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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볼보의 모든 자동차와

기술 그리고 디자인은 사람 중심이라는

볼보의 비전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처음부터 볼보의 원동력이었고,

전통적으로 사람을 중시하고 인습에 도전

하는 국가인 스웨덴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볼보의 비전은 풍부한 디자인 전통과 세상

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 가미된 일종의 

문화입니다. 

   볼보의 비전은 3점식 안전 벨트와 측면 

충격 에어백 등의 개발에 중요한 아이디어

를 제공했습니다. 이 덕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볼보는 신세대 모델

을 통해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스웨덴의 력셔리함이 겸비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은 귀하의 드라이빙 

경험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직관적인 기술은 삶의 복잡성을 줄이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해주며, 최신 Drive-E

파워트레인은 탁월한 반응성과 동급 최고의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줍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인텔리세이프 기술은 

주행 중 운전자를 지원하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드라이빙

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볼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볼보가 개발

하는 모든 혁신 기술, 즉 인간의 삶을 풍요

롭게 해주는 혁신 기술은 바로 이러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합니다. 

   볼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디자인합니다.

Made by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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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에스테이트의 디자인 철학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다재다능함으로 무장된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가족들에게 

안락한 탑승 공간을 제공하고 최첨단 기술로

최상의 안전성을 구현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상의 품격과

정교함, 실용성이 최고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어우러진 크로스 컨트리를 탄생시켰습니다.

   크로스 컨트리의 첨단 기술은 간편하고 편리

하게 운전자를 도와줍니다.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안전기술에서 폭팔적인 성능과

효율적인 연비를 실현한 D5 디젤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고의 주행경험을 

제공합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볼보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자동차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미려한 디자인,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을 겸비한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Built for the way you live.

THE NEW VERSATILITY

CROSS COUNTRY

크로스 컨트리는 다재다능한 기능을 갖추고 

동시에 품격과 정교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의 깔끔하고 매끈한 라인과 밝고 여유

로운 실내공간을 자랑하는 에스테이트로 

멋진 디자인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이 

돋보입니다.

   크로스 컨트리에는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목표는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원칙은

사용하기가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여 버튼 수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세로 포맷을 사용해 지도

읽기와 스크롤링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혁신 기술인 도로 이탈 

경감(Run-off road Mitigation) 기능은

자동차가 뜻하지 않게 옆길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스티어링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에

대한 볼보의 인간 중심적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각처럼 깔끔한 익스테리어 안에는

정확한 조향과 탁월한 승차감의 완벽한

조합을 제공하는 새로운 섀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더블 위시본 프론트

서스펜션과 인티그럴 액슬 리어 서스펜션은

자동차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액티브 섀시가 포함된 

리어 에어 서스펜션 옵션은 운전자의 기분

이나 도로 상황에 적합한 여러 가지 설정을 

제공하면서, 적재량과 상관없이 자동차가 

최적의 높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아함, 장인의 솜씨와 기술로 제작된

자동차가 바로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어느 각도에서 보든 볼보 특유의

개성이 살아있습니다. 대담한 선들로 탄탄하고

강력한 인상을 주며 은은하고 뚜렷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대형 사이즈 휠과 높은 지상고로 

어떤 지형의 도로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전방 스키드 플레이트와 차콜 휠 아치 확장부가

범퍼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동성을 더해주는 후방 윈도우 디자인과 

높아진 LED 후미등, 날씬한 수직 라인으로

현대적인 세련미와 함께 볼보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을 불어 넣어줍니다. 스타일과 존재감으로 

운전자의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고급스러운 감성. 미려하고 안락한 실내공간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최고의 주행경험을 선사합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쾌적한 실내공간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디자인을 구현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VOLVOCAR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Precision and accuracy at every touch.
DESIGNED FOR CONTROL

조각처럼 깔끔한 시트에 착석하는 순간,

운전자는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낮게 깔린 듯한 운전석에 착석

하여,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적절히 맞추고 나면, 

마치 경주용 자동차 같은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실내는 멋진 분위기는 물론, 다양

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장인의 솜씨는 정밀한 느낌을 더욱 강화

합니다. 볼보의 콘셉트 카에서 착안한

송풍구는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제어

노브를 위한 메탈 피니시 세로 스트립과 

독특한 다이아몬드 패턴 표면으로 장식된 

송풍구는 외관이 아름답고 실내를 쾌적하게 

만듭니다. 정교하게 엔지니어링 된 모든 구성

부품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운전자가 여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크로스 컨트리에서 기술과 편리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매일 모든 좌석에서 퍼스트 클래스의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로스 컨트리에 

탑승하면 개인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크로스

컨트리의 실내는 안락함 및 고급스러움과 

기술 및 장인의 솜씨가 만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경험은 앞좌석에서 시작

됩니다. 자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작된 앞좌석은 편안한 지지와 매우 다양한 

조절 범위를 제공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좌석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레스트의 형태 덕분에 뒷좌석 탑승자의 

레그룸이 확장되며, 열선이 내장된 뒷좌석을 

운전석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제어합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을 이용해 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동안, 12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실내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형태와 기능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에는 백라이트가 장착되어 

야간에 손잡이를 찾기가 더욱 쉽습니다.

리니어 월넛 등의 아름다운 천연 소재가 크로스 컨트리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돋보이게 하면서 특유의 모던한 외관을

연출합니다.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모든 탑승자가 

동일한 수준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따뜻한 실내 조명이 탑승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이 레벨 조명 패키지

에는 백라이트도어 손잡이, 일루미네이션 

트레드 플레이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화하는 추가 실내 조명이 포함됩니다.

   CleanZone 기술은 자동차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보다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기술은 먼지, 꽃가루 입자 및 악취를

걸러내고,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하면서

오염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4구역 공조 시스템 옵션은 뒷좌석 탑승자가 

전용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각자 설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옵션

에는 내용물을 차갑게 유지해주는 에어컨 

글러브 박스가 포함되어, 기온이 높은 날에도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삶을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기술의 진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파워 작동식 부트 리드 옵션은 핸즈프리

기능을 지원하므로 부트 리드를 열려고

운반하던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로스 컨트리에서 기술과 편리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Light. Space.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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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깔끔한 라인과 어떠한 지형과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크로스 컨트리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품격과 파워를 겸비하고 

최상의 실용성과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안락한 주행과 운전의 재미를 보장하는

크로스 컨트리는 지형과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모델입니다. 

모험가를 위해 탄생한 크로스오버로

어디에서든 최고의 주행경험을 제공합니다. 

   올로드(all-road) 대형 사이즈 휠과 탁월한

지상고를 자랑하는 크로스 컨트리는 산악 

지형, 숲길, 강가 등 어떠한 험난한 지형과 

기후에서도 거침없이 질주하며 목적지까지 

당신을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Adventure that knows
no limits.

THE ALL-NEW CROSS COUNTRY

CROSS COUNTRY



볼보 크로스 컨트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성능이 우수한 차가 필요한, 모험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자동차입니다. 역동성과 다양한

기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매력적인

운전 환경을 제공 하고 모험적인 야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스포츠 웨건 크로스오버가 

바로 볼보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높아진 지상고와 우수한 섀시 덕분에 크로스 

컨트리는 외관에 걸맞은 진정한 전천후

성능을 발휘하며, 이러한 성능을 AWD로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험한 자갈길에서 고속도로까지 모든

도로에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볼보

크로스 컨트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모험으로

가득 찬 삶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볼보 자동차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때때로 평탄하고 익숙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전천후 기능과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려면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하고 스타일리시

한 동반자 같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크로스 컨트리가 바로 그런 자동차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모험을 직접 즐기게 될 것입니다.

Adventure in style.

CROSS COUNTRY l 13



경사 하강 주행장치(Hill Descent Control)와 4륜구동

(All-Wheel Drive)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매끄러운 

주행을 구현합니다.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컴포트(Comfort), 

에코(Eco), 다이내믹(Dynamic), 오프로드(Off-Road), 

인디비주얼(Individual)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인디비주얼 모드는 보다 세세한 주행설정이 가능합니다.

Tailor-made travel

볼보 크로스 컨트리의 여유롭고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일상으로

부터의 탈출을 시작하십시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디자인이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확장된 파노라마 루프는 시내 주행 시에도 앞뒤 좌석에 풍부한 

채광과 환기를 제공해줍니다. 자연채광으로 밝아진 실내에서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A natural feeling



Sensus의 기본 원칙은 ‘삶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준다’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안락함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요소 등에 두루 적용됩니다. Sensus는

여러분을 볼보 및 외부 세계와 연결해

줍니다. 아울러 Sensus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면서 여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제어 기능은 

Sensus의 주요 특징이며,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9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버튼을 

스크린의 가상 버튼으로 대체하여 버튼이 

더욱 커지고 사용하기 쉬워졌습니다. 

한눈에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도록

그래픽은 뚜렷하고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운전자가 볼보 자동차를 조작하면서 항상 

도로를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볼보의 철학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덕분에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내 Wi-Fi를 통해 인터넷 접속

을 유지한 채, 운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디오 시스템을 조절하여 원하는 음악과 

사운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Sensus로 실내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풍요로워 집니다.

Informed, in control and always up to date.

“Apple CarPlayTM를 이용해 센터 디스플레이를 iPhoneⓇ의

확장 기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좌석에 앉든 즐겨듣는 음악을 더욱 

가까이 두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Sensus 

Connect를 이용해 언제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선호하는 미디어 소스에서 직접 또는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Sensus의 컨트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시작

됩니다. 디스플레이의 표면은 가벼운 터치

에도 반응하므로 손가락을 디스플레이에 

가볍게 스치기만 하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장치를 크로스 컨트리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을 이용해 iPhoneⓇ을

크로스 컨트리에 연결하기만 하면, Apple

CarPlayTM를 이용해 센터 디스플레이를 

iPhoneⓇ의 확장 기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 CarPlayTM에 연결되면 iPhoneⓇ의 

충전도 가능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선택 범위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에 저장된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Wi-Fi 및 인터넷 테더링이 

루프 안테나를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접속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Spotify 등의 내장 엔터테인먼트 앱은

인터넷 라디오에서 주문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신곡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볼보의 High 

Performance 오디오 시스템은 최적의

음악 감상을 위해 조정되며, Bowers & 

Wilkins의 Premium Sound는 음악 감상

환경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Connecting you with a
world of entertainment.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우아한 실내의 중심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세로 포맷을 이용해 넓은 가시 영역을 제공하고 스크롤의 

필요성도 줄여줍니다. 세로 포맷은 지도를 표시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레이아웃에 최신스마트폰의 외관이 반영되므로 

금새 익숙해지고 직관적입니다. 특수 코팅으로 반사를 최소화 

하는 유광 블랙 피니시가 특징인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외관이 멋질 뿐 아니라 기능도 완벽합니다. 바로 이것이

탁월한 기술의 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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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rs & Wilkins의 Premium Sound는 좌석과 상관

없이 S90의 모든 탑승자에게 탁월한 오디오 환경을 선사

합니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제작사인 Bowers & Wilkins

와 함께 개발한 이 혁신적인 기술은 귀하가 즐겨듣는

음악에 놀라울 정도로 맑은 음색과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독특한 통풍식 서브우퍼는 자동차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

시켜 더욱 풍부하고 깊은 저음을 구현하므로 스피커를

통해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펄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19개의 스피커로 모든 탑승자가 언제나 최고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생생하게 재생하는

세 가지 실내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실제 공연에 더욱

가까운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모드는 고텐버그 콘서트 홀 고유의 음향 환경을

재현합니다. 스테이지 및 스튜디오 모드는 뮤지션이 의도

했던 바로 그 사운드를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세이프는 운전자의 드라이빙을 지원

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충돌 시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직관적이고 인텔리전트한

볼보만의 기술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볼보 탑승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볼보의 대담한 

비전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티 세이프티가 인텔리세이프의 핵심

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시티 세이

프티는 언제나 운전자와 탑승자의 위험에 

대비하고,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여 경고를 

보내며, 필요한 경우에 개입합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야간에도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및 큰 동물을 식별합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모든 위험에 대해 경고를 

보내며, 운전자가 그러한 경고에 대응하지 

않으면 제동을 걸어 충돌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그치

도록 합니다.

   인텔리세이프의 지원 덕분에 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스티어링을 조절해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

나지 않도록 하며, 정해진 속도나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줍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인 도로 이탈 경감(Run-off road 

Mitigation) 기능은 자동차가 뜻하지 않게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스티어링을 조절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동합니다. 

운전자 경보시스템(DAC)은 운전자가 피곤

하거나 집중력을 잃은 상태인지 인식하여 

휴식을 취할 시간임을 알려주며, 도로 표지 

정보(RSI)는 제한 속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고속도로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있게 

운전하려면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는 인텔리세이프 서라운드 및 

BLISTM(사각 지대 정보 시스템)를 이용

하십시오. 주차 공간을 후진하여 빠져나

오는 경우에는 측후면 접근 차량 경고(CTA)

가 차량 뒤의 다른 도로 이용자를 빈틈없이 

경계합니다.

Always looking out for you.

안전 기술의 힘. 멋진 프론트 엔드 뒤에는 드라이빙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다양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OLVOCAR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인텔리세이프의 지원 덕분에 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를 이용하면 여행이 더욱 쉽고

편해집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설정 속도나 다른 

차량과의 설정 거리를 유지해주며, 스티어링을 미세

하게 조절하여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최고 130km/h)

최고 50km/h의 속도 차에서 시티 세이프티는

추돌이 임박함을 감지하고 운전자 대신 제동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합니다. 더 빠른 속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그치도록

합니다.

운전자는 전방 도로 응시에 집중하고, 주변 감시는 

BLISTM(사각 지대 정보 시스템)에 맡기면

됩니다. 레이더 센서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다른 차량이 사각 지대에 들어서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Semi –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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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Crystal White pearl 477 Electric Silver metallic

717 Onyx Black metallic 722 Maple Brown metallic

714 Osmium Grey metallic

EXTERIOR COLORS

UPHOLSTERY

직렬 4기통 트윈 터보 디젤

1,969

235/4,000

49.0/1,750~2,250

18＂| 235/55R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D5 AWD
69,900,000원

Cross Country
가격

엔진형식 

배기량(cc)

최고출력(hp/rpm) 

최대토크(kg·m/rpm) 

휠 / 타이어 형식

복합연비(km/ℓ )

도심연비(km/ℓ )

고속도로연비(km/ℓ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등급)

CO2 배출량(g/km) 

※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18” 5-Double Spoke,
Silver,148 

UPHOLSTERIES Leather, Comfort  Charcoal in Charcoal interior, RA00 
INLAYS  Dark Linear Walnut

CROSS COUNTRY

707 Crystal White pearl 477 Electric Silver metallic

717 Onyx Black metallic 722 Maple Brown metallic

714 Osmium Grey metallic

CROSS COUNTRY PRO

EXTERIOR COLORS

UPHOLSTERY

Cross Country Pro
가격

엔진형식 

배기량(cc)

최고출력(hp/rpm) 

최대토크(kg·m/rpm) 

휠 / 타이어 형식

복합연비(km/ℓ )

도심연비(km/ℓ )

고속도로연비(km/ℓ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등급)

CO2 배출량(g/km) 

※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UPHOLSTERIES Leather, Nappa  Amber in Charcoal interior, RA20 
INLAYS  Dark Linear Walnut

19” 6-Double Spoke,

Matt Tech Black / Diamond Cut,151

직렬 4기통 트윈 터보 디젤

1,969

235/4,000

49.0/1,750~2,250

19＂| 235/50R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D5 AWD
76,900,000원



※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SAFETY

인텔리세이프 어시스트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파일럿 어시스트

  - 거리 경보

  - 운전자 경보 제어

  - 차선 유지 보조

  - 도로 이탈 방지 및 보호

  - 도로 표시 정보

  - 시티 세이프티

인텔리세이프 서라운드

  - 사각지대 정보

  - 측후방 경보

  - 후방 추돌 경고

지능형 운전자 정보 시스템

앞좌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형 에어백

앞좌석 경추 보호 시트

SUPPORT & SECURITY SYSTEM

LED 헤드 램프 및 액티브 하이빔

전방 안개등

이중 접합 라미네이티드 윈도

눈부심 방지 룸 미러 &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 업 디스플레이

파크 어시스트 센서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

360°  서라운드 뷰 카메라

키리스 엔트리 및 핸즈프리 트렁크 오픈 & 리모트 태그

차일드 도어락

프라이빗 락

Cross Country Cross Country Pro

VOLVO cross country OPTION LIST VOLVO cross country OPTION LIST

※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Cross Country Cross Country ProPOWERTRAIN & CHASSIS

DRIVE-E 엔진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

사륜구동

스타트/스톱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투어링 섀시

힐 스타트 어시스트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

EXTERIOR

크로스 컨트리 메시 그릴

블랙 휠 아치

컬러 코디네이티드 도어 핸들

하이 글로스 블랙 데코 사이드 윈도

브라이트 인티그레이티드 루프 레일

듀얼 인티그레이티드 이그조스트 테일 파이프

INTERIOR & SEATS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9인치 터치 스크린 센터 디스플레이

3-스포크 유니 데코 인레이 레더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히팅

다크 월넛 데코 인레이

대시보드 및 도어 패널 업 홀스터리 가죽 마감 

인테리어 일루미네이션 - 하이 레벨 

컴포트 레더 시트

나파 레더 시트

앞좌석 전동 시트 및 운전석 메모리 기능

앞좌석 전동 럼버 서포트

앞좌석 쿠션 익스텐션

앞좌석 전동 쿠션 익스텐션

앞좌석 전동 사이드 서포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앞좌석 히팅 시트

뒷좌석 히팅 시트



VOLVO cross country OPTION LIST

INTERIOR & SEATS

앞좌석 벤틸레이티드 시트

트레드 플레이트 실몰딩 일루미네이션

뒷좌석 폴딩 백레스트

뒷좌석 파워폴딩 백레스트 및 헤드레스트

센터 터널 230V 아웃렛

CLIMATE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클린 존 인테리어

2-구역 독립 온도 조절 시스템

4-구역 독립 온도 조절 시스템

뒷좌석 측면 윈도 선 블라인드

전면 윈드 스크린 워셔 노즐 히팅

전동식 파노라믹 선 루프

SENSUS SYSTEM

하이 퍼포먼스 사운드 시스템

Bowers & Wilkins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서브우퍼

Apple CarPlay

USB 포트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WHEELS & TIRES

18” 5-더블 스포크 실버 탑 컷 & 235/55R 18

19” 6-더블 스포크 테크 매트 블랙 다이아몬드 컷 & 235/50R 19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CARGO AREA

자동 로드커버 

전동식 트렁크

비상용 삼각대

12V 아웃렛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Cross Country Cross Country Pro

※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www.volvocars.co.kr
www.facebook.com/VolvoCar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