T-트랙 레일 구조가 적용되어 다수의 캐리어용 액세서리들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가로 방향 전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 단면 설계로 항력과 풍절음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설치시 차량 전고에 추가되는 높이는 93mm 입니다.

크로스 바 고리 키트

루프 레일의 T-트랙 슬롯에 설치하여 다양한 장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결속 고리 세트입니다.

*장착을 위해서 별매의 크로스 바가 필요합니다.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는 랜드로버 루프 장착용 액세서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차량 루프의 최대 적재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PRICE

1,103,740

장착을 위해서는 루프 레일이
필요합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루프 레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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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ODUCT NAME

DESCRIPTION
자전거 전륜이 제거된 상태에서 심플하고 안전한 탑재가 가능하며, 경량 자전거
또는 ‘레이싱’ 휠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전방 자전거 휠의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금 기능이 제공되는 사이클 캐리어로서, 홀더당 1대,
최대 2대의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PRICE

러기지 캐리어**†

루프 적재가 용이하며 다루기 쉬운 랙 시스템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75kg입니다.

VPLRR0159

871,640

포크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

러기지 루프 박스**†

루프 장착형 수화물 박스로서, 유광 블랙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양측면에서 모두 개방이
가능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고 신속하게 루프 바에 고정할 수 있는
파워 그립 마운팅을 포함합니다. 외부 사이즈는 길이 1.75m, 폭 0.82m, 높이 0.45m 이며,
용량은 41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75kg입니다.

VPLVR0062

923,120

휠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

최대 20kg의 자전거 1대를 루프에 탑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자전거
캐리어로서, 잠금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루프 박스**†

날렵하며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유광 블랙 피니쉬 마감의 스포츠 루프 박스로서,
차도 옆에서의 개방을 고려하여 차량의 양측면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키나 기타 긴 길이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박스내 고정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부 사이즈는 길이 2.06m, 폭 0.84m, 높이 0.34m 이며, 내부 용량은 320리터입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75kg 입니다.

VPLVR0061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한 손으로도 빠른 장착/분리가 가능한 토우 바 커플링 매카니즘이 적용되었으며,
리어 테일게이트 내로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페달을 사용하여 바깥방향으로
캐리어 틸팅이 가능한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를 펼치거나
폴딩시킨 포지션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는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경량 메탈 소재들로 제작되었으며, 리어 라이팅과 번호판 거치대
및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폴딩되어 보관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홀더와 래치를 적용하여 탑재된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며, 최대 적재 중량은 2대의 경우 40kg이며, 3대의 경우
51kg입니다.

스포츠 루프 박스 - 대형**†

한 손으로도 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토크 계측기가 포함된 파워 클릭 마운팅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양 측면에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최대 8개의 스키 또는 5개의 스노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적재 가능한
최대 스키길이 2.05m입니다. 용량은 430리터이며, 최대 적재 하중은 75kg입니다.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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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LWR0100

1,219,460

1,602,150

VPLGR0107

609,730

카약 또는 카누 2대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소형 보트와 같은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트랙 어탭터와 2.75m 길이의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포함 되었습니다.

VPLWR0099

165,110

스키/스노보드 캐리어**†

4세트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보드를 운송할 수 있으며, 쉬운 탑재를 위해 슬라이딩 레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를 갖고 있으며, 최대 적재 하중은 36kg입니다.

LR006849

355,630

스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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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LGS0166

2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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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5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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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 리프트 및 로딩 시스템

주의: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가 장착된 경우, 그 위에 물품을 올려두는 것은 신호 감도 품질을 저하시키고 내비게이션과 위성 라디오 시스템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루프 장착용 액세서리는 슬라이딩되어 개방되는 형태의 차량 선루프 작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루프 개방 시에는 차량 상부에 탑재한 물품과의 부딪침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PART NUMBER

PRICE

캐리어는 액슬 지름 15mm의
산악자전거 전륜 포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mm 포크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VPLWR0101

475,090

2개의 자전거 캐리어 사용을
추천합니다.

VPLFR0091

271,920

자전거 2대, LHD

VPLVR0067

1,019,590

자전거 3대, LHD

VPLVR0069

1,225,840

TOWING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 –
카약 2대용**†

래치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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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PRODUCT NAME

DESCRIPTION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 제어식 토우 바*†

전자 제어식 토우 바는 미사용시에는 리어 범퍼 안에 위치하여 말끔한 외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12초안에 전개 또는 수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의 스위치를 눌러 작동됩니다. 토우 바를 전개하거나
수납하는 중 장애물을 감지하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사용전까지 내측에
수납된 상태를 유지하는 13핀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트레일링 하중은 3,500kg 입니다. 트레일러의 후진 및 브레이크 라이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크한 트레일러
후미등 체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후미등은 모델 사양에 따라
터치스크린 또는 카고 적재함의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됩니다.

34,870
트레일링 시스템
– 높이 조절식 토우 바*†

총 3개의 트레일링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토우 히치로서, 연결부는 외장
케이스와 슬라이더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름 50mm의 토우 볼이
적용되며, 허용된 트레일링 하중은 최대 3,500kg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PHEV) 모델의 트레일링 하중은 2,500kg로 제한됩니다.

트레일링 시스템 – ETO 언더트레이

ETO 언더트레이는 높이 조절식 토우 바, 아마추어(VPLGT0232) 및
NAS 토우 리시버(VPLGT0231)의 장착을 위해 필요한 부품입니다.

242,770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는 랜드로버 루프 장착용 액세서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PART NUMBER
하드웨어 및 13핀 커넥터
토우 아이 커버

ECU
EDT 하네스

PHEV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DT 하드웨어는 고정부와 EDT
13핀 트레일링 하네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토우
아이 커버 (VPLGB0154), ECU
(VPLGT0204), EDT 하네스
(VPLGT0225) 및 EDT 스위치 키트
(VPLWT0243)가 필요합니다.

EDT 스위치 키트
장착을 위해서는 13핀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 (VPLGT0237), ETO
언더트레이(LR056299) 및 ETO토우
아이 커버(LR037913)가 필요합니다.

PRICE

VPLGT0117

3,496,790

VPLGB0154

101,310

VPLGT0204

793,100

VPLGT0225

TBD

VPLWT0243

294,360

VPLGT0232

1,422,300

LR056299

6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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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ING

INTERIOR STYLING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트레일링 시스템
– ETO 토우 아이 커버

ETO 토우 아이 커버는 높이 조절식 토우 바, 아마추어(VPLGT0232)
및 NAS 토우 리시버(VPLGT0231)의 장착을 위해 필요한 부품입니다.

LR037913

트레일링 전기 커넥터 - 13핀*

13핀 트레일링용 전기 커넥터로서, 전자식 토우 바 또는 높이 조절식 토우 바에
적용됩니다. 유럽형 트레일링 시스템을 위한 제품으로, 트레일러 후미등 및 실내
전원 공급에 사용됩니다.

트레일러 적용시, 후미등 전원
공급을 위해 장착됩니다.

VPLGT0237

13핀 소켓을 12N으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13핀 커넥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VPLVT0064

트레일링 단자:
13핀/12N 어댑터*
트레일링 단자:
13핀/12N-12S 어댑터*

13핀 소켓을 12N/12S로 변환시켜 주는 트레일링용 커넥션 어댑터 입니다.
적용시, 트레일러 후미등 및 장비 전원을 공급합니다.

라이팅 보드

트레일링을 위한 부품으로서, 13핀 ISO 소켓과 8m 연장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은 후진 및 후방 안개등, 2개의 테일램프, 방향 지시등
및 브레이크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LHD

PRICE
TBD

PRODUCT NAME

DESCRIPTION

기어 변속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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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200
스포츠 페달 커버

VPLHT0060

196,240

장착을 위해서는 13핀 커넥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캐리어
사용시, 일부 국가에서는 라이팅
보드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VPLCV0108

294,690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로서 레인지로버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후방 트레트플레이트에는 조명만 적용되었습니다.

실 트레드플레이트

타겟 트래킹 스티커

경고용 깃발로도 활용토록 스트랩에 부착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허용 하중은 3,000kg입니다.

LR023378

트레일링 스트랩

경고용 깃발로도 활용토록 스트랩에 부착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허용 하중은 3,000kg입니다.

STC8919AA

커스텀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를 통해 개성적인 메세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어 개방시 백색 조명과 함께 엄선된 폰트/활자 세트를 적용하여 하이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7,590

PRICE

알루미늄

VPLVS0187MMU

807,620

알루미늄 레드

VPLVS0187CAY

807,620

VPLWS0475

218,460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광택 피니쉬가 돋보이는 페달 커버입니다.
장착하기 쉽고 깔끔한 마감처리를 위해 고정부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93,940

적용을 위해서는 13핀 커넥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PART NUMBER

150,260

조명식 / 차량용 세트
SWB 전용

차량용 세트로만 판매됩니다.

VPLWS0208

1,432,200

조명식 / 차량용 세트
LWB 전용

차량용 세트로만 판매됩니다.
조명식 적용된 레인지로버 브랜딩이
특징입니다.

VPLGS0261

1,311,090

커스터마이징, 조명식
앞좌석, 2개 1세트
SWB 및 LWB 적용

앞좌석 1개 세트로만 판매합니다.

VPLWS0212

1,529,000

커스터마이징, 조명식
앞좌석, 2개 1세트
LWB 전용

뒷좌석 1개 세트로만 판매합니다.
풀 세트로 주문시, 커스터마이징 및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가 앞좌석 및
뒷좌석 각 1세트씩 제공됩니다.

VPLGS0262

1,499,080

커스터마이징, 조명식
차량용 세트
SWB 전용

차량용 세트로 판매됩니다. 풀 세트로
주문시, 커스터마이징 및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가 앞좌석 및 뒷좌석
각 1세트씩 제공됩니다.

VPLWS0209

2,140,490

Ebony, LHD
SWB 전용

VPLGS0448PVJ

383,130

VPLGS0448AAM

383,130

VPLGS0450PVJ

383,130

VPLGS0450AAM

383,130

VPLGS0377PVJ

343,090

VPLGS0377AAM

343,090

차량용 세트로 판매됩니다.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고급스럽게 재단된 2,050gsm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레인지로버의
클래식한 메탈톤 로고 브랜딩, 가장자리의 코너 피스 및 내측면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bony 또는 Espresso실내 색상의 차량용입니다.

Espresso, LHD
SWB 전용
Ebony, LHD
LWB 전용
Espresso, LHD
LWB 전용

카고 적재 공간용 럭셔리
카펫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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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링 전기 커넥터는, 캐러밴, 트레일러 및 후방 용 LED 램프 키트를 장착한 라이팅 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레일링 어시스트(Trailer Assist) 기능을 적용한 차량은 타겟 트래킹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고급스럽고 소프트한 2,050gsm의 장모 카펫 매트로서, 레인지로버 로고와
내측면 방수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bony 또는 Espresso실내
색상의 차량용입니다.

Ebony

Espresso

차량용 세트로 판매됩니다.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을
장착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HEV모델 및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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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 TECHNOLOGY
PRODUCT NAME

액티비티 키

DESCRIPTION

PART NUMBER

더욱 특별한 편의사양으로서, 팔목에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 키가
제공됩니다. 오너가 액티비티 키를 착용하면, 통상적인 형태의 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실내에 두고 잠금할 수 있습니다. 손목 밴드는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완벽한 방수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다가 차량으로 돌아와서는
자유롭게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안을 위하여 손목 밴드 사용시
기존의 키 장치는 작동을 중지합니다.

손목 밴드

LR091580

261,360

차량 준비 키트는 액티비티 키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입니다.

차량 준비 키트

VPLWV0123

4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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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lck and Go 모듈들을 장착하는데
필요한 액세서리입니다. 10.2”
LCD스크린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는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VPLRS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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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을 위해서는 Click and Go
베이스 가 필요합니다. 8” 또는 10.2”
스크린이 적용된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는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VPLRS0390

128,700

Click and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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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LRS0389

63,140

VPLRS0391

240,350

VPLRS0392

240,350

VPLRS0393

240,350

VPLRS0394

240,350

VPLRS0395

206,360

VPLVS0164

356,730

VPLVS0165

356,730

Click and Go – 베이스

For iPad 2 - 4

Click an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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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Pad Air
For iPad Mini

장착을 위해서는 Click and Go
베이스 가 필요합니다. 10.2” LCD
스크린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는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For Samsung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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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lick and Work

Click and Go 액세서리 모듈중의 한 가지입니다. 뒷좌석 탑승자들이 업무나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 모듈로서, 컵홀더
1구와 차량내 편의를 위하여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iPad® 홀더*

랜드로버 브랜딩이 적용된 iPad® 홀더로서, 앞좌석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뒷좌석을 마주보는 후방으로 장착됩니다. iPad®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설치 및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구조가 특징입니다.

*iPad®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이며, 미국 및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For iPad® 1
For iPad® 2 및 이후 버전**

10.2” LCD스크린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는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WhiteFire® 헤드폰*

뒷좌석 탑승자의 엔터테인먼트 감상을 위한 별매의 헤드폰입니다.

LR096498

311,520

시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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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LCD스크린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는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VPLVS0182

424,820

코트 옷걸이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부착되어 뒷좌석을 마주하고 거치되는 옷걸이 입니다.
거치 중량은 3kg입니다.

10.2” LCD스크린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는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VPLVS0167

86,130

파워 시트 장착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VPLVS0186

82,500

VPLGS0153

193,380

43,670
우산 걸이

레인지로버 머천다이즈 컬렉션 상품인 소형 접이식 우산의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조수석 풋웰 공간에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내용

장우산 하나를 뒷좌석 후방 공간 아래에 깔끔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노블 피니쉬의 고정부와 벨크로 잠금 구조가 특징이며, 가죽 스트랩 위에는 양각의
레인지로버 브랜딩이 인그레이빙 되었습니다. 우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고 적재 공간

*WhiteFire®는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 상표이며 랜드로버(Land Rover)가 그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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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 TECHNOLOGY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라이터 소켓

스모커 팩

앞좌석 및 뒷좌석 시가라이터와 레인지로버 브랜딩이 적용된 재떨이 용기로
구성된 옵션 패키지 입니다. 비흡연가 사양으로 생산된 차량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재떨이 용기

소켓, 재떨이 용기 및 라이터가 키트를
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라이터 본체

센터 암레스트 쿨러/워머 박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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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을 장착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RICE

LR033370

24,090

LR055830

TBD

LR033354

27,170

VPLVS0176

전자식 쿨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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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 (Ebony
컬러 가죽)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는 아름다운 Ebony 컬러의 윈저 가죽과 내구성이
높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수제작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차 상태일 때, 리어
카고에 수납된 상태로부터 쉽고 빠르게 설치되며, 하부 테일게이트 위에 성인
2명을 위한 편안한 착석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시트들은 고급스러운 수납
백과 함께 제공됩니다. 수납 백의 부드러운 안감은, 사용시 차체 표면에 사용자들의
의류가 상하지 않도록 실용적인 보호 매트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시트 액세서리는 카고 적재 공간의
플로어 레일 위에 D형 고리 등을
통해 연결되는 어댑터와 함께 고정
및 장착됩니다. 시트의 구성품에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HEV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441PVJ

카고 적재 공간 시큐리티 박스

드릴링 방지 잠금 장치가 적용된 스틸 소재 자동차용 금고로서, 내부에는 15”
랩탑과 기타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카고 적재 공간 러기지
레일에 박스 내부의 고정 장치를 통해 부착됩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카고 적재 공간
레일이 필요합니다.

VPLVS0183

VUP100140L

849,640

PRODUCT NAME

DESCRIPTION

카고 적재 공간 레일

카고 적재 공간의 용도를 유연하게 확장시켜 주는 아이템으로,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시스템의 장착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유니버셜 케이블

유니버셜 케이블은 일반 가정용 충전 케이블의 업그레이드 형으로, 충전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 주는 6m 길이의 다용도 케이블입니다. 전력 관리를 위한 ICUU
(In Cable Control Unit)와 가정용 16A 어댑터 또는 최대 7.5kW까지 공급이
가능한32A 어댑터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는 적합한 산업용 소켓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6A 가정용 소켓의 경우 해외에서 충전시에도 그 지역의
특정 버전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밖에서 충전하는 경우의
케이블 보관을 위해서, 차량의 카고 적재 공간에 특별히 제작된 수납 케이스와
적재 공간 물품 고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or P400e only

퍼브릭 충전 케이블††

퍼브릭 케이블은 일반 가정용 충전 케이블의 업그레이드 형으로, 충전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 주는 6m 길이의 다용도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일반적인
A/C 콘센트 박스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급속 충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 전기 충전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밖에서 충전하는 경우의 케이블 보관을 위해서, 차량의 카고 적재 공간에
특별히 제작된 수납 케이스와 적재 공간 물품 고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or P400e only

점프 케이블

차량 시동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활용하여 엔진을
시동할 수 있는 전력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사용하기 심플하고 안전한,
박스/케이스와 함께 제공되어 비상시를 대비하여 차량내 보관해야 할 제품입니다.

††

402,160

3,202,540

930,380

접이식 러기지 정리함

이송중에 사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정리함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폴딩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VPLVS0175

127,050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네트

소품과 짐을 적재 공간의 결속 포인트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해 줍니다.
플로어 네트 및 약 2m 길이의 래치 스트랩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PLMS0302

235,180

카고 적재 공간 네트 – 사이드

카고 공간의 측면에 설치하여 소품들을 안전하게 수납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PHEV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442

183,040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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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을 위해서는 카고 적재 공간의
플로어 레일과 함께 적용되는 D형
고리(VPLGS0170)가 필요합니다.
PHEV모델 및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171

352,000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PHEV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 소켓 또는 산업용 32A
소켓 적용

ICUU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안전
기준 IEC62756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센트 전기 단자 및 퍼블릭 충전 적용

PART NUMBER

PRICE

VPLGS0170

618,970

UCC01

TBD

PCC01

TBD

VPLVV0090

††컨센트 전기 단자는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 연장 코드나 멀티탭 어댑터 등은 전기차에 대한 용도나 충전 케이블로 사용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의: 충전 시간은 지역, 전력 공급 및 사용되는 충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 방식의 적용 및 유효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지역의 방안에 대해서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딜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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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PROTECTION
PRODUCT NAME

방수 시트 커버

고무 매트

카고 적재 공간용 양면 카펫
매트와 라이너

카고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INTERIOR PROTECTION

DESCRIPTION

PART NUMBER
Ebony, 앞좌석

앞좌석 전용

Ebony, 뒷좌석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맞춤형 방수 시트 커버로서, 패브릭 소재 시트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트에 맞추어 씌우기 쉽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좌석과 2열 탑승자를 위한 고무소재 풋웰 매트로서, 흙먼지로부터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광택 액센트가 가미된 레인지로버 로고 브랜딩과
내구성 강한 가장자리 코너 피스가 특징입니다.

VPLGS0439

TBD

VPLGS0440

TBD

PRODUCT NAME

DESCRIPTION

VPLGS0444PVJ

SWB 전용, LHD

LWB 전용, LHD

PHEV모델 및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5,400

VPLGS0446PVJ

235,400

VPLGS0438

394,460

카고 적재 공간 레일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PHEV모델 및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263

294,910

카고 적재 공간 레일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PHEV모델 및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260

273,680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 장착

카고 적재 공간 레일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PHEV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437

315,5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미적용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451

315,590

플로어와 사이드월 카펫을 흙먼지나 수분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3면이 돋움 처리된,
반강성의 방수 적재공간 라이너 트레이입니다. 광택 액센트가 가미된 레인지로버 로고
브랜딩이 적용되었습니다.

러기지 파티션 – 풀 사이즈

적재한 수화물이 탑승 공간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유럽 안전 기준(ECE-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
장착 차량용

펫 팩 - 매트

펫 팩 - 라이너 트레이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와 풀 사이즈 파티션이 조합되어 당신의 차량과 반려
동물을 보호해 드립니다. 고무 매트는 방수 성능으로 차량 카고 적재 공간의
플로어 카펫을 보호합니다. 풀 사이즈 파티션은 안전하게 당신의 반려 동물을
수송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승차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합니다. 유럽 안전 기준(ECE-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
장착 차량용

카고 적재 공간 라이너 트레이와 풀 사이즈 파티션이 조합되어 당신의 차량과 반려
동물을 보호해 드립니다. 라이너는 완전 방수 성능으로 차량 카고 적재 공간의
플로어와 사이드 월의 카펫들을 보호합니다. 풀 사이즈 파티션은 안전하게 당신의
반려 동물을 수송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승차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합니다. 유럽 안전 기준(ECE-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RICE

VPLGS0162

664,290

리어 시트를 적합하게 조정하고
스키와 같이 긴 아이템을 적재할 수
있는 유용한 통합형 스키 스루 해치가
특징입니다.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VPLGS0469
레일 시스템 및 뒷좌석 후면 선반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카고 적재
공간 라이너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40,530

카고 적재 공간 레일 시스템 및 뒷좌석
후면 선반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PHEV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고 적재 공간 레일 시스템 및 뒷좌석
후면 선반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PHEV모델 및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PLGS0162 &
VPLGS0260

664,290
273,680

VPLGS0469 &
VPLGS0437

640,530
315,590

VPLGS0162 &
VPLGS0263

664,290
294,910

PART NUMBER

PRICE

LR037742

986,260

LR044848

1,280,730

LR039142

1,369,170

LR098796

1,280,730

ALLOY WHEELS
PRODUCT NAME

DESCRIPTION

19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01’, 알로이 휠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02’, 알로이 휠
20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02’, Shadow Chrome
피니쉬 알로이 휠
20인치, 12-스포크, ‘Style 1065’,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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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UMBER
리어 시트를 적합하게 조정하고
스키와 같이 긴 아이템을 적재할 수
있는 유용한 통합형 스키 스루 해치가
특징입니다.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라이너, 레일 시스템 및 뒷좌석
후면 선반과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PHEV모델 및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뒷좌석 전용

올인원 타입의 카고 적재 공간용 카펫 매트와 더블 레이어드 양면 고무 라이너가
리어 카고 공간을 흙먼지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라이너는 2열 시트가 접힌 경우,
그 뒷면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퍼 프로텍터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레인지로버 브랜딩이 적용된 방수 고무 매트로서, 리어 카고 공간의 카펫을
흙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플로어 매트와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광택 액센트가 적용되었습니다.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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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EL ACCESSORIES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21인치, 7-스플릿 스포크, ‘Style 7001’,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LR098797

1,473,890

21인치, 7-스플릿 스포크, ‘Style 7001’, Light Silver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LR098798

1,591,810

21인치, 9-스포크, ‘Style 9001’, Gloss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LR078437

1,473,890

21인치, 10-스포크, ‘Style 1001’, Silver Sparkle
피니쉬, 알로이 휠

LR037746

1,473,890

21인치, 10-스포크, ‘Style 1001’,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LR038149

1,591,810

22인치,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04’, 알로이 휠

LR037747

1,611,940

LR051513

2,159,630

PRODUCT NAME

DESCRIPTION

로킹 휠 너트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된 로킹 휠 너트들은 고가의 휠과 타이어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보안 장비가 될 것입니다. 4개의 너트와 1개의 키 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광 블랙 피니쉬

휠 너트

휠 너트 20개 1세트 상품으로, 특히 유광 블랙 피니쉬가 적용된 알로이 휠에 적합합니다.

스타일 밸브 캡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22인치, 6-스포크, ‘Style 6001’,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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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인치, 7-스플릿 스포크, ‘Style 7007’,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LR039141

2,277,550

LR038150

1,611,940

22인치, 9-스플릿 스포크, ‘Style 9012’, Mid-Silver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LR099146

1,729,860

22인치, 9-스플릿 스포크, ‘Style 9012’, Gloss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LR099147

1,656,160

22인치 11-스포크 ‘Style 1046’ 알로이 휠

LR098799

1,611,940

22인치, 7-스포크, ‘Style 7008’,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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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급스런 컬렉션의 밸브 캡 아이템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알로이 휠에 섬세한 스타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PRICE

VPLWW0093

213,620

유광 블랙 피니쉬

VPLWW0078

533,830

Black Jack

LR027666

48,510

LR027560

48,510

Range Rover

LR027663

48,510

Union Jack

LR027664

48,510

적정 압력이 설정된 디지털 방식의 타이어 압력 게이지로서, 타이어 밸브의 위치에
게이지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60도 회전 노즐과 LED 라이팅, 타이어
트레드 마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psi, bar, kpa, kg/cm2 등 다양한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범위는
0~99 psi/ 0~7 bar 등이며, 수납용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가격은 휠 당 단가입니다.
*휠과 타이어는 별도 주문하여야 합니다. ※부품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광 블랙 피니쉬가 적용된 알로이
휠에 추천합니다.

Land Rover
4개 1세트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리어 휠 19”~22”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35/65 R19, 255/55
R20, 275/45 R21 및 275/40
R22 타이어 및 휠 사이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어 액슬에만
적용됩니다.

후륜에 장착하면, 눈과 얼음 위에서의 조향과 제동 컨트롤을 개선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장착이 쉽도록 설계 되었고 고품질 아연도금 강성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미사용시 적재공간에 수납할 수 있도록 비닐 보관백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페어 휠 또는 공간 절약형 임시 휠 등을 차량의 카고 적재 공간 내에 보관하는데
스페어 휠 커버 및 정비 키트* 필요한 액세서리 입니다. 스페어 휠의 주변에 안전하게 고정 수납할 수 있는 휠 커버,
잭, 툴 키트 및 고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 게이지

PART NUMBER

PHEV 전용

VPLAW0080

TBC

VPLVW0077

1,092,410

TBD

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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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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