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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 최초의 랜드로버 차량을 출시한 이후 도전 욕구가 충만한 
차량을 제작해 왔습니다. 랜드로버 자동차를 타고 거친 지형을 뚫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버 자동차는 랜드로버 
자동차를 탄생시킨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영국적 
전통이 배어 있는 디자인으로 탄생한 랜드로버 자동차는 견고한 구조를 
통해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랜드로버는 자동차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혁신적 자동차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담한 혁신과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탁월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우수한 다목적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컴팩트 SUV입니다.

Gerry McGovern  
랜드로버 총괄 디자인 디렉터 및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동영상을 보려면 스캔하십시오.

사진에 나온 차량들은 랜드로버 전체 제품군에 속합니다. 제원, 옵션 및 적용 여부는  
판매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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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TERIOR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바디와 매력 만점의 세련미를 
자랑하는 콤팩트 SUV. 시선을 끄는 실루엣과 
아름답게 조각된 표면은 현대적 감성미가 넘쳐나는 
차량을 구현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어디에서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밸런스와 비율을 자랑합니다. 
다이내믹 센스가 살아 있는 강렬한 라인, 견고하고 
꼼꼼한 마감 처리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조개껍질 모양의 보닛, 육각 메쉬를 적용한 독특한 
2열 바 그릴로 고급스러움과 세련미가 더욱 향상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절도 있게 떨어지는 보닛 라인과 솟아오른 벨트 
라인이 탁월한 조화를 이루어 인상적인 외관을 
구현하며, 뒤쪽으로 갈수록 낮게 깎인 루프 라인은 
다이내믹 드라이빙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위쪽 및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6



DESIGN 7





INTERIOR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우수성은 인테리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감하게 배치된 수직선과 수평선이 깔끔한 표면 처리, 최고급 
마감재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프리미엄 가죽과 어우러져 
고도의 다목적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배어 있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실현하여 디스커버리 DNA의 
미래 지향적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모험 정신은 바로 당신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인테리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익스테리어의 프리미엄 디자인을 반영하여 수직 센터 콘솔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디자인했습니다.

12V 전원 소켓 4개와 USB 충전 단자 6개를 세 열의 시트에 
나누어 배치하여 다양한 전자 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21:9 와이드 포맷을 지원하는 신형 10" 터치스크린이 페시아의 
주요 장치로 탑재되어 세련되고 정돈된 인테리어를 구현합니다. 

DESIGN왼쪽 및 위쪽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 9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

LOADSPACE CAPACITY 
대단히 넉넉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된 적재공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적재공간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시트 배열 옵션을 적용하여, 2열과 3열을  
모두 펴면 적재 공간이 레인지로버와 비슷해져  
최대 1,698리터의 적재공간이 확보되어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인이 탑승해도 981리터의 적재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2열 좌석을 
접어 다량의 화물을 넉넉하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트를 유연하게 구성하여 탑승자와 화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5시트  
98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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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4시트  
1,268리터

4시트  
1,124리터

3시트  
1,411리터

2시트  
1,698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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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디스커버리 스포츠 다이내믹 디자인 팩은 당당함과 
자신감이 배어 나는 동시에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자인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탁월한 주행 성능과 
다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력 만점의 고성능 자동차이며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전면과 후면의 대담한 스타일링과 
새로운 디자인의 사이드 몰딩을 채택하여 차량 
외관이 더욱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프런트 그릴과 
사이드 벤트에 새로운 블랙 메시 디자인을 적용하여 
외관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독특한 크롬 
배기구 마감재와 빨간색 스포츠 배지로 더욱 강렬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다이내믹 디자인 팩과 Firenze Red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YNAMIC DESIGN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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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TERIOR
엄선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스포티 장식이 다이내믹 
디자인 팩 인테리어의 감성을 더욱 살려줍니다. 세 가지 
컬러 조합과 Grained 가죽 및 Windsor 가죽이 조화를 
이루어 인테리어가 최고 수준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공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시트와 헤드레스트의 
섬세한 콘트라스트 장식, 도어 인서트와 페시아 중간부의 
독특한 질감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선택한 컬러 조합에 따라 Dark Grey 또는 Carmine 
Red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이 
실내 분위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이 장착되어 인테리어 전체의 스포티 감성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왼쪽 및 위쪽 사진의 인테리어는 Pimento 스티칭 및 장식과 Ebony/Ebony를 적용한 HSE Luxury 다이내믹 디자인 팩 인테리어입니다. 
Carmine Red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과 액세서리 기어 시프트 패들이 적용된 인테리어 사진.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OFF-ROAD
스웨덴 아리옙로그의 빙판 지대에서 두바이의 이글거리는  
사막 모래에 이르는 모든 지형에서 랜드로버 자동차는 전설적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장 까다롭고 험한 8,500km 코스를 
주행하면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합니다.

SEMI-ANECHOIC CHAMBER
반무반향실의 '중립적 사운드'를 이용하여 실내를 다양한 주파수와 
진동에 노출시켜 시험함으로써 디스커버리 스포츠 탑승자가 모든 
주행 속도에서 세련되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MONSOON
랜드로버는 몬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차량을 45° 기울여 특수  
염색된 85,000리터의 물을 차량에 뿌린 다음 자외선 램프로  
세밀하게 누수 검사를 합니다. 인증 된 각 차량은 실내에 물이  
한 방울도 차내에 스며들지 않는 상태로 하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SUSPENSION
랜드로버는 차량을 가장 가혹하게 시험합니다. 랜드로버는  
최신 테스트 리그에서 차량을 10년 간의 가장 가혹한 주행  
효과에 노출시켜 시험하여 최고 수준의 온로드 및 오프로드  
성능을 구현합니다.

WIND SPEED
랜드로버는 클라이밋 챔버에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부딪치게  
되는 가장 가혹한 바람 조건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80km/h의 옆바람뿐 아니라 고온 및 낮은 공기 유량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극한의 수준으로 작동하여 
최고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HOT AND COLD CLIMATE
실제 환경과 클라이밋 챔버에서 차량을 -40°C로 냉각시킨 후  
50°C로 덥힙니다. 그런 다음 주요 기능과 시스템을 랜드로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험합니다. 따라서 오지에서도 안심하고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DRIVING TECHNOLOGY

TESTING
랜드로버 자동차는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 성능 및 주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고됩니다.

16



DRIVING TECHNOLOGY 17



TERRAIN RESPONSE
차량 성능의 대명사인 랜드로버의 전통을 이어  
받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가장 까다로운 주행  
조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탁월한 
응답성과 위풍당당한 자태를 자랑하고, 전 지형 
주행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과 같은  
휠 굴절 및 혁신적 오프로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며 차량의 엔진, 변속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의 반응을 조정하여  
주행 능력, 안락감 및 트랙션을 극대화합니다.

전지형 주행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은  
네 가지 설정을 제공합니다: 일반 주행, 잔디밭/ 
자갈길/눈길, 진흙 및 요철, 모래. 따라서 어떤  
지형 조건이나 날씨 조건에서도 차량 자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설정인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를 옵션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서스펜션을 조절하여 차체  
자세를 더욱 단단히 잡아주고 핸들링이  
부드러워지며 반응이 더욱 민첩해집니다.

*TD4 150PS 엔진과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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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ERRAIN  
PROGRESS CONTROL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은 최첨단 
시스템이며 험한 조건에서 차량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합니다. TD4 180PS 엔진이 장착된 
모델에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비슷하게 동작하며,  
차량 속도를 1.8km/h와 30km/h 사이로  
유지하여 운전자가 조향에 집중하여 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빙판길, 눈길 또는 젖은 풀밭과 같이 마찰이 
적은 노면에서 차량이 부드럽게 주행하도록 합니다.

랜드로버의 업계 최고 수준의 전 지형 전문가들이 
개발한 ATPC는 기본으로 장착되는 전 지형 
주행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과  
4WD 장치, 트랙션 및 제동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동작합니다.

ATPC가 작동되면, 기본으로 장착되는 스티어링 
휠 +/- 크루즈 컨트롤 버튼으로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설정은 여전히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DRIVING TECHNOLOGY 21





HILL DESCENT 
CONTROL
특허를 취득한 랜드로버 고유의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
(HDC)는 원하는 속도를 유지하고 각 바퀴에 따로따로 
제동력을 적용하여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언덕 출발 보조장치(Hill Start Assist)는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편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GRC)는 운전자가 가파른 
경사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때 차량이 너무 빨리 
가속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WADE  
SENSING
도강수심 감지장치(Wade Sensing) 옵션을 장착하여  
최대 수심 600mm의 하천, 여울 또는 홍수 지역을  
건널 수 있습니다.

도강수심 감지장치는 랜드로버의 독특한 옵션이며  
도어 미러에 장착된 센서가 차량 대비 수심과 차량의  
최대 도강 능력을 포함하여 실시간 도강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DRIVING TECHNOLOGY왼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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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DYNAMICS
첨단 MagneRideTM를 탑재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Adaptive Dynamics)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움직임을 초당 최소 1000회 
감지하여 운전자의 입력 또는 도로 상황 입력에 
즉시 반응하여 조종성을 향상시키고 차체 롤링을 
최소화하여 안정감 있는 주행을 구현합니다. 
모든 TD4 180PS 모델에 장착되며, 도로 조건을 
감지하여 첨단 MagneRide™ 댐퍼 설정을 
최적화함으로써 민첩한 핸들링과 안정적  
주행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1 비조정 측방향 차체 롤링

2 보정된 측방향 차체 롤링

TORQUE 
VECTORING
코너링 할 때 차량의 민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토크 분배형 토크 벡터링 시스템(Torque 
Vectoring by Braking)은 기본으로 장착되며 
차량을 모니터링하여 모든 휠들 사이에 토크를 
고르게 분배하여 온로드 주행이나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접지력과 조향력을 개선합니다.

A 언더스티어 감지

B 바깥쪽 휠에 최대 토크 전달

C 안쪽 휠에 제동력 전달

D 선 수정

ACTIVE  
DRIVELINE
TD4 180PS 엔진 장착 모델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액티브 드라이브라인은 탁월한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온로드 
주행 상황에서 후륜 구동을 중지시키고 전륜 
구동으로 전환하여 최고의 2륜 구동(2WD) 연비를 
제공합니다. 첨단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의 
주요 동작 및 배기 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합니다. 

4륜 구동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300밀리초  
이내에 리어 휠에 구동장치를 부드럽게 다시  
연결하여 4륜 구동장치를 구동합니다. 오프로드 
주행 중에는 접지 상태에 따라 각 리어 휠에 각기 
다른 토크를 전달합니다. 터치스크린의 전용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구동 상태를 보면서  
항상 장치 구동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2륜구동(2WD)

4 4륜 구동(4WD) 작동

DRIVING TECHNOLOGY

MagneRideTM는 BWI Company Limited S.A.의 등록상표입니다.
왼쪽 및 위쪽 사진의 차량은 다이내믹 디자인 팩과 Firenze Red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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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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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DRIVING POSITION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넓혀 모든 지형에서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HEAD-UP DISPLAY
기술적 옵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의 일부로 제공되며 주행 속도, 기어 위치, 내비게이션 방향과 
같은 주요 차량 데이터를 윈드스크린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과 같은 기존 LED 기반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DRIVER ASSISTANCE 27



DRIVING AIDS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다양한 주행 보조장치로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가장 혁신적인 사고, 공학 및 기술이 적용된  
주행 보조장치로 대부분의 차량 주행,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일반 도로 주행 및 야간 주행 시에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LANE KEEP ASSIST AND 
DRIVER CONDITION MONITOR
차선유지 보조장치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할 때 부드럽게 조향하여 차량을 차선으로 
복귀시킵니다. 운전자 상태 감시장치(Driver 
Condition Monitor)는 운전자가 졸음을  
느끼는지 감지하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경고합니다.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QUEUE ASSIST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하고 있거나 저속 
주행하는 중에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할 경우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앞차가 
가속하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가속합니다.

BLIND SPOT MONITOR  
WITH REVERSE  
TRAFFIC DETECTION
사각지대 감시장치는 해당 도어 미러에 장착된 
작은 경고등으로 사각지대로 들어오거나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을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후방  
차량 감지장치(Reverse Traffic Detection)는  
후방 시야가 가려져 있을 때조차도 좌측 후방 및 
우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신호음과 경고 
표시로 경고하여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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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AIDS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장착된 주차 보조장치는 차량이 많은 도심 주차장이나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간편한 주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PARK ASSIST – PARALLEL 
PARK, PARKING EXIT AND 
PERPENDICULAR PARK
일렬 주차나 평행 주차를 할 때 랜드로버의 주차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차량을 적당한 공간에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어를 선택한  
후 차량 속도를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로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주차 보조장치로 
간편하게 주차 탈출 조작을 하여 주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픽과 알림을 사용하여 
주차 조작을 안내합니다.

SURROUND  
CAMERA SYSTEM
터치스크린으로 360° 외부 화면을 표시하여  
노상 주차, 좁은 주차 공간 진출입 및 교차 지점  
진출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REAR VIEW CAMERA
차량 외부 경계와 예상 경로를 나타내는  
선들을 후방 영상 위에 표시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양 및 적용 여부는 차량 제원과 판매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8-71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TOWING AIDS
최대 견인 능력 2,200kg을 자랑하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맞춤형 기술이 적용되어 견인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도 
거뜬하게 견인합니다.

REAR VIEW CAMERA
후진할 때 향상된 시야를 제공하는 후방 감시 카메라는 
중요한 주차 보조장치이며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견인 히치 보조장치(Tow Hitch Assist)를 사용하면 
차량과 트레일러 토우 바의 예상 연결 경로를 터치스크린에 
표시하여 견인 고리 연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트레일러를 차량에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함께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TRAILER STABILITY ASSIST
트레일러 안정보조장치(TSA)는 차량을 모니터링하여 
트레일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선택적 제동을 사용하여 
위험을 방지합니다.

SURROUND CAMERA SYSTEM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의 일부인 견인 보조장치(Tow 
Assist)는 차량을 후진할 때 트레일러의 방향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정밀한 유도선에 맞게 
트레일러의 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견인 규정은 판매국마다 다릅니다. 관련 국내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왼쪽 및 위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DRIVER ASSISTANCE 31



landrover.com/incontrol에서 InControl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LAND ROVER IN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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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trol은 운전자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67페이지의 기본 및 선택 사양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왼쪽 사진의 차량은 Yulong White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INCONTROL TOUCH PRO
InControl Touch Pro의 차세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킵니다. InControl Touch Pro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10" 터치스크린
 – 스피커 10개와 서브우퍼 포함 Meridian™ 사운드 시스템 380W
 – 스피커 16개와 서브우퍼 포함 Meridian™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825W
 – 음성 인식
 – InControl Touch Pro Navigation.

선택 사양

 – InControl Apps는 랜드로버의 승인 하에 스마트폰에서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연결하여 환상적인 차내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앱을 제공합니다

 –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INCONTROL TOU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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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상표입니다. 
Trifield와 "쓰리 필드"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왼쪽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차량은 Kaikoura Stone을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MERIDIAN™ SOUND SYSTEMS
랜드로버는 고성능 오디오 기술 및 디지털 서라운드 
처리의 세계적 선두주자인 Meridian과 제휴하여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위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오디오 시스템에 통합된 다이내믹 볼륨 컨트롤
(Dynamic Volume Control) 기술은 실내 잡음을 
부드럽게 순화하고 자동으로 사운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SE 모델에 InControl Touch Pro 사양의 일부로 
기본으로 장착되는 380W Meridian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 10개와 2-채널 서브우퍼 한 개로  
구성되어 탁월함 고음질 사운드를 제공하고  
신중하게 배열된 스피커를 통해 중후한 저음을  
제공합니다.

또한 380W 시스템을 스피커 16개와 한 개의  
2-채널 서브우퍼를 통해 825W 고출력 사운드를 
제공하는 InControl Touch Pro 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HSE Luxury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됩니다. 

이 시스템에 내장된 Meridian Trifield 기술은 
독창적 오디오 성능을 탑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디오 재생을 제공하여 차량 내의 모든 좌석에서 
고음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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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서브우퍼MERIDIAN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825W 스피커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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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SEATING
SE 모델에는 열선 내장 앞좌석이 장착되며, HSE 
Luxury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는 2열 열선 
좌석을 모든 차량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선 내장 및 통풍 앞좌석은 어떤 온도에서든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모델 제원에 따라 이 옵션은 
Grained 가죽 및 Windsor 가죽 시트의 구멍으로 
바람을 내보냅니다.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원하는 온도와 송풍량을 터치스크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MED CLIMATE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실내 온도조절 타이머
(Timed Climate)에는 주차 히터(Park Heat)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차 히터는 엔진을 예열하고 
잔열을 실내로 보내 차량 내부를 미리 따뜻하게 
덥혀 겨울철에 아늑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원격으로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거나 출근 시간과 같은 특정 시간에 
맞춰 작동하도록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BLE AMBIENT 
INTERIOR LIGHTING
고객이 구성 가능한 조명 옵션을 사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실내 무드 조명은  
SE 모델에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고 HSE Luxury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됩니다.

실내 조명을 기분에 맞는 조명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ce White에서 Moon Light와  
Racing Red에 이르는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ANORAMIC ROOF
실내가 넓고 밝게 느껴지게 하는 풀사이즈의  
고정식 글래스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여  
주변 환경을 막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에는 탑승자를 보호하고 햇빛을 
차단하여 실내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으로 틴팅된 강화 유리가 사용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풀사이즈 차광 블라인드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오른쪽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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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ALL
REAR SEAT ENTERTAINMENT
옵션인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8인치 스크린 두 개, 두 쌍의 
WhiteFire® 디지털 헤드폰, 2열 좌석의 단일 USB 
포트 및 전용 리모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SE 
Luxury 모델에 장착되며 영화, 텔레비전, 음악 또는 
게임 콘솔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POWERED GESTURE TAILGATE
동작 감지 전동 테일게이트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만지거나 스마트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테일게이트를 차량 밖에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스마트 키를 감지했다고 생각될 경우,  
차량 뒤쪽 아래에서 발을 흔들어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양쪽에 두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테일게이트를 바로 뒤에서 열지 않고 인도 쪽에서  
열 수 있습니다. 견인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일게이트를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에 전원이 공급되어 있을 때 테일게이트에 
내장된 버튼 또는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으로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닫히게 할 수 있습니다.

USB CHARGING POINTS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게임 콘솔,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싶으십니까?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모든 탑승자가 장치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USB 충전 포트 네 개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CONNECTIVITY. ENTERTAINMENT. COMFORT.

*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hiteFire®는 Unwired Technology LLC의 등록상표이며 랜드로버는 라이센스 하에 이 상표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위쪽 사진의 차량은 Kaikoura Stone을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왼쪽 및 오른쪽 아래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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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ENGINES

9-SPEED AUTOMATIC TRANSMISSION
경량의 콤팩트 9단 자동변속기는 최적의 연비를 제공하고 CO2 배출을 
저감하며, 접지력이 낮은 조건에서 또는 특수하게 고안된 초저속 1단 
기어를 사용하여 견인할 때 향상된 조종력을 제공합니다.

가로 배치 엔진용으로 고안되었으며, 양산 차량에 사용된 변속기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변속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존 클러치를 대신하여 특허를 취득한 도그 클러치 두 개를 적용하여 
기어비를 줄여 가속 중의 응답 성능이 개선되고 변속 품질, 주행 질감  
및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상단 기어는 연료 소비량을 절감하면서도 엔진 회전수를 낮춰 정속  
주행 시 소음을 줄여 향상된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9단 자동변속기는  
극히 견고하고 랜드로버의 강력한 전 지형 주행 능력을 완벽하게  
보완할 뿐 아니라 탁월한 수준의 정숙성과 효율을 제공합니다.

40



0-100 KPH 가속 시간 
(초)

최고 속도
(KPH)

CO2 배출량  
(G/KM)

2.0L TD4 디젤 150PS (자동) 10.3 180 139

2.0L TD4 디젤 180PS (자동) 8.9 188 139

INGENIUM DIESEL ENGINES
Ingenium은 재규어 랜드로버의 최신 엔진이며 고성능, 탁월성 및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150PS와 180PS 모델로 제공되며, 첨단 기술과 알루미늄 구조를 
적용하여 탁월한 연비를 실현하고 CO2 배출을 저감합니다.

구형 동급 엔진보다 중량이 20kg 감소한 Ingenium은 본질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컴퓨터 제어형 엔진 냉각 기술을 사용하는 
지능형 엔진입니다.

최신 세대의 VGT가 저속 토크용 최고 출력과 동일한 점진적 
응답성을 극대화하고 응답 지연을 방지합니다. Ingenium  
엔진은 성능과 효율을 저하시키는 내부 마찰이 구형 엔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신형 Ingenium 엔진은 구형 엔진과 비교하여 훨씬 더 가볍고, 
연비가 우수하고 더욱 안정적일 뿐 아니라 정비 주기가  
25,000km/2년에서 33,000km/2년으로 늘어나 정비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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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CHASSIS

STRENGTH AND STABILITY
BODY
탁월한 강성과 안정성 및 우수한 충돌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첨단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개발한 경량 차체 구조로 되어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최고의 강성을 자랑합니다.

랜드로버의 콤팩트 SUV 플랫폼을 모태로 하는 
스틸 모노코크 타입의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체 설계와 다음 부위에 경량화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 최적화된 강철 차체 구조
 – 알루미늄 보닛, 루프 및 테일게이트 패널
 – 경량 알루미늄 서스펜션 구성 부품
 – 마그네슘 크로스 카 빔 및  
프런트 엔드 캐리어.

CHASSIS AND  
VEHICLE DYNAMICS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랜드로버의 전설적  
전 지형 주행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민첩한 드라이빙과 탁월한 온로드 주행 성능을 
제공하도록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이 특수하게 
개발한 섀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경량 알루미늄 
섀시 구성 부품을 폭넓게 적용하여 강성이 높고 
반동 중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차량 총중량이 줄어 
서스펜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차량의 고유한 주행 특성과 연비 개선을 제공하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과 같은 
혁신적 신기술이 섀시의 우수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FRONT SUSPENSION
프런트 서스펜션에는 알루미늄 구성부품이 
사용됩니다. 도심 및 오프로드 환경에서 과속 
방지턱과 같은 심각한 충격에 의해서 유발되는 
소음과 부하를 관리하여 차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첨단 유압 반동 정지장치가  
프런트 서스펜션 스트럿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COMPACT REAR  
SUSPENSION DESIGN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서스펜션 
시스템과 첨단 신형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장착됩니다. 따라서 탁월한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콤팩트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실내 
공간이 넉넉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응답성, 민첩한 핸들리, 탁월한 주행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휠의 주행과 굴절이 탁월해 
차량이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구현합니다.

또한 콤팩트 알루미늄 멀티 링크를 적용하여  
트렁크 공간이 훨씬 더 넓고 숄더 룸과 엘보우  
룸이 늘어났습니다. 

최적화된 강철 서브프레임에 장착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우수해 최적  
조향 응답, 섀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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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CHASSIS

MAGNERIDE™  
댐퍼

경량 섀시 구성 부품

인테그럴 멀티링크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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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OCCUPANT SAFETY PACKAGE
모든 랜드로버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개발할 때도 안전을 핵심적 우선순위로 
삼아 동급 최초의 보행자 에어백과 초고강도강 및 경량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최신 바디쉘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모델에서 모든 착석 위치는 탑승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측면 커튼 에어백과 흉부 에어백을 포함하는 종합적 탑승자 
안전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EDESTRIAN PROTECTION SYSTEM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장착된 최신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은 가상 상황과 실제 상황을 포함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고안되고 시험되어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때 보닛 패널의 뒤쪽에 있는 커버에 매립된 에어백을  
사용하여 윈드스크린 하부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합니다.

PRESSURE SENSORS
범퍼에 내장된 첨단 압력 튜브 센서를 사용하여 충격을 감지합니다.

ENHANCED PROTECTION
보행자와 충돌할 때 에어백이 보행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모양으로 전개되도록 하였습니다.

DRIVER VISIBILITY
에어백이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전개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PASSENGER SEAT BELT  
CHE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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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3 운전석 에어백

4 조수석 에어백

5 운전석 무릎 에어백

6 측면 커튼 에어백

7 측면 흉부 에어백

8 앞좌석 조수석 에어백  
작동 정지 스위치

9 안전벨트 경고장치

10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11 ISOFIX 고정장치

SAFETY SYSTEMS

1 압력 센서

2 보행자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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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랜드로버는 모든 일을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연료 소비와 CO2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습니다.

최신 고압 직분사 기술과 마찰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개발된 최첨단 저마찰 기술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젤 엔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신 저점도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는 9단 자동변속기는 
극대화된 효율을 제공합니다.

수동 모델과 자동 모델 모두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첨단 자동 스톱/스타트 시스템은 차량이 정지할 때 
엔진을 300밀리초 이내에 자동으로 정지시킵니다. 
연비와 CO2 배출을 5%에서 최대 7%까지 
개선합니다.

차량 감속 시 충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능형  
전원 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 재생형 충전  
전기 시스템은 낭비되는 운동 에너지를 포착하고  
전기 시스템의 연료 요구량을 감소시킵니다.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젤 엔진에  
최대 13.8kg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차량  
한 대에 최대 22.3kg의 재생 및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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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MODE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티브 드라이브라인을 포함하는 가장 효율적인  
차량 설정과 냉난방과 같은 편의 기능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운전자가 선택하는 기능이며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ECO 데이터 기능은 운전자가 더욱 
경제적인 운전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OPTIMISED AERODYNAMICS
더욱 날렵해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 
역사상 최고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차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기역학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독특한 18" 알로이 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AL

LIGHTWEIGHT MATERIALS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경량 소재와 경량화 기술을 
사용하여 성능과 효율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적화된 강철 차체 구성, 알루미늄 보닛, 루프  
및 테일게이트 패널, 경량 알루미늄 서스펜션  
구성 부품, 마그네슘 크로스 카 빔 및 프런트  
엔드 캐리어와 같은 주요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WD 구성 부품도 경량화를 적용하여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시트 
구조를 적용하여 인테리어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LIFE CYCLE ASSESSMENT
차량의 전체적인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차량 전체 수명을 
고려하여 차량의 개발 및 제조에서 고객의 사용과 
수명 종료 재생 및 재사용에 이르는 차량 수명 
기간 내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수명 주기 방법을 사용하여 고안되었습니다.  
천연자원 소모량 감소,지속 가능성이 높은 소재의 
사용 및 폐기물 생성 최소화를 위해 수명 주기의 
각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47



1 2
50-51 52-71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단계를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개성 있게  
구성하는 과정이 다음 페이지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엔진 및 모델에서  
개성을 나타내는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컬러, 마감 소재 및 스타일을  
표현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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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각 모델의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을 
비교하십시오.

STEP 1 
CHOOSE YOUR ENGINE
다양한 고출력 가솔린 엔진 또는 디젤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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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2-75 76-77 78-85

92-93

86-91

STEP 5 
CHOOSE YOUR INTERIOR
엄선한 컬러와 다양한 마감재로 취향에 맞는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취향에 맞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4 
CHOOSE YOUR WHEELS
외관의 대담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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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DETAILS
치수, 성능 및 제원에 대한 기술 정보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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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EP 1
CHOOSE YOUR ENGINE

DRIVELINE, ENGINE PERFORMANCE AND FUEL ECONOMY
최첨단 디젤 엔진과 최신 9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됩니다.

MODELS BY ENGINE
SE HSE LUXURY

2.0L TD4 디젤 150PS (자동) 4

2.0L TD4 디젤 180PS (자동) 4 4

디젤

2.0L TD4
자동 자동

출력(PS) 150 180
엔진 형식 4륜 구동(4WD) 4륜 구동(4WD)
출력(kW / PS) 110 / 150 132 / 180
최대 토크(rpm) 380 / 1,750 430 / 1,750
배기량(cc) 1,999 1,999
기통 수 4 4
실린더당 밸브 4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직렬

연비

시트 5 5
도심 l/100km (mpg) 6.3 (44.8) 6.3 (44.8)
고속도로 l/100km (mpg) 4.7 (60.1) 4.7 (60.1)
복합 l/100km (mpg) 5.3 (53.3) 5.3 (53.3)
도심 CO2 배출량 g/km 165 165
고속도로 CO2 배출량 g/km 125 125
CO2 복합 배출량 g/km 139 139

공식적 EU 테스트 수치.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료잔량이 약 9리터가 되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왼쪽 사진의 차량은 Scotia Grey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51



2
모델별로 엔진과 고유한 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적합한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 모델별 주요 기본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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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PORT SE

 – Narvik Black 테두리 장식을 적용한 Dark Atlas 그릴
 – Dark Atlas 펜더 벤트
 –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미러 캡
 – Dark Techno Silver 토우 아이 커버
 – 18"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알로이 휠
 – LED 제논 헤드램프
 – 전동 접이식 열선 도어 미러 및 접근 조명
 – 가죽 스티어링 휠
 – Grained 가죽 시트
 – 8-웨이 전동 앞좌석
 – 열선 내장 앞좌석

 – 전방 및 후방 주차 보조장치
 – 후방 카메라
 – 자동 헤드램프 및 강우 감지 와이퍼
 – 동작 감지 전동 테일게이트
 – 리모컨 키
 – 정속 주행장치 및 속도 제한장치
 – 2-영역 실내온도 조절장치
 – 실내 무드 조명
 – InControl Touch Pro Navigation
 – 스피커 10개 및 서브우퍼 포함 MeridianTM  
사운드 시스템 380W (InControl Touch Pro).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DISCOVERY SPORT HSE LUXURY

SE의 기본 사양에 다음 사양 추가:
 – 전방 안개등
 – 열선 내장 프런트 윈드스크린
 – 열선 내장 가죽 스티어링 휠
 – 전좌석 열선 시트
 – 프런트 및 리어 프리미엄 카펫 매트
 – 구성 가능한 실내 무드 조명
 – Discovery 글자가 새겨진 발광식  
알루미늄 프런트 트레드플레이트.

SE 사양을 다음 사양으로 대체:
 – 부식 방지 도금 상부 및 하부 도어 핸들
 – Atlas Discovery 글자(보닛 및 테일게이트)
 – Atlas 테일게이트 마감재
 – Atlas 안개등 테두리 장식
 – 19" 9 스포크 '스타일 902', 다이아몬드 선삭 마감 알로이 휠
 – Windsor 가죽 시트
 – 10-웨이 메모리 전동 앞좌석
 – 메모리 기능 탑재 전동 접이식  
열선 내장 도어 미러와 접근 조명.

사진에 보이는 차량에는 옵션인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사양 및 가격 가이드를 참조하거나 landroverkorea.co.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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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SING THE EXTERIOR

DYNAMIC DESIGN PACK
대담한 디자인. 매력적인 자태. 세련된 디자인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전면과 후면에 
새로운 디자인의 사이드 몰딩을 채택하여 차량 외관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프런트 그릴과 사이드 벤트에 새로운 블랙 메시 디자인을 적용하여 외관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독특한 크롬 배기구 마감재와 빨간색 스포츠 배지로 더욱  
강렬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SE Dynamic 모델에 사용된 Grained 가죽 또는 HSE Luxury Dynamic 모델에  
사용된 Windsor 가죽과 같은 소재, 선택한 컬러 조합 및 엄선한 인테리어 장식이  
조화를 이룹니다.

시트와 헤드레스트의 섬세한 콘트라스트 장식, 천공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도어 인서트와 페시아 중간부의 독특한 질감의 마감이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선택한 컬러 조합에 따라 Dark Grey 또는 Carmine Red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완성미를 높여  
줍니다. HSE 및 HSE Luxury Dynamic 모델의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이 인테리어의 
스포티 감성을 살려 줍니다.

왼쪽 및 위쪽 사진의 차량은 다이내믹 디자인 팩과 Firenze Red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Narvik Black 안개등 테두리 장식 20"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크롬 배기구 마감재 Carmine Red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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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SING THE EXTERIOR –  
ACCENT PACKS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외관을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은 외관을 강조한 기존 블랙 디자인 팩, 독특한 다이내믹 스타일 그릴,  
검은색 스포츠 뱃지 및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외부 도색  
컬러 중에서 선택하여 전체적인 외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팩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디자인 팩은 Narvik Black 익스테리어 요소들과 독특한 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로  
차량의 자태를 더욱 위풍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그래파이트 디자인 팩은 차량의 개별 요소들을 Dark Atlas로 변경하고 그레이  
콘트라스트 루프 및 독특한 Gloss Dark Grey 알로이 휠로 보강합니다.

DISCOVERY SPORT BLACK

 – 블랙 디자인 팩
 – 다이내믹 스타일 그릴 및 펜더 벤트
 – 블랙 보행자 에어백 커버
 – Anthracite 토우 아이 커버
 – 검은색 스포츠 뱃지
 –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 Ebony 인테리어 헤드라이너
 – Dark Grey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
 – Silicon Silver, Carpathian Grey 및  
Yulong White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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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DESIGN PACKBLACK DESIGN PACK

 – Dark Atlas 그릴
 – Dark Atlas 펜더 벤트
 – Narvik Black 미러 캡
 – Dark Atlas Discovery 글자(보닛 및 테일게이트)
 – 회색 콘트라스트 루프
 – 18" 및 19" Gloss Dark Grey 알로이 휠 중에서 선택.

 – Narvik Black 그릴 및 테두리 장식
 – Narvik Black 펜더 벤트
 – Narvik Black 미러 캡
 – 검은색 Discovery 글자(보닛 및 테일게이트)
 – 18", 19" 및 20" 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 중에서 선택.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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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4 기본.

Engine Transmission, Suspension and Driving Dynamics

SE HSE LUXURY

9단 자동변속기 4 4

고효율 드라이브라인 장착 4륜 구동장치(4WD) 4 4

전 지형 주행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4 4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HDC) 4 4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4

디젤 혼유 방지장치 4 4

스톱/스타트 기술 4 4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ABS) 4 4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 4 4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 4 4

언덕 출발 보조장치 4 4

주행 안정 조절장치(DSC) 4 4

전복 방지 장치(RSC) 4 4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4 4

비상 제동력 보조장치(EBA) 4 4

전자식 제동력 분배장치(EBD) 4 4

온보드 컴퓨터 및 메시지 센터 4 4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SE HSE LUXURY

ROOF AND EXTERIOR DESIGN

고정식 파노라마 선루프 4 4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미러 캡 4 4

GLASS AND EXTERIOR MIRRORS

열선 내장 리어 윈도우 4 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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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SE HSE LUXURY

LIGHTING

LED 제논 헤드램프 4 4

자동 헤드램프 및 레인 센싱 와이퍼 4 4

TOWING

트레일러 안정성 제어장치 4 4

트레일러 안정보조장치(TSA) 4 4

전방 및 후방 견인 후크 4 4

Wheel Features

SE HSE LUXURY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4 4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SE HSE LUXURY

SEATING

슬라이딩 암레스트 장착 센터 콘솔 4 4

슬라이딩 및 각도 조절 방식 60:40 분할형 2열 좌석 4 4

2열 좌석 중앙 헤드레스트 4 4

컵홀더 2개를 포함하는 뒷좌석 암레스트 4 4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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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EATURES

4 기본.
(1) Glacier/Lunar 인테리어와 함께 제공되지 않음   (2) Glacier/Lunar 인테리어하고만 제공   (3) 선택한 컬러 조합에 따른 헤드라이닝.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SE HSE LUXURY

STEERING WHEEL

가죽 스티어링 휠 4 4

INTERIOR FINISHERS

Satin Brushed Aluminium (1) 4 4

Glacier Brushed Aluminium (2) 4 4

HEADLINING

Cirrus 헤드라이닝 (3) 4 4

INTERIOR FEATURES

컵 홀더 2개를 포함하는 앞좌석 중앙 수납함 4 4

머리 위쪽 그랩 핸들 4 4

2-영역 실내온도 조절장치 4 4

2열 좌석용 송풍구 장착 실내온도 조절장치 4 4

발광형 화장 거울 장착형 트윈 블레이드 선바이저 4 4

자동 밝기 조절 실내 리어 뷰 미러 4 4

Safety and Security

SE HSE LUXURY

보행자 보호 장치 4 4

에어백(운전석 에어백 및 무릎 에어백, 앞좌석 조수석 에어백, 커튼 에어백 및 사이드 에어백) 4 4

시야 측정 경보장치 및 원격 패닉 경보장치 4 4

안전 벨트 경고음 4 4

급제동용 비상등 4 4

전동식 차일드 록 4 4

ISOFIX 아동용 시트 고정장치 4 4

자동 잠금 및 충돌 잠금 해제 장치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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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ssistance, Convenience and Loadspace Features

SE HSE LUXURY

DRIVER ASSISTANCE

크루즈 컨트롤 및 속도 제한장치 4 4

후방 주차 보조장치 4 4

전방 주차 보조장치 4 4

후방 카메라 4 4

CONVENIENCE FEATURES

푸시 버튼 시동 4 4

리모컨 키 4 4

LOADSPACE FEATURES

적재공간 커버 4 4

동작 감지 전동 테일게이트 4 4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SE HSE LUXURY

Bluetooth® 전화 연결 4 4

InControl Touch Pro Navigation 4 4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4 기본.
The Bluetooth® 단어 상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이며 Land Rover는 라이센스 하에 그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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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EATURES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Engine Transmission, Suspension and Driving Dynamics

OPTION CODE 2.0L TD4 (150) 2.0L TD4 (180) DESCRIPTION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Adaptive Dynamics) 027CY – 8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액티브 드라이브라인(Active Driveline) 027JC – 8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 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 4 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ROOF AND EXTERIOR DESIGN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080AN 8 8

회색 콘트라스트 루프 080EE 8 8

Narvik Black 그릴 가장자리 장식을 적용한 Dark Atlas 그릴 4 –

Dark Atlas 펜더 벤트 4 –

Narvik Black 그릴 가장자리 장식을 적용한 Atlas 그릴 – 4

Atlas 펜더 벤트 – 4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도어 핸들 4 –

부식 방지 도금 상부 및 하부 도어 핸들 – 4

Narvik Black 테일게이트 마감재 4 –

Atlas 테일게이트 마감재 – 4

Brunel Discovery 글자(보닛 및 테일게이트) 4 –

Atlas Discovery 글자(보닛 및 테일게이트) – 4

Dark Techno Silver 토우 아이 커버 4 –

White Silver 토우 아이 커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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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Ex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GLASS AND EXTERIOR MIRRORS

열선 내장 앞쪽 윈드스크린 040AK 8 4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047AP 8 8
티타늄과 은을 여러 겹으로 도포한 정밀 메탈릭 코팅을 적용하여 
적외선을 반사하고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합니다.

전동 접이식 열선 도어 미러 및 접근 조명 4 –

메모리 기능 탑재 전동 접이식 열선 도어 미러 및 접근 조명 030NM 8 4

LIGHTING

어댑티브 LED 제논 헤드램프 064DI 8 8 리어 LED 램프 및 헤드램프 전동 세척장치 포함.

자동 하이빔 어시스트(AHBA) 030NT 8 8
자동 하이빔 어시스트(AHBA) 헤드램프는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감지하면 밝기가 흐려지고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밝아집니다.

전방 안개등 064AP 8 4

Wheel Features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잠금 휠 너트 055AC 8 8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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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Almond/Ivory 인테리어 및 Tan/Ebony 인테리어하고만 제공됩니다.

OPTIONAL FEATURES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SEATING

Grained 가죽 시트 4 –

Windsor 가죽 시트 – 4

8-웨이 전동 앞좌석 4 –

10-웨이 메모리 전동 앞좌석 033TZ 8 4

열선 내장 앞좌석 033BV 4 –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선 내장 및 통풍식 앞좌석 033KO 8 8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좌석 열선 시트 033EQ 8 4 2열 좌우측 좌석을 가열합니다.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선 내장 및 통풍식 앞좌석과 열선 내장 뒷좌석 033GQ 8 8 2열 좌우측 좌석을 가열합니다.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EERING WHEEL

열선 내장 가죽 스티어링 휠 032DV 8 4

HEADLINING

Ivory 헤드라이닝 (1) – 8 80-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bony 헤드라이닝 032BU 8 8 80-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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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2) 1열 좌석의 센터 콘솔에 충전용 단일 USB 포트를 장착한 경우 제공되지 않습니다.

Seating, Interior Features and Finisher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INTERIOR FEATURES

실내 공기 오염 감지 센서 067BN 8 8
첨단 공기 여과 장치 및 공기오염 감지장치를 탑재하여 바깥 공기가 
나쁘거나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실내순환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첨단 경보 시스템 076EL 8 8
첨단 경보 시스템은 도난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차량이 잠겼을 때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실내 침입을 감지합니다. 경보가 작동하면 
차량이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실내 무드 조명 064FB 4 –

구성 가능한 실내 무드 조명 064FM 8 4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흡연자 팩 (2) 094AA 8 8 1열 재털이 한 개와 시가 라이터 한 개 포함.

2열 흡연자 팩 094AD 8 8 2열 재털이 및 시가 라이터 포함.

1열 및 2열 흡연자 팩 (2) 094AE 8 8 1열 및 2열 재털이 및 시가 라이터 포함.

Discovery 글자가 새겨진 앞쪽 발광식 알루미늄 트레드플레이트 048BD 8 4

카펫 매트 4 –

프런트 및 리어 프리미엄 카펫 매트 – 4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65



OPTIONAL FEATURES

8 옵션.
(1)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river Assistance, Convenience and Loadspace Features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DRIVER ASSISTANCE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Queue Assist) (1) 065AG 8 8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차선 이탈 경고장치 8 8
전방 카메라가 차량 양쪽의 차선 표시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차선유지 보조장치 및 운전자 상태 감시장치 086BD 8 8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각지대 감시장치와 후방 차량 감지장치 086GF 8 8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086GC 8 8 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차 보조장치 086HA 8 8 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강 수심 감지장치(Wade Sensing) 075EC 8 8 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NVENIENCE FEATURES

실내 온도조절 타이머(Timed Climate) 043BH 8 8 3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OADSPACE FEATURES

트렁크 수납함 레일 135AH 8 8 화물 고정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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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2) 흡연자 팩과 1열 및 2열 흡연자 팩과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OPTION CODE SE HSE LUXURY DESCRIPTION

스피커 10개 및 서브우퍼 포함 MeridianTM 사운드 시스템 380W(InControl Touch) 4 – 3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 16개 및 서브우퍼 포함 MeridianTM 디지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InControl Touch Pro) 025LN 8 4 34-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1) 129AH – 8 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열 좌석의 IP 쉘프에 충전용 단일 USB 포트 장착 015AB 8 8

1열 좌석의 센터 콘솔에 충전용 단일 USB 포트 장착 (2) 015BB 8 8

1열 좌석에 충전용 USB 포트 두 개 장착(센터 콘솔 및 IP 쉘프) (2) 015BA 8 8

2열 좌석에 충전용 USB 포트 두 개 장착 054AH 8 4

InControl Apps 025PA 8 8 32-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67



OPTIONAL FEATURE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TD4 150PS 엔진과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Option Packs

OPTION CODE SE HSE LUXURY

DRIVER ASSIST – TECH PACK 017FY

주차 보조장치 8 8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8 8

사각지대 감시장치와 후방 차량 감지장치 8 8

도강 수심 감지장치(Wade Sensing) 8 8

DRIVER ASSIST PLUS PACK 017AS

자동 하이빔 어시스트(AHBA) 8 8

차선 이탈 경고장치 8 8

HEAD-UP DISPLAY PACK 074OP

적외선 반사 윈드스크린 8 8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8 8

INTELLIGENT DYNAMICS PACK (1) 017AI

액티브 드라이브라인(Active Driveline) 8 8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Adaptive Dynamics) 8 8

VISION ASSIST PACK 041CB

어댑티브 LED 제논 헤드램프 – 8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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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LUXURY

BLACK DESIGN PACK – 18” ALLOY WHEEL PACKAGE 032GV

블랙 익스테리어 8 –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8 –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8 –

BLACK DESIGN PACK – 19” ALLOY WHEEL PACKAGE 032GA

블랙 익스테리어 8 8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8 8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글로스 블랙 마감 8 8

BLACK DESIGN PACK – 20” ALLOY WHEEL PACKAGE 032GB

블랙 익스테리어 – 8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 8

BLACK DESIGN PACK – 18” ALLOY WHEEL PACKAGE 032GW

블랙 익스테리어 8 –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8 –

BLACK DESIGN PACK – 19” ALLOY WHEEL PACKAGE 032GF

블랙 익스테리어 8 8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글로스 블랙 마감 8 8

BLACK DESIGN PACK – 20” ALLOY WHEEL PACKAGE 032GG

블랙 익스테리어 –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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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EATURE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LUXURY

GRAPHITE DESIGN PACK – 18” ALLOY WHEEL PACKAGE 032II

그래파이트 익스테리어 8 –

회색 콘트라스트 루프 8 –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Gloss Dark Grey 마감 8 –

GRAPHITE DESIGN PACK – 19” ALLOY WHEEL PACKAGE 032IJ

그래파이트 익스테리어 8 –

회색 콘트라스트 루프 8 –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Gloss Dark Grey 마감 8 –

DYNAMIC EXTERIOR DESIGN PACK (1) 074QH

다이내믹 익스테리어 8 8

전방 안개등 8 –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5', Dark Satin Grey 마감 8 –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 8

COMPLETE DYNAMIC DESIGN PACK – SE (1) 074QG

다이내믹 익스테리어 8 –

다이내믹 SE 인테리어 8 –

전방 안개등 8 –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5', Satin Dark Grey 마감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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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HOOSE YOUR MODEL AND OPTIONS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Option Packs (continued)

OPTION CODE SE HSE LUXURY

COMPLETE DYNAMIC DESIGN PACK – HSE/HSE LUXURY (1) 074QI

다이내믹 익스테리어 – 8

다이내믹 HSE 인테리어 –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 8

DISCOVERY SPORT BLACK – 19” ALLOY WHEEL PACKAGE 032IL

디스커버리 스포츠 블랙 익스테리어 – 8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 8

Ebony 헤드라이닝 – 8

Dark Grey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 – 8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글로스 블랙 마감 – 8

DISCOVERY SPORT BLACK – 20” ALLOY WHEEL PACKAGE 032IM

디스커버리 스포츠 블랙 익스테리어 – 8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 – 8

Ebony 헤드라이닝 – 8

Dark Grey Brushed Aluminium 센터 스택 사이드 레일 –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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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us Silver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Yulong White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Fuji White (solid)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Corris Grey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디스커버러 스포츠 모델에 적합한 익스테리어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염료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도료를 
사용하여 짙고 강렬한 광택 컬러에서 눈부시게 밝은 메탈릭 녹청색에 이르는 다양한 컬러로 차량을 도색합니다.  
단색 도료가 짙고 균일한 컬러를 제공하고, 메탈릭 도료가 광택 마감을 제공하여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메탈릭 도료로 컬러를 강조하고 광택이나 윤기를 강조하여 도색함으로써 차량에 모던 컬러의  
세련미가 배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외부 도색 컬러는 모델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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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CHOOSE YOUR COLOUR

Kaikoura Stone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Scotia Grey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Aintree Green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Loire Blue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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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rini Black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Grey

Phoenix Orange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Firenze Red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Silicon Silver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적용 가능한 외부 도색 컬러는 모델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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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CHOOSE YOUR COLOUR

Farallon Black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Grey

Waitomo Grey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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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uba (premium metallic)
Optional Contrast Roof Colour
Black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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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1) 블랙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   (2) 그래파이트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   (3) 블랙 디자인 팩 및 디스커버리 스포츠 블랙의 일부로만 제공   (4)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액세서리 휠은 기본 휠 또는 옵션 휠로 선택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6)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블랙 디자인 팩, 디스커버리 스포츠 팩 및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22'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GLOSS DARK GREY 마감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18인치 9스포크 
'스타일 109'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18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18'

4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1)

OPTION CODE SE HSE LUXURY

WHEELS

17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22' 029UC 8 8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4 –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Gloss Dark Grey 마감 029TX 8 8

18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1) 031HQ 8 –

18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18' 029TY 8 8

18인치 9 스포크 '스타일 109' 029UD 8 8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031NB 8 –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Gloss Dark Grey 마감 (2) 031JP 8 –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GLOSS DARK GREY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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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CODE SE HSE LUXURY

WHEELS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글로스 블랙 마감 (3) 029UA 8 8

19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2' 031NA 8 8

19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2', 다이아몬드 선삭 마감 – 4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5', Satin Dark Grey 마감 (4) 029XP 8 –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3', 세라믹 폴리닝 마감 및 Red Pinstripe (5) (6) VPLCW0104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4', Satin 폴리싱 마감 (5) VPLCW0105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029SB 8 8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7) 029TW – 8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1'

글로스 블랙 마감 (3)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3'  

세라믹 폴리싱 마감 및  
RED PINSTRIPE (5) (6)

19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2'

다이아몬드 선삭 마감

19인치 9 스포크 
'스타일 902'

19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5'

SATIN DARK GREY 마감 (4)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24' 

 SATIN 폴리싱 마감 (5)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11'

글로스 블랙 마감 (7)

STEP 4
CHOOSE YOUR WHEELS

4 기본   8 옵션   – 제공되지 않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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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및 각도 조절 방식 60:40 분할형 2열 좌석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며, 앞뒤로 160mm 움직일 수 있어 넉적한 적재공간과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왼쪽 및 위쪽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

STEP 5
CHOOSE YOUR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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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디자인 팩에만 적용

A B C D E F G H

COLOURWAYS
EBONY / EBONY

(82페이지)
CIRRUS / LUNAR

(83페이지)
GLACIER / LUNAR

(83페이지)
TAN / EBONY

(82페이지)
IVORY / EBONY

(83페이지)

EBONY / EBONY
Pimento 디테일 적용*

(84페이지)

EBONY / EBONY
Cirrus 디테일 적용*

(85페이지)

CIRRUS / EBONY
Ebony 디테일 적용*

(85페이지)

INTERIOR COLOUR

시트 컬러 Ebony Cirrus Glacier Tan Ivory Ebony Ebony Cirrus

카펫 Ebony Lunar Lunar Ebony Ebony Ebony Ebony Ebony

MODEL

SE (Grained 가죽) 6 6 6 – –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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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E STACK SIDE RAILS

Satin Brushed Aluminium 6 6 – 6 6 – – –

Glacier Brushed Aluminium – – 6 – – – – –

Carmine Red Brushed Aluminium – – – – – ˘ – –

Dark Grey Brushed Aluminium – – – – – – 6 6

EXTERIOR COLOUR

Fuji White 6 6 6 6 6 6 6 6

Yulong White ˘ ˘ 6 6 6 6 6 6

Contrast Indus Silver 6 ˘ 6 6 6 6 6 6

Corris Grey ˘ ˘ ˘ 6 6 6 6 6

Kaikoura Stone 6 6 6 6 ˘ 6 6 6

Scotia Grey 6 6 ˘ 6 6 6 6 6

Aintree Green 6 6 6 6 6 6 6 6

Loire Blue 6 6 6 6 ˘ 6 6 6

Contrast Santorini Black ˘ 6 6 ˘ ˘ 6 ˘ ˘

Firenze Red ˘ 6 6 6 6 ˘ ˘ 6

Phoenix Orange ˘ 6 6 6 6 6 ˘ 6

Silicon Silver 6 6 6 6 6 6 6 6

Aruba 6 6 6 6 6 6 6 6

Waitomo Grey ˘ 6 6 6 6 6 6 6

Carpathian Grey 6 ˘ ˘ 6 6 6 6 6

Farallon Black 6 6 6 6 6 6 6 ˘

˘ 디자이너스 초이스 조합   6 가능한 조합   – 제공되지 않음.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는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HOOSE YOUR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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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COLOURWAYS DOOR  
CASING INSERT

DOOR  
ROLL TOP FACIA TOPPER DOOR  

LOWER
CENTRE STACK 

SIDE RAILS
FACIA 

MID-SECTION

A Ebony / Ebony Ebony Ebony Ebony Ebony Satin Brushed Aluminium Ebony

B Cirrus / Lunar Lunar Cirrus Lunar Lunar Satin Brushed Aluminium Cirrus

C Glacier / Lunar Lunar Glacier Lunar Lunar Glacier Brushed Aluminium Glacier

D Almond / Ebony Ebony Almond Ebony Ebony Satin Brushed Aluminium Almond

E Tan / Ebony Tan Ebony Ebony Ebony Satin Brushed Aluminium Ebony

F Ivory / Ebony Ebony Ivory Ebony Ebony Satin Brushed Aluminium Ivory

G Ebony / Ebony, Pimento 디테일 적용 Ebony Ebony Ebony Ebony Carmine Red Brushed Aluminium Ebony

H Ebony / Ebony, Cirrus 디테일 적용 Ebony Ebony Ebony Ebony Dark Grey Brushed Aluminium Ebony

I Cirrus / Ebony, Ebony 디테일 적용 Ebony Cirrus Ebony Ebony Dark Grey Brushed Aluminium Cirrus

위쪽 사진의 인테리어는 Glacier/Luna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의 인테리어입니다.

STEP 5
CHOOSE YOUR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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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진: Ebony Windsor 가죽. 

AVAILABLE INTERIOR COLOUR COMBINATIONS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인테리어. 수평선과 수직선을  
과감하게 배치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취향에 맞는 컬러와 시트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bony / Ebony (SE 및 HSE Luxury에서 제공)A

인테리어 이미지는 인테리어 컬러 참조용일 뿐이며 모델 제원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사진: Tan Windsor 가죽.

Tan / Ebony (HSE Luxury에서만 제공)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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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진: Ivory Windsor 가죽.

인테리어 사진: Cirrus Grained 가죽. 인테리어 사진: Glacier Grained 가죽.

Ivory / Ebony (HSE Luxury에서만 제공)

Cirrus / Lunar (SE에서만 제공) Glacier / Lunar (SE 및 HSE Luxury에서 제공)

E

B C

STEP 5
CHOOSE YOUR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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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진: Ebony Windsor 가죽, Pimento 스티칭 및 장식 적용.

Ebony / Ebony, Pimento 스티칭 및 장식 적용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제공)

F

EXCLUSIVE TO DYNAMIC DESIGN PACK
SE Dynamic의 Grained 가죽 또는 HSE Luxury Dynamic의 Windsor 가죽에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컬러 조합은 다이내믹 디자인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시트와 헤드레스트에  
적용된 독특한 형태의 섬세한 장식이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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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진: Ebony Windsor 가죽, Cirrus 스티칭 및 장식 적용. 인테리어 사진: Cirrus Windsor 가죽, Ebony 장식 적용.

Ebony / Ebony, Cirrus 스티칭 및 장식 적용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제공)

Cirrus / Ebony, Ebony 장식 적용  
(다이내믹 디자인 팩에서만 제공)

G H

STEP 5
CHOOSE YOUR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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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OVER APPROVED ACCESSORIES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다양한 지형과 주행 조건에서 자신감 있는 주행을 제공합니다. 
세련되고 실용적인 다양한 액세서리들은 이러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주행 성능을  
배가시켜 주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고 실용성 및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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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쪽 사진의 차량은 Yulong White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86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ccessories.landrover.com/ko/ko/를 방문하십시오.

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광택 사이드 튜브* 
VPLCP0209
고도로 폴리싱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사이드 튜브는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강인한 인상으로 차량 외부 디자인을 보완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뒤쪽** 
VPLCP0213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되고 광택 마감 처리되고 오프로드 차량의  
스타일을 살려 차량 뒤쪽에 장착되는 프리미엄 언더쉴드.

스테인리스 스틸 언더쉴드 – 앞쪽 
VPLCP0212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되고 광택 마감 처리되고 오프로드 차량의  
스타일을 살려 차량 앞쪽에 장착되는 프리미엄 언더쉴드.

실 트레드플레이트 – 발광식 
VPLCS0286LAA – Lunar 
VPLCS0286PVJ – Ebony (표시 안 됨)
Discovery 글자가 점등되는 실 트레드플레이트.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되어 기품 있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적재공간 정리대  
VPLCS0340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거나 쇼핑한 물건이나 짐을 따로따로 보관하도록  
분할된 수납칸을 제공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잠금식 뚜껑이 달려 있고,  
트렁크 'D' 루프를 통해서 고정됩니다.

실 트레드플레이트 – 맞춤형 
VPLCS0343PVJ – Ebony 
VPLCS0343LAA – Lunar (표시 안 됨)
원하는 문구를 공인된 글꼴/글자체를 적용하고 프런트 도어를 열 때마다  
백색 조명으로 표시되게 하여 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DESIGN

*사이드 튜브를 장착하면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선셰이드 
VPLCS0298 – 2열 
VPLCS0297 – 3열 
VPLCS0296 – 테일게이트(표시 안 됨)
탈착이 용이하며 햇볕으로 인한 열과 눈부심을 차단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2열, 3열 양쪽 윈도우 및 리어 테일게이트에 장착하는 세 종류로 제공됩니다.

등받이 포켓 
VPLVS0182 – 프리미엄 가죽 
VPLVS0181 – 기본(표시 안 됨)
차량에 제공되는 프리미엄 가죽으로 제조되며 안쪽에 부드러운 라이닝이 적용되고  
자석식 잠금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장착된 편리한 수납 공간이며  
작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여러 구획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레일 
VPLCS0303

화물 고정 키트 
VPLCS0324

적재 공간에 장착되어 트렁크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화물 고정 키트 수납  
장치를 트렁크 레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화물 고정 키트는 간편한 잠금/해제  
장치를 사용하여 트렁크 레일에 장착되는 부착장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화물과  
기타 물건을 적재공간 내에 고정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착 팩에는 자동조절 신축 스트랩과 조절 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Pad® 홀더  
VPLVS0165 – iPad®‡ 
VPLVS0164 – iPad® 1
Land Rover 브랜드가 표시된 iPad® 홀더는 앞좌석 헤드레스트 포스트 뒤쪽에  
뒷좌석을 향하도록 단단히 고정됩니다. 간편 해제 장치로 iPad®를 빠르고  
간편하게 장착/탈거할 수 있습니다.

루프 박스* 
VPLWR0100 – 대형 스포츠 루프 박스* 
VPLVR0061 – 스포츠 루프 박스* (표시 안 됨) 
VPLVR0062 – 러기지 루프 박스* (표시 안 됨)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모든 버전을 길가쪽에서 열 수 있도록 차량의 좌측  
또는 우측에 장착 가능하며 도난 방지용 잠금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20리터의 스포츠 박스, 410리터의 러기지 박스 또는 넉넉한 430리터의  
대형 스포츠 박스에 이르는 다양한 적재 용량의 루프 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75kg.†

TOURING

루프 레일* 
VPLCR0137 – 실버 마감(파노라마 선루프) 
VPLCR0133 – 실버 마감(고정식 루프)** 
VPLCR0136 – 블랙 마감(파노라마 선루프) 
VPLCR0132 – 블랙 마감(고정식 루프)**
루프 레일을 장착하면 크로스 바를 장착하여 
루프에 적재물을 고정하여 운반하기가 용이합니다. 
사전에 지정된 위치에 크로스바를 장착하여 중량 
분산을 최적화하고 다이내믹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75kg 입니다.†

크로스바* 
VPLCR0131
내구성이 우수하고 우아한 광택 
마감 알루미늄 크로스바는 전체 
길이에 T-트랙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저항과 풍절음을 
최소화하는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

*루프 레일과 크로스바는 모든 랜드로버 루프 장착용 액세서리에 필요합니다. 루프 장착형 위성 안테나 위에 물체를 올려 놓으면 차량이 수신하는 신호의 품질이 저하되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정식 루프를 장착한 차량은 레일에 색깔을 맞춘 별도의 디치 피니셔가 필요합니. P/N. 실버 – VPLCR0135 및 블랙 – VPLCR0134   †최대 적재량은 루프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하중과 동일합니다.    
‡2세대, 3세대 및 4세대 iPad®와 호환됩니다. iPad Air™ 또는 iPad Mini™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iPad®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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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ccessories.landrover.com/ko/ko/를 방문하십시오.

트렁크 라이너 트레이 
VPLCS0274  
VPLCS0268 – 트렁크 분리대 포함 (표시 안 됨)
트렁크 바닥 카펫과 사이드 월 카펫을 더럽거나 젖은 장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삼면에 위로 돌출된 고리가 달려 있는 반-경성 방수형 트렁크 라이너 트레이.

트렁크 트레드플레이트 피니셔  
VPLCS0287LAA – Lunar 
VPLCS0287PVJ – Ebony (표시 안 됨)
광택 마감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고 짐을 싣고 내릴 때  
트렁크 트림을 보호합니다.

애퍼처 고정 네트 
VPLCS0267
테일게이트가 열릴 때 작은 물건들이 트렁크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재 공간을 극대화합니다. 고급 가공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프리미엄 경량 소재로  
제조되어 견고합니다.

견인 장치 – 탈착식 토우 바** 
VPLCT0148
견인 커넥터 − 13 핀† 
VPLCT0182

견인 장치 – 고정 높이 플랜지 장착 토우 바** 
VPLCT0142
견인 커넥터 – 13 핀† 
VPLCT0182

편리하고 사용이 용이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 외관이 깔끔합니다.  
단면 감소 스페어 휠 장착 차량에 제공됩니다.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VPLVR0067 – 자전거 두 대용 캐리어* 

VPLVR0069 – 자전거 세 대용 캐리어*  
(표시 안 됨)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는 한손으로 간편하게 장착/해제하는 토우 바 커플링  
장치가 달려 있으며, 풋 페달을 사용하여 차량 바깥쪽으로 기울여 테일게이트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전개한/접은 위치에서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및 기타 경량 소재로 제조되는 자전거 캐리어는 후방 조명 및 번호판 마운트가 달려 있고  
도난 방지를 위해 잠글 수 있습니다. 폴딩/슬라이딩 장치가 달려 있아 사용하지 않을 때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홀더와 래칫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최대 적재 하중 51kg (자전거 세 대용 캐리어의 경우).

방수 시트 커버 
VPLCS0291SVA – 앞좌석(Almond) 
VPLCS0292SVA – 2열 
(Almond – 표시 안 됨) 

 
VPLCS0291PVJ – 앞좌석(Ebony) 
VPLCS0292PVJ – 2열 
(Ebony – 표시 안 됨)

시트에 진흙과 오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시트가 마모되고 찢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장착이 용이하고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SPORTING

*자전거 두 대용 및 세 대용 토우 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에는 방열판이 필요합니다 − VPLWR0124   **최대 견인 중량 2,200kg 
†견인 커넥터는 사진에 표시된 부품과 함께 주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89



트렁크 파티션* – 전체 높이 
VPLCS0299
화물이 실내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트렁크 파티션은 틸트 기능을 갖춘  
2열 좌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파티션을 트렁크 파티션 분리대에  
장착하여 적재 공간을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렁크 파티션 – 절반 높이* 
VPLCS0300
화물이 실내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트렁크 파티션은 틸트 기능을 갖춘  
2열 좌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무 바닥 매트 
VPLCS0281 
일반 오염물로부터 보호하는 고무 풋웰 매트.

고정식 사이드 스텝** 
VPLCP0210
편리한 승하차와 간편한 루프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자리 장식에 광택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고무 트레드 매트를 부착했습니다.

흙받이 
VPLCP0203 – 앞쪽 
VPLCP0204 – 뒤쪽
흙받이는 많이 선택되는 업그레이드 옵션이며 진흙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찌꺼기와 
오물로부터 차량 도장을 보호합니다. 차량 외부 디자인을 보완합니다.

OUTDOOR

트렁크 매트 – 고무 
VPLCS0279
방수형 고무 매트이며 오물로 인한 트렁크 카펫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뒷좌석을 접을 때 
뒷좌석 등받이를 보호하는 고무 매트 익스텐션도 제공 – P/N: VPLCS0273.

*트렁크 고무 매트(VPLCS0279) 및 트렁크 라이너 트레이(VPLCS0268)와 함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면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렁크 파티션 분리대  
VPLCS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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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CHOOSE YOUR ACCESSORIES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ccessories.landrover.com/ko/ko/를 방문하십시오.

럭셔리 카펫 매트 세트 
VPLCS0282LAA – Lunar 
VPLCS0282PVJ – Ebony (표시 안 됨)
털이 길고 고급스러운 맞춤형 2.05 g/m2 카펫 매트 세트.  
뒷면이 방수처리 되었으며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미러 커버 – 부식 방지 도금 
VPLCB0251
부식 방지 도금 미러 커버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완하고 광택 마감 익스테리어 트림과 조화를 이룹니다.

기어시프트 패들 
VPLVS0187MMU – Aluminium 
VPLVS0187CAY – Aluminium Red
스티어링 휠의 미려한 디자인을 빛내 주는 프리미엄 알루미늄 기어시프트 패들.  
기계 광택, 양극 산화처리 및 핸드 브러시 처리되어 마감 재질과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윈드 디플렉터 – 사이드 윈도우 
VPLCP0258
사이드 윈도우의 윈드 디플렉터는 윈도우를 열고 주행할 때 공기 저항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스포츠 페달 커버 
VPLHS0044 – 자동변속기 차량 
VPLHS0045 – 수동변속기 차량(표시 안 됨)
스테인리스 스틸 광택 마감 스포츠 페달은 장착이 용이하고 고정 장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달려 있어 마감이 깔끔합니다.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 
LR067898 – 글로스 블랙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더욱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글로스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다양한 익스테리어 트림 및 도장 컬러와 조화를 이룹니다.

OTHER

91



DIMENSIONS AND CAPABILITIES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표준 25° 21° 31°

B CA

미러를 접었을 때의 폭 2,069mm
미러를 펼쳤을 때의 폭 2,173mm

높이  
1,724mm

뒷바퀴 간격 1,630mm앞바퀴 간격 1,621mm

표준 지상고
루프 안테나 장착 시 1,724mm

헤드룸
앞좌석 최대 헤드룸 
(파노라마 선루프 포함) 1,021mm  
뒷좌석 헤드룸 984mm

적재공간 용량
뒷좌석 세운 상태  
높이 778mm, 폭 1,318mm  
최대 적재공간 부피 981리터  
휠 아치 사이 적재 공간의 폭 1,108mm  
바닥 최대 길이 985mm
뒷좌석 접은 상태 
1열 이후의 길이 1,887mm 
2열 이후의 길이 985mm  
높이 778mm, 폭 1,318mm  
최대 적재공간 부피 1,698.1리터  
휠 아치 사이 적재 공간의 폭 1,108mm  
바닥 최대 길이 1,887mm

지상고
표준 지상고 212mm

사진의 차량은 Indus Silver를 적용한 HSE Luxury 모델입니다.

휠베이스 2,741mm

적재공간 폭  
1,318mm

전장 4,599mm

2열 이후의 길이  
985mm 

1열 이후의 길이  
1,887mm 

최소 회전 반경
연석 기준 11.6m  
벽면 기준 11.86m  
락투락 회전 2.31

통과 수심
최대 통과 수심 6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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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roverkorea.co.kr에서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PERFORMANCE AND KEY DATA

디젤

2.0L TD4

자동 자동

출력(PS) 150 180

시트 5 5

엔진 데이터

실린더 내경(mm) 83 83

행정(mm) 92.35 92.35

압축비(:1) 15.5 15.5

브레이크

프론트 타입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캘리퍼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캘리퍼

앞쪽 직경(mm) 325 325

리어 타입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캘리퍼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캘리퍼

뒤쪽 직경(mm) 300 300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에 통합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중량(kg)

공차 중량 1,785 1,785

차량 총중량 2,505 2,505

차축당 최대 중량(앞쪽) 1,340 1,340

차축당 최대 중량(뒤쪽) 1,270 1,270

견인 중량(kg)

비제동 트레일러 중량 750 750

최대 견인 중량 2,200 2,200

최대 연결부 / 전축 중량 100 10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조합 / 총 차축 중량 4,705 4,705

루프 적재 중량(kg)

최대 루프 적재 중량(루프레일 포함) 75 75

성능

최고 속도(kph)* 180 188

가속 시간(초) 0-100kph* 10.3 8.9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리터) 54 54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4

4 기본.
*항상 현지 속도 제한을 준수하십시오.

TECHNIC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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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ROVER ONELIFE
랜드로버가 일년에 두 번 발행하는 잡지 Onelife는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배포되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잡지는 매번 최신  
랜드로버 뉴스 및 차량, 각 차량에 적용되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정보, 랜드로버 차량을 이용한 탐험 및 여행 수기,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LAND ROVER FINANCIAL SERVICES
이제 랜드로버 자동차 구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신차이든 
중고차이든, 개인용이든 업무용이든, 고객이 자신의 재정 상황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입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LEET & BUSINESS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로서 랜드로버는 렌터카 회사와 법인 사업자를 
위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차종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랜드로버 자동차는 적은 총소유 비용, 높은 잔존 가치, 경쟁력 있는  
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인상적인 연비, 동급 차종 대비 낮은  
수준의 CO2 배출량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다목적 자동차입니다.

또한 랜드로버는 고객 중심적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랜드로버 
차량을 가장 간편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landroverkorea.co.kr/fleet-and-business

LAND ROVER EXPERIENCE
랜드로버는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어디서든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 
왔습니다. 가장 험한 조건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여 모든 
지형에 적합한 전설적 성능을 보여 왔습니다. 랜드로버 자동차는 
안락감과 넉넉한 적재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인테리어의 대명사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수한 성능 덕분에 전세계 소비자가 가장  
열광하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랜드로버 자동차의 탁월한 성능과 
우수한 강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마련한 오프로드 트랙에서 랜드로버 자동차의 뛰어난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아이슬란드 또는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로 떠나는 랜드로버의 어드벤처 여행에 참여하여  
랜드로버의 탁월한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로 떠나는 모험에 참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landroverkorea.co.kr/experiences

A WORLD OF LAND 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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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지사항: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는 차량의 제원 
및 디자인, 공정의 개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문서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 브로셔를 현재 제원에 대한 절대적으로 정확한 안내서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이 브로셔는 특정 차량 판매를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업체와 딜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 또는 서약에 따른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
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장착한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에는 신규 등록 차량 인도 
후 한 달 동안 또는 주행거리가 1,600 km가 될 때까지(선도래 기준) 차량 보증과 
동일한 보증 조건 및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구입 및 장착하는 순정 
액세서리에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12개월 보증수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랜드로버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시험됩니다. 극한의 고온과 저온에서의 성능, 내부식성, 강도, 에어백 작동여부 등의 
테스트는 액세서리의 내구성은 물론 현행 관련 법규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치는 철저한 시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부 액세서리는 일부 모델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순정 액세서리는 랜드로버 차량에 최적화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루프 캐리어와 같은 많은 품목들이 간단하게 장착되며, 일부 제품은 전문 공구와  
진단 장비가 있어야만 차량 구조 및 전기 시스템에 올바르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제품은 판매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신 사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에 인쇄된 제품 색상은 인쇄 과정의 한계로 인해 실제 차량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일부 색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색상의 적용 여부와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체와 딜러 
회사는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Limited)의 대리인이 아니며  
재규어 랜드로버를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 또는 서약에도 속박되게 할  
권한이 절대로 없습니다.

랜드로버는 Castrol EDGE Professional만을 권장합니다.

LAND ROVER COLLECTION
자동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랜드로버의 혼이 깃든 최신 랜드로버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랜드로버의 섬세한 기술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랜드로버의 모든 의류, 여행 품목 및 선물용 고급 상품에도  
똑같은 수준의 장인정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구입하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서 구입하든 모든  
상품이 최고의 품질로 제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컬렉션에는 여성용 및 남성용 의류, 지갑, 손가방, iPad  
및 iPhone 케이스와 서류 가방 및 주말 나들이용 가방과 같은  
다양한 소형 가죽 제품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커프스 단추와 여성용 
실크 스카프가 컬렉션에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재미있는 컬러 
무늬와 그림이 들어간 의류, 모자 및 랜드로버 자동차를 복제한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어린이용 컬렉션도 판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OADSIDE ASSISTANCE
랜드로버 긴급 출동 서비스는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동 잠금에서 
타이어 펑크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이르는 운행 중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랜드로버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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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와 iPhone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