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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you have a wave to catch

And a mountain to climb

Because you promised the kids to go skiing tomorrow

Because you need a break

And sometimes a brake

Because elks don’t read road signs

And neither do cows or kangaroos

Because parallel parking should be a cakewalk

Because you appreciate beauty and craftsmanship

Because you love the feel of hand-stitched nappa

Because you like your coffee hot and your water chilled

Because you have blind spots

Because it’s been a long day

And you deserve a massage from your car seat

Because you don’t have eyes in the back of your neck

Because you want to be in control

Because you expect to be entertained

And informed

And occasionally pampered

Because you forgot where you parked

Because you would rather share than own

Because there are road works today

Where there were none yesterday

Because we want to impress you

And that isn’t easy

Because you care about the future

Because we live on a finite planet with finite resources

Because you’re human

Because time is not money, but life 



VOLVO S90

그렇습니다. 볼보는 귀하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온종일 귀하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실망, 필요, 요구, 희망과 좌절 같은 귀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보의 혁신은, 가장 작은 나사에서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테일이 귀하에게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까지 볼보의 탑승자라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볼보의 

비전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귀하는 거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의’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모든 볼보 차량에 충분한 스마트 솔루션을 장착하여, 귀하에게 일 년에 일 주일 가량의 

소중한 여유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168시간을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말이지요.

볼보는 귀하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볼보의 Drive-e 기술은,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드라이빙을 현실로 만듭니다. 볼보는 귀하가 주변 세상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Sensus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항상 자동차를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바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볼보의 인텔리세이프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운전 중 더 많은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많은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볼보가 혁신하는 이유, 바로 당신입니다.

when we innovate, 
the car iS not  
top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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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TO PERFORM,  
CRAFTED TO IMPRESS

The luxury sedan, redefined.

새로운 이그제큐티브 세단을 디자인할 때 단 하나의 목표는 럭셔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차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볼보 S90입니다.

S90은 최고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조합해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스웨덴의 럭셔리함을 느껴 

보십시오.

S90의 파워풀하고 낮은 차체는 숄더 라인이 넓고 힘찬 고전적인 볼보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S90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해 줍니다. 자신감 넘치는 S90의 외관에는 

볼보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차량 실내로 

이어져 스웨덴 크리스탈과 플레임 버치 같은 최고급 소재로 장식됩니다.

S90에 적용된 첨단 기술은 운전자를 압도하기보다는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운전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채택된 T8 트윈 엔진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능 하나하나는 보다 

나은 여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각처럼 깔끔한 익스테리어 안에는 정확한 조향과 탁월한 승차감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섀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운전자는 차량과 세상에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S90은 가장 최신의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탑재하여 어떤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아함, 장인 정신, 기술이 빚어낸 S90은 오늘날의 럭셔리 세단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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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볼보, 진정한 모던. 스칸디나비아의 섬세함과 파워풀한 외관의 조화를 

이루는 S90은 일상을 넘어서는 자동차입니다. 긴 보닛과 낮은 루프라인은 

힘과 우아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조각과도 같은 숄더 라인은 S90이 볼보의 

자동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 디테일이 커다란 효과를 만듭니다. 섬세한 디테일과 대담한 형태의 조합은 

강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통합형 배기관은 디자인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LED 미등의 형태는 이동할 때나 정지 상태일 때나 항상 S90에 진정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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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FOR CONTROl
Precision and accuracy at every touch.

조각작품 같은 운전석 시트에 착석하는 순간, 운전자는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S90의 낮게 깔린 듯한 운전석에 앉아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조종석에 앉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멋진 외관과 완벽한 기능을 만들어낸 

공간이 당신을 에워쌉니다.

숙련된 장인의 뛰어난 솜씨가 빚은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송풍구를 예로 

들자면, 제어 노브의 독특한 다이아몬드 패턴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사용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S90의 모든 요소들은 정교한 엔지니어링에 의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도로에서의 모든 상황을 귀하가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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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 NEw wAy TO TRAvEl.

매일같이 모든 좌석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S90을 승차하게 

되면 안락함과 럭셔리함 그리고 첨단 기술과 장인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개인 

전용 라운지에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앞좌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자세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트는, 누구라도 최적의 좌석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절 

기능을 지원합니다. 백레스트의 형태는 뒷좌석 탑승자의 레그룸을 넓혀주며, 

개별조절이 가능한 뒷좌석 열선 시트는 탑승자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받도록 합니다.

야간에는 따뜻한 실내 조명이 차량 내부를 밝혀 탑승을 반겨줍니다. 하이 

레벨 조명 패키지에는 백라이트 도어 손잡이, 일루미네이션 트레드 플레이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는 추가 실내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leanZone 기술은 건강한 실내 환경과 공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기술은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먼지, 꽃가루, 미세먼지, 

악취 등을 걸러내고 오염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S90이 알아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4구역 공조 시스템은 뒷좌석 탑승자들이 전용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각자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삶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S90의 디테일의 진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S90에서 기술과 편리함은 항상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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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서는 귀하가 주인입니다. 12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보면서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작동하십시오.

실내의 모든 요소들은 디자인과 기능을 함께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어 손잡이에는 백라이트가 들어와 어둠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니어 월넛과 같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소재가 차의 첨단 기술을 

보완하면서도 특유의 현대적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STAy CONNECTED  
AND IN COMMAND.

볼보는 귀하에게 도움을 주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복잡하거나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볼보는 직관적이고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주변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된 귀하는 드라이빙 중의 모든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 버튼 대신 터치 스크린의 대형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대담하고 선명한 그래픽으로 스마트폰처럼 쉽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 운전자가 운전 중 도로를 주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터치 스크린은 차의 

깔끔한 실내 디자인과 잘 어울리며 손쉽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드라이빙 정보는 볼보의 운전자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 선호도 및 주변 밝기에 맞추어 조절되므로 항상 귀하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드라이빙을 위해, 볼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드라이빙에 필요한 

정보를 편안한 시야 위치에 보여줍니다. 마치 차량의 전면에 화면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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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E MuSIC.

어느 좌석에 앉든, 즐겨 듣는 음악을 더욱 가까이 두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볼보의 오디오 철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스피커의 개수나 와트수가 아닌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Bowers & Wilkins의 음향 전문가들과 함께하여 동급 

최고의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Bowers & Wilkins의 오디오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청취 경험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윈드 스크린에 의한 

음향 반사를 최소화한 센터 스피커 상단의 트위터와 볼보의 고유한 통풍식 

서브우퍼를 포함, 개별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파워풀하고 깨끗한 사운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생생한 느낌을 전해줄 것입니다.

Bowers & Wilkins는 B&W Group, Ltd.의 상표입니다.

Apple CarPlay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스마트폰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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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터치 스크린, 스티어링 휠 버튼 또는 음성 제어를 이용하여 손쉽게 음악을 즐기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iPhone (5 또는 이후 버전), Android (5.0 Lollipop 또는 이후 버전) 스마트폰을 지원합니다.

볼보의 Bowers & Wilkins 오디오 시스템은 차량 내부의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가장 사실적이며 

실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3개의 모드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오디오 프로세싱 기술은 실내에 

특정한 공간의 음향을 재현하여, 음악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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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톤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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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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efining safety every day volvo S9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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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AFETy TEChNOlOGy. 
yOuR PRO-ACTIvE 

PARTNER ON ThE ROAD.

능동적이며 진보된 위험방지 기술이 귀하의 감각에 능력을 더하고 차량 제어에 

대한 확신을 높입니다.

볼보 안전 기술의 핵심은 시티 세이프티입니다. 사방을 살피고 필요 시 

차량을 제동하거나 이동시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운전을 더욱 즐겁게 해 

줍니다.

시티 세이프티 기능은 야간에도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큰 동물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필요 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충돌을 피하거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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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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에 제동을 걸어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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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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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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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원래  

차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풀 LED 액티브 하이빔

풀 leD 헤드라이트는 다른 운전자들을 눈부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최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하이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전방의 도로 사용자들을 감지해 그들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자동으로 하이빔의 조도를 낮추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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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VO S90

PERFECT PARkING,  
EvERy TIME.

볼보를 타고 있다면, 주차까지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시 진행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전후면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를 추가하여 차량 주변에 

대한 상세한 조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불편한 좁은 지역에서 

후진하거나 이동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경우 볼보의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Park Assist Pilot) 기능이 대신 

주차를 해 드립니다. 이 기능은 주차 공간을 측정하고, 차량 길이의 1.2배 공간만 

확보가 되면 스티어링을 움직여 주차를 합니다.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 기능은 

평행 및 수직주차 모두 가능하며, 좁은 평행 주차 공간을 빠져나갈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으로 주차 공간을 빠져나올 때 측후면 접근 차량 경보 장치(Cross 

Traffic Alert)는 사각 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을 감지하여 줍니다.

360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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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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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도와줍니다.

 | 25 | 25



VOLVO S90

충격 흡수 앞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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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NG whAT’S  
MOST IMPORTANT.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는 것은 볼보에게 가장 중요하며, 볼보에 적용된 

최첨단 안전 기능들은 수 세기에 걸친 열정적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볼보의 모든 안전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은 충돌 시에 운전자와 동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합니다. 시트 디자인에서 탑승자를 둘러싼 세이프티 

케이지와 안전벨트 및 에어백까지,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여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앞좌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돌 시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볼보만의 경추 보호 시트는 후면 충돌 시 등과 

목을 보호합니다. 또한 도로 이탈 사고 시, 에너지를 흡수하는 앞좌석 시트 

구조는 차량이 공중에서 지면으로 떨어질 때의 충격에서 탑승자의 척추를 

보호합니다.

볼보의 차량은 충격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합니다. 프론트 안전 벨트는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벨트를 조여주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안전 기술과 세심한 관심이 볼보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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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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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ING MORE,  
uSING lESS.

성능과 효율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모든 볼보의 파워트레인은 적은 연료 

소비와 낮은 배기 가스 배출량으로 탁월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저마찰, 경량 엔진 설계와 첨단 급속충전 기술의 조합으로 뛰어난 성능과 

부드럽고 민첩한 드라이빙을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작을수록 마찰을 

통한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은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배기 가스의 양을 최소화합니다. 저마찰 부품으로 엔진을 더욱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줄임으로써 내부 공간을 

늘리고 차량의 역동적인 조향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운전을 즐겁게 만듭니다. 254마력의 T5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수퍼차저와 터보의 조합으로 어떤 엔진 회전 속도에서도 

즉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볼보의 기술은 콤팩트한 4기통 

엔진으로도 훨씬 더 큰 엔진에서와 같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귀하는 힘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볼보의 모든 파워트레인은 정숙하고 부드럽게 작동하여 편안한 드라이빙을 

보장합니다. 

정밀한 볼보의 8단 Geartronic™ 자동 변속기는 각 엔진의 숨겨진 성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힘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Geartronic™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어 변속을 수행하며, 또한 운전자가 직접 

수동 모드로 기어 변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설정에서 컴포트(Comfort), 에코(Eco), 다이내믹(Dynamic) 또는 인디비주얼

(Individual) 모드를 선택하면 파워트레인과 조향장치 그리고 액티브 섀시 

옵션이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즉시 조절됩니다.

볼보의 어느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든지, 귀하의 기대에 부응하는 힘과 타협 

없는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Efficient power without compromise volvo S9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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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wIThOuT COMPROMISE.

전동화와 같은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을 통해 독보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한 고성능 T8 트윈 엔진 

AWD로 몰입감 넘치는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고성능 4기통 가솔린 엔진과 강력한 전기 모터 조합의 출력과 성능은 훨씬 

큰 엔진과 동일하지만 연료 소비량은 훨씬 적습니다. 318마력 가솔린 엔진이 

전륜을, 87마력 전기 모터가 후륜을 구동하여 순간 가속과 필요에 따른 AWD

를 제공합니다.

네 가지 드라이브 모드는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여 성능과 연비의 최고의 균형을 

달성하며, 퓨어 모드는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여 배기 가스 없는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파워 모드는 최고의 성능을 위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을 

결합하며, AWD 모드는 상시 사륜구동으로 전환합니다. 각 모드에서 선호하는 

요소를 결합하여 필요에 따라 맞춤화된 모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이 기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가공된 알로이 롤러 스위치를 이용해 모드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시프트 바이 와이어(shift-by-wire) 기술로 힘들이지 않고 기어 셀렉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동할 때는 효율적인 신형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brake-by-wire) 시스템이 제공하는 매끄러운 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6kWh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은 빠르고 쉽습니다. 회생 제동 덕분에 

주행하는 동안 배터리가 저절로 충전됩니다. 완전 충전이 필요할 경우, 본선 

전원에 연결하거나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됩니다. 

T8 트윈 엔진 AWD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Orrefors® 크리스탈 글래스로 만든 T8 트윈 엔진 Excellence의 기어 셀렉터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소재에 첨단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했습니다. 최신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로 기어 셀렉터의 조작이 

한결 더 매끄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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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 트윈 엔진은 뛰어난 효율만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S90이 도로에서 밸런스와 응답성이 얼마나 탁월하며 방향 변경에 신속하게 

반응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리어 액슬에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차의 

중심선을 따라 배터리를 설치함으로써 S90의 중량을 거의 완벽하게 

배분했으며, 이는 기민한 핸들링에 크게 기여합니다.

배터리의 위치 덕분에 S90의 무게 중심이 낮아져 차가 안정적이고 지면에 

밀착되며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지 않아 T8 트윈 

엔진에서는 다른 모든 S90 모델과 동일한 화물 적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볼보의 자동차는 처음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므로 볼보 자동차만이 선사하는 드라이빙의 만족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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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journey beGinS here.

귀하의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차를 제공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S90을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편안함과 정교한 디자인을 갖춘 

역동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귀하의 기대에 부응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법을 제공하며 삶을 

수월하게 만들고, 매일매일을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차게 해줍니다.

S90의 중심에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즉각적인 반응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볼보의 최첨단 

Drive-E 기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낮은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며, 이미 볼보의 파워트레인은 향후의 배기 가스 배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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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he volvo S90 of your choice.

볼보는 모든 일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귀하가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볼보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스타일의 S90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 트림 레벨 

및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했습니다. 

스웨덴의 최고급 럭셔리에 빠져보고 싶으시다면 S90 inscription을 

선택하고 그 편안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고의 장인정신과 디자인의 궁극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호화롭게 

꾸며진 S90 excellence를 선택하시고 그 편안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볼보 S90 Inscription
스웨덴식 럭셔리의 매우 세련된 표현입니다.

볼보 S90 Excellence
가장 뛰어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과 장인정신의 전형입니다.

참고. 트림 레벨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가까운 볼보 딜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VOLVO S90

a hiGher GraDe of luXury.

스칸디나비안 럭셔리에 대한 귀하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고급스러운 S90 inscription을 만들었습니다. S90 inscription은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개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디테일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세련되고 활기찬 경험을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독특한 외관 디자인은 S90의 럭셔리한 외관과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세심하게 꾸며진 인테리어는 편안한 드라이빙 경험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S90 inscription에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볼보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과 참신한 생각이 

스며든 인텔리전트한 럭셔리에 관해서라면, 귀하처럼 S90 inscription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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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VO S90

1. 도어 핸들 주변의 고광택 크롬 프레임과 같은 작은 디테일이 Inscription을 완성합니다. 2. 우아한 크롬 피니시 Inscription 프론트 그릴과 LED 조명이 있는 볼보 고유의 헤드라이트입니다. 3. 파인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진 파워 작동식 컴포트 시트와 프론트 시트 쿠션 익스텐션 그리고 볼보만의 리니어 월넛 천연 목재 데코 인레이는 현대적 럭셔리함의 감각을 더합니다. 4. Inscription 로고가 새겨진 도어 하부의 
밝은 데코 몰딩입니다. 5. 볼보의 테일러드 대시보드는 럭셔리한 인테리어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동시에 네 가지 그래픽 모드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12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귀하가 모든 동작의 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6. 듀얼 통합형 배기관과 밝은 데코 트림은 우아하고 파워풀한 인상을 더 깊게 합니다. 7. 다이아몬드 패턴 메탈 피니시 드라이빙 모드 스크롤 
휠과 리니어 월넛 데코 인레이입니다. 8. S90 Inscription 차량에 적용되는 파인 나파 가죽 커버와 동일한 색상의 Inscription 전용 가죽 커버 리모컨은 사려 깊은 스칸디나비안 장인정신과 깔끔한 디자인의 훌륭한 
예입니다.

매우 세련된 S90 inscription은 현대적인 럭셔리함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크롬 피니시 그릴과 도어 하부의 밝은 데코 

몰딩은 시간을 초월하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에 부합하는 수많은 외관 

디자인 요소들과 어우러져 S90을 돋보이게 합니다. 아름답게 세공된 보석 

디자인처럼 10-스포크 실버 다이아몬드 컷 휠은 밝은 데코 바디 인레이의 메탈 

피니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우아한 듀얼 통합형 배기관과 함께 휠 또한 

자신감 넘치는 외관을 더해줍니다. 볼보 고유의 LED 조명은 강력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어둠 속에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도어를 

열 때마다, Inscription 트레드 플레이트가 환하게 빛나며 귀하를 맞이합니다.

천연소재로 정교하게 가공된 요소들은 호화로운 웰빙 분위기의 라운지와 

같은 느낌을 연출하여 럭셔리한 테마의 영속성을 보여줍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파인 나파 가죽 시트, 파워 조절식 4방향 요추 받침 및 프론트 시트 

쿠션 익스텐션이 적용된 조각과 같은 파워 작동식 컴포트 시트에 몸을 기대어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급 리니어 월넛 데코 인레이, 테일러드 

대시보드, Inscription 텍스타일 매트 및 볼보의 최첨단 인테리어 조명은 

만족스러운 Inscription 경험을 배가합니다. 또한 앞좌석 사이의 콘솔에 위치한 

12인치 대형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편리한 드라이빙 모드 설정기능은 귀하가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안락함을 위하여 프론트 시트에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4구역 공조 시스템으로 운전자 및 조수석 탑승자 그리고 

뒷좌석 바깥쪽 탑승자도 개별적으로 실내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보의 Bowers & Wilkins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은 귀하가 어느 좌석에 있든 

맑고 사실감 있는 탁월한 사운드를 들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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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VO S90

717 
onyx black

707 
crystal white

477 
electric Silver

721 
mussel blue

714 
osmium Grey

19인치 10-스포크, 
실버 / 다이아몬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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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seat

VOLVO S90

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 통풍 컴포트 시트 1. 차콜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00 2. 마룬 브라운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30 3. 앰버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20 인레이 4. 리니어 월넛

S90 inscription의 실내는 정교한 럭셔리함으로 가득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천연 소재들과 정교한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론트 시트 쿠션 

익스텐션과 파인 나파 가죽을 사용한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컴포트 시트와 함께 감각적인 경험은 더욱 커집니다.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이 제공되는 컴포트 시트는 

귀하의 웰빙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원목으로 만들어진 리니어 월넛 데코 인레이와 테일러드 대시보드는 볼보만의 외형과 느낌을 부각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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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of everythinG.

볼보 S90 excellence의 근간을 이루는 독특한 컨셉은 볼보의 모든 장점을 

현대적인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넉넉함과 결합시킨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안 

디자인과 장인의 솜씨가 집약된 S90 excellence는 럭셔리 차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평온한 분위기는 

물론, 럭셔리한 단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내를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앞좌석의 경험을 즐기든,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든, 첨단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는 독립된 파인 나파 가죽 시트에서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순수 스웨덴 크리스탈로 만든 수제 Orrefors® 

글래스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차량 

오디오 시스템인 Bowers & Wilkins의 Premium Sound가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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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대적 스타일과 호화로운 분위기는 S90 excellence의 독립된 파인 

나파 가죽 시트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안락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별 

전동 위치조절 및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며, 열선 및 통풍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5개의 프로그램과 3개의 속도를 지원하는 마사지 기능, 파워 작동식 시트 

쿠션 익스텐션, 폭이 매우 넓은 뒷좌석 머리 받침대, 넓은 레그룸 등은 마치 

스파에 와 있는 것과 같은 S90 excellence의 분위기를 더욱 강조해 줍니다. 

뒷좌석 터널 콘솔도 편리한 접이식 가죽 개별 트레이를 제공합니다. 뒷좌석 

터널 콘솔에는 특별하게 디자인된 2개의 스웨덴 Orrefors® 크리스탈 샴페인 

글래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뒷좌석 사이의 냉각 컴파트먼트에 음료를 두고 

언제나 편리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듣는 즐거움을 위해, Bowers & Wilkins 오디오 시스템은 귀하가 좋아하는 

음악을 맑고 섬세한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로 들려줍니다. 특수 저소음 

타이어, 두꺼운 방음재, 라미네이트 처리된 이중 사이드 윈도우, 차량 실내와 

러기지 컴파트먼트 사이에 설치된 방음 디바이더 등으로 외부 소음이 최소 

수준으로 차단됩니다.

다섯 가지 전자 제어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는 볼보의 첨단 에어 서스펜션 

기술은 모든 도로 조건에서 완벽한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이온 공기 청정기가 

포함된 최첨단 4구역 공조 시스템은 오염 지역을 드라이빙하는 경우에도 

신선하고 상쾌한 실내 공기를 공급합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밝고 넉넉한 

실내공간 연출에 기여합니다. 두꺼운 카펫, 손잡이 가죽 패딩, 선바이저, 리니어 

월넛 우드 인레이와 테일러드 대시보드 등은 넉넉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더욱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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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치 10-스포크, 
실버 / 다이아몬드 컷

717 
onyx black

711 
bright Silver

707 
crystal white

721 
mussel blue

714 
osmium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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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 통풍 컴포트 시트 1. 차콜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04 2. 마룬 브라운 & 차콜 색상 인테리어, RC34 3. 블론드 & 블론드/차콜 색상 인테리어, WC04 인레이 4. 리니어 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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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S90 excellence의 넉넉한 실내 공간에서 곧바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개별 시트는 독특한 디자인 패턴이 타공된 파인 나파 가죽으로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천연 소재들로 귀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제 리니어 월넛 데코 인레이, 테일러드 대시보드, 가죽 선바이저, 트레이 테이블, 손잡이 등은 럭셔리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해 줍니다. 

Excellence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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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your S90, your way.

귀하의 새로운 차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볼보의 스타일링 액세서리를 이용해 

자신만의 S90을 꾸며보십시오. 더욱 우아한 외장을 원하신다면 크롬 인서트가 

포함된 외장 스타일링 패키지를 선택하십시오. 또는 볼보의 차체 색상 인서트가 

포함된 외장 스타일링 패키지로 S90의 역동적인 특징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체 색상 인서트가 포함된 외장 스타일링 패키지. 차체 색상 인서트가 포함된 프론트 스포일러와 사이드 실 몰딩은 차량의 낮은 지상고를 강조하며, 동시에 부트 리드 스포일러는 잠재된 성능을 암시합니다. 통합형 

듀얼 스플릿 배기관과 차체 색상 리어 디퓨저는 더욱 단호한 느낌의 외관을 연출합니다. 21인치 5-스포크 팬 휠 옵션은 이동이나 정지 상태에서 항상 S90의 존재감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크롬 인서트가 포함된 외장 스타일링 패키지. 프론트 스포일러 립은 프론트 엔드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크롬 인서트는 차의 폭을 강조합니다. 부트 리드 스포일러는 S90을 더욱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며, 실 몰딩은 

스포티하고 낮은 프로파일을 강조합니다. 후면에서는 차체 색상 리어 디퓨저와 통합형 듀얼 스플릿 배기관이 강력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21인치 10-오픈 스포크 터빈 휠은 차체에 우아함과, 

더욱 강력한 시각적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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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for your life.

귀하와 귀하의 차를 위해서 디자인된 볼보 액세서리로 귀하의 삶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S90을 꾸며보십시오.

볼보의 미디어 서버는 탑승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서버에 

저장된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날렵한 디자인의 iPad® 

홀더와 함께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는 디자인의 슬림한 

선쉐이드는 뜨거운 열과 강한 빛을 차단해주며, 우아한 실내에 통합되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1. 미디어 서버와 iPad® 홀더*, 뒷좌석용 2. 선쉐이드 3. Inscription 플로어 매트, 텍스타일 4. 플로어 매트, 플라스틱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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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to work.

멋진 디자인과 완벽한 기능을 갖춘 볼보의 외장 액세서리로 당신을 위한 S90
을 창조해 보십시오. 내구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낮은 로드 캐리어를 추가해 다양한 루프 장착 액세서리를 활용해 보십시오. 

차량에 설치된 마운트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스키 랙에서 카누 홀더에 

이르는 다양한 볼보의 로드 캐리어 액세서리를 즉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경량 

루프 박스는 로드 캐리어에 바로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 적재 용량을 350

리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키를 운반하는 데 적합하며(최대 6개) 퀵그립 

마운팅을 이용하면 루프 박스를 쉽고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을 실을 때 유용한 리드 LED조명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볼보가 디자인한 머드 가드 세트는 오염 물질과 먼지로부터 차체를 보호해주며 

뒤따라오는 차량에 의한 오염물이 튀는 것도 줄여줍니다.

전동 접이식 토우바를 이용하면 견인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눈에 띄지 않도록 접을 수 있습니다. 로드 컴파트먼트 내부의 버튼을 누르면 

토우바가 펼쳐지므로, 한번의 클릭으로 토우바를 제자리에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토우바가 바른 위치에 고정되지 않거나 트레일러의 라이트가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 디스플레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보 자동차 딜러에 문의하면 습하고 추운 계절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윈터 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볼보가 디자인한 루프 박스 2. 플라스틱 매트, 카고 컴파트먼트 3. 짐 보호 커버가 포함된 텍스타일 매트, 카고 컴파트먼트 4. 맞춤형 리모컨, 리니어 월넛 5. 조명이 들어오는 실 몰딩 6. 머드 가드, 프론트 7. 접이식 토우바 8. 로드 캐리어 9. 부트 리드 스포일러

VOLVO S90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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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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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S90 t5 S90 T8 AWD

전장 (mm) 4,965 5,085

전폭 (mm) 1,880 1,880

전고 (mm) 1,445 1,450

공차중량 (kg) 1,755 2,185

powertrain

형식 직렬 4기통 직렬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방식 전륜구동 4륜구동

배기량 (cc) 1,969 1,969

최고출력 (ps/rpm) 254/5,500
엔진: 318/6,000  모터:87/7,000

총 시스템 출력: 405

최대토크 (kg•m/rpm) 35.7/1,500~4,800
엔진: 40.8/2,200~5,400

모터: 24.5/0~3,000

변속기 8단 자동 기어트로닉 8단 자동 기어트로닉

0-100km/h 가속 (초) 6.8 4.9

wheel & tires

Inscription 19” | 255/40R

Excellence 20" | 245/40R

fuel 전기(km/kWh) 휘발류(km/L)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복합 (km/L) 11.1 2.9 10.8

도심 (km/L) 9.7 2.8 9.9

고속도로 (km/L) 13.4 3.0 12.1

1회 충전 주행거리 (km) 28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급) 4 -

CO2 배출량 (g/km) 155 64

VOLVO S90



OPTION LIST

SAFETY t5 Inscription T8 AWD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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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 ○

눈부심 방지 룸 미러 & 아웃사이드 미러 ○ ○

헤드 업 디스플레이 ○ ○

파크 어시스트 센서 ○ ○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 ○ ○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 ○ ○

360° 서라운드 뷰 카메라 ○ ○

키리스 엔트리 & 리모트 태그 ○ ○

차일드 도어락 ○ ○

프라이빗 락 ○ ○

POWERTRAIN & CHASSIS
DRIVE-E 엔진 ○ ○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 ○ ○

사륜구동 ○

스타트/스톱 시스템 ○ ○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 ○

다이내믹 섀시 ○ ○

힐 스타트 어시스트 ○ ○

EXTERIOR
 인스크립션 매트 실버 그릴 ○ ○

 인스크립션 사이드 몰딩 ○ ○

 컬러 코디네이티드 도어 핸들 & 브라이트 데코 ○ ○

 브라이트 데코 사이드 윈도 ○ ○

 듀얼 인티그레이티드 이그조스트 테일 파이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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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 SEATS t5 Inscription T8 AWD EXCELLENCE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 ○

9인치 터치 스크린 센터 디스플레이 ○ ○

3-스포크 유니 데코 인레이 레더 스티어링 휠 ○ ○

스티어링 휠 히팅 ○ ○

크리스탈 기어 레버 노브 ○

인스크립션 리니어 월넛 데코 인레이 ○ ○

인스크립션 테일러드 인스트루먼트 패널 마감 ○ ○

인테리어 일루미네이션 - 하이 레벨 ○ ○

나파 레더 시트 ○ ○

앞좌석 전동 시트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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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좌석 마사지 시트 ○

엑셀런스 4-시터 패키지 ○

트레드 플레이트 실몰딩 일루미네이션 ○ ○

CLIMATE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 ○

클린 존 인테리어 ○ ○

4-구역 독립 온도 조절 시스템 ○ ○

뒷좌석 측면 윈도 선 블라인드 ○ ○

전동식 후면 리어 선 커튼 ○ ○

전면 윈드 스크린 워셔 노즐 히팅 ○ ○

전동식 선루프 ○

전동식 파노라믹 선루프 ○

SENSUS SYSTEM
Bowers  & Wilkins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

서브우퍼 ○ ○

Apple CarPlay, Android Auto ○ ○

USB 포트 ○ ○

블루투스 ○ ○

내비게이션 ○ ○

WHEELS & TIRES
19” 10-스포크 실버 다이아몬드 컷 ○

20” 10-스포크 실버 다이아몬드 컷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

CARGO AREA
전동식 트렁크 ○ ○

비상용 삼각대 ○ ○

12V 아웃렛 ○ ○

타이어 리페어 키트 ○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

※ 표기된 사양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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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로슈어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볼보자동차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