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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디자인 퍼포먼스 주행 성능 안전성테크놀로지 실용성 개인 맞춤형 사양

1947년 최초의 랜드로버를 구상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하는 

차량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으로 탄생한 랜드로버는 거친 지형을 뚫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자동차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모델은 랜드로버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자랑합니다. 랜드로버는 강인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며 대담한 혁신과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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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레인지로버는 디자인과 승차감, 장인 정신에서 새로운 품격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경이로운 익스테리어와 정교한 인테리어, 퍼포먼스 및 주행 성능에 이르기까지 

모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탁월한 승차감과 기술 기반의 정교함을 통해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본 브로셔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차량들은 랜드로버 글로벌 모델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사양, 옵션 및 국내 적용 가능 여부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405?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uildyourow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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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레인지로버의 익스테리어는 플로팅 루프, 부드럽게 이어지는 웨이스트라인 및 하부 액센트가 특징이며 

그 실루엣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주목을 받습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디테일이 더해져 레인지로버만의 

독보적인 외관을 완성합니다. 프론트 그릴은 차량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한 장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된 클램셸 보닛은 더욱 부드럽고 길게 연장되어 레인지로버의 기품 있는 외관을 완성합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Byron Blue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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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 피니셔가 포함된 프론트 범퍼, 사이드 벤트 그래픽, 사이드 액센트 그래픽 및 테일파이프 피니셔가 

통합된 리어 범퍼는 한 단계 진보된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Atlas 또는 Satin 바디 컬러의 

사이드 그래픽, 디자인 팩 옵션 및 새로운 휠 디자인은 레인지로버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며, 강렬한 

픽셀-레이저 LED 헤드램프(47페이지 참조) 옵션과 리어 LED 램프는 레인지로버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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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럭셔리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는 차분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편안한 승차감, 고급스러운 디자인, 꼼꼼하고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의 모든 요소는 

탑승자 모두에게 동급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실제 시트에는 이러한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보다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새로운 쿠션과 인터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옵션 사양이 적용된 Navy/Ivory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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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의 독보적인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은 전방 도로에 대한 시야를 크게 향상해주는 

동시에 더욱 안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 넓어진 신형 시트, 소프트폼 인터레이어가 

추가되어 더 깊어진 쿠션은 Semi-Aniline 가죽과 같은 프리미엄 소재가 적용되어 최고 수준의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상단 시트 숄더 지지대 옵션과‘핫스톤’마사지 기능이 추가되어 

기능적으로 한 단계 향상된 시트와 도어 마운트 시트 제어 스위치 등의 직관적인 제어 기능이 

통합되어 궁극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Touch Pro Duo 터치스크린과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통합된 테크놀로지는 

레인지로버 특유의 디자인 철학을 대변하며, 더욱 선명한 라인, 보다 심플해진 다이얼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깔끔한 콘솔을 완성합니다. 베니어와 럭셔리한 피니셔는 

디자인의 정교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업그레이드된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은 

10가지 색상 옵션으로 실내 분위기를 한결 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센터 콘솔의 깊어진 수납함을 

비롯한 통합형 수납 솔루션과 앞좌석 센터 콘솔 냉장 보관함 등의 옵션 사양은 정교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레인지로버와 함께하면 아무리 먼 거리를 여행하더라도 출발할 때의 상쾌한 기분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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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는 모든 탑승자에게 최고로 편안하고 품격 있는 여정을 약속합니다. 손길과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정교함이 깃들어 있으며, 특히 Autobiography 모델에 기본 장착되는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는 진정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앞좌석만큼이나 훌륭한 뒷좌석은 시트가 더 넓어지고 쿠션이 깊어진 것이 특징이며,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를 통해 차원이 다른 품격을 완성합니다. 프리미엄 베니어로 마감된 전동 전개식 센터 

콘솔은 전개 시, 활용도 높은 수납 솔루션이 좌석 두 개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럭셔리한 4시트 

환경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조수석 시트 이동 장치를 이용해 

1열 조수석을 앞으로 최대한 밀어 뒷좌석 탑승자의 공간과 전방 시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컴포트 옵션은 사이드 볼스터, 뒷좌석 시트 상단 기울기 조절 기능, 필로우 팩, 

 ‘핫스톤’마사지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뒷좌석 탑승자의 승차감이 한층 향상됩니다. 추가적인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컴포트 플러스 옵션은 암레스트 히팅 기능, 히팅 기능 포함된 뒷좌석 다리 및 발 

받침까지 갖추어져 있어 진정 럭셔리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옵션 사양이 적용된 Ebony/Vintage Tan 컬러의 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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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전개식 센터 콘솔을 접으면 세 번째 탑승자를 

위한 중앙 시트가 드러나도록 설계 되어 있어 

차량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인지로버 최초로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폴딩 기능이 적용되어 적재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요 기능으로는 10인치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4G Wi-Fi를 

지원하는 Connect Pro 연결 기능, 그리고 마사지, 

히팅/쿨링 및 개인별 실내 온도 조절 설정 등의 

다양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트 컨트롤러 

Remote 앱 등이 있습니다. 개선된 태스크 

라이팅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업무나 작업에 

적합한 차가운 백색등과 가벼운 독서와 같이 여유 

있는 휴식에 적합한 주황색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버튼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전동 전개식 센터 콘솔이 수납된 상태).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전동 전개식 센터 콘솔이 전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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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LONG WHEELBASE
탁월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완성된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는 보는 이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습니다. 이 모델은 파노라믹 루프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론트 휠 아치마다 

독특한‘L’배지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차량 전장이 200mm 확장되어 한층 럭셔리한 

내부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SUV를 대표하는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는 192mm 더 길어진 

인테리어 바닥 공간을 제공하여 탑승자가 더 넓은 레그룸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의 기본 사양에는 프론트 센터 콘솔의 깊어진 수납함, 전동식 리어 사이드 

윈도우 선블라인드,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 그리고 추가적인 실내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 탑승자가 각자 원하는 대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4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탑승자에게 안락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실내 공기 이오나이저(PM2.5 필터 포함)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Aruba 컬러의 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405?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uildyourow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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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컴포트 플러스 시트 옵션은 조수석 시트 원격 조절 기능, 암레스트 히팅 

기능,‘핫스톤’마사지 등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의 모든 럭셔리 기능에 더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 뒤쪽에 각각 히팅 기능이 포함된 다리 받침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모든 레인지로버와 마찬가지로 실내 공간의 모든 요소가 최고급의 소재를 사용하여 최상의 품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는 모든 디테일의 섬세한 조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럭셔리함과 정교함을 제공합니다.

실제 시트에는 이러한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보다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새로운 쿠션과 인터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405?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uildyourow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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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NGINES AND TRANSMISSION
레인지로버의 모든 엔진에는 스톱/스타트 기술 및 스마트 회생 제동 솔루션이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로 차량이 감속하는 동안 낭비되는 운동 에너지를 회수하여 특히 도심 주행 중의 연료 소비량을 

줄여줍니다. 레인지로버의 6기통 디젤 엔진은 인제니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저마찰 

올 알루미늄 구조가 특징인 인제니움 엔진은 강화된 실린더 블록과 트윈 밸런서 샤프트가 적용되어 

근본적으로 진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부드럽고 정교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레인지로버의 모든 디젤 및 가솔린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각 단의 기어비가 촘촘하게 설정되어 항상 최적의 기어를 유지함으로써 연료 

효율성과 가속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기어 변속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우며, 

운전 스타일에 맞춰 변속 기능이 지능적으로 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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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400e는 첨단 2.0리터 300PS Si4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105kW 고용량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404PS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전기 모터는 가솔린 엔진과의 조합으로 출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차(EV)  

모드 선택 시 전기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13kWh의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완충 상태 

에서 전기 동력만으로 대부분의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배기가스 또한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주행 능력, 퍼포먼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은 랜드로버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제 랜드로버는 전기차 기술을 통해 자동차의 새 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랜드로버의 가장 혁신적인 파워트레인으로 

구동됩니다. 첨단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레인지로버의 완전한 주행 

성능과 다이내믹하고 스타일리시한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PHEV는 완전 충전 시 대부분의 

도심에서 주행 및 출퇴근 이용에 충분한 주행 거리를 구현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라인, 엔진 성능 및 연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브로셔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CO2 배출량 및 
연비는 장착된 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 사양의 휠이 장착된 상황에서 최상의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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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하이브리드 모드(기본 주행 모드) -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차량을 구동하며, 두 가지의 충전 관리 기능을 통해 연비를 극대화하거나 배터리 

충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SAVE 기능 - 배터리 충전량이 설정된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PEO(에너지 최적화) 기능 -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PEO 기능이 활성화되며, 설정된 경로의 고도 데이터를 이용해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사이를 지능적으로 전환하여 연비를 극대화합니다.

EV 모드 -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 전기 모터만으로 차량을 주행합니다*.

이러한 이점 외에도,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PHEV 차량 운전자에게 유리한 차량 

관련 규정과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용 수준보다 많은 출력과 토크를 필요로 하거나 배터리 충전량이 주행 상태를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병렬 하이브리드 모드가 자동으로 재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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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스 디자인 - 프론트 그릴에 충전 포트가 통합되어 있어 차량의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쉽게 충전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CO2 배출량 저감1 - PHEV는 랜드로버의 역대 파워트레인 중 가장 낮은 CO2 

배출량을 실현했습니다.

EV 주행 거리 - PHEV는 완전 전기차(EV) 모드2로 주행 시 대부분의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주행 -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정숙한 PHEV 모델로, EV 모드에서 소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PHEV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사이의 

부드러운 변환으로 최적의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주행 성능과 퍼포먼스 - PHEV는 정밀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도강, 바윗길 

주행 등 오프로드 상황에서 완벽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온로드 성능 또한 

뛰어나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조합을 통해 필요한 순간에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실내 온도 사전 설정3 - 엔진을 시동하지 않고도 탑승하기 전에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가 처음부터 쾌적하게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드라이브라인, 엔진 성능 및 연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브로셔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CO2 배출량 및 연비는 장착된 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 사양의 휠이 장착된 상황에서 최상의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운전자가 가용 수준보다 많은 출력과 토크를 필요로 하거나 배터리 충전량이 
주행 상태를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병렬 하이브리드 모드가 자동으로 재활성화됩니다. 
3옵션 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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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야간 충전 - PHEV는 가정용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7.5시간1 만에 완전히 충전되므로 야간에 

가정에서 충전하기에 적합합니다.

충전 솔루션 - 다기능 충전 케이블로 32암페어 용량의 산업용 소켓 또는 전용 월 박스를 사용할 경우 

가정에서 최소 2.75시간1 안에 완충이 가능하며, 오피스 빌딩 및 기타 지정된 공공 충전소의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Control 커넥티비티 - Protect 및 Remote Premium2을 통해 차량 충전 상태 확인, 온도 조절 시스템 

원격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충전 시간은 판매 국가,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 솔루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ndroverkorea.co.kr을 참조하십시오. 
2랜드로버 Remote에는 가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서비스 기간 이후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Remote 앱은 Apple 앱 스토어(App Store) 또는 Google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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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KW ELECTRIC MOTOR
PHEV는 고출력 105kW 영구 자석 동기식 전기 모터를 이용해 동력을 얻습니다.

INTEGRATED HYBRID AUTOMATIC TRANSMISSION
하이브리드 통합 변속 장치를 통해 EV에서 내연 기관(ICE)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2.0 LITRE INGENIUM ENGINE
재규어 랜드로버 그룹이 개발하고 제작한 알루미늄 2.0리터 300PS Si4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은 기존 엔진에 비해 가볍고 효율적입니다.

13kWH HIGH-VOLTAGE BATTERY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기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이용1하기에 충분한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7kW ONBOARD CHARGER
강력한 7kW 온보드 충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충전소의 용량에 따라 약 

2.75시간2 만에 배터리를 완전 충전할 수 있습니다.

INTEGRATED STARTER GENERATOR
필요할 때마다 ISG(Integrated Starter Generator)가 가솔린 엔진을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REGENERATIVE BRAKING
회생 제동 시스템은 전기 모터를 이용해 제동 중의 운동 에너지를 회수하여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 고전압 배터리를 재충전합니다.

1

2

3

4

5

6

7

1드라이브라인, 엔진 성능 및 연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브로셔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CO2 배출량 및 연비는 장착된 
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 사양의 휠이 장착된 상황에서 최상의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충전 시간은 판매 국가,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 솔루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ndroverkorea.co.kr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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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HYBRID ELECTRIC VEHICLE
랜드로버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기술은 벨트 구동식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최첨단 48V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스마트하고 더욱 흥미진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속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했다가 

지능적으로 재사용합니다.

저장된 전기는 스타터 제너레이터에서 사용되어 엔진에 직접 토크 지원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스로틀 반응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높이고 차량 성능을 향상합니다.

MHEV 기술과 다른 세부적인 효율 개선 요소가 조합되어 기존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 인제니움 인라인 

6기통 엔진의 CO2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MHEV 기술은 D300 및 D350 엔진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1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2 48V 리튬이온 배터리

3 벨트 구동식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

4 48V/12V DC-DC 컨버터

5 12V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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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ARY BREADTH 
OF CAPABILITY

레인지로버는 상시 4륜 구동(AWD), 2단 트랜스퍼 박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전자식 센터 디퍼렌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온/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랜드로버의 혁신적인 

전자동 지형 반응 2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 숙련도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가 이러한 첨단 주행 

성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전지형 테크놀로지 옵션을 추가하여 기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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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AIR SUSPENSION
최신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동급 최고의 휠 아티큘레이션과 

유동적인 차고 조절을 통해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4개의 휠이 모두 지면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리어 서스펜션을 필요에 따라 최대 50mm까지 낮출 수 있어 무거운 물건을 싣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이 기능은 10인치 터치스크린, 적재 공간의 버튼 또는 스마트 키를 통해 원격으로 

작동됩니다.

레인지로버는 각 여정이나 다양한 지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상 지상고보다 

50mm까지 차고를 낮추거나, 오프로드 상황에 따라 75mm에서 최대 80mm까지 추가로 지상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피드 로워링 시스템은 속도가 105km/h에 도달하는 순간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차체를 

정상 차고보다 15mm 낮추는 방식으로 공기역학적 저항과 연료 소비량을 줄여줍니다.

TWIN-SPEED TRANSFER BOX WITH 
ELECTRONIC CENTRE DIFFERENTIAL
2단 트랜스퍼 박스 시스템은 저단 기어 세트를 하나 더 갖추고 있어 가파른 오르막이나 내리막, 

오프로드 주행, 견인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정밀한 속도 조절 및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센터 디퍼렌셜은 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액슬을 잠금으로써 

전후방 액슬 사이의 토크를 50:50으로 배분합니다.

TERRAIN RESPONSE 2
랜드로버의 독보적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는 주행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지형의 상태에 

부합하도록 엔진, 변속기,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의 반응성을 조절하여 주행성과 트랙션을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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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LOCKING REAR DIFFERENTIAL
액티브 리어 디퍼렌셜*은 온/오프로드를 불문하고 모든 기후 조건에서 최고 수준의 트랙션을 

보장합니다. 레인지로버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는 상시 4륜 구동(AWD) 및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

은 프론트 휠과 리어 휠로 토크를 배분하고 독립적으로 휠을 제동하여 개별 휠의 트랙션을 높여줍니다. 

액티브 리어 디퍼렌셜은 리어 휠의 미끄러짐을 제한하여 접지력을 극대화합니다.

리어 휠 사이에 장착되는 두 번째 멀티 플레이트 웻 클러치는 즉각적으로 잠기므로 엔진의 전체 토크가 

양쪽 휠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부분적으로 얼어 있는 노면, 젖은 잔디 또는 휠이 굴절되는 

오프로드 지형 등 접지력이 낮은 조건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코너링 중의 무게 이동으로 

인해 내측 휠의 부하가 저하되는 순간 액티브 리어 디퍼렌셜이 외측 휠의 토크를 늘려주므로 코너링 

시의 접지력이 극대화됩니다.

DYMANIC RESPONSE
유압식 롤링 제어를 통해 핸들링 성능을 향상해주는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은 코너링 중 몸이 

쏠리는 현상을 줄여줌으로써 온로드 주행 성능과 안락한 승차감을 최적화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프론트와 리어 액슬을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저속 주행의 민첩성을 높이고 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정밀한 스티어링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ADAPTIVE DYNAMICS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속도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부드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움직임을 초당 500회까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조작 또는 노면의 조건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제어력이 향상되고 차체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며, 결과적으로 편안하고  

매끄러운 주행이 보장됩니다. 또한 오프로드 조건을 감지하여 댐핑을 최적화함으로써 운전자와 

탑승자가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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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ERRAIN PROGRESS CONTROL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1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진흙, 젖은 풀밭, 

빙판길, 눈길, 비포장 도로 등 미끄러운 표면이나 극한 조건에서도 차량의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차량 속도를 

1.8km/h에서 30km/h 사이로 유지하여 운전자가 페달 조작 없이 조향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까다로운 지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OW TRACTION LAUNCH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토크를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우 트랙션 론치 기능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으며, 젖은 풀밭, 눈길, 빙판길 등의 미끄러운 조건에서 차량의 

주행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HILL DESCENT CONTROL
랜드로버 고유의 특허 기술인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HDC)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길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휠에 독립적으로 제동을 가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WADE SENSING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랜드로버의 독보적인 도강 수심 감지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작동하며, 차량이 최대 도강 수심2인 900mm에 근접할 경우 운전자에게 시각적 및 

청각적 경고를 보내줍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과 최대 도강 능력에 따른 수심 정보를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1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도강 기능은 엔진이 작동 중인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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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레인지로버는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지원을 위해 InControl Touch Pro Duo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진보된 통합 기술을 바탕으로여정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차내 기능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옵션 사양이 적용된 Navy/Ivory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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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UP DISPLAY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속도, 기어 및 내비게이션 안내 등의 중요한 

차량 데이터를 윈드스크린에 투사해 보여주므로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를 주시하며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의 

선명한 풀컬러 그래픽을 지원하므로 운전자가 기기 조작 상황과 

통화 상태와 같은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편의에 따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DRIVER DISPLAY
12.3인치 고해상도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는 방대한 주행 관련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정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전화, 미디어 

등의 능동형 안전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뚜렷한 화질과 정교한 프로세싱 엔진을 기반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선명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나 Touch Pro Duo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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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PRO DUO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10인치 고해상도 듀얼 터치스크린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동시에 각종 추가 기능에 

대한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단 스크린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는 

동시에 하단 스크린에서는 멀티미디어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다기능 다이내믹 다이얼을 통해 실내와 시트의 온도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에는 점등되면 나타나는 터치 감응식 스위치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위치 중 하나를 프로그래밍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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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SEAT ENTERTAINMENT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는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2개의 각도 조절식 고해상도 10인치 

터치스크린이 제공됩니다. 또한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시간을‘목적지 도착 정보(Journey Status)’ 

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요약 화면을 통해 팝업 창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WhiteFire® 

디지털 무선 헤드폰, HDMI, MHL(Mobile High-Definition Link), CD/DVD 플레이어 및 USB 연결  

포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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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InControl은 운전자와 차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InControl의 일부 기능은 계속 

지원되므로 랜드로버 고객에게 한층 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InControl의 사양, 옵션, 서드파티 서비스 및 적용 가능 여부는 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적용 가능 여부 및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연결은 지역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Control 기술과 
관련하여 화면과 영상으로 표시되는 정보 및 이미지는 선택한 옵션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제어, 기타 시스템 및 시각적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mote 앱은 앱 스토어(App Store) 또는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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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PROTECT
랜드로버 어시스턴스 서비스 -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 선 상황에서 

오버헤드 콘솔의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 Premium 앱의 

어시스턴스 화면을 통해 랜드로버 어시스턴스 팀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SOS 긴급 출동 -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SOS 긴급 대응 

팀으로 긴급 출동 요청이 자동으로 연결되고, 응급 구조 기관에 

차량의 위치가 전달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 후 최초 10년 간 

제공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 - 경로와 주행 거리 통계가 포함된 주행 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비용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 

내보내거나 스프레드시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 -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행 거리를 파악하거나 

차량의 잠금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마지막으로 주차된 위치를 확인하여 보행로 안내 기능에 따라 

차량이 있는 곳을 안내해줍니다.

VOICE RECOGNITION SYSTEM
레인지로버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NAVIGATION PRO
Navigation Pro는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고, 핀치/줌 제스처를 

이용해 간단하게 지도를 탐색하고, 선명한 그래픽으로 표현된 

지도를 2D 또는 3D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Connect Pro를 이용해 Navigation Pro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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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CONNECT PRO
Connect Pro*는 Remote Premium, Pro Services 및 4G 

Wi-Fi 핫스팟으로 구성됩니다. 차량 안팎에서 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이 시스템은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여정을 즐기는 동안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ro Service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실시간 교통 정보

- 온라인 검색

- 경로 설정 및 도어투도어 경로 설정

- 예상 도착 시간(ETA) 공유

- 위성 보기

- 연료 가격

- 통근 모드

- 주차 공간 정보

- 온라인 경로 설정

- 과속 단속 카메라 정보

- 온라인 미디어

REMOTE PREMIUM
Remote Premium*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의 원격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호환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 원격 잠금 및 잠금 해제

- 원격 실내 온도 조절

- 경적 및 비상등

REMOTE PREMIUM – 
PHEV ENHANCEMENTS
- 충전 상태 정보

- 원격 제어 기능

*Navigation Pro가 적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온라인 기능 및 Wi-Fi 연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계약이 포함된 
Micro SIM을 설치해야 합니다. 4G Wi-Fi 핫스팟 및 Pro Services에는 가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서비스 이용 기간 이후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내 기능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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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SMARTPHONE PACK
스마트폰 팩은 레인지로버의 InControl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화면을 공유하여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과 안전하게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droid Auto™1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 시스템은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해 주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도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USB로 연결하기만 하면 호환되는 

앱을 차량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제어 가능합니다.

-  Apple CarPlay®2는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에 집중하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pple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지도, 메시지, 음악 등 호환되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Android Auto를 지원합니다. Android Aut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com/intl/ko_kr/auto/를 참조하십시오.  2Apple CarPlay를 지원합니다. Apple CarPla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apple.com/kr/ios/feature-availability/#apple-carplay를 참조하십시오.  3Secure Tracker 
및 Secure Tracker Pro 서비스는 활성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12개월 동안 무상 서비스로 제공되며, 보증 
기간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최초 서비스 이용 기간 이후 랜드로버 리테일러의 안내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OPTIONAL FEATURES

SECURE TRACKER
만에 하나 차를 도난 당하게 된 경우 Secure Tracker3 가 차량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즉, 누군가 차량을 불법적으로 옮기려 할 경우, 

도난 차량 추적 센터와 운전자에게 도난 경보를 전송하며, 차량의 

가장 최근 위치가 관련 기관과 공유됩니다.

Secure Tracker는 처음 36개월 동안 기본 제공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을 보증 기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SECURE TRACKER PRO
Secure Tracker Pro3는 여기에 추가로 인증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스마트 키가 제공되어, 미인증 키로 차량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36개월 또는 보증 기간 동안의 서비스 가입으로 두 

가지 가입 옵션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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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MUSIC MAKE YOU FEEL?
음악은 기분을 바꾸고 추억을 되살리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과 자동차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밴드 또는 작곡가의 음악을 감상해보십시오. 자동차라는 공간은 곧, 

당신만의 세상이 됩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차원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음악을 느끼고 경험하며, 음악에 몰입할 수 있다면? 

레인지로버 안에서 음악에 흠뻑 빠져들고 음악과 혼연일체가 

된다면?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전문 브랜드 Meridian™ Audio*는 연주를 

직접 듣는 것 같은 궁극적 수준의 음악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이 브랜드의 정밀 설계 오디오 시스템은 

음향심리학(인간의 뇌가 소리를 인지하는 방식에 관한 과학)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모든 비트와 숨결이 하나하나 

느껴질 정도로 살아있는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Trifield와 three fields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구체적인 기능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차량의 
제원과 판매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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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ERIDIAN™, YOU’LL FEEL MORE
Meridian™의 차내 오디오 시스템은 음향 스튜디오의 오디오 

시스템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교한 음향 기술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스피커의 조합을 통해 사운드의 깊이를 더하고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음악을 제공합니다.

레인지로버 안의 어느 위치에서든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피아노 줄의 진동, 기타 줄의 튕김, 

호른의 울림, 코러스 및 멜로디 등 모든 사운드의 디테일이 실제 

무대를 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오프로드를 

달리든, 러시아워의 교통체증 속에 갇혀있든, 랜드로버 안에서 

감상하는 음악은 언제나 감미롭고, 생동감 넘치며, 감성적입니다.

MERIDIAN™ 자세히 보기

1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참고 이미지는 차량 우측에 착석한 탑승자를 기준으로 인지되는 뮤지션의 위치를 
가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18개 스피커   1개 서브우퍼   825W 앰프 출력

28개 스피커   1개 서브우퍼   1,700W 앰프 출력

1. MERIDIAN™ SURROUND SOUND SYSTEM1

콘서트 홀에 온 듯한 생생한 서라운드 사운드가 제공됩니다. 좌우와 

앞뒤에 배치된 스피커가 웅장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출력해 마치 

넓은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Trifield™ 테크놀로지를 통해 완벽하게 통합된 음질을 제공해 

모든 좌석에서 품격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MERIDIAN™ SIGNATURE SOUND SYSTEM1 2

실내에 세심하게 배치된 추가 스피커와 Meridian의 Trifield™ 

3D 기술이 이 시스템만의 특별한‘라이브’사운드를 재현하여 

새로운 차원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ndroverkorea.co.kr/meridian-sound-system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meridia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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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SSISTANCE

MAKING DRIVING EASIER
주행 환경에 상관없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성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옵션의 기능 하나하나가 

차량 사용자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옵션을 선택하든 

모든 기능이 탑승자의 즐거움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든 차내 기능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고속도로나 차량 정체 상황에서 

전방 차량이 느려지거나 정지하면 그에 맞춰 안전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또한 전방 차량이 완전히 멈출 경우에는 차량을 

부드럽게 정지시킵니다.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방 차량을 

따라 자동으로 주행을 재개합니다.

고속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은 다른 차량과의 잠재적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전방에 알림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동하도록 경고합니다.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충돌을 막거나 충돌 시 충격을 

줄여줍니다.

STANDARD DRIVE FEATURES
비상 브레이크 기능은 다른 차량,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해줍니다. 잠재적 충돌이 임박한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LDW)은 장거리 운전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선에서 벗어날 경우, 시각적 

경고와 스티어링 휠의 부드러운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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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PACKS

STANDARD DRIVE PACK
드라이브 팩은 운전자 보호 및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브 팩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은 운전자가 졸음을 느끼는 징후를 파악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오거나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차량을 

감지하는 순간 해당 방향의 사이드 미러에 작은 경고등을 통해 

알립니다. 운전자가 물체가 위치한 방향으로 조향을 할 경우 

경고등을 점멸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알려줍니다.

교통 표지 인식 기능은 속도 제한과 추월 금지 표지판을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계기판에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모든 정보와 도로 

상황을 알려줍니다. 어댑티브 속도 제한 장치가 활성화되면 교통 

표지 인식 정보를 사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어댑티브 속도 제한 장치는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한 속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제한 

속도가 낮은 구간으로 진입할 때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을 시스템이 

감지하면 가속 페달이 비활성되어 제한 속도 이내로 감속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보다 신속하게 속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교통 표지 인식 및 어댑티브 속도 제한 장치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

OPTIONAL DRIVE PRO PACK
드라이브 프로 팩 옵션은 드라이브 팩의 기본 요소인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교통 표지 인식 및 어댑티브 속도 제한 장치 등의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로 유지 어시스트는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이 

감지될 경우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에 토크를 가하여 차량이 원래 

차로로 돌아가도록 지원합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사각지대 내에서 다른 차량이 감지될 경우 

사이드 미러에 작은 경고등을 점등하여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스티어링을 추가적으로 조절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35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고속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 35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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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FEATURES

ENJOY STRESS-FREE PARKING
레인지로버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직관적이고 손쉬운 주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후진, 평행 주차 또는 좁은 공간 진출입 등의 

상황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본 사양, 옵션 또는 옵션 팩의 일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PARK FEATURES
360°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은 차량 주위에 분산 배치된 디지털 

카메라 4대를 통해 터치스크린에 360° 전방위 시야를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므로 

도로경계석 옆에 주차하거나 협소한 공간 및 교차로 진출입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60° 서라운드 카메라



디자인 퍼포먼스 주행 성능 안전성테크놀로지 실용성 개인 맞춤형 사양테크놀로지

PARK PACKS

STANDARD PARK PACK
파크 팩은 좁은 공간 및 도심 환경에서의 기동을 도와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360° 주차 센서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차를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후진을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활성화하는 

순간 차량 주위에 배치된 센서를 자동으로 작동하여 차량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그래픽을 터치스크린에 표시합니다. 

터치스크린의 디스플레이와 감지음을 통해 차가 물체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알려주므로 주차가 한결 편해집니다.

후방 차량 모니터링 기능은 운전자의 양쪽 측면에서 접근해 오는 

차량, 보행자 또는 기타 위험 요소를 경고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빠져나올 때 유용합니다.

클리어 엑시트 모니터링 기능은 차량이나 자전거 등 주변의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도어에 경고 표시등을 점등하여 탑승자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60° 주차 센서

파크 어시스트

STANDARD PARK PRO PACK
파크 프로 팩은 좁은 공간을 드나들거나 건물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주차 

및 기동을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은 파크 팩의 기본 기능인 360° 

주차 센서, 후방 교통 감지 기능 및 클리어 엑시트 모니터링 기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크 어시스트는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주차를 지원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편안히 앉아 주변을 

주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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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과 Navy/Ivory 인테리어가 적용된 Byron Blue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DRIVER ASSISTANCE

DRIVER ASSIST PACK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드라이버 어시스트 팩*은 드라이브 프로 팩(38페이지 참조), 파크 프로 팩 

(40페이지 참조) 및 360° 서라운드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팩은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 주행이나 정체 상황에서 운전을 더욱 쉽고 

편안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가속 및 제동 기능을 

보조해줍니다. 이 기능은 스티어링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차량을 차로의 중앙에 맞추는 데에 필요한 

수고를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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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BY DESIGN
랜드로버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며,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개발 프로세스는 완전한 라이프사이클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차량의 수명 주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소재의 85%를 재활용 및 재사용하고 95%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랜드로버의 혁신적인 설계는 폐쇄형 순환 제조 공정에서 회수한 재활용 알루미늄이 최대 50% 

포함된 독특한 합금을 차체에 사용하여, 품질과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CO2 

배출량이 저감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폐쇄형 순환 제조 공정이란 랜드로버의 공급업체가 차체 프레스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분류 및 용해하여 고품질의 알루미늄 판을 제조하고, 이를 차체 패널 

프레스 공정에 다시 사용하여 1차 알루미늄의 사용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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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MODE
ECO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가속 및 기어 변속, 자동 모드의 히터, 통풍 및 에어컨 제어, 열선 사이드 미러 

끄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행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주행이 보장됩니다.

LOW CO2 TECHNOLOGIES
레인지로버의 파워트레인에는 다양한 CO2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랜드로버의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에는 차세대 스톱/스타트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의  

첨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최적의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구현합니다.

ENGINE MANUFACTURING CENTRE
랜드로버의 엔진 제조 센터는 랜드로버의 모든 인제니움 엔진이 조립되는 곳입니다. 이 센터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표준(BREEAM Excellent)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영국에서 가장 큰 루프탑 태양전지판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판은 22,600개 이상의 개별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 용량이 

6.2MW에 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최대 30%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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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AND SECURE
강력하고 견고한 레인지로버는 보호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는 동급 최고의 

강성을 자랑합니다. 차체 구조에 포함된 고강도 알루미늄은 충돌 시 세이프티 셀 내부로의 침입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운전석이 높게 설계된 스포츠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시야가 향상됩니다. 도로를 더 잘 볼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도 쉽게 띄어 안전성과 자신감이 

한층 향상됩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Byron Blue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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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은 레인지로버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간섭을 통해 

차량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DSC는 엔진 토크를 줄이고 제동력을 해당 휠에 적용하여 

언더스티어 또는 오버스티어에 대응함으로써 차의 진행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앤티로크 브레이킹 시스템(ABS)은 제동 시 노면의 접지력을 유지해주고, 휠 잠금을 방지하여 

차량의 조향 능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제동 거리 또한 줄여줍니다.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EBD)는 각 축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제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차량의 안정성과 조향 능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은 휠 스핀을 제어하여 접지력과 안정성을 최적화합니다. 

ETC 시스템은 헛도는 휠로 전달되는 토크를 줄이고 필요에 따라 휠에 제동을 가합니다.

코너링 브레이크 컨트롤(CBC)은 코너링 중에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접지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각 휠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 휠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가변적으로 조절하여 차량의 휠이 잠긴 채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롤 스태빌리티 컨트롤(RSC)은 DSC와 통합되어 전복 위험을 줄이고, 민첩성과 조향 능력을 

높여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움직임과 코너링 힘을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전복 위험을 감지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외측 프론트 휠에 

제동력을 가하여 전복을 일으키는 힘을 줄여줍니다.

비상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적시에 ABS 펌프를 통해 브레이크 압력을 높여 

제동을 도와줍니다.

긴급 제동 비상등 - 긴급 제동 상황에서 비상 정지 신호 시스템이 비상등을 자동으로 

작동하여 충돌 위험을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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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수한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아동용 시트의 고정을 위한 두 개의 ISOFIX 포인트가 뒷좌석 

양쪽에 장착되어 있으며, 안전 벨트 프리텐셔너가 전방 충돌 시 앞쪽으로의 움직임을 줄여주므로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커튼, 흉부 에어백 등 종합적인 에어백 시스템이 보호 

기능을 더욱 향상해줍니다.

ISOFIX POINTS

AIRBAGS

ALUMINIUM 
SAFET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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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TECHNOLOGY
레인지로버는 올라운드 익스테리어 LED 라이팅과 함께 전면 시그니처 주간 

주행등, 자동 헤드램프 및 파워 워시 등을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LED 램프는 차량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발산하여 야간 운전 중의 피로감을 

완화해줍니다.

다양한 빔 패턴 지원 기능은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조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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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픽셀 LED 헤드램프는 모두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AFS)과 최첨단 드라이빙 빔(ADB)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FS는 시내, 교외, 고속도로, 

악천후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 맞춰 헤드램프의 빔을 최적화하며, ADB는 하이 빔과 로우 빔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메인 빔을 수직의 띠로 분할하여 마주 오는 

차량의 전방에 네 개의 수직 그림자를 드리워 눈부심을 막아주므로 메인 빔을 하향 조정하거나 조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픽셀 LED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헤드램프보다 세 배 가량 많은 LED로 

구성된 가장 진보된 헤드램프 기술의 결정체이며, ADB 기능을 바탕으로 최상의 조도를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메인 빔 패턴을 수직과 수평으로 분할하여 최대 네 개의 고해상도 음영을 형성함으로써 

마주 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 헤드램프 옵션에는 고속에서 스티어링의 방향에 따라 

메인 빔의 패턴을 바꿔주는 벤딩 라이트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픽셀-레이저 LED 헤드램프*는 픽셀 LED 헤드램프 옵션에 레이저 기술이 

추가된 구조로 설계됩니다. 이 헤드램프의 장거리 레이저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LED 램프보다 

다섯 배 밝은 빛을 발산하며, 길게 뻗은 직선 주로를 주행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다른 불빛이 감지되지 않고 속도가 80km/h 이상일 때 작동하며, 500미터 이상까지 명료한 시야가 

확보됩니다.

매트릭스, 픽셀 및 픽셀-레이저 헤드램프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표지판 디밍 기능은 도로 표지판이 

반사되지 않도록 LED 램프를 끔으로써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여행자 모드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주행하는 등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주행 방향에 따라 AFS 빔 패턴을 조절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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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ARRIVAL
자동 승하차 높이 조절 시스템은 차량의 높이를 최대 50mm까지 낮춰주어 편안하고 품격 있게 차량에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클리어 엑시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뒷좌석 탑승자에게 

경보를 보냄으로써 장애물이 접근하는 중에 도어를 여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소프트 도어 클로즈 기능을 

통해 앞뒤 도어에 파워 래칭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UTOMATIC ACCESS HEIGHT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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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LIMATE
탑승자들이 내리고 도어가 잠김과 동시에 자동 선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혀 

햇빛으로 실내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며 에어컨 사용을 줄여줍니다. 차가 다시 

열리면 블라인드는 자동으로 기존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4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은 모든 탑승자에게 한층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완전히 독립적인 뒷좌석 히터 및 에어컨 장치를 이용해 모든 탑승자가 각자 원하는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BIN AIR PURIFICATION SYSTEM 
WITH PM2.5 FILTER
차량의 PURIFY 버튼을 눌러 이오나이저 기능을 활성화하면 특수 설계된 필터가 

외부 공기에서 유입된 PM2.5 등의 미세 입자와 먼지, 꽃가루 등 공기 중의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끌어당겨 포획합니다. 이 옵션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차량 

탑승자가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쾌적함을 선사하는 이 시스템의 Nanoe™ 이온화 

기술은 공기 중의 입자를 이온화하여 오염 물질에 달라붙게 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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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SEAT CARGO MODE/CONVENIENCE FOLD
일상이 보다 편해집니다. 인텔리전트 시트 카고 모드는 뒷좌석을 전동 방식으로 접고 방해가 되는 

앞좌석을 전방으로 밀어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60:40 벤치 시트 파워 리클라인 및 로드 스루 

기능을 지원하여 스키 등 긴 물건을 적재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 기능*은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가 적용된 모델에만 제공되며, 상단 터치스크린을 통해 뒷좌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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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SEATING1

2 시트
DRY2 

1,694/1,990 
리터 

(SWB/LWB)

WET3 
2,190/2,470 

리터 
(SWB/LWB)

3 시트
DRY2 

1,299/1,477 
리터 

(SWB/LWB)

WET3 
1,674/1,842 

리터 
(SWB/LWB)

4 시트
DRY2 

1,102/1,220 
리터 

(SWB/LWB)

WET3 
1,416/1,528 

리터 
(SWB/LWB)

5 시트
DRY2 

707/707 
리터 

(SWB/LWB)

WET3 
900/900 

리터 
(SWB/LWB)

1P400e 모델의 경우 리어 적재 공간 용량이 감소됩니다.  2VDA(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규격의 고체 블록
(200mm x 50mm x 100mm)으로 측정한 용량입니다.  3적재 공간을 액체로 채우는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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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EXECUTIVE CLASS SEATING1

2 시트
DRY2 

1,611/1,920 
리터 

(SWB/LWB)

WET3 
2,094/2,373 

리터 
(SWB/LWB)

3 시트
DRY2 

1,179/1,365 
리터 

(SWB/LWB)

WET3 
1,534/1,701 

리터 
(SWB/LWB)

4 시트
DRY2 

748/810 
리터 

(SWB/LWB)

WET3 
974/1,030 

리터 
(SWB/LWB)

5 시트
DRY2 

532/532 
리터 

(SWB/LWB)

WET3 
694/694 

리터 
(SWB/LWB)

1P400e 모델의 경우 리어 적재 공간 용량이 감소됩니다.  2VDA(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규격의 고체 블록
(200mm x 50mm x 100mm)으로 측정한 용량입니다.  3적재 공간을 액체로 채우는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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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AND STOWAGE
차내 곳곳에 가정용 전원 소켓 옵션과 최대 다섯 개의 12V 소켓 및 최대 7개의 USB 포트를 장착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여러 전자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 센터 콘솔 보관함의 스마트폰 

전용 수납 공간 등 수납 공간이 충분해 실내를 늘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냉장 보관함은 필요에 따라 음료수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보관함은 500ml 병을 최대 4개까지 넣어 5°C로 보관할 수 있으며, 급속 냉각 기능이 제공되어 

음료를 빠르게 시원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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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KEY
액티비티 키 옵션을 통해 자동차 키를 안전하게 차내에 놓아둔 채로 좋아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키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밴드 형태로 디자인되어 편의성이 높으며, 

견고하고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승마, 수영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비티 

키를 테일게이트(Range Rover 스크립트의 R자 뒤)에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하고 기존의 스마트 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AILGATE
분리형 테일게이트는 레인지로버만의 독특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테일게이트는 상하부가 모두 

전동식으로 작동되며, 각종 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위한 관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워 제스처 테일게이트는 연석에 선 채로 차량이나 스마트 키에 

손을 대지 않고도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견인 솔루션 옵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도 테일게이트를 손쉽게 열 수 있습니다. 후방 차고 조절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리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50mm만큼 낮출 수 있어 적재 공간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향상되며, 

보다 자연스러운 램프 각도가 형성되므로 물건을 싣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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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ING
최대 3,500kg*에 달하는 견인 능력과 맞춤형 기술이 조합된 레인지로버를 통해서 어려운 견인 

작업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TOW HITCH ASSIST
토우 히치 어시스트는 차량의 토우 볼이 트레일러의 토우 바를 향해 움직이는 예상 경로를 

터치스크린에 표시하여 히치 과정을 보여주므로 트레일러를 차량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AR HEIGHT ADJUST
후방 차고 조절 시스템은 적재 공간의 스위치 또는 스마트 키를 이용해 리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최대 50mm까지 낮춰주므로 크고 무거운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트레일러를 연결 또는 분리할 때,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 유용합니다.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Byron Blue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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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LY DEPLOYABLE TOW BAR*

전동 전개식 토우 바는 적재 공간의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TRAILER STABILITY ASSIST
트레일러 안정 어시스트(TSA)는 견인 시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TSA는 위험한 트레일러 

흔들림을 감지하는 즉시 엔진의 출력을 떨어뜨려 레인지로버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차량 양측의 

브레이크에 개별적으로 제동력을 가하여 흔들림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유지합니다.

TOW ASSIST
토우 어시스트는 후진 시 트레일러의 예상 진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과 트레일러의 

진행 경로를 예측하고 그 궤적을 터치스크린에 표시해줍니다.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위해 트레일러의 

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60°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과 함께 제공됩니다.

ADVANCED TOW ASSIST
첨단 토우 어시스트는 후진 시 로터리식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트레일러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스티어링을 

제어하여 트레일러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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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Firenze Red 컬러의 SVAutobiography Dynamic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SVAUTOBIOGRAPHY 
DYNAMIC

SPECIAL VEHICLE OPERATIONS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thismodel-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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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맞춤형 주문과 럭셔리 에디션 및 퍼포먼스 모델을 총괄하는 랜드로버의 혁신 센터, 

SVO(Special Vehicle Operations)에서 설계하고 제작된 SVAutobiography Dynamic 모델은 

퍼포먼스와 고급스러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럭셔리 퍼포먼스를 위해 설계된 SVAutobiography Dynamic의 매혹적인 라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은 

어디에서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교하게 완성된 섀시, 스티어링, 배기 시스템 및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형 레인지로버보다 차고가 8mm 더 낮은 SVAutobiography Dynamic은 당당한 스탠스에서 

독보적인 파워와 퍼포먼스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Graphite Atlas 액센트, 랜드로버만의 특별한 Red Land Rover 브랜딩 브레이크 캘리퍼, 전용 

휠 등도 강렬한 주행 성능을 엿보이게 하는 익스테리어 요소들입니다. SVAutobiography Dynamic이 

선사하는 새로운 차원의 민첩성과 퍼포먼스를 만끽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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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편안한 럭셔리 스타일이 적용된 SVAutobiography Dynamic의 인테리어는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퀼팅 가죽이 사용된 실내 공간은 매혹적인 촉감을 

제공하며, 스톱/스타트 버튼과 풋 페달 등에 적용된 널링 마감은 정교한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로터리 시프터와 Steel Weave Carbon Fibre 피니셔는 SVAutobiography Dynamic의 특별한 

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트에는 이러한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보다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새로운 쿠션과 인터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옵션 사양이 적용된 Ebony/Vintage Tan 시트와 Steel Weave 카본 파이버 베니어가 적용된 Ebony/Vintage Tan 
컬러의 SVAutobiography Dynamic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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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이 장착되고 Eiger Grey 및 Santorini Black 컬러의 듀오톤 페인트가 적용된 
SV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

SVAUTOBIOGRAPHY 
LONG WHEELBASE

SPECIAL VEHICLE OPERATIONS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1-explorethismodel-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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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장인의 기술력과 50년 이상 축적된 전문적인 

레인지로버 설계 기술이 SV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에 구현되었습니다. 

정교하게 마감된 모든 요소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으며 독특한 프론트 그릴과 

유니크한 널링 피니시가 적용된 전면 및 후면의‘Range Rover’스크립트 등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가 레인지로버의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SV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은 전장이 200mm 더 길어져 당당한 자세가 

한층 돋보입니다. 바디 컬러 사이드 벤트 그래픽과 크롬 인서트, 크롬 도어 핸들 

서라운드, 테일게이트 피니셔 등 모든 구성 요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럭셔리한 외관 디자인은 독특한 21인치 및 22인치 휠 옵션을 통해 완성됩니다.

익스테리어 듀오톤 페인트 옵션을 선택하면 웨이스트라인 하단은 8가지 익스테리어 

컬러 중에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웨이스트라인 상단은 Santorini Black, Aruba, 

Eiger Grey 중에서 선택하여 외관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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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버튼만 터치하면 뒷문이 닫히는 리어 도어 파워 클로즈 기능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인테리어의 각 요소가 정교하고 고급스러우며 편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SV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의 모든 인테리어 요소는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으며, 리어 센터 콘솔의 전개식 뒷좌석 테이블, 독보적인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이 적용된 프리미엄 Semi-Aniline 가죽 시트, 뒷좌석 

쿨링 박스 등 모든 요소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차분한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톱/스타트 버튼, Zenith 시계, 로터리 시프터, 암레스트 조절 장치 등의 요소에는 

널링 마감이 적용되어 한층 정제된 세련미가 느껴지며, 화물 선반 및 트렁크의 

측면부 가죽 외피, 컴포트 플러스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가 기본 장착되어 

어떠한 여정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을 향상하기 위해 고급스럽게 

마감된 전동 전개식 트렁크 플로어와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 시스템과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는 테일게이트에 장착되는 

두 개의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이며 테일게이트에 걸어놓고 앉아 야외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트에는 이러한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보다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새로운 쿠션과 인터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Satin Santos Palisander 베니어와 옵션 사양이 적용된 Vintage Tan/Vintage Tan 
컬러의 SV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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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OVER ACCESSORIES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액세서리는 차량에 장착되는 정품 장비와 동일한 표준에 

따라 시험, 설계 및 제조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액세서리 목록은 accessories.landrover.com/ko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androverkorea.co.kr에서 나만의 레인지로버를 구성할 때 

액세서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Byron Blue 컬러의 Autobiography 모델입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405?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uildyourown-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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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TYLING
SVO 디자인 팩1 - SVO 디자인 팩은 당당하고 역동적이며 놀라운 스타일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레인지로버를 원하는 스타일로 충분히 연출하고 개성을 한껏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익스테리어 사양에는 독특한 프론트 범퍼 및 통합형 테일파이프, 사이드 벤트, 그릴 및 사이드 실 

클래딩이 포함됩니다.

Noble Chrome 미러 커버 - Noble Chrome 도금 미러 커버는 레인지로버의 익스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세련된 스타일링 업그레이드 옵션인 미러 커버는 Dark Atlas, Light Atlas 및 Bright 

피니시 익스테리어 트림과 잘 어울립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2 -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사이드 스텝입니다. 실 아래에 

깔끔하게 수납되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도어를 열거나 스마트 키로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사이드 스텝은 장애물 감지 기능을 포함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피니시와 Range Rover 브랜딩이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2 - 고무 트레드 매트와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트림이 적용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고 루프 접근을 손쉽게 해줍니다. Range Rover 브랜딩이 

새겨져 있으며, Bright 익스테리어 소재와 아노다이징 처리된 Bright Aluminium 에지 트림 피니시가 

레인지로버의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1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WB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 
높이 조절식 견인, 머드 플랩이 전면 및 후면에 적용된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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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PROTECTION
고무 매트 - 앞좌석 및 2열 탑승자를 위한 고무 풋웰 매트는 오염을 방지합니다. Bright 액센트가 

적용된 Range Rover 잉곳과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모서리가 특징입니다.

트렁크 고무 매트 - Range Rover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는 방수 고무 매트로, 리어 적재 공간 카펫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트렁크 양면형 카펫 매트 및 라이너1 2 - 올인원 프리미엄 트렁크 카펫 매트와 이중 양면형 고무 

라이너가 리어 적재 공간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라이너를 펴면 접힌 상태의 2열 시트 뒷면을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이식 범퍼 프로텍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파티션 - (풀 사이즈) - 물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렁크 파티션은 전시장에서 처음 장착되며 이후 적절한 장착 공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1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2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IOR STYLING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 - Range Rover 레터링과 헤일로 조명 서라운드가 적용된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입니다. 뒷좌석 트레드플레이트에는 헤일로 조명 서라운드만 적용됩니다.

맞춤형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 - 프론트 도어를 열 때마다 운전자가 직접 작성한 문구를 인증된 서체로 

표시하고 화이트 조명으로 밝혀주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어시프트 패들1 - 프리미엄 알루미늄 기어시프트 패들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완성해보십시오. 

기계 광택, 아노다이징 처리 및 핸드 브러시 처리된 프리미엄급 피니시로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스포츠 페달 커버 - Bright 피니시가 적용된 대체 페달 캡으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광택 및 에칭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며, 고정 장치가 눈에 띄지 않게 

장착되어 깔끔한 외관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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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1 -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는 한 손으로 간편하게 장착/해제하는 

토우 바 커플링 장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풋 페달로 차량 바깥쪽으로 기울여 테일게이트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자전거 2대용 캐리어의 최대 적재 하중은 40kg이며, 자전거 3대용 캐리어의 최대 적대 

하중은 51kg입니다.

스포츠 루프 박스2 - Gloss Black 피니시를 적용한 날렵한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으로, 길가 쪽에서 

열 수 있도록 루프의 좌측 또는 우측 모두에 장착 가능하며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루프 장착식 자전거 캐리어2 - 잠금 장치가 있는 루프 장착식 자전거 캐리어이며, 최대 20kg의 자전거 

한 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2 - 세일보드 한 대, 카누 한 대 또는 카약 한 대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노 또는 

패들을 적재하기 위한 잠금식 다목적 홀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홀더를 기울여서 물건을 간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잠금식 스트랩과 고무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어 카약과 차량의 흠집이나 긁힘을 

방지하고 최적의 무게 배분을 유지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45kg입니다.

스키/스노보드 캐리어2 - 스키 4세트 또는 스노보드 2개를 운반할 수 있으며, 편리한 적재를 위한 

슬라이딩 레일과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36kg입니다.

1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2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착형 액세서리에 필요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루프 장착형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 위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차량의 수신 신호 품질이 
저하되고 내비게이션 및 위성 라디오 시스템(장착된 경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루프 적재 액세서리를 장착한 
경우 차량의 슬라이딩 선루프 개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량 위에 장착된 물품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루프 개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주행 성능 안전성테크놀로지 실용성 개인 맞춤형 사양개인 맞춤형 사양

FUNCTION AND TECHNOLOGY
휴대폰 무선 충전 컵 홀더 - 휴대폰 무선 충전 컵 홀더는 센터 콘솔 컵 홀더 공간을 활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홀더는 다양한 크기의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충전 중에는 충전기의 LED 램프가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꺼집니다. 폭 72mm 이하의 

휴대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냉/온장고1 -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를 음식 및 음료 냉/온장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덮개에 가죽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중앙 안전 벨트 옆에 위치하며, 뒷좌석 보조 소켓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장거리 가족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Click & Go 시스템1 - Click & Go 시스템은 2열 탑승자를 위해 앞좌석 등받이 뒷부분을 활용한 

다목적 시스템입니다. Click &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마운팅 사이에 고정되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며 태블릿, 가방, 셔츠, 재킷 등을 걸 수 있는 보조 부착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착물은 

별도로 판매됩니다. 베이스는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Ebony 가죽 소재의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2 - 테일게이트 이벤트 시트는 아름다운 Ebony Windsor 

가죽과 내구성이 높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트렁크에 수납되는 이 시트는 

빠르고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차량이 정지해 있는 동안 하부 테일게이트 위에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1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2개방된 상태에서 테일게이트에 장착합니다.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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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PRODUCTS
펫 트렁크 프로텍션 팩 - 방수 기능을 제공하고 트렁크의 물기와 진흙을 손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퀼팅 트렁크 라이너*, 풀 사이즈 트렁크 파티션, 흘림 방지 물그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펫 트랜스포테이션 팩 - 반려동물을 편안하게 운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필요에 따라 빠르게 

장착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편리한 옵션입니다. 접이식 펫 캐리어, 흘림 방지 물그릇, 트렁크 고무 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펫 케어 & 액세스 팩 - 이 옵션은 반려동물을 편안하게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을 운반하는 운전자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풀 사이즈 트렁크 파티션, 퀼팅 트렁크 라이너*, 

펫 액세스 램프 및 휴대용 세척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퀼팅 트렁크 라이너* - 트렁크 바닥, 2열 시트 뒷부분 및 트렁크 측벽을 유리창 높이까지 덮어주고 

보호하는 맞춤형 라이너입니다. 부드러운 퀼팅 직물 소재에 일체형 고무 매트와 분리형 범퍼 프로텍터가 

있으며, 트렁크에 반려동물을 자주 태우는 경우에 더욱 유용합니다.

접이식 펫 캐리어 - 접이식 펫 캐리어는 반려동물 운반 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600D 나일론 소재의 접이식 펫 캐리어는 가벼운 메탈 프레임을 사용하였으며 퀼트 직물 쿠션과 그물 

창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 시 제자리에 고정되는 스프링 잠금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손잡이와 모서리를 

강화한 프리미엄급 피니시이며, 사이드 포켓이 있어 반려동물용 액세서리 또는 소형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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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YOUR MODEL
RANGE ROVER VOGUE SE
Vogue의 기본 사양에 더하여, Atlas 도어 핸들 서라운드, 21인치 7 스포크 

‘스타일 7001’알로이 휠 및 Perforated Semi-Aniline 가죽 시트가 장착됩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thismodel-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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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AUTOBIOGRAPHY
Atlas 프론트 범퍼 벤트 피니셔, 사이드 벤트 및 사이드 

액센트 그래픽과 인테리어의 뒷좌석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가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SUV입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thismodel-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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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SVAUTOBIOGRAPHY DYNAMIC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 Dynamic은 고급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V8 슈퍼차저 565PS 엔진이 장착된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thismodel-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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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SVAUTOBIOGRAPHY DYNAMIC BLACK
고유한 사양과 디자인 디테일, 새로운 차원의 퍼포먼스로 

무장한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 Dynamic은 레인지로버의 

품격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Santorini Black 

익스테리어 페인트, Gloss Black 피니시가 적용된 22인치 

5 스플릿-스포크‘스타일 5087’알로이 휠, Black 브레이크 

캘리퍼, Grand Black 베니어가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언제나 높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thismodel-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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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ROVER 
SVAUTOBIOGRAPHY LONG WHEELBASE
정교함의 결정체,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 롱 휠베이스 

모델에는 럭셔리한 널링 피니시와 인테리어 사양,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컴포트-플러스 뒷좌석 시트가 적용됩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range-rover/models-and-pricing.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explorethismodel-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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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OF LAND ROVER
랜드로버는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랜드로버만의 독보적인 방식으로 다른 자동차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데려가 줍니다. SVO(Special Vehicles Operations) 차량을 통해 당신만의 안목과 개성을 담아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특별한 랜드로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익스피리언스와 매거진, 랜드로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이 제공됩니다. 세상을 탐험해보십시오. 거침없이 나아가 즐겨보십시오.

익스피리언스 신청하기 SVO(SPECIAL VEHICLE OPERATIONS) 랜드로버 컬렉션 랜드로버 어드벤처 트래블

https://www.landroverkorea.co.kr/experience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ookanexperience-72
https://www.landroverkorea.co.kr/special-vehicle-operations/special-vehicles.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specialvehicleoperations-72
https://www.landroverkorea.co.kr/ownership/brandedgood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landrovercollection-72
https://www.landroverkorea.co.kr/experiences/adventure-travel/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landroveradventuretravel-72
https://www.facebook.com/landrover.kr
https://www.instagram.com/landroverkorea/
https://www.youtube.com/user/landrove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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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로 당신에게 이상적인 레인지로버를 
디자인해보십시오.

리테일러 찾기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을 확인해보십시오.

차량 비교하기

차량 비교하기 툴을 이용하여 랜드로버 차량들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시승 신청하기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서 시승을 
신청해보십시오.

고객 서비스 랜드로버 긴급 출동 서비스 랜드로버 파이낸셜 서비스 랜드로버 법인 판매

YOUR PEACE OF MIND

https://lrdxforms.landrover.com/lr-ko-kr/servlet/SmartForm.html?formCode=lr-td-kr-kr&_ga=2.19505726.782016899.1594632422-534923444.1573738364&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ookatestdrive-73
https://www.landroverkorea.co.kr/comparison-tool/comparison-tool-auto.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compareourvehicles-73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findaretailer-73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405?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buildyourown-73
https://www.landroverkorea.co.kr/ownership/contact-u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customerservice-73
https://www.landroverkorea.co.kr/ownership/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roadsideassistance-73
https://www.landroverkorea.co.kr/ownership/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financialservices-73
https://www.landroverkorea.co.kr/fleet-and-busines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405my22-fleetandbusines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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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이미지의 일부 사양은 연식에 따라 옵션 사양이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이미지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미지에 22년식 사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년식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표시된 이미지는 예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이미지에 
보여지는 차량의 사양은 국내 적용 모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
는 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의 사양, 디자인 및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 및 업데이트가 별도의 고지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컬러: 본 브로셔에 표시된 이미지의 색상은 예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색상은 실제 차량의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일부 색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색상의 적용 가능 여부와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체와 리테일러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대리인이 아니며, 일체의 명시적, 묵시적 서약 또는 표현으로 재규어 랜드로버를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InControl 기술과 관련하여 터치스크린, 앱 화면 및 영상으로 표시되는 정보 및 이미지는 선택한 옵션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제어, 기타 시스템 및 시각적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사양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차량의 제원(모델 및 파워트레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장착을 위해 다른 
사양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나만의 랜드로버를 구성해보십시오. 모든 차내 기능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에는 적절한 데이터 
계약을 포함하는 SIM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리테일러와의 초기 계약 후 추가적인 가입이 필요합니다.

랜드로버는 Castrol EDGE Professional 엔진 오일을 권장합니다. 
Android™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Apple®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Trifield™와 three fields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등록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동관 13층 
04539

영국 등록 번호: 1672070

landroverkorea.co.kr

© Copyright Jaguar Land Rover Limite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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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사양

*표기된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일부 사양은 연식에 따라 
옵션 사양이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이미지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미지에 22년식 사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년식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표시된 이미지는 예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이미지에 보여지는 
차량의 사양은 국내 적용 모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는 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의 사양, 디자인 및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 및 업데이트가 별도의 고지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MHEV

파워트레인 D300 D350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4 4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300 / 4,000 350 / 4,000

최대 토크 (kg.m / rpm) 66.3 / 1,500~2,500 71.4 / 1,500~3,000

배기량 (cc) 2,997 2,997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6 / 4 6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 / 92.32 83 / 92.32

압축비 (:1) 15.5 15.5

연비*

복합 연비 (km/l) 10.6 9.5 

도심 연비 (km/l) 9.6 8.6 

고속도로 연비 (km/l) 12.3 10.9 

복합 CO2 배출량 (g/km) 183 206 

등급 4 4

ENGINES – SWB
landroverkorea.co.kr에서 나만의 레인지로버를 구성해보십시오.



디젤 MHEV

연비 – 계속 D300 D350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86 86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필터/가솔린 미립자 필터(SCRF/GPF) 4 4

퍼포먼스
0-100km/h 가속 시간 (초) 7.4 7.1

최고 속도 (km/h) 209 225

브레이크
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전륜 직경 (mm) 363 380

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직경 (mm) 350 365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중량 (kg)*

공차 중량 2,580 2,705

견인 중량 (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650 6,65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100 100

4 기본 사양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 SWB



ENGINES – SWB

*전기 모터와 결합된 경우.
**표기된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PHEV

파워트레인 P400e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404 / 5,500*

최대 토크 (kg.m / rpm) 65.3 / 1,500~4,000

배기량 (cc) 1,997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4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 / 92.29

압축비 (:1) 9.5

연비**

1회 충전 주행거리 (km) 30 

복합 연비 (휘발유: km/l / 전기: km/kWh) 7.6 / 1.9 

도심 연비 (휘발유: km/l / 전기: km/kWh) 7.2 / 1.8 

고속도로 연비 (휘발유: km/l / 전기: km/kWh) 8.2 / 2.0 

복합 CO2 배출량 (g/km) 84

등급 -



가솔린 PHEV

연비 – 계속 P400e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91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필터/가솔린 미립자 필터(SCRF/GPF) 4

퍼포먼스
0-100km/h 가속 시간 (초) 6.4

최고 속도 (km/h) 220

전기 모터 데이터
최고 출력 (PS) 105

최대 토크 (kg.m) 28.0

브레이크
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전륜 직경 (mm) 380

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직경 (mm) 365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중량 (kg)*

공차 중량 2,695

견인 중량 (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최대 견인 중량 2,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0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5,71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100

4 기본 사양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 SWB



가솔린

파워트레인 5.0리터 V8 슈퍼차저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525 / 6,000~6,500 565 / 6,000~6,500

최대 토크 (kg.m / rpm) 63.7 / 2,500~5,500 71.4 / 3,500~5,000

배기량 (cc) 5,000 5,000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8 / 4 8 / 4

실린더 레이아웃 세로 배치 V8 세로 배치 V8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92.5 / 93 92.5 / 93

압축비 (:1) 9.5 9.5

연비*

복합 연비 (km/l) 5.6 TBD

도심 연비 (km/l) 4.7 TBD

고속도로 연비 (km/l) 7.5 TBD

복합 CO2 배출량 (g/km) 309 TBD

등급 5 TBD

ENGINES – SWB

*표기된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4 기본 사양

*22인치 휠 장착 시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 SWB

가솔린

연비 – 계속 5.0리터 V8 슈퍼차저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104 104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필터/가솔린 미립자 필터(SCRF/GPF) 4 4

퍼포먼스
0-100km/h 가속 시간 (초) 5.4 5.4

최고 속도 (km/h) 225 / 250* 225 / 250*

브레이크
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전륜 직경 (mm) 380 380

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직경 (mm) 365 365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중량 (kg)**

공차 중량 2,625 TBD 

견인 중량 (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660 6,66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100 100



ENGINES – LWB

4 기본 사양 

*표기된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 MHEV

파워트레인 D350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4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350 / 4,000

최대 토크 (kg.m / rpm) 71.4 / 1,500~3,000

배기량 (cc) 2,997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6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 / 92.32

압축비 (:1) 15.5

연비*

복합 연비 (km/l) 9.5 

도심 연비 (km/l) 8.6 

고속도로 연비 (km/l) 10.9 

복합 CO2 배출량 (g/km) 206 

등급 4



4 기본 사양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 LWB

디젤 MHEV

연비 – 계속 D350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86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필터/가솔린 미립자 필터(SCRF/GPF) 4

퍼포먼스
0-100km/h 가속 시간 (초) 7.2

최고 속도 (km/h) 225

브레이크
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전륜 직경 (mm) 363

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직경 (mm) 350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중량 (kg)*

공차 중량 2,755

견인 중량 (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71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100



가솔린

파워트레인 5.0리터 V8 슈퍼차저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525 / 6,000~6,500 565 / 6,000~6,500

최대 토크 (kg.m / rpm) 63.7 / 2,500~5,500 71.4 / 3,500~5,000

배기량 (cc) 5,000 5,000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8 / 4 8 / 4

실린더 레이아웃 세로 배치 V8 세로 배치 V8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92.5 / 93 92.5 / 93

압축비 (:1) 9.5 9.5

연비*

복합 연비 (km/l) 5.6 6.5 

도심 연비 (km/l) 4.7 5.7 

고속도로 연비 (km/l) 7.5 7.9 

복합 CO2 배출량 (g/km) 309 263

등급 5 5

ENGINES – LWB

*표기된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4 기본 사양

*22인치 휠 장착 시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 LWB

가솔린

연비 – 계속 5.0리터 V8 슈퍼차저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104 104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필터/가솔린 미립자 필터(SCRF/GPF) 4 4

퍼포먼스
0-100km/h 가속 시간 (초) 5.5 5.5

최고 속도 (km/h) 225 / 250* 225 / 250*

브레이크
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전륜 직경 (mm) 380 380

후륜 타입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직경 (mm) 365 365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중량 (kg)**

공차 중량 2,680 2,680

견인 중량 (kg)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700 6,70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100 100



B CA

DIMENSIONS AND CAPABILITIES

*P400e 모델의 경우 트렁크 적재 용량이 감소합니다.  
**Dry: VDA 규격의 고체 블록(200mm x 50mm x 100mm)으로 측정한 용량 
†Wet: 적재 공간을 액체로 채우는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량
††도강 깊이(25° 진입 및 이탈) 750mm, 도섭 깊이(9° 진입 및 이탈) 900mm.

5.0리터 V8 슈퍼차저 565PS 모델의 경우 표시된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스탠다드 휠베이스(SWB) 모델 및 롱 휠베이스(LWB) 모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전고
파노라믹 루프 개방 시(SWB / LWB)
1,874mm / 1,880mm
텔레매틱스 루프 안테나 장착 시(SWB / LWB)
1,869mm / 1,868mm
승하차 높이 에어 서스펜션 설정은 위 수치에서 각각 
50mm 감소합니다.

헤드룸
기본형 루프 장착 시 앞/뒷좌석 최대 헤드룸
997mm / 996mm
파노라마 루프 장착 시 앞/뒷좌석 최대 헤드룸 
1,003mm / 1,002mm(991mm LWB)

레그룸
앞좌석 최대 레그룸 994mm
뒷좌석 최대 레그룸 997mm(LWB 1,189mm)

적재 공간 용량*

높이 847mm, 폭 1,291mm
휠 아치 사이 적재 공간의 폭 1,120mm
1열 뒤의 최대 적재 공간 용량(SWB / LWB)
Dry** 1,694 / 1,856 리터, Wet† 1,943 / 2,142 리터
2열 뒤의 최대 적재 공간 용량
Dry** 707리터, Wet† 900리터

뒷좌석 이그제큐티브 시트 장착 시 2열 뒤의 적재 공간 
바닥 길이가 80mm 감소하며, P400e 모델의 경우 적재 
공간 높이가 46mm 감소합니다.

전장 5,000mm(LWB 5,200mm)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오프로드 지상고(SWB / LWB) 34.7° 28.2° / 25.6° 29.0°

표준 지상고(SWB / LWB) 25.5° 21.5° / 20.0° 24.5°

전폭 2,073mm(미러 제외)

전폭 2,220mm(미러 포함)

윤거(후륜) 1,685mm윤거(전륜) 1,693mm

전고

SWB 

1,869mm

LWB 

1,868mm

장애물 회피 높이
오프로드 지상고 297mm
표준 지상고 220mm

최소 회전 반경
연석 기준 12.3m(LWB 13.1m)
벽면 기준 12.7m(LWB 13.4m)
락투락 회전 3.03

도강 깊이
최대 도강 깊이 900mm††

스탠다드 휠베이스(SWB) 2,922mm

롱 휠베이스(LWB) 3,122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