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VO CROSS COUNTRY(V90)





We are redefining  
personal mobility

볼보의 목표는 개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가용한 최고의 기술을 적용하고, 전례 없는 새로운 혁신 

기술에 투자하며, 기술을 조합해 참신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해 나갑니다.

볼보자동차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또한 기술로 인해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란 더 풍요롭고 

덜 복잡한 삶을 실현해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볼보는 개인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완전히 연결되고 진화된 미래형 자율 주행 자동차를 

현실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고객의 소중한 것을 보호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도 보호 

한다는 볼보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심과 배려의 의미를 지닌 

“Omtanke”라는 스웨덴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세계 

유수의 기술 업체와 협력하여 더 지속 가능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열게 될 혁신 

기술을 육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볼보는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며, 자동차가 상징하는 즐거움과 

자유를 되돌려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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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and fUnCtion in Harmony
A sophisticated estate, built for the way you live.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기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외관 라인부터 넓고 

빛으로 가득한 실내 공간까지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강렬하고 멋진 모습과 

일상의 실용성을 겸비한 왜건입니다.

조각처럼 깔끔한 외관 안에는 정확한 핸들링과 안락한 승차감의 완벽한 

조합을 제공하는 섀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귀하와 자동차 그리고 주변 세상을 완벽하게 연결해 줍니다. 

또한 혁신적인 최신 안전 기술로 운전자와 동승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배려하는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안전한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볼보의 새로운 

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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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볼보 크로스컨트리(V90)가 볼보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담한 라인은 견고함과 힘을 보여 주며, 디테일은 절묘하면서 

독특합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이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를 진정으로 모던한 

볼보자동차로 만듭니다.

리어 윈도우의 경사는 역동성을 더해 주고, 날씬한 세로형 LED 미등은 볼보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모두 담았습니다. 스타일과 존재감을 갖춘 왜건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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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for Control
Precision and accuracy at every touch.

조각처럼 깔끔한 시트에 착석하는 순간부터 운전자는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낮은 운전석에 앉아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적절히 조정하면 마치 조종석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실내는 멋진 

분위기는 물론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세공 기법에서는 정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탈 피니시 

세로 스트립과 제어 노브의 독특한 다이아몬드 패턴 표면 장식이 있는 송풍구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할 때도 즐겁습니다. 정교하게 엔지니어링된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모든 구성 부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합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여행의 모든 면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VOLVO Cross Country(V90)

ligHt. spaCe. lUxUry.

매일 모든 좌석에서 퍼스트 클래스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에 탑승하면 개인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실내는 안락함 및 고급스러움과 기술 및 장인 

정신과 만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경험은 앞 좌석에서 시작됩니다. 자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작된 앞 좌석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편안하게 지지하고 조절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좌석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은 안락함을 더욱 높입니다.

백레스트의 형태 덕분에 뒷좌석 탑승자의 레그룸이 확장됩니다. 뒷좌석은 

편안하게 지지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4구역 공조 시스템, 접이식 리어 

선블라인드, 개별 조절 가능한 열선 내장 뒷좌석은 럭셔리한 느낌을 강화합니다.

실내 전체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파노라마 글래스 선루프는 볼보 

크로스컨트리(V90) 디자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간에는 따뜻한 실내 조명이 탑승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이 레벨 조명 

패키지에는 백라이트 도어 핸들, 일루미네이션 트레드 플레이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화하는 추가 실내 조명이 포함됩니다.

볼보의 CleanZone 기술로 실내 환경은 더욱 건강해지고 실내 공기는 

깨끗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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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4구역 공조 시스템을 채택하여 뒷좌석 탑승자도 

전용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각자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에서 기술과 편리함은 항상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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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서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및 엔터테인먼트에서 스티어링 휠 버튼까지 다양한 제어 기능을 

조작하는 한편 12.3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습니다

실내의 모든 요소들은 디자인과 기능을 함께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어 손잡이에는 백라이트가 장착되어 야간에 손잡이를 찾기가 

용이합니다.

다크 월넛과 같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소재가 자동차의 첨단 

기술을 보완하면서도 특유의 현대적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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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for  
eVery oCCasion.

A car that fits your life – all of it.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다목적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상을 더욱 편하게 

만들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합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트렁크 모양은 싣기 까다로운 짐도 손쉽게 실을 수 있도록 하며, 버튼을 눌러 

뒷좌석을 접으면 더 커진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에서 

뒷좌석을 접을 수 있어 좌석을 접기 위해 굳이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스루로딩 해치가 있어 좌석을 접지 않고도 스키와 같은 긴 적재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파워 작동식 테일게이트는 핸즈프리 기능을 지원 하므로 테일 

게이트를 열려고 양손의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뒤 범퍼 밑에서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OLVOCAR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stay ConneCted  
and in Command.

볼보가 기술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귀하의 삶을 보다 편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고객의 경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제거 됩니다.

볼보자동차는 제어가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자동차 및 주변 세상과의 중단 

없는 연결을 통해 운전의 모든 측면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의 중심에는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쉽고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래픽이 굵고 선명하여 운전 중에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깔끔한 실내 디자인과 매끄럽게 어울리며 조작이 쉽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필수적인 정보가 12.3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에 선명하게 나타 

납니다.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의 필요, 취향 및 주변 조명에 맞게 조정되므로 

정보가 항상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표시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운전에 필수적인 정보가 보기에 편안한 

지점에 투사되므로 운전이 한층 더 쉬워집니다. 그래픽이 마치 차량 앞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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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의 Bowers & Wilkins 오디오 시스템은 차량 내부의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가장 사실적이며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세 가지 실내 모드로 구성된 혁신적인 오디오 처리 기술이 실내에 

최적화된 음향을 만들어내 원음에 가까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

많은 양의 공기를 진동시켜 실내를 하나의 큰 우퍼로 활용하는 통풍식 서브우퍼는 매우 낮고 왜곡 없는

베이스 톤을 만들어냅니다.

feel tHe mUsiC.

볼보자동차 실내에서는 어느 좌석에 앉아 있든 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더 가까이 즐길 수 있습니다.

볼보자동차의 모든 오디오 시스템은 모델별 음향 환경에 맞게 조정됩니다. 

볼보의 음향 철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스피커 개수나 출력에 신경쓰기보다는 

음악에 담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Bowers & Wilkins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음질을 자랑하는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400W 출력을 지닌 Bowers & Wilkins 오디오 시스템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윈드 스크린에 의한 음향 반사를 최소화하는 

트위터 부착형 센터 스피커와 볼보 고유의 통풍식 서브우퍼를 포함한 19개의 

개별 고급 스피커가 광활함과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원음에 가까운 강렬한 

사운드로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오로지 음악에 중점을 둔 볼보 오디오 시스템으로 뮤지션이 의도한 그대로 

음악을 즐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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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rs & Wilkins는 B&W Group, Ltd.의 상표입니다.

Apple CarPlay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스마트폰 인테그레이션 .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ple CarPlay™ 또는 Android Auto™를 이용하여 핸드폰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과 인터페이스를 간편하게 차량의 센터 디스플레이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iPhone®(5 이후 버전) 또는 Android 스마트폰(5.0 Lollipop 이후 버전)을 지원합니다.



pilot assist. 
designed to make driVing  

safer and easier.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 Ⅱ는 기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에 방향 조정

기능을 추가한 최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최대 시속 140km/h 까지 직선

및 완만한 곡선에서 차선 이탈 없이 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전방에 

감지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상황에서 바로 작동이 가능하며 차량이 없을  

 

 

 

경우에도 15km/h부터 작동 가능합니다. 차선 안에서 일정하고 정확하게  

차량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지원합니다.

참고: 차량 제어에 관한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설명하는 기능들은 운전자를 돕기 위한

보조적 기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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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VOLVOCAR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SAFETY Protecting what’s importantVolVo Cross Country(V90)



VOLVO Cross Country(V90)

City safety teCHnology. 
yoUr pro-aCtiVe 

partner on tHe road.

사전 예방적 첨단 안전 기술은 운전자의 감각을 보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높입니다.

볼보 안전 기술의 중심에는 시티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주변을 주시하다가  

필요할 때 제동을 걸도록 도와주는 시티 세이프티로 사고는 예방되고 드라이

빙은 더욱 즐거워집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야간에도 앞에 있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대형  

동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자동으로 

제동해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돌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볼보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안전 기능인 첨단 접근 차량 충돌 경감 제동 기능(Oncoming 

Mitigation by Braking)은 전방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0~100km/h의 속도에서 급격한  

회피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티 세이프티는 도움이 됩니다. 회피를  

시작하면 시티 세이프티는 안쪽 휠을 개별적으로 제동하고 스티어링 입력을  

강화하여 최대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회피를 도와줍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필요할 때는 먼저 작동하여 안전을 지켜 주는 시티 

세이프티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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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지원 적용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후방의 다른 차량이 사각 지대에 있거나, 동시에

옆 차선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려고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조향 지원 기능이 작동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로 이탈 완화 기능

주행 방향과 다르게 의도하지 않은 도로 이탈이

감지될 경우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원래의 도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침범할 경우 부드럽게

스티어링을 제어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계속해서 차선을 침범할 경우, 스티어링 

휠에 진동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경감 기능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자동 조향  

보조기능을 사용합니다.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마주 오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침범한 경우 

차량이 스스로 제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차량 제어에 관한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설명하는 기능들은 운전자를 돕기 위한 보조적 기능들입니다.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반대편 차선에서 이동하는 차의 방향을 

모니터링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에 제동을 걸어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도록 도와줍니다.



VOLVO Cross Country(V90)

perfeCt parking,  
eVery time.

볼보를 타고 있다면, 주차까지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 경로 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경고해 주는 전방 및 후방 주차 

보조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볼보의 360° 카메라로 차량 주변의 

세부적인 조감도를 볼 수 있어 후진하거나 시야가 제한적인 좁은 장소에서 주차 

조작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원할 경우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Park Assist Pilot)이 운전자를 보조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측정하여 차량 길이의 1.2배 이상인 경우 

운전자를 대신하여 스티어링을 조작해 주차합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기어만 제어하면 됩니다.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Park Assist Pilot)은 평행 주차 

및 수직 주차 둘 다 가능하며 좁은 평행 주차 구역을 빠져나갈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측후면 접근 차량 경보 장치(Cross Traffic Alert)는 오토브레이크를 통해 

주차 공간을 후진으로 빠져나올 때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임박한 충돌을 감지하는 경우 운전자를 대신하여 제동할 수도 

있습니다.

360° 카메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장착된 360도 카메라는 자동차와 주변 환경에 대한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귀하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와 이동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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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Vo Cross Country(V90)

designed to proteCt.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는 것은 볼보에게 가장 중요하며, 볼보에 적용된 

최첨단 안전 기능들은 수 세기에 걸친 열정적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볼보는 모든 안전 기능의 상호 작용을 통해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시트 디자인부터 세이프티 케이지와 안전 벨트, 

에어백까지 모든 안전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탑승자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앞 좌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승차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볼보 특유의 경추 부상 방지 시스템은 후방 추돌 

시 등과 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해 공중에 

뜨는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는 앞 좌석 구조가 척추를 경착륙의 충격에서 

보호합니다.

볼보자동차는 충격을 감지해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감지되면 앞 좌석 안전 벨트가 자동으로 조여지므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안전 기술과 세심한 관심이 볼보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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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흡수력 앞 좌석

조각과 같은 볼보의 앞좌석은 단지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볼보만의 특수한 구조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추락할 경우 수직 충격을 흡수하며, 탑승자의 척추를 보호합니다. 이는 볼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귀하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볼보 세이프티 케이지

탑승자 공간은 초고강도 붕소강 함량이 높은 재질로 만든 보호 케이지가 차량 내부의 모든 탑승자 

주변을 둘러쌉니다. 동시에 프론트와 리어의 변형 구역은 충돌 시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안전 벨트와 

에어백은 함께 작동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OLVOCAR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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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ing more,  
Using less.

성능과 효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볼보의 모든 파워트레인은 뛰어난 주행 

성능은 물론 우수한 연비와 배기가스 저감까지 잡았습니다.

저마찰 경량 엔진 설계와 첨단 부스팅 기술이 결합되어 탁월한 성능과 

매끄럽고 민첩한 드라이빙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작을수록 마찰로 

잃는 에너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배기가스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볼보는 엔진이 더욱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마찰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엔진의 크기와 중량이 줄어들어 실내 공간이 확장되고 

다이내믹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드라이빙 또한 즐거워집니다. 235마력 D5 디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 파워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와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파워펄스가 즉시 터보차저를 작동해 순간 가속을 높입니다. 

254마력 T5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모든 회전 속도에서 즉각적인 파워를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4기통 엔진으로 대형 엔진의 출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술 덕에 출력과 효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볼보의 모든 파워트레인은 정숙하고 매끄러워 편안한 여행을 선사합니다. 

디젤 엔진을 예로 들면 i-ART 분사 기술이 각 실린더에 정확한 양의 연료를 

공급하여 엔진이 더욱 부드럽게 작동하고 연료 소비는 줄어듭니다.

정밀한 수동 변속기와 볼보의 8단 Geartronic™ 자동 변속기는 각 엔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출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Geartronic™이 전방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적합한 기어를 선택하며, 

수동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기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기분에 맞춰 파워트레인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로 컴포트, 에코, 다이내믹 또는 인디비주얼 모드를 선택하면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이 운전자의 선호에 맞춰 즉시 조정됩니다.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건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각 반응하는 

출력을 즐길 수 있어 드라이빙이 즐거워집니다.

PROPULSION Efficient power todayVolVo Cross Country(V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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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hE VolVo Cross Country(V90) oF your ChoiCE.

볼보는 모든 일에서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스타일과 개성에 딱 

맞는 볼보자동차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와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는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외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Volvo Cross Country(V90)
모험에 최적화된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볼보 크로스컨트리(V90).

Volvo Cross Country pro(V90)
스웨덴의 럭셔리함과 모든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

참고. 트림 레벨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가까운 볼보 딜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VolVo Cross Country(V90) & VolVo Cross Country pro(V90)

VolVo Cross Country(V90). 
VolVo Cross Country pro(V90). 
your sophistiCatEd 
adVEnturE awaits.

고성능 전천후 차량인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어떤 모험에도 어울리는  

자동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깔끔하고 간결한 라인과 강인한 크로스컨트리의 디

테일은 파워풀한 모습을 완성하고, 볼보 왜건 특유의 실용성과 다양한 기능뿐 

아니라 강력한 성능도 갖췄습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어떤 도로에서도 정교한 주행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로 가득합니다. 사륜구동(AWD), 높아진 지상고, 첨단 섀시는 험한 

도로와 궂은 날씨, 거친 조건을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실내는 일종의 안식처 

입니다. 밝은 조명의 넓은 실내는 최고급 소재로 제작되며, 스웨덴 장인의  

세심한 손길로 구성됩니다.

모든 여행을 모험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의 실내는 안락한 휴식을 주는 공간이자 어떤 악조건도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드라이빙 지원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your ChoiCE | 33

자세한 내용은 VOLVOCAR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VolVo Cross Country(V90) & VolVo Cross Country pro(V90)

all-road Capability 
opens Up yoUr World.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어떤 모험도 가능한 기술로 무장한 진정한 전천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모험에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교한 사륜구동(AWD) 시스템은 도로가 험해지거나 주변 조건이 나빠져도  

주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구동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휠에 적절한 수준의 구동력이 전달되어 오프로드에서도 문제없이 주행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상고와 대형 휠을 갖춘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운전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HDC)가 브레이크를 정교하게 작동하여 가파른 언덕도 손쉽게 내려

갈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메뉴에서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면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의 반응 방식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을 변경하고 드라이브트레인을 재조정해 젖은 풀이나 진흙, 푸석 

푸석한 자갈 등의 까다로운 노면에서 더 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your ChoiCE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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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크로스컨트리(V90)는 세련되고 튼튼하며 실용적인 자동차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와  

차콜 색상 차체 클래딩이 강인한 멋을 더해 줍니다. 가죽 시트와 독특한  

다크 월넛 데코는 고급스러운 모습과 느낌을 부각시킵니다.

차량 뒤쪽의 통합 스테인리스 스틸 듀얼 

테일파이프와 크로스 컨트리 로고 타입이 

양각된 차콜 색상 범퍼는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우아하면서 

강인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LED 조명 헤드라이트,  

독특한 고광택 블랙 크로스 컨트리 그릴,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 브라이트 알루미늄 루프 레일은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강력하고 우아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뛰어난 마감과 디테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컴포트 시트는 편안함을 제공해드립니다.

독특한 크로스 컨트리 스티칭과 조정 가능한 시트 쿠션 익스텐션을 갖춘 파워 가죽 시트,  

독특한 다크 월넛 원목 데코 인레이는 모던 럭셔리의 감각적 경험을 한껏 높입니다 

다크 월넛 원목 소재의 독특한 데코 인레이는 

볼보 크로스컨트리(V90) 실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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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s.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실내는 운전자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디테일, 모든 라인,  

모든 형태가 볼보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창조한 공간에서 여러분은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내는  

블론드 또는 차콜 헤드라이닝 등 다양한 색상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 컴포트 시트 

블론드 & 블론드/차콜 색상 인테리어, UA02

가죽, 컴포트 시트 

앰버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A22

가죽, 컴포트 시트 

차콜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A02

다크 월넛 데코 인레이

Comfort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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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diamond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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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Crystal white

711  
Bright silver

722  
Maple Brown

723  
denim Blue

717  
onyx Black

714  
osmium grey



VolVo Cross Country pro(V90) your ChoiCE | 43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는 스웨덴의 럭셔리함과 모든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대형 휠과 높은 지상고는 모든 도로 

에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모험을 찾아 떠나는 여정 도중 어디를  

둘러봐도 뛰어난 마감과 디테일로 꼼꼼하게 빚어낸 실내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대형 휠, 높은 지상고, 고광택 블랙 사이드 

윈도우 트림, 낮은 차체 하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차콜 휠 아치 익스텐션으로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의  

강인한 개성이 완성됩니다. 

차량 뒤쪽의 통합 스테인리스 스틸 듀얼 

테일파이프와 크로스 컨트리 로고 타입이 

양각된 차콜 색상 범퍼는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의 

우아하면서 강인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LED 조명 헤드라이트,  

독특한 고광택 블랙 크로스 컨트리 그릴,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 브라이트 알루미늄 루프 레일은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의 강력하고 우아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다이아몬드 패턴 메탈 피니시 스크롤 휠을 이용해 

좋아하는 드라이브 모드와 스티어링 특성을 

선택해 보십시오.

독특한 크로스 컨트리 스티칭과 조정 가능한 시트 쿠션 익스텐션을 갖춘 파워 가죽 시트,  

독특한 다크 월넛 원목 데코 인레이, 대시보드는 모던 럭셔리의 감각적 경험을 한껏 높입니다 

19개의 하이엔드 스피커가 포함된 Bowers & Wilkins 오디오 시스템은 몰입감 넘치는 리얼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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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s.

볼보 크로스컨트리 Pro(V90)의 통풍기능이 추가된  

나파 가죽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 통풍 컴포트 시트 

블론드 & 블론드/차콜 색상 인테리어, UC00

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 통풍 컴포트 시트 

마룬 브라운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30 
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 통풍 컴포트 시트 

차콜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00

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 통풍 컴포트 시트 

앰버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20 

다크 월넛 데코 인레이

Comfort seat



19" 6-double spoke 
Matt tech Black diamond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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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Crystal white

711  
Bright silver

722  
Maple Brown

723  
denim Blue

717  
onyx Black

714  
osmium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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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스타일링 액세서리.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사이드 스커프 플레이트와 듀얼 스플릿 테일파이프는 모험에 어울리는 볼보 크로스컨트리(V90)의 외관을 완성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대담한 7-오픈 

스포크 다이아몬드 컷 디자인의 강력한 대형 21인치 매트 테크 블랙 알로이 휠을 추가하면 크로스컨트리의 강인한 스타일이 더욱 돋보입니다.

714 오스뮴 그레이 메탈릭 | 사이드 스커프 플레이트, 듀얼 스플릿 배기관, 범퍼 커버 포함 외장 

스타일링 | 21인치 7-오픈 스포크 매트 테크 블랙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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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your V90, thE way you want it.

새 차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볼보 스타일링 액세서리를 이용해 나만의 볼보 크로스컨트리(V90)를 꾸며  

보십시오. 더욱 우아한 외관을 위해서는 크롬 인서트가 포함된 외장 스타일링 키트를 선택하십시오. 개별 

구성 요소를 별도의 액세서리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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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커버.

로드 캐리어.

aCCEssoriEs | 51

Built to work.

볼보의 로드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볼보 왜건을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보기에도 멋질 뿐 아니라 기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볼보의 로드 액세서리는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며, 편안함,  

스타일,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싣도록 도와  

줍니다. 예를 들어 도그 게이트, 트렁크 디바이더, 철제 보호  

그릴을 추가하면 애완동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볼보자동차가 디자인한 루프 박스

보호 철제 그릴. 트렁크 디바이더.  

도그 게이트. 로드 라이너

머드 가드, 프론트.

트렁크 매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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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 (mm) 1,905 1,905

휠 / 타이어 형식 18” | 235/55R 18” | 235/55R

전고 (mm) 1,510 1,510

0-100km/h 가속 (초) 7.5 7.4

변속기 8단 자동 기어트로닉 8단 자동 기어트로닉

최대토크 (kg•m/rpm)

Cross Country (V90)  Pro

Cross Country (V90) 

48.9/1,750~2,250

19” | 235/50R

35.7/1,500~4,800

19” | 235/50R

최고출력 (ps/rpm) 235/4,000 254/5,500

배기량 (cc) 1,969 1,969

구동방식 4륜구동 4륜구동

형식 직렬 4기통 직렬 4기통

전장 (mm) 4,940 4,940

공차중량 (kg) 1,955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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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SPECIFICATION

POWERTRAIN

WHEEL & TIRES

CROSS COUNTRY (V90) D5 AWD CROSS COUNTRY (V90) T5 AWD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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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볼보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기준)

CO2 배출량 (g/km) 152 159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급) 3 4

(km/L) 15.4 13.1

(km/L) 11.0 9.5정부 공인 표준 연비

(km/L) 12.6 10.9복합

도심

고속도로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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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 SEATS D5 AWD Cross Country D5 AWD Cross Country Pro T5 AWD Cross Country T5 AWD Cross Country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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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테일러드 인스트루먼트 패널 마감 ○ ○

인테리어 일루미네이션 - 하이 레벨 ○ ○ ○ ○

컴포트 레더 시트 ○ ○

나파 레더 시트 ○ ○

앞좌석 전동 시트 및 메모리 기능 ○ ○ ○ ○

앞좌석 전동 럼버 서포트 ○ ○ ○ ○

앞좌석 전동 쿠션 익스텐션 ○ ○ ○ ○

앞좌석 전동 사이드 서포트 ○ ○

앞좌석 마사지 시트 ○ ○

앞좌석 히팅 시트 ○ ○ ○ ○

뒷좌석 히팅 시트 ○ ○ ○ ○

앞좌석 벤틸레이티드 시트 ○ ○

트레드 플레이트 실몰딩 일루미네이션 ○ ○ ○ ○

뒷좌석 폴딩 백레스트 ○ ○ ○ ○

뒷좌석 파워폴딩 헤드레스트 ○ ○

센터 터널 230V 아웃렛 ○ ○ ○ ○

CLIMATE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 ○ ○ ○

클린 존 인테리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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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마트폰 인테그레이션 ○ ○ ○ ○

USB 포트 ○ ○ ○ ○

블루투스 ○ ○ ○ ○

내비게이션 ○ ○ ○ ○

WHEELS & TIRES
18” 5-더블 스포크 블랙 다이아몬드 컷 ○ ○

19” 6-더블 스포크 테크 매트 블랙 다이아몬드 컷 ○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 ○ ○

CARGO AREA
자동 로드커버 ○ ○ ○ ○

전동식 트렁크 ○ ○ ○ ○

비상용 삼각대 ○ ○ ○ ○

12V 아웃렛 ○ ○ ○ ○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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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LIST

SAFETY D5 AWD Cross Country D5 AWD Cross Country Pro T5 AWD Cross Country T5 AWD Cross Country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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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카메라 ○ ○

360° 서라운드 뷰 카메라 ○ ○

키리스 엔트리 및  핸즈프리 트렁크 오픈 & 리모트 태그 ○ ○ ○ ○

차일드 도어락 ○ ○ ○ ○

프라이빗 락 ○ ○ ○ ○

POWERT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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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표기된 사양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 정보는 볼보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