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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액세서리 팩 주행 성능 실용성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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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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LIKE NO OTHER
세상의 아이콘이 된 모델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계를 극복하고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 남들이 다다르지 못한 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제작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아야, 비로소 모두에게 기억되는 상징적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과 어떠한 탐험도 가능하게 하는 주행 

능력, 그리고 탁월한 내구성까지 갖춘 자동차. 그 어떤 차도 대체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오프로드 이미지는 전용 도로에서 허가를 받아 촬영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오프로드 주행에는 철저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부상과 차량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주행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얼어붙은 지면을 주행하기 전에 항상 경로, 노면, 베이스 및 출구를 점검하십시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과 다른 옵션 사양들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본 브로셔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차량들은 랜드로버 글로벌 모델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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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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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위용이 드러나는 존재감에서 간결하면서도 정교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펜더는 

완벽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의 이상적인 조화를 실현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기능성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에서도 그 모험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든 구조적 

요소는 견고한 소재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커넥티비티 기술은 디펜더 

특유의 인테리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몰입감 높은 커넥티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요소는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앞좌석 보조 시트*와 센터 콘솔*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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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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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10

PURPOSEFUL DESIGN. ENDLESS POSSIBILITIES
디펜더는 랜드로버 라인업 중 가장 탁월한 주행 능력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차체 

디자인은 90 또는 110 두 가지로 제공되며, 마감 스타일에 따라 S, SE, HSE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휠의 사이즈 및 스타일, 인테리어 트림, 테크놀로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펜더, 디펜더 X-Dynamic, 디펜더 XS Edition 및 디펜더 X 모델이 있으며, 개성이 

뚜렷한 네 가지 액세서리 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디펜더를 완벽하게 맞춤 구성해보십시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과 다른 옵션 사양들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 및 디펜더 110 HSE 모델입니다. 

디자인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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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O DEFENDER
DEFENDER XS EDITION
디펜더 XS Edition에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 다양한 기능과 함께 바디 컬러 하부 

클래딩 및 휠 아치가 장착되어 디펜더의 실루엣을 한층 강조합니다. 90 및 110 

모델에 제공됩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테크놀로지
디펜더에는 전화 시그널 부스터가 포함된 휴대기기 무선 충전 기능1에서 새로운 

옵션 사양인 11.4인치 터치스크린2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익스테리어 팩
새로워진 익스테리어 팩으로 나만의 이상적인 디펜더를 더욱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펜더 브라이트 익스테리어 팩과 확장 브라이트 익스테리어 팩의 

Noble Chrome 디테일3은 시선을 압도하며, 확장 Black 익스테리어 팩4은 디펜더 

X-Dynamic과 디펜더 X에 당당하면서도 절제된 외관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리테일러 찾기

1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모델에 따다를 수 있습니다.  3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옵션 사양입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Silicon Silver 컬러의 디펜더 110 XS 모델입니다.

디자인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findoutmore-6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findaretailer-6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features/in-car-technology.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exploretec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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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DESIGN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과 다른 옵션 사양들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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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비율과 한눈에 정체성이 드러나는 실루엣은 디펜더의 압도적인 외관을 구성합니다. 짧은 오버행, 

높은 지상고, 수직에 가까운 전면 및 후면 디자인은 주행 성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줍니다. 플로팅 필러와 

알파인 라이트는 디펜더의 개성을 더욱 강조해주며, 강건한 숄더와 파워풀한 스퀘어 타입 휠 아치에서는 

당당한 스탠스가 드러납니다. 빈틈없이 완벽한 디자인.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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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함. 자신감. 그리고 명료함. 디펜더의 전면부는 간결하고 반듯하며, 돌출형 보닛과 조각한 듯 

정교한 그릴 및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또한 원형 헤드램프와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완성된 

표면 디자인과 같은 특징들이 결합되어 차량의 대표적인 주행 성능이 더욱 강조됩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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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기능의 절묘한 조화. 곧은 자태와 당당한 위용의 완벽한 조합. 디펜더의 후면부에는 

대단히 현대적이면서도 완벽히 안정적인 디자인이 드러납니다. 측면 개방 테일게이트와 외부에 

장착된 풀사이즈 스페어 휠, 독특한 테일램프 등의 디테일은 모두 디펜더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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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DESIGN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Khaki/Ebony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차량에는 단종된 Robust Canvas 시트 
페이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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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STRUCTURAL SURFACES. 
POWDER‑COATED ACCENTS
타협하지 않는 내구성이 돋보이는 주요 인테리어 구성품의 고정 장치는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디펜더의 

빈틈없이 완벽한 완성도를 더욱 강조해줍니다.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 기능성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구조는 디펜더의 DNA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휠과 도어를 포함한 실내의 노출형 구조 표면은 내구성이 뛰어난 텍스처 파우더 

코팅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노킹을 흡수하도록 제작된 크로스 카 빔은 일체형 구조로, 디펜더의 

강력한 성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Meridian™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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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BLE INTERIOR MATERIALS
디펜더의 인테리어에는 필요한 요소마다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가 

적용됩니다. Kvadrat Steelcut 프리미엄 울 직물이 적용된 Windsor 

가죽도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시트 소재입니다. Rough-cut 

Walnut이나 Natural Smoked Dark Oak 베니어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오픈 포어(open-pore) 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베니어 및 피니셔 

옵션이 제공됩니다.

디펜더 X-Dynamic에는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Robustec

이 적용됩니다. PU 플레이트렛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놀라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Robustec은 내구성 테스트에서 업계 표준의  

3배가 넘는 30년에 달하는 수명을 검증받았습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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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EARING RUBBER FLOORING
바닥재는 내구성이 강한 고무 소재로, 물건을 떨어뜨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고무 플로어는 매우 튼튼할 뿐만 아니라 자동 전개식 

도어 실 덕분에 세척도 간편하며, 체커 피니셔가 적용되어 실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야외활동을 

즐겨보십시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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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PACKS
디펜더의 네 가지 액세서리 팩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당신만의 스타일로 디펜더를 

구성하여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지를 탐험하든 복잡한 도심을 

누비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액세서리 팩이 적용된 디펜더와 함께라면 어떤 여정도 문제없습니다.

액세서리 선택 가이드

액세서리 팩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ultimate-personalisation/help-me-choose.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helpmechoos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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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R PACK
어떤 지형에서든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익스플로러 팩을 장착하면 강인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미지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Hakuba Silver 컬러의 디펜더 110 H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에는 익스플로러 팩 및 프론트 익스페디션 프로텍션 시스템,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 전개식 루프 사다리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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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 팩 구성:
스노클 에어 인테이크는 먼지나 모래가 많은 환경에 적합합니다.

익스페디션 루프 랙1은 경량의 완전 통합형 디자인으로, 최대 동적 적재 하중이 

132kg2에 이릅니다.

익스테리어 측면 장착 기어 캐리어1는 24리터 용량으로, 접근이 쉽고 잠금 및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부츠, 잠수복 등과 같은 물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

Matte Black 보닛 데칼은 보닛 외관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90’또는‘110’컷아웃 

디테일을 포함합니다.

휠 아치 프로텍션은 오프로드 주행 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EXPLORER PACK

1장착을 위해 루프 레일이 필요합니다.  2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된 디펜더 110 모델입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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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및 리어 클래식 머드 플랩은 랜드로버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도장면을 보호합니다.

스페어 휠 커버는 리어 장착형 스페어 휠을 보호합니다.

UPGRADES
프론트 익스페디션 프로텍션 시스템은 차량 전면부에 견고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돌출된 코너는 전방의 접근 각도를 향상해줍니다.

루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개식 루프 사다리1를 사용하면 

물품을 더욱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안전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수납 위치에서 잠글 수 있습니다.

고정식 또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2은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광택 사이드 튜브3는 차량의 측면 스타일을 향상하고 오프로드 주행 중에 도어 

측면을 보호합니다.

트렁크 고무 매트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고 방수 기능이 있어 트렁크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딥 사이드 고무 매트를 선택하면 발밑 공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1장착을 위해 루프 레일이 필요합니다. 
2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광택 사이드 튜브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3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과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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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URE PACK
당신의 열정으로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보십시오. 어드벤처 팩을 장착하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길을 

여행하며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에는 어드벤처 팩 및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A’프레임 프로텍션 바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언더실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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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URE PACK

어드벤처 팩 구성:
6.5리터 용량의 휴대용 가압식 세척 시스템으로 야외에서도 각종 장비를 쉽게 씻을 

수 있습니다. 호스 및 샤워기가 포함되어 있어 부츠, 자전거, 잠수복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백팩은 뒷좌석에 고정되며, 모든 필수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다용도 20리터 시트 백팩은 하차 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광택 리어 스커프 플레이트는 짐을 싣고 내릴 때 리어 범퍼의 긁힘과 손상을 

방지합니다.

프론트 및 리어 머드 플랩은 차량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해주면서도 이물질과 

오염물로부터 도장을 보호합니다.

스페어 휠 커버는 리어 장착형 스페어 휠을 보호합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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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에어 컴프레서는 트렁크에 장착되어 있으며 차량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에어베드 및 기타 팽창식 물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리터 용량의 익스테리어 측면 장착 기어 캐리어1는 용이한 접근성과 잠금 및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워킹화, 잠수복 등과 같은 물품을 적재하기에 적합합니다.

UPGRADES
‘A’프레임 프로텍션 바는 디펜더의 전면부를 손상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차량의 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고정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은 승하차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전개식 사이드 

스텝2은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광택 사이드 튜브3는 차량의 측면 스타일을 개선하고 오프로드 주행 중에 도어 

측면을 보호합니다.

트렁크 고무 매트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표면과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트렁크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딥 사이드 고무 매트를 선택하면 발밑 공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1장착을 위해 루프 레일이 필요합니다.  2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광택 사이드 
튜브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3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과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에는 프론트 언더실드와 크로스 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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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ACK
진흙탕 길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십시오. 컨트리 팩은 까다로운 주행 조건 속에서도 모든 

여정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Hakuba Silver 컬러의 디펜더 110 H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에는 컨트리 팩 및 전개식 사이드 스텝과‘A’프레임 프로텍션 바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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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ACK

컨트리 팩 구성:
프론트 및 리어 클래식 머드 플랩은 랜드로버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도 

도장을 보호합니다.

풀 사이즈 트렁크 파티션은 트렁크에 보관된 물품이 탑승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6.5리터 용량의 휴대용 가압식 세척 시스템으로 야외에서도 각종 장비를 쉽게 씻을 

수 있습니다. 호스 및 샤워기가 포함되어 있어 부츠, 자전거, 잠수복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택 리어 스커프 플레이트는 짐을 싣고 내릴 때 리어 범퍼의 긁힘과 손상을 

방지합니다.

휠 아치 프로텍션은 오프로드 주행 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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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S
고정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은 승하차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전개식 사이드 

스텝1은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광택 사이드 튜브2는 차량의 측면 스타일을 개선하고 오프로드 주행 중에 도어 

측면을 보호합니다.

‘A’프레임 프로텍션 바는 디펜더의 전면부를 손상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차량의 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트렁크 고무 매트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표면과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트렁크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딥 사이드 고무 매트를 선택하면 발밑 공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1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광택 사이드 튜브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2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과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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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ACK
콘크리트 정글을 정복하십시오. 어반 팩을 장착하면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과 당당한 위용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과 Gloss Black 피니시가 적용된 22인치 5 스포크‘스타일 5098’알로이 휠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는 어반 팩 및 광택 사이드 튜브 업그레이드입니다. 프론트 언더실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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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ACK

어반 팩 구성:
광택 메탈 페달은 인테리어의 내구성을 강화합니다.

광택 리어 스커프 플레이트는 짐을 싣고 내릴 때 리어 범퍼의 긁힘과 손상을 

방지합니다.

스페어 휠 커버는 리어 장착형 스페어 휠을 보호합니다.

프론트 언더실드는 오프로드 주행 시 프론트 하부 범퍼를 보호하며 구난 

루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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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S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스타일 5095’알로이 휠 - Gloss Dark Grey

고정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은 승하차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전개식 사이드 스텝1은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광택 사이드 튜브2는 차량의 측면 스타일을 개선하고 오프로드 주행 중에 도어 측면을 보호합니다.

트렁크 고무 매트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처리되었고 방수 기능이 있어 트렁크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럭셔리 카펫 매트를 선택하면 발밑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광택 사이드 튜브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2고정식 사이드 스텝 또는 전개식 사이드 스텝과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액세서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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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FOR PURPOSE. 
NO MATTER WHAT
랜드로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결코 우연에 기대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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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COQUE ARCHITECTURE
독특한 모노코크 아키텍처 덕분에 디펜더는 지금까지 제작된 그 어떤 차량보다 견고하고 강인합니다. 

바디 온 프레임 구조에 비해 비틀림 강성이 두 배나 높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연료 효율성이 우수하며, 

더욱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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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D TO THE EXTREME
온/오프로드 주행 1,200,000km. 개별 테스트 45,000회. +5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혹독한 주행 환경. 

두바이의 사막 횡단과 뉘그부르크링 서킷에서의 거침 없는 질주. 디펜더의 테스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지대 주행 테스트는 물론, 염료를 혼합한 물 85,000리터를 디펜더에 부어 혹독한 홍수 시험을 

거쳤으며, 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타이어를 개발했습니다. 최강의 전지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 비로소 디펜더가 탄생합니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주행 성능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34


디자인 액세서리 팩 주행 성능 실용성 테크놀로지 개인 맞춤형 사양

GO ANYWHERE. 
DO ANYTHING
디펜더는 모험심이 강한 당신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십시오, 남들이 이르지 못한 곳까지.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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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HEEL DRIVE (AWD)
디펜더의 압도적인 주행 성능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습니다. 디펜더에는 4륜 구동(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프론트와 리어 액슬 사이의 토크 배분을 직관적으로 

제어합니다. 모래, 잔디, 눈길 등의 까다로운 노면에서 전륜과 

후륜 사이의 토크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트랙션을 최대화합니다. 

전륜 또는 후륜의 트랙션이 상실되는 극한 상황에서는 엔진 

토크를 최대 100%까지 반대편 액슬에 집중시켜 접지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인 

지능형 AWD 시스템*은 토크를 가변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역동적인 온로드 성능과 높은 토크 용량을 제공함과 

동시에 디펜더 고유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향상된 연료 효율을 제공하고 CO2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압도적인 주행 능력을 발휘해보십시오.

TWIN‑SPEED TRANSFER BOX
2단 트랜스퍼 박스 시스템은 저단 기어 세트를 추가로 갖추고 

있어 가파른 오르막이나 내리막, 오프로드 주행, 견인 등의 

까다로운 상황에서 매우 활용성이 높습니다.

*D250 및 D300 6기통 디젤만 해당합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에는 프론트 익스페디션 프로텍션 시스템 액세서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는 전방의 접근 각도를 높여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개선합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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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 SUSPENSION AND ELECTRONIC AIR SUSPENSION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 시스템은 차량 전면부의 더블 위시본과 첨단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결합하여 민첩하고 반응성이 뛰어난 섀시 구조를 구현합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은 편안하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일반 지상고보다 40mm 낮은 

승하차 높이부터 최대 75mm 에 이르는 확장 지상고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더욱 극한의 오프로드 

조건에서는 확장 지상고를 추가로 최대 70m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노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휠 아티큘레이션과 탁월한 차체 균형으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145mm

+75mm

0

-40mm

*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적용 여부는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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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ACTIVE DIFFERENTIAL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빙판길, 빗길, 눈길에서도,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전자식 액티브 

디퍼렌셜*은 최상의 트랙션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리어 액슬에 부착된 좌우측 휠 사이의 미끄러짐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원활한 주행 성능을 지원합니다. 트랙션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더욱 빠르고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Gondwana Stone 컬러의 디펜더 110 X 모델입니다.

본 브로셔에 등장하는 차량들의 사양은 국내 적용 모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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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BLE TERRAIN RESPONSE*

설정 가능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오프로드 요구 사항에 맞춰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디퍼렌셜 및 트랙션 컨트롤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툰드라를 달리든, 모압의 험준한 바윗길을 주행하든, 지형에 맞춰 차량을 설정할 수 있는 혁신 기능입니다.

이제 직접 디펜더의 스티어링 휠을 잡고 짜릿한 주행 성능을 만끽해보십시오.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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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 RESPONSE 2
디펜더는 거침 없이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입니다. 

랜드로버만의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은 지형의 조건에 따라 차량의 엔진, 기어박스,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는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기존 

시스템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설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가장 적절한 설정을 체계적으로 선택합니다.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및 요철

모래

바윗길*

도강*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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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DESCENT CONTROL
까다로운 경사로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HDC)가 각 휠에 개별적으로 제동력을 가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까다로운 내리막길 주행을 보조합니다. 경사로 

출발 보조 장치는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 

장치(GRC)는 운전자가 가파른 경사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때 차량이 급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해줍니다.

ALL TERRAIN PROGRESS CONTROL (ATPC)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진흙, 젖은 풀밭, 빙판길, 눈길, 흙길 등과 같이 노면이 

미끄럽고 까다로운 조건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설정하고 

유지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1.8~30km/h 사이의 속도에서 활성화되며, 운전자가 전방의 

지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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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ING
WADING 삶은 예측하지 못한 난관으로 가로막히곤 합니다. 하지만 900mm에 이르는 도강 깊이1를 

제공하는 디펜더에 있어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난관이 아닙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의 도강 

프로그램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2을 사용하여 차고를 높입니다. 또한 3D 서라운드 카메라를 장착 시 선택 

가능한 도강 수심 감지 기능은 도어 미러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작동하며, 최대 도강 수심에 가까워지면 

운전자에게 시각적 및 청각적 경고를 보냅니다.

1코일 서스펜션 850mm 에어 서스펜션 900mm.  2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강하기 전에 항상 경로와 출구를 점검하십시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Chequer 바디 프로텍션 키트, 스페어 휠 커버 및 익스페디션 루프 랙(장착을 위해 루프 레일이 필요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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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ING
무엇이든 싣고 어디로든 떠나보십시오. 3,500kg1에 이르는 

디펜더의 견인 능력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첨단 토우 

어시스트2를 사용하면 디펜더가 카운터 스티어링을 제어하여 

훨씬 쉽게 트레일러를 원하는 위치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스크린에 트레일러의 현재 궤적과 원하는 궤적이 모두 

표시됩니다.

1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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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CHING
디펜더의 뛰어난 견인력과 순수한 파워는 원격 제어 전동식 윈치* 

액세서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대 견인력은 4,536kg이며, 

최대 45m 떨어진 곳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숲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면, 원격 전동식 윈치야말로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능입니다.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윈치를 점검, 준비, 

유지 관리 및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데이 신청하기

*프론트 익스페디션 프로텍션 시스템 및‘A’프레임 프로텍션 바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에는 Chequered 차체 보호 킷, 익스페디션 
루프 랙(장착하려면 루프 레일이 필요함), 광택 사이드 튜브, 원격 전동식 윈치 및 윈치 
마운팅 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https://www.landroverkorea.co.kr/experiences/lr-experience-drives/centre-finder.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ookanexperienceda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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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IGHT OF YOUR WORLD? 
NO PROBLEM
어느날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디펜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싣고, 극한의 트레킹에 도전해보십시오. 디펜더의 

뛰어난 적재 능력과 적재 하중이 이를 실현해줄 것입니다.

익스페디션 루프 랙1, 아쿠아 스포츠 캐리어1 등 다양한 루프 적재 

액세서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자세히 보기

STATIC LOAD
최대 300kg에 달하는 정적 루프 적재 하중을 제공하여 어떤 

모험이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OOF TENT2 3

경치가 너무 좋아 놓치기 아깝다면, 랜드로버와 오토홈(Autohome)

이 공동 개발한 루프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YNAMIC LOAD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은 최대 168kg4 에 이릅니다.

1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2익스페디션 루프 랙이 적용된 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3오토홈 사다리가 제공됩니다(이미지에 표시되지 않음).  4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된 디펜더 110 모델 기준입니다.

상단 이미지의 차량은 Hakuba Silver 컬러의 디펜더 110 H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에는 익스플로러 팩(장착하려면 루프 레일이 필요함) 및 고정식 사이드 스텝, 전개식 
루프 사다리와 프론트 익스페디션 프로텍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First Edition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는 Chequer 차체 보호 키트, 
익스페디션 루프 랙(장착을 위해 루프 레일이 필요함), 광택 사이드 튜브, 원격 전동식 윈치 
및 윈치 마운팅 키트입니다.

주행 성능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options-and-accessorie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exploreaccessories-45


디자인 액세서리 팩 주행 성능 실용성 테크놀로지 개인 맞춤형 사양

ADAPTIVE DYNAMICS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제공되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속도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움직임을 초당 500회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운전자의 조작 

또는 노면의 조건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제어력이 향상되고 차체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며, 

결과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프로드 노면 상태를 감지하고 댐핑을 

최적화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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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의 차량은 Hakuba Silver 컬러의 디펜더 90 X-Dynamic HSE 모델입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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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탁월한 지오메트리는 디펜더의 전지형 주행 성능을 한층 강화합니다. 

접근 각도는 37.5°*이며, 최대 31°의 램프 각도와 40°*의 이탈 각도 

조합으로 우수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지오메트리를 완성합니다.

*오프로드 지상고에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고 견인 고리 커버는 탈거된 상태입니다. 
사이드 튜브 또는 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이 적용된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SE 모델입니다.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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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 AND DIESEL
디펜더의 엔진은 D250 및 D300 6기통 디젤 엔진과 P300 4기통 및 P400 6기통 가솔린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엔진은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디젤 엔진은 장거리 주행 시 연료 효율이 우수하고 낮은 엔진 속도에서 더욱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나 고속도로 정속 주행, 견인 또는 오프로드 주행 시에 이상적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더욱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몰입도 높은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더욱 정교하고 출발과 정지가 잦은 단거리 주행에 적합합니다.

모든 엔진에는 연료 효율을 개선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설계된 스마트한 스톱/스타트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기술이 적용되는 엔진은 D250, D300 6기통 디젤 엔진 및 P400 6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이 시스템은 감속할 때 일반적으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 및 저장했다가 이를 

지능적으로 재사용하여 엔진을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차량 성능을 향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브로셔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1 48V 리튬이온 배터리

2 48V/12V DC‑DC 컨버터

3 중전압 정션 박스

4 벨트 구동식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

5 48V 전기 슈퍼차저

주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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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WHENEVER. WHEREVER
디펜더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최대한 실용적인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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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센터 콘솔 - 암레스트 포함앞좌석 점프 시트

CONFIGURABILITY
그 어떤 용도에도 꼭 맞는 나만의 디펜더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앞좌석 보조 시트1 2를 장착하거나 혹은 앞좌석 센터  

콘솔을 선택한다면 음료 쿨러1 3 장착형 또는 비장착형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디펜더가 선사하는 완벽한 개인화 솔루션을 

만나보십시오. 또한 여유로운 적재 공간 용량으로 모든 장비를  

손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1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타 기능과 연결된 통합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3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실용성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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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 시트 및 앞좌석 보조 시트(수납된 상태)

90
6 시트 및 앞좌석 보조 시트

90
3 시트 및 센터 콘솔

90
4 시트 및 센터 콘솔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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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 시트 및 앞좌석 점프 시트

110
5+2 시트

110
4 시트 및 센터 콘솔

110
5 시트 및 센터 콘솔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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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OCKETS
모든 시트 열에서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USB 포트 또는 12V 전원 

소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측면에도 트렁크 소켓1이 

장착되어 있어 여러 기기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드라이빙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SEAT BACKPACK2

시트 백팩은 뒷좌석에 고정되며, 모든 필수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다용도 

20 리터 시트 백팩은 하차 시 휴대할 수 있습니다.

CLICK AND GO SYSTEM
2열 탑승자를 위한 다용도·다목적 홀더 시스템으로, 헤드레스트에 

보조 부착물을 선택하여 추가하면 노트북, 태블릿, 가방, 재킷 등을 

걸 수 있습니다.

1팩의 일부로만 제공됩니다.  2옵션 사양입니다.

Apple®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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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디펜더에는 21세기에도 계속될 모험을 위해 랜드로버의 직관적인 첨단 

In-Car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어 편의성과 연결성, 그리고 가시성을 보장합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Gondwana Stone 컬러의 디펜더 110 X 모델입니다.

본 브로셔에 등장하는 차량들의 사양은 국내 적용 모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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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avigation은 최초 서비스 이용 기간 이후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호환되는 스마트폰만 해당됩니다. Apple CarPlay를 지원합니다. Apple CarPlay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의 기능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com/kr/ios/feature-availability/#apple-carpla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droid Auto를 지원합니다. Android Aut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의 기능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com/intl/ko_kr/aut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차내 기능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Piv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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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연결은 지역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Control 기술과 관련하여 화면과 영상으로 표시되는 정보 및 이미지는 선택한 
옵션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버전 제어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타 시스템 및 시각적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SIMPLICITY AS STANDARD
복잡한 메뉴를 일일이 찾을 필요도, 혼란스러운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Pivi Pro*는 랜드로버의 경이로운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자주 하는 작업의 약 80%를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모두 홈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설계된 Pivi Pro는 필요한 기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직관적인 10인치 터치스크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성 

컨트롤은‘Hello Land Rover’와 같은 간단한 음성 호출 명령어에 

반응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평소에 자주 쓰는 호환 

앱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https://www.apple.com/kr/ios/feature-availability/#apple-carplay?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applecarplay-56
http://www.android.com/intl/ko_kr/auto/?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andro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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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OUCHSCREEN
옵션 사양인 11.4인치 터치스크린*은 주요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표시해줍니다. 커브드 글라스 인터페이스는 기본 터치스크린보다 

62% 더 크고 최대 3배 더 밝습니다. 더 커진 스크린으로 

내비게이션 작동 시 경로를 더욱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옵션 사양인 11.4인치 Pivi 스크린이 장착된 디펜더 90 V8 모델입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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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nnected Navigation은 최초 서비스 이용 기간 이후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2Remote에는 가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서비스 기간 이후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mote 앱은 앱 
스토어(App Store) 또는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일부 
국가의 경우 차광 유리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Pivi Pro가 적용된 경우에만 윈드스크린에 
내비게이션 안내가 표시됩니다.  4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REMIUM FUNCTIONALITY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Pivi Pro1로 더욱 빠르게 주행을 

시작하고 보다 원활한 커넥티비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Remote 앱2을 통해 디펜더를 어디서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mote 앱에서는 차량 위치 확인, 남은 

연료 확인, 실내 온도 사전 설정 등을 탑승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경로 재탐색 기능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 정보 업데이트, 주유소 가격 비교, 카페 위치 

찾기, 교통 정체 구간 찾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지능적이고 직관적으로 학습하여, 불필요한 음성 

안내로 인해 재생 중인 음악이 끊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스마트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요 주행 정보를 

윈드스크린의 운전자 시선에 맞춰 표시해주어 운전자가 전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3와 12.3인치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는 옵션 사양4으로 제공됩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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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요금제에 기본 가입되며, 최초 
서비스 기간 이후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한 달 내에 
20GB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나머지 기간 동안 차량의 데이터 속도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Control Pivi Pro 
이용 약관(landroverkorea.co.kr/ownership/incontrol/support/terms-and-condition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생 시간은 스트리밍 공급자 및 비디오 콘텐츠 해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HD 비디오 시청 시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ENTERTAINMENT FOR ALL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Pivi Pro의 온라인 팩(데이터 요금제 포함)1을 선택하면 

Spotify, TuneIn, Deezer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랜드로버 디펜더의 스피커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Wi-Fi 지원 데이터 요금제(옵션 사양)2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매월 최대 20GB의 데이터로 엔터테인먼트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탑승한 동안 누구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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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MUSIC MAKE YOU FEEL?
음악은 당신의 기분을 바꾸고 추억을 되살리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과 자동차가 서로 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밴드 또는 작곡가의 음악을 감상해보십시오. 당신만의 공간은 곧, 

당신만의 세상이 됩니다.

만일 단순히 음악을 듣는 차원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느끼고, 경험하며, 음악에 몰입할 

수 있다면? 랜드로버 안에서 음악과 더욱 혼연일체가 되고 음악적 

감성에 보다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전문 브랜드 Meridian™* Audio는 연주를 

직접 듣는 것 같은 궁극적 수준의 음악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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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Trifield™와 three fields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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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ERIDIAN™, YOU’LL FEEL MORE
단순히 음량을 높이고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고급 음향 기술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여 음악의 

깊이, 선명도 및 생동감을 강화함으로써 랜드로버의 품격에 걸맞은 오디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Meridian™ 시스템은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등 실내의 어느 

위치에서든 경이로운 음악적 경험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피아노 줄의 진동, 기타 줄의 튕김, 호른의 울림, 코러스 및 멜로디 등 모든 사운드의 

디테일이 실제 무대를 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재현됩니다. 오프로드를 달리든, 통근 

시간의 교통체증 속에 갇혀있든, 랜드로버 안에서 감상하는 음악은 언제나 감미롭고, 

생동감 넘치며, 감성적입니다.

MERIDIAN™ 자세히 보기

2. MERIDIAN™ SOUND SYSTEM* 
맑고 깨끗한 고음에서 중후한 저음까지 폭넓게 펼쳐지는 

고품질 사운드 스테이지를 통해 음악의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에 가장 인접하도록 도어에 장착된 스피커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3. MERIDIAN™ SURROUND SO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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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여, 모든 좌석에서 품격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1. SOUND SYSTEM 
6개의 스피커를 통해 고품질의 선명한 음향 및 오디오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 SPE AKERS   1 SUBWOOFER   700W AMPLIFIER POWER10 SPE AKERS   1 SUBWOOFER   400W AMPLIFIER POWER6 SPE AKERS   180W AMPLIFIER POWER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며,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Meridian™은 Meridian Audi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Trifield™와 three fields 기기는 
Trifield Productions Ltd.의 상표입니다.

구체적인 기능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차량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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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ER LIGHTS. SAFER NIGHT‑TIME DRIVING
디펜더에는 올라운드 익스테리어 LED 램프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됩니다. 

LED 램프는 차량의 수명 기간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1 2  

및 시그니처 DRL은 자연광에 더욱 가까운 빛을 발산하며, 물체를 보다 쉽게 

식별하게 해주고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AHBA)

는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져 주행을 수월하게 해주며, 

마주 오는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빔을 하향합니다.

MATRIX LED HEADLIGHTS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2 및 시그니처 DRL은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을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은 빛을 수직 분할하여 하이 빔 섹션의 

개수를 극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시거리가 증가하고 마주 오는 차량에 

그림자를 드리워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또한 시내, 교외, 고속도로 또는 

악천후 등 주행 조건에 맞추어 빛의 분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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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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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SIGHT GROUND VIEW
울창한 숲 속. 이름 모를 수목과 울퉁불퉁한 돌덩이가 곳곳에 널린 진흙길.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3D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의 일부로 제공되는 ClearSight 그라운드 뷰는 보닛을‘통과해서’

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여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차량 진입 방지용 기둥과 같은 장애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차량 전면 

하부의 카메라 뷰를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에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영역까지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learSight 그라운드 뷰는 3D 서라운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국가별 법규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Pangea Green 컬러의 디펜더 90 H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액세서리는 어드벤처 팩(장착을 위해 루프 레일이 필요함) 및 고정식 사이드 스텝과‘A’프레임 프로텍션 바 
업그레이드입니다. 크로스 바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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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SIGHT INTERIOR REAR VIEW MIRROR
트렁크에 짐이 높이 쌓여 있어 리어 윈도우를 통해 후방을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문제 없습니다. 디펜더의 ClearSight 룸 미러*는 뒷좌석의 탑승자나 트렁크의 짐이 시야를 가려도 

실시간 비디오 피드를 통해 후방의 도로나 차량 행렬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옵션 사양입니다.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별 법규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변 초점 또는 이중 초점 렌즈를 
착용하는 운전자가 ClearSight 디지털 리어 뷰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룸 미러 모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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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DRIVER ASSISTANCE
극심한 교통 체증 속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약속합니다. 랜드로버 디펜더에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 활용할수록 보다 

편안한 주행이 보장되어 운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에어백 6개로 구성된 복합 에어백 시스템은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커튼 및 흉부 에어백 등 

6개의 에어백으로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비상 브레이크 기능은 다른 차량,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해줍니다. 잠재적 충돌이 

임박한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전방 및 후방 주차 센서는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보조해줍니다. 또한 주차 

중 차량이 장애물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알려주는 시청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및 속도 제한 장치는 장거리 주행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두 기능은 가속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지 않아도 차량의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감지될 경우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에 

토크를 가하여 차량이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합니다.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은 스티어링 조작, 브레이크 및 스로틀 페달의 동작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에게 

졸음의 징후가 보이면 휴식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옵션 사양이 적용된 Eiger Grey 컬러의 디펜더 90 X-Dynamic SE 모델입니다.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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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URROUND CAMERA (OPTIONAL)
3D 서라운드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외부 모니터링 뷰와 

360° 오버헤드 뷰를 통해 자신 있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도강 수심 감지 기능은 도어 미러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도강 시 수심 관련 정보를 실시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수심이 도강 최대 깊이인 900mm*에 가까워지면 이를 경고합니다.

*코일 서스펜션 850mm, 에어 서스펜션 900mm.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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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SPOT ASSIST PACK (OPTIONAL1)
사각지대 어시스트 팩이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주어 운전자는 더욱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엑시트 모니터링 기능은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등 주변의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도어에 경고 표시등을 점등하여 탑승자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방 차량 모니터링 기능은 운전자의 양쪽 측면에서 접근해 

오는 차량, 보행자 또는 기타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경고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빠져나올 때 유용합니다.

DRIVER ASSIST PACK (OPTIONAL1)
드라이버 어시스트 팩에는 운전을 한결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팩에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팩의 기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모니터링 기능은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비상등을 작동하여 운전자에게 브레이크를 작동하도록 경고를 

보냅니다.

1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사각지대 어시스트 시스템은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사각지대 내에 다른 차량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에 회전력을 가하여 
스티어링 휠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 주행 및 정체 상황 시 운전을 

더욱 쉽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가속 및 제동을 

도와주는 동시에 전방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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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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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SATION
외관 색상부터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랜드로버 디펜더로 당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랜드로버를 만들어보십시오.

액세서리 자세히 보기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개인 맞춤형 사양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options-and-accessorie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exploreaccessories-68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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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ER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강렬한 디펜더는 랜드로버 사상 가장 견고하며, 가장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Gloss White 피니시가 적용된 18인치‘스타일 5093’스틸 휠*과 4륜 

구동(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S, SE 및 HSE 사양 팩도 제공됩니다.

CHOOSE YOUR MODEL
모델 자세히 보기

DEFENDER 90 DEFENDER 110

*엔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models.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explorethismodel-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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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ER X‑DYNAMIC
디펜더 X-Dynamic은 그 어떤 험로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가장 까다로운 요구 사항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시트에 적용된 놀라울 정도로 견고한 Robustec 리본, Black 노출형 후방 리커버리 후크, 조명식 메탈 

트레드플레이트까지, 디펜더 X-Dynamic은 어떤 주행 조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 SE 및 HSE 사양 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자세히 보기

DEFENDER 90 X-DYNAMIC DEFENDER 110 X-DYNAMIC

이미지의 차량은 Eiger Grey 컬러의 디펜더 90 X-Dynamic HSE 및 디펜더 110 X-Dynamic HSE 모델입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models.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explorethismodel-70


디자인 액세서리 팩 주행 성능 실용성 테크놀로지 개인 맞춤형 사양

모델 자세히 보기DEFENDER XS EDITION
디펜더 XS Edition은 Gondwana Stone, Hakuba Silver, Santorini Black 또는 Silicon Silver 컬러로 

제공됩니다. 이 스페셜 에디션 모델에는 바디 컬러 하부 클래딩 및 휠 아치와 Gloss Dark Grey 및 

Contrast Diamond Turned 피니시가 적용된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스타일 5095’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DEFENDER 90 XS EDITION DEFENDER 110 XS EDITION

개인 맞춤형 사양

https://www.landroverkorea.co.kr/vehicles/defender/models.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explorethismodel-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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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COLOURS
외관의 컬러는 디펜더 고유의 컬러를 존중했습니다. 전통적인 디펜더의 컬러는 판게아(Pangea), 

곤드와나(Gondwana) 같은 고대 초대륙이나 대지를 상징하는 색상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디펜더 컬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Tasman Blue도 추가되었습니다. 차량의 외관에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는 Satin 보호 필름1 2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된 보호 필름은 풍부한

Satin 피니시로 강인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탁월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항공 우주 산업의 요구 조건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계되었으며 긁힘과 손상, 자외선으로부터 도장을 보호합니다. 

온라인에서 나만의 디펜더를 구성하여 다양한 컬러와 피니시를 확인해보십시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1콘트라스트 루프와 연결된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2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SATIN PROTECTIVE FILM FINISH 
OR METALLIC

EIGER GREY2GONDWANA STONE2PANGEA GREEN2 CARPATHIAN GREY2

PREMIUM METALLIC

SILICON SILVER2

SOLID

FUJI WHITE2

METALLIC

HAKUBA SILVER2 YULONG WHITE2TASMAN BLUE2 SANTORINI BLACK2

개인 맞춤형 사양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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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메탈 루프슬라이딩 파노라믹 루프*폴딩 직물 루프*

ROOF OPTIONS
폴딩 직물 루프를 열면 주변 환경과 동화되는 진정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프를 닫으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내를 자연광으로 채워주는 슬라이딩 파노라믹 

루프는 차량 내부의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차량 밖의 세상과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적용 여부는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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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URS
네 가지 인테리어 컬러 조합과 여섯 가지 시트 소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컬러 조합 및 시트 소재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색상의 적용 가능 여부와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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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EBONY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Ebony 직물 시트, Ebony 인테리어 및 Light Grey Powder Coat Brushed 피니시의 
크로스 카 빔이 적용된 디펜더 110 모델입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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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RN/LUNAR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Acorn Grained 가죽 시트, Lunar 인테리어 및 Light Grey Powder Coat Brushed 피니시의 
크로스 카 빔이 적용된 디펜더 110 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차량에는 단종된 Robust Canvas 시트 페이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컬러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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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KI/EBONY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Khaki Grained 가죽 시트, Ebony 인테리어 및 Light Grey Powder Coat Brushed 피니시의 
크로스 카 빔이 적용된 디펜더 110 SE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차량에는 단종된 Robust Canvas 시트 페이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컬러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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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EBONY (디펜더 X-DYNAMIC 모델 전용)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Ebony/Ebony Windsor 가죽 및 Robustek 시트, Ebony 인테리어 및 Light Grey 
Powder Coat Brushed 피니시의 크로스 카 빔이 적용된 디펜더 110 X-DYNAMIC HSE 모델입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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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AND TYRES
랜드로버 18인치 흰색 스틸 휠을 포함한 네 가지 크기(18~22인치)

의 14가지 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15mm 직경의 가장 

강하고 내구성이 높은 타이어 제품군이 옵션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측면 개방 리어 테일게이트에 장착되므로 

승하차가 쉽습니다.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휠은 Satin Dark Grey 피니시가 적용된 20인치 5 스포크‘스타일 5098’
알로이 휠입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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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치 ‘스타일 5093’ 스틸 알로이 휠 -  
GLOSS WHITE 컬러

18인치 ‘스타일 5094’ 5 스포크 알로이 휠 -  
SATIN DARK GREY 컬러

19인치 ‘스타일 6009’ 6 스포크 알로이 휠 -  
GLOSS SPARKLE SILVER 컬러

19인치 ‘스타일 6010’ 6 스포크 알로이 휠 -  
GLOSS SPARKLE SILVER 컬러

19인치 ‘스타일 6010’ 6 스포크 알로이 휠 -  
GLOSS BLACK 컬러

20인치 ‘스타일 5094’ 5 스포크 알로이 휠 -  
GLOSS SPARKLE SILVER 컬러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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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098’ 알로이 휠 -  

GLOSS SPARKLE SILVER 컬러

20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098’ 알로이 휠 -  
SATIN DARK GREY 컬러

20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094’ 알로이 휠 -  
SATIN DARK GREY 컬러

20인치 6 스포크 ‘스타일 6011’ 알로이 휠 -  
GLOSS BLACK 컬러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20인치 5 스플릿-스포크 ‘스타일 5095’ 알로이 휠 -  
GLOSS DARK GREY 컬러 및 CONTRAST 
DIAMOND TURNED 피니시

22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098’ 알로이 휠 -  
GLOSS SPARKLE SILVER 컬러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22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098’ 알로이 휠 -  
SATIN DARK GREY 컬러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22인치 5 스포크 ‘스타일 5098’ 알로이 휠 -  
GLOSS BLACK 컬러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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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ES
그 어떤 험로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는 그에 걸맞은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랜드로버 디펜더에 직경 815mm의 타이어가 옵션 사양으로 장착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타이어는 지상고, 오프로드 지오메트리 및 트랙션을 향상시켜주며, 

사이드월이 더욱 강화되어 타이어 펑크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더 큰 손상도 견딜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성능 레벨을 나타내며, 10이 가장 높은 성능입니다.

  사계절 타이어(옵션 장착)

  오프로드 타이어(기본 장착)

  전문 오프로드 타이어(리테일러 장착 전용,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온로드

강건성 소음

잔디, 진흙 및 요철 연료 효율성

젖은 노면 그립바윗길

눈길모래길 

개인 맞춤형 사양



디자인 액세서리 팩 주행 성능 실용성 테크놀로지 개인 맞춤형 사양

ACCESSORIES
디펜더 액세서리와 함께 탐험을 떠나보십시오.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개인 맞춤형 사양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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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 방수 어닝 -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 측면이나 

후방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Chequer 바디 프로텍션 키트 - 익스테리어 도장면 손상에 대한 

걱정 없이 모험을 즐겨보십시오. 이 키트는 디펜더의 익스테리어에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개식 사이드 스텝* - 승하차 시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사이드 스텝입니다. 실 아래에 깔끔하게 수납되는 사이드 

스텝은 도어를 열거나 스마트 키로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전개됩니다.

통합형 에어 컴프레서 - 트렁크에 장착되어 있으며 차량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에어베드 및 팽창식 물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 카펫 매트 - 광택 피니시 및 랜드로버 잉곳 브랜딩이 적용된 

Ebony 컬러의 푹신한 카펫 매트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이 매트의 

뒷면에는 보호용 고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조명식 트레드플레이트 -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측 실 

트레드플레이트에는 조명식 DEFENDER 스크립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트 커버 - 손쉽게 장착하고 닦을 수 있습니다. 시트를 진흙,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시트의 마모 및 손상을 방지합니다.

*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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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 스포츠 캐리어1 - 세일보드 1대, 카누 1대 또는 카약 1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노 또는 패들을 적재하기 위한 잠금식 다목적 

홀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홀더를 기울여서 물건을 간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와 차량의 긁힘/손상을 방지하고 

최적 중량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잠금식 스트랩 및 고무 지지대가 

제공됩니다. 최대 적재 하중 45kg.

스키/스노보드 캐리어1 - 스키 4세트 또는 스노보드 2개를 운반할 

수 있으며, 편리한 적재를 위한 슬라이딩 레일이 있어 손쉽게 적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잠글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 36kg.

휠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1 - 잠금식 루프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로, 

최대 20kg의 자전거 1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러기지 루프 박스1 2 - 일체형 토크 표시기가 포함된 파워 클릭 

방식의 신속한 탑재 시스템으로 혼자서도 쉽고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드 및 박스 내부의 손잡이를 이용하여 양쪽에서 열 

수 있어 장착, 적재 및 적하가 편리합니다. 더욱 견고한 적재를 위한 

통합형 받침대 매트입니다. 용량 410리터.

1루프 레일 및 크로스 바가 필요합니다.  2익스페디션 루프 랙과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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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토우 바 - 편리하고. 손쉬운 사용. 분리형 토우 바는 탈거하거나 보관할 경우 차량의 

외부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동 전개식 토우 바 - 리어 범퍼 안쪽에 수납되어 깔끔한 외관을 유지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12초 이내에 전개 또는 수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리어 적재 공간의 스위치 또는 차량 내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작동됩니다.

높이 조절식 토우 바 - 높이 조절식 토우 바는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세 가지 견인 높이를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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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COMFORTABLE. EVEN FOR YOUR PETS
펫 트렁크 프로텍션 팩* - 물기와 진흙 발자국으로부터 트렁크를 보호합니다. 이 팩은 퀼트 트렁크 

라이너, 풀사이즈 트렁크 파티션 및 흘림 방지 물그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펫 트랜스포테이션 팩* - 어디든 반려동물을 태우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팩에는 접이식 

펫 캐리어, 흘림 방지 물그릇 및 트렁크 고무 매트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펫 케어 및 액세스 팩* - 풀 사이즈 트렁크 파티션, 퀼트 트렁크 라이너, 펫 액세스 램프 및 휴대용 

세척 시스템으로 쉽고 간단하게 반려동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디펜더 110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개인 맞춤형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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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UD
PARTNERS
TUSK
랜드로버는 Tusk의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비영리단체인 Tusk는 

1990년 설립된 이후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자선 기금을 모금했으며, 

진보적인 환경 보호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 야생 

동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는 지난 수십 년간 

까다롭고 험준한 지형을 거침없이 극복해왔으며 Tusk가 중요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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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PEACE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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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

나만의 랜드로버 만들기로 당신만의 완벽한 디펜더를 
디자인해보십시오.

리테일러 찾기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을 확인해보십시오.

차량 비교하기

차량 비교하기 툴을 이용하여 랜드로버 차량들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소식 받기

랜드로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uildyour.landroverkorea.co.kr/lr2/r/bodystyle/_/ko_kr/l663?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buildyourown-89
http://local.landroverkorea.co.kr/dealer/w/dealer.asp?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findaretailer-89
https://www.landroverkorea.co.kr/comparison-tool/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compareourvehicles-89
https://lrdxforms.landrover.com/lr-ko-kr/servlet/SmartForm.html?formCode=lr-l663kmi-kr-kr&_ga&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keepmeinformed-89
https://www.landroverkorea.co.kr/ownership/contact-u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customerservice-89
https://www.landroverkorea.co.kr/ownership/contact-u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landroverroadsideassistance-89
https://www.landroverkorea.co.kr/offer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landroverfinancialservices-89
https://www.landroverkorea.co.kr/fleet-and-business/index.html?utm_medium=cta&utm_source=ebrochure&utm_campaign=l663my22-landroverfleetandbusines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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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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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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스크린, 앱 화면 및 영상을 포함한 InControl 기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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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I Cobra © 2019 AUSTRIAL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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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O®는 Musto Limited의 상표입니다.

이미지의 차량은 Gondwana Stone 컬러의 디펜더 110 X 모델입니다.

본 브로셔에 등장하는 차량들의 사양은 국내 적용 모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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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SPECIFICATION 2021

LAND ROVER DEFENDER



디젤 MHEV

엔진 D250 D300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249 / 4,000 300 / 4,000

최대 토크 (kg.m / rpm) 58.1 / 1,250-2,500 66.3 / 1,500-2,500

배기량 (cc) 2,996 2,996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6 / 4 6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0 / 92.31 83.0 / 92.31

압축비 (:1) 15.5:1 15.5:1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89 89

디젤 요소수(DEF) - 사용 가능량 (리터) 20.7 20.7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4

연비*

복합 연비 (km/l) 10.2 TBD

도심 연비 (km/l) 9.5 TBD

고속도로 연비 (km/l) 11.2 TBD

복합 CO2 배출량 (g/km) 190 TBD

등급 4 TBD

DEFENDER 90 TECHNICA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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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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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D250 D300

0-100km/h 가속 시간 (초) 8.0 6.7

안전 최고 속도 (km/h) 188 19

브레이크

전륜 타입 트윈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4피스톤 2피스 캘리퍼*

전륜 직경 (mm) 349** 363**

후륜 타입 싱글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싱글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후륜 직경 (mm) 325† 350†

주차 브레이크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중량 (kg)††

시트 5 5

공차 중량 2,380 TBD

최대 적재량‡ 650 650

견인 중량 (kg)

시트 5 5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470 6,47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80 / 100‡‡ 80 / 100‡‡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80 / 118 ˘ 80 / 118 ˘

최대 정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300 300

DEFENDER 90 TECHNICAL SPECIFICATION

*22인치 휠 장착 시 6피스톤 대향 모노블록 
캘리퍼가 적용됩니다.
**22인치 휠 장착 시 380mm.
†22인치 휠 장착 시 365mm.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양 및 시트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 시 최대 루프 적재 
하중은 최대 100kg입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 시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은 118kg입니다.



가솔린 MHEV

엔진 P400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400 / 5,500-6,500

최대 토크 (kg.m / rpm) 56.1 / 2,000-5,000

배기량 (cc) 2,995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6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0 / 92.29

압축비 (:1) 10.5:1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90

연비*

복합 연비 (km/l) TBD

도심 연비 (km/l) TBD

고속도로 연비 (km/l) TBD

복합 CO2 배출량 (g/km) TBD

등급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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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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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ER 90 TECHNICAL SPECIFICATION



가솔린 MHEV

퍼포먼스 P400

0-100km/h 가속 시간 (초) 6,0

안전 최고 속도 (km/h) 191*

브레이크

전륜 타입 4피스톤 2피스 캘리퍼

전륜 직경 (mm) 363**

후륜 타입 싱글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후륜 직경 (mm) 350†

주차 브레이크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중량 (kg)††

시트 5

공차 중량 TBD

최대 적재량‡ 750

견인 중량 (kg)

시트 5

비제동 트레일러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470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80 / 100‡‡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80 / 118 ˘

최대 정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300

DEFENDER 90 TECHNICAL SPECIFICATION

*22인치 휠 장착시 최고 속도는 209km/h 
입니다.
**22인치 휠 장착 시 380mm.
†22인치 휠 장착 시 365mm.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양 및 시트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 시 최대 루프 적재 
하중은 최대 100kg입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 시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은 118kg입니다.



DEFENDER 110 TECHNICAL SPECIFICATION

디젤 MHEV

엔진 D250 D300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249 / 4,000 300 / 4,000

최대 토크 (kg.m / rpm) 58.1 / 1,250-2,250 66.3 / 1,500-2,500

배기량 (cc) 2,996 2,996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6 / 4 6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0 / 92.31 83.0 / 92.31

압축비 (:1) 15.5:1 15.5:1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89 89

디젤 요소수(DEF) - 사용 가능량 (리터) 20.7 20.7

디젤 미립자 필터(DPF) 4 4

연비*

복합 연비 (km/l) 9.8 9.8

도심 연비 (km/l) 9.2 9.2

고속도로 연비 (km/l) 10.7 10.7

복합 CO2 배출량 (g/km) 199 199

등급 4 4

4 기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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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ER 110 TECHNICAL SPECIFICATION

*22인치 휠 장착 시 6피스톤 대향 모노블록 
캘리퍼가 적용됩니다.
**22인치 휠 장착 시 380mm.
†22인치 휠 장착 시 365mm.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양 및 시트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 시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은 168kg입니다.
˘ 22인치 휠 장착시 최고 속도는 209km/h 
입니다.

디젤 MHEV

퍼포먼스 D250 D300

0-100km/h 가속 시간 (초) 8.3 7.0

안전 최고 속도 (km/h) 188 191˘

브레이크

전륜 타입 트윈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대향 4피스톤 2피스 캘리퍼*

전륜 직경 (mm) 349** 363**

후륜 타입 싱글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싱글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후륜 직경 (mm) 325† 350†

주차 브레이크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중량 (kg)††

시트 5 5

공차 중량 2,520 2,530

최대 적재량‡ 750 800

견인 중량 (kg)

시트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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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100 / 168‡‡ 100 / 168‡‡

최대 정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300 300



DEFENDER 110 TECHNICAL SPECIFICATION

가솔린 가솔린 MHEV

엔진 P300 P400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4륜 구동(AWD) 4륜 구동(AWD)

최고 출력 (PS / rpm) 300 / 5,500 400 / 5,500-6,500

최대 토크 (kg.m / rpm) 40.8 / 1,500-4,500 56.1 / 2,000-5,000

배기량 (cc) 1,997 2,995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4 / 4 6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0 / 92.29 83.0 / 92.29

압축비 (:1) 9.5+/-0.5 10.5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90 90

연비*

복합 연비 (km/l) 7.6 6.9

도심 연비 (km/l) 7.0 6.2

고속도로 연비 (km/l) 8.6 7.9

복합 CO2 배출량 (g/km) 223 255

등급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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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ER 110 TECHNICAL SPECIFICATION

*22인치 휠 장착 시 6피스톤 대향 모노블록 
캘리퍼가 적용됩니다.
**22인치 휠 장착 시 380mm.
†22인치 휠 장착 시 365mm.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양 및 시트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 시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은 168kg입니다.

가솔린 가솔린 MHEV

퍼포먼스 P300 P400

0-100km/h 가속 시간 (초) 7.4 6.1

안전 최고 속도 (km/h) 191 191

브레이크

전륜 타입 트윈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 캘리퍼* 대향 4 피스톤 2 피스 캘리퍼*

전륜 직경 (mm) 349** 363**

후륜 타입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와 iEPB 및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피스트와 iEPB 및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직경 (mm) 325† 350†

주차 브레이크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통합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iEPB)

중량 (kg)††

시트 5 5

공차 중량 2,355 2,490

최대 적재량‡ 800 800

견인 중량 (kg)

시트 5 5

비제동 트레일러 750 750

최대 견인 중량 3,500 3,500

최대 장착점/전축 하중 150 150

최대 차량 및 트레일러 결합 중량 6,605 6,665

루프 적재 중량 (kg)

최대 루프 하중(크로스 바 포함) 100 100

최대 동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100 / 168‡‡ 100 / 168‡‡

최대 정적 루프 적재 하중(익스페디션 루프 랙 포함) 300 300



B CA

DEFENDER 90 DIMENSIONS AND CAPABILITY

전고
루프 안테나 장착 시(코일 서스펜션/에어 서스펜션) 
1,974mm / 1,969mm

헤드룸
앞좌석/뒷좌석 최대 헤드룸
파노라믹 루프 장착 시 1,030mm / 946mm
폴딩 직물 루프 장착 시 1,030mm / 946mm

레그룸
앞좌석 최대 레그룸 993mm
뒷좌석 2열 최대 레그룸 929mm

적재 공간
높이 904mm, 폭 1,183mm
휠 아치 사이 적재 공간의 폭 1,124mm
최대 적재 공간 용량
1열 뒤, Dry* 1,263리터, Wet* 1,563리터
2열 뒤, Dry* 297리터, Wet* 397리터

장애물 회피 높이
오프로드 지상고(코일 서스펜션/에어 서스펜션) 226mm / 291mm
표준 지상고(코일 서스펜션/에어 서스펜션) 225mm / 216mm

최소 회전 반경
연석 기준 11.3m
벽면 기준 12.0m
락투락 회전 2.7

도강 깊이
최대 도강 깊이(코일 서스펜션/에어 서스펜션) 850 / 900mm

윤거(후륜) 1,702mm‡ 
코일 서스펜션 1,700mm‡‡

전폭 2,008mm(미러 제외)
전폭 2,105mm(미러 포함)

2열 뒤의 길이 460mm

1열 뒤의 길이 1,313mm

적재 
공간의 폭 
1,183mm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오프로드 지상고** - 코일(에어) 31.5°(37.5°) 25.2°(31.0°) 37.5°(40.0°)

표준 지상고 - 코일 (에어) 31.0°(30.1°) 25.0°(24.2°) 37.9°(37.6°)

윤거(전륜) 

에어 서스펜션 1,706mm†

코일 서스펜션 1,704mm††

*Dry: VDA 규격의 고체 블록(200mm x 50mm x 100mm)으로 측정한 용량. 
Wet: 적재 공간을 액체로 채우는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량. 
**오프로드 지상고이며 견인 고리 커버를 제거한 경우입니다. 
†22인치 휠인 경우 1,703mm.
††22인치 휠인 경우 1,701mm. 
‡20인치 휠인 경우 1,700mm. 22인치 휠인 경우 1,699mm. 
‡‡22인치 휠인 경우 1,697mm.

사이드 튜브 또는 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오프로드 주행에는 철저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장 4,583mm(스페어 휠 미장착 시 4,323mm)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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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 2,008mm (미러 제외)
전폭 2,105mm (미러 포함)전고

루프 안테나 장착 시 1,967mm

헤드룸
앞좌석/뒷좌석 최대 헤드룸 
파노라믹 루프 장착 시 1,032mm / 1,025mm 
폴딩 직물 루프 장착 시 1,032mm / 1,025mm

레그룸
앞좌석 최대 레그룸 993mm
뒷좌석 2열 최대 레그룸 992mm

적재 공간
높이 904mm, 폭 1,211mm
휠 아치 사이 적재 공간의 폭 1,160mm
최대 적재 공간 용량
1열 뒤
Dry* 1,875 리터, Wet* 2,277 리터
2열 뒤 
Dry* 786 리터, Wet* 972 리터

장애물 회피 높이
오프로드 291mm
표준 218mm

최소 회전 반경
연석 기준 12.84m
벽면 기준 13.1m 
락투락 회전 2.7

도강 깊이
최대 도강 깊이 900mm

윤거(후륜) 1,702mm†윤거(전륜) 1,706mm**

 
2열 뒤의 길이 919mm

1열 뒤의 길이 1,763mm

적재 공간의 폭
1,211mm

전장 5,018mm (스페어 휠 미장착 시 4,758mm)

*Dry: VDA 규격의 고체 블록(200mm x 50mm x 100mm)으로 측정한 용량. 
Wet: 적재 공간을 액체로 채우는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량.
**22인치 휠인 경우 1,703mm. 
†20인치 휠인 경우 1,702mm. 22인치 휠인 경우 1,699mm. 
††오프로드 지상고이며 견인 고리 커버를 제거한 경우입니다.

사이드 튜브 또는 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오프로드 주행에는 철저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A B C
지상고 접근 각도 램프 각도 이탈 각도

오프로드†† 37.5° 27.8° 40.0°

기본 사양 30.1° 22.0° 37.7°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