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코리아 출판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쇄되었습니다.

포드 고객센터 1600-6003 / infokr1@f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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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s Best Warranty & Service. 무상 보증. 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0,000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보증 수리가 제공됩니다.(배터리 보증 : 3년/60,000km
이내, 먼저 도래하는 사항 적용)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 (ESP: Extended Service Plan). 일반 무상 보증과는 별도로 3년/6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일부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소정의 추가 비용으로 ESP 서비스 기간 연장(최장 5년 또는 10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과 서비스 해당 품목 확대
가 가능한 ESP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포드 차량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차
량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60,000km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도움을 드립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행불가 시, 현장으로부터 50km범위 내 가장 가까운 포드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견인해드리며,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 및 타이어가 파손되었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
을 때에도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신속하게 달려가 도움을 드립니다. 포드 고객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 포드 24
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80-300-3673
Ford Genuine Parts & Service. 포드 모터 컴퍼니가 설계, 제작, 추천하는 교체용 부품을 사용하시면 완벽한 품질, 조립, 기능이 보장됩니다. 순정 부품은 포드 모터 컴퍼니가 보증하며
포드 딜러 네트워크가 지원합니다. 항상 예정된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으시어 귀하의 차를 최적의 관리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및 링컨 딜러의 기술자들은 귀하의 차를 안팎
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포드 모터 컴퍼니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부품은 귀하의 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포드 순정 액세서리는
12개월 또는 2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포드 라이센스 액세서리(FLA)는 액세서리 생산업체의 보증규정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FLA
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기술적 요구에 맞게 설계하거나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액세서리 생산업체가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모든 제한 보증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가까
운 포드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FORD FINANCIAL SERVICES)는 한국의 포드 자동차 고객 여러분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드
코리아(FORD SALES AND SERVICE KOREA)와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가 제휴하여 런칭한 금융 브랜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원스
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드 고객 한분 한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포드를 가장 잘 아는 금융 브랜드인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는 포드 코리아와 함께 각 모델에 맞춘
다양한 금융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이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포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DVENTURE
STARTS HERE.

레인저와 함께 자연 속에서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활동들을 즐겨보세요.
도전 정신, 결단력으로 충만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과 함께한 2021 Ford Ranger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얻게 된 견고한 노하우가 반영된 레인저는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Built Ford Tough®로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VE LIFE
TO THE
FULL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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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레인저는 거친 작업을 할 때나 레저를 즐기는 시간 등 어떠한 상황에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레인저의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들로 인해 운행 중 불편함과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1
특히 레인저 Wildtrak에 적용된 자동 주차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은 운전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레인저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픽업트럭이 제공하는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하면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동시킬 수 있는 물품들을 선별해야 하는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 운전자 지원 기능들은 보조적 수단이며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 그리고 차량 제어를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 주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 및 제한 사항은 오너스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TOUGHNESS
RUNS DEEP.
레인저 랩터는 오프로드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프로드 성능에 최적화된 랩터의 바디 프레임은
고강도 강철을 사용해 더욱 견고해졌고 동시에 최적의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또한 프레임에 연결된 금속소재의 배시 플레이트와 스키드 플레이트 등 랩터의 하체 보호 장치는 오프로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스를 위해 탄생한 Fox Racing Shocks를 포함한
랩터의 서스펜션은 험난한 지형을 빠른 속도로 주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프로드 환경에 적합하도록
All-Terrain 타이어가 장착되어 일반 타이어보다 수명이 길고 튼튼합니다. 또한, 정밀하게 설계된 접근각, 이탈각 및
브레이크 오버 각도는 다른 트럭은 넘기 힘든 장애물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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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POWER,
SMALL
APPETITES.
NEW IMPROVED DIESEL ENGINES.
포드 레인저의 심장은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압도적 성능을 발휘합니다. 레인저에 장착된 디젤 엔진의 성능은 단순히 수치로
보여지는 것 이상입니다. 디젤 엔진이 선사하는 강력한 토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해 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비로 경제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BI-TURBO DIESEL
4-Cylinder Diesel Engine
포드의 혁신적인 Bi-turbo 엔진은 10단 변속기와 결합하여 강력한 토크와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터보 차저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킵니다.

213 PS / 3,750 RPM
51.0 kg.m / 1,750-2,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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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OF A
NEW
B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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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은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레인저 랩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저 랩터는 퍼포먼스 픽업
트럭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창조해 내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서 시행되는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BORN TO
PERFORM
레인저 랩터에 제공되는 Terrain Management System은 일반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 고속 주행 및 험로 주행도 가능하게 하여 드라이빙의 한계를 벗어난 더욱
자유롭고 즐거운 주행경험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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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레인저와 함께라면 원하는 곳은
어디라도 가실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2H/4H/4L로
모드를 변경하거나 랩터에
적용된 Terrain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해보면
레인저의 진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GO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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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VE
TRACTION.
포드 레인저에 적용된 견인 장치는 견인물을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들과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견인물의 하중이 높은 경우에도 레인저는 trailer sway control 등의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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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TRAK
HIGHLIGHTS OF THE
EXTERIOR FITTINGS

HIGHLIGHTS OF THE
INTERIOR FITTINGS

18인치 알로이 휠

6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오디오 시스템

플라스틱 사이드 스텝

듀얼존 온도 조절 장치

알루미늄 장식이 포함된 루프레일

운전석 파워 시트

카고 스페이스 라이팅

와일드 트랙 로고가 포함된 플로어 매트

카고 타이다운 후크

앰비언트 라이팅

트레일러 토우 프렙 팩

Rearview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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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USB ports

RAPTOR
HIGHLIGHTS OF THE
EXTERIOR FITTINGS

HIGHLIGHTS OF THE
INTERIOR FITTINGS

17인치 알로이 휠

바디 컨투어드 시트

시그니처 랩터 그릴

랩터 로고가 포함된 스티어링 휠

헤비 듀티 사이드 스텝

패들 시프터

퍼포먼스 서스펜션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

트레일러 토우 프렙 팩
Terrain Management System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Bash Plate)

Huge Bash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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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s in front

센터 암레스트 및 컵홀더

리어 시트 언더 스토리지

파워 폴딩 미러

SYNC3® 시스템

230V 파워 플러그

운전석 전동 및 열선 시트

YOUR CABIN.
ROOMY AND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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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TECH.
CONNECTED YOUR WAY.
음성 명령 시스템을 지원하는 SYNC3® 시스템은 8" 터치스크린과 잘 조화되어 편안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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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ASSISTANCE TECHNOLOGY

CONFIDENCE.
FORD CO-PILOT360™ TECHNOLOGY.

LANE KEEPING AID

ACTIVE BRAKING

COLLISION MITIGATION SYSTEM

HILL DESCENT CONTROL

ELECTRONIC STABILITY PROGRAMME(ESP)

REAR CAMERA

AUTO HIGH BEAM

TRAILER SWAY CONTROL

RAIN SENSING WIPER

WILDTRAK UNIQUE FEATURES
ADAPTIVE CRUISE CONTROL

FORWARD AND REVERSE SENSING SYSTEM

ASSISTED PARALLEL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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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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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CRUISE CONTROL1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전방 차량과 미리 정해진
거리를 유지합니다. 앞 차량과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내로
좁혀질 경우 자동으로 차량 속도를 줄입니다

FORD POWER START FUNCTION
포드 키리스 시스템은 키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도어를 열거나 잠글 수 있게 해줍니다.

FRONT PARKING AID1
전방 센싱 시스템이 앞쪽 장애물과의 거리 정보를 알려주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RKING ASSISTANT1
손쉽게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찾아 드리고
안전한 주차를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LANE KEEPING AID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은 주행 중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POWER OUTLET
230V 파워 플러그를 포함하여 레인저 곳곳에
전원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각종 전자기기를 손쉽게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DUAL ZONE AUTOMATIC AIR CONDITIONING
포드 레인저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운전석과
보조석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LECTRONIC STABILITY PROGRAMME(ESP)
이 시스템은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AR VIEW CAMERA
후방 카메라는 주차 시 뒤쪽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어 안전한 주차를 도와드립니다.

1. Wildtrak 전용 기능입니다. Raptor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WILDT R A K EX T ER I OR

RAPTO R EX T ERIO R

Frozen White

Saber

Frozen White

Race Red

Moondust Silver

Sea Grey

Performance Blue

Conquer Grey

Agate Black

Agate Black

W HEE LS 1

SE AT ING S U R FAC ES

WILDTRAK SEAT

RAPTOR SEAT

WILDTRAK

RAPTOR

(Body Contoured Sports Seat)

18인치 알루미늄 휠

17인치 알루미 늄 휠

차량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선택 가능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1. 휠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ME NS I O NS & EN GI N ES

F U E L E C O N O MY

Exterior (mm)

Capacities

2.0L Diesel Engine

Wildtrak

Raptor

Wildtrak

Raptor

휠베이스

3,220

3,220

탑승인원

5명

5명

배기량(cc)

전장

5,490

5,560

연료탱크

80L

80L

변속기

전고

1,850

1,870

공차중량(kg)

전폭

1,870

2,030

복합연비(km/ℓ)
도심연비(km/ℓ)

ENGINES

Wildtrak
배기량(cc)
최고출력(ps/rpm)
최대토크(kg·m/rpm)

1,996
213/3,750
51.0/1,750~2,000

Raptor
배기량(cc)
최고출력(ps/rpm)
최대토크(kg·m/rpm)

1,996
213/3,750
51.0/1,75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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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tor

1,996
자동 10단

1,996
자동 10단

2,310

2,510

10.0

8.9

9.2

8.4

고속도로연비(km/ℓ)

11.2

9.5

복합 CO₂ 배출량(g/km)

195

221

4등급

5등급

등급
2.0L Diesel Engine

Wildtrak

S PE C IFICATI O N
모델

Ranger 2.0L

Ranger 2.0L

모델

Ranger 2.0L

Ranger 2.0L

트림

Wildtrak

Raptor

트림

Wildtrak

Raptor

Double Cab

Double Cab

바디 스타일

바디 스타일

Double Cab

Double Cab

MECHAN I C A L

운전석 파워 시트

●

●

엔진

1열 열선 시트

●

●

바디 컨투어드 스포츠 시트(몸선 형상 스포츠 시트)

-

●

동반석 높이 조절

-

●

●

●

2.0L Diesel Engine
연료

●

●

경유

경유

●

●

●

-

알루미늄 페달

-

●

변속기
10단 자동 변속기

뒷좌석

서스펜션
스탠다드 듀티 서스펜션
퍼포먼스 서스펜션

리어 시트 센터 암레스트
벤치 시트

-

●

230V 파워 플러그

●

●

4WD Part Time Drive

●

●

아동 보호용 리어도어 잠금장치

●

●

Locking Rear Axle

●

●

키리스 엔트리 & 푸시 버튼 스타트

●

●

Terrain Management System

-

●

MyKey®

●

●

Trailer Tow Prep Pack

●

●

하이 시리즈 클러스터 (2개의 4.2" TFT 스크린)

●

-

Trailer Sway Control

●

●

미드 시리즈 클러스터 (1개의 4.2" TFT 스크린)

-

●

Electric Power Steering

●

●

SYNC®3

●

●

패들 시프터

-

●

음성 인식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오토 스타트 스탑

●

-

8" 컬러 터치스크린

6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Audio System

●

●

Apple CarPlay® & Android Auto™

EX T ERI O R
Wheel
18" 알로이 휠

●

-

Dual-Zone 온도 조절 장치

●

●

17" 알로이 휠

-

●

앰비언트 라이팅

●

-

●

●

S A F ET Y /SE C U R I T Y
●

●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에어백

오토 램프 on/off

운전석/동반석 에어백

LED 주간 주행등

운전석/동반석 사이드 에어백

LED 전방 안개등

운전석 무릎 에어백

오토 하이빔

사이드 커튼 에어백 팩

후방 안개등

●

●

동승자 감지 시스템

●

●

퍼들 램프

●

●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Bi-Turbo 사이드 배지

●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알림

●

●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Bash Plate)

-

●

ISOFIX 시트

●

●

레인 센싱 와이퍼

●

●

후방 카메라

●

●

캡리스 연료 주입구

●

●

전방 센싱 시스템

●

-

요소수 주입구

●

●

테일게이트 잠금 기능

●

●

Black with Silver Insert

●

-

전자식 주행 안전 장치(Electronic Stability Programme(ESP))

●

●

Heavy Duty Side Step

-

●

차선 유지 시스템

●

●

하이 마운트 제동등

●

●

크루즈 컨트롤

●

●

카고 스페이스 라이팅

●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

사이드 스텝

D R I V E R AS S I S T T E C H N O LO G Y

로드박스 베드라이너

●

●

자동 주차 보조 기능

●

-

DECAL 패키지

-

●

충돌방지 보조시스템

●

●

루프레일

●

-

Hill Descent Control™

●

●

액티브 브레이킹

●

●

INT ERIO R /C O MFO R T
앞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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