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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YPE



파워트레인 P300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후륜 구동(RWD)
최고 출력 (PS/rpm) 300 / 5,500
최대 토크 (kg.m/rpm) 40.8 / 1,500-4,500
배기량 (cc) 1,997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4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 / 92.3
압축비 (:1) 9.5 ±0.5

성능
0-100km/h 가속 시간 (초) 5.9
80-120 km/h 가속 시간 (초) 3.7
안전 최고 속도 (km/h) 250

중량*
공차 중량 1,650

연비**
복합 연비 (km/l) 9.8
도심 연비 (km/l) 8.4
고속도로 연비 (km/l) 12.3
복합 CO2 배출량 (g/km) 172
등급 4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63

F-TYPE COUPÉ – TECHNICAL SPECIFICATION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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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식 사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년식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만의 재규어 만들기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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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YPE CONVERTIBLE – TECHNICAL SPECIFICATION

파워트레인 P300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 후륜 구동(RWD)
최고 출력 (PS/rpm) 300 / 5,500
최대 토크 (kg.m/rpm) 40.8 / 1,500-4,500
배기량 (cc) 1,997
실린더 개수 / 실린더 당 밸브 4 / 4
실린더 레이아웃 직렬 
실린더 내경 / 스트로크 (mm) 83 / 92.3
압축비 (:1) 9.5 ±0.5

성능
0-100km/h 가속 시간 (초) 5.9
80-120 km/h 가속 시간 (초) 3.7
안전 최고 속도 (km/h) 250

중량*
공차 중량 1,650

연비**
복합 연비 (km/l) 9.8
도심 연비 (km/l) 8.4
고속도로 연비 (km/l) 12.3
복합 CO2 배출량 (g/km) 172
등급 4
연료 탱크 용량 - 사용 가능량 (리터) 63

*표기된 중량은 기본 사양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입니다. 추가 옵션 선택 시 중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TYPE COUPÉ & CONVERTIBLE  – DIMENSIONS

전장 4,470mm

전폭 
2,042mm(미러 포함) 
1,923mm(미러 제외)

전고 
쿠페 1,311mm / 컨버터블 1,307mm

휠베이스 2,622mm

윤거(전륜) 1,596mm*

윤거(후륜) 1,647mm**

지상고(최저) 100mm

회전 반경(연석 기준) 
후륜 구동 10.63m

적재 공간 용량 
쿠페 Dry† 336리터 / Wet†† 509리터 
컨버터블 Dry† 132리터 / Wet†† 233리터

*1,584mm(20인치 휠인 경우).  **1,628(20인치 휠인 경우). 
†Dry: VDA 규격의 고체 블록(200mm x 50mm x 100mm)으로 측정한 용량.  ††Wet: 적재 공간을 액체로 채우는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용량. 
모든 제원은 공차 상태의 차량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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