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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 IRED STYL ING .
푸조 엔지니어들은 차량에 가장 적합한 액세서리들을 선택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크리에이티브한 푸조 액세서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푸조 3008 SUV에 라이프 스타일, 테크놀로지,

안전 등의 액세서리 컬렉션을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푸조 순정 액세서리는 높은 수준으로 검증되었기에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PE U G EOT 3008  SUV
IN F IN ITE  POSS IB IL IT IES .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C O M F O R T

TAILORED TO YOU.
헤드레스트 옷걸이, 선블라인드, 에어 디플렉터 등 푸조 3008 SUV에 개성을 더하고

모든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프론트 에어 디플렉터 세트

2     LED 독서용 램프

3     헤드레스트 옷걸이

4     재떨이

5     방향제 리필

6     리어 사이드 윈도우 선블라인드

7     리어 윈도우 선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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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L U T I O N S   F O R   T R A N S P O R T

MAD E  TO E XPLORE .
주말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시외로 나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푸조 액세서리들이 여러분의 여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루프 바, 루프 박스, 트렁크 트레이 등 푸조 3008 SUV는

여가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1     트렁크 매트

2     트렁크 트레이

3     러기지 네트

4     루프 바 (세로형 루프 바 미장착 모델용)

5     루프 바 (세로형 루프 바 장착 모델용)

6     롱 루프 박스 (420 리터)

8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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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Y L E

TU RN HEADS .
알루미늄 페달부터 크롬 도어 미러, 알로이 휠까지 푸조 3008 SUV에 스타일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위한 알루미늄 풋레스트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     레드 줄로 두른 다이아몬드 휠 캡

2     블랙 휠 캡

3     화이트 아이스 휠 캡 

4     그레이 안트라 휠 캡

5     알루미늄 페달 세트 (클러치 페달 제외)

6     크롬 도어 미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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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치 디트로이트 세트 19인치 뉴욕 세트

10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프론트 머드 플랩 세트

2     리어 머드 플랩 세트

3     “발리” 시트 커버

4     실내 주차를 위한 커버

5     니들 매트 세트

6     벨벳 매트 세트

7     3D 매트 세트

8     고무 매트 세트

12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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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T E C T I O N

A DVENT URE  PROOF.
머드 플랩부터 실내 주차를 위한 커버, 높은 품질의 벨벳 매트와

고무 매트까지 푸조 3008 SUV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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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U L T I M E D I A

ONBOARD
INTE L L IGE NC E .
테크놀로지는 이미 푸조 3008 SUV의 모든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보다 완벽한 주행 경험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추가 옵션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승객이 목적지가 어디든지

항상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스마트폰 홀더

2     Tetrax 스마트폰 홀더

3     멀티미디어 장비 거치대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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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ST  OF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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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프론트 에어 디플렉터 세트 (1세트 2개) 16 164 433 80 ₩88,770 7P

 LED 독서용 램프 16 107 471 80 ₩100,210 7P

 헤드레스트 옷걸이 16 079 381 80 ₩53,460 7P

 재떨이 8211 F9 ₩22,550 7P

 라이터 8227 54 ₩47,960 -

 포터블 방향제 16 076 729 80 ₩34,320 -

 방향제 리필 (트로피칼 망고) 16 085 779 80 ₩23,430 -

 방향제 리필 (고멧 바닐라) 16 085 780 80 ₩23,430 -

 방향제 리필 (안티 타바코) 16 085 781 80 ₩23,210 -

빌트인 방향제를 위한 리필 세트 
 (하모니 우드, 에어로 드라이브, 코즈믹 레더)

16 227 171 80 ₩73,370 7P

 리어 사이드 윈도우 선블라인드 세트 
 (1세트 2개)

16 163 599 80 ₩166,430 7P

 리어 윈도우 선블라인드 16 163 600 80 ₩139,700 7P PROTECTION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프론트 머드 플랩 세트 (GT) 16 151 017 80 ₩46,530 12P

리어 머드 플랩 세트 (GT) 16 151 019 80 ₩46,530 12P

프론트 머드 플랩 세트 (GT외) 16 151 016 80 ₩46,530 12P

리어 머드 플랩 세트 (GT외) 16 151 018 80 ₩51,150 12P

프론트 & 리어 "발리" 시트 커버 세트 16 173 215 80 ₩624,580 12P

실내 주차를 위한 커버 (사이즈 3) 9623 E8 ₩421,960 13P

프론트 & 리어 범퍼 반투명 보호 필름 세트 (1세트 2개) 16 111 349 80 ₩48,510 -

프론트 & 리어 도어 반투명 보호 필름 세트 (1세트 4개) 9424 J2 ₩147,730 -

니들 매트 세트 (1세트 3개) 16 164 361 80 ₩57,530 13P

벨벳 매트 세트 (1세트 3개) 16 164 358 80 ₩92,950 13P

3D 매트 세트 (1세트 3개) 16 164 356 80 ₩116,930 13P

고무 매트 세트 (1세트 4개) 16 164 350 80 ₩103,290 13P

STYLE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레드 줄로 두른 다이아몬드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082 652 80 ₩51,590 10P

화이트 아이스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088 368 80 ₩39,270 10P

블랙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229 619 80 ₩39,270 11P

그레이 안트라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117 225 80 ₩40,810 11P

18인치 디트로이트 알로이 휠 세트 (1세트 4개) 16 229 664 80 ₩2,082,300 11P

19인치 뉴욕 알로이 휠 세트 (1세트 4개) 16 229 665 80 ₩2,252,800 11P

알루미늄 페달 세트 (클러치 페달 제외) 16 290 672 80 ₩117,810 11P

알루미늄 풋레스트 (GT) 98 113 508 VV ₩209,000 11P

크롬 도어 미러 커버 16 181 826 80 ₩199,430 11P

스테인리스 스틸 프론트 도어 스커프 세트 (1세트 2개) 9400 JP ₩116,930 -

카본 에스펙트 프론트 & 리어 도어 스커프 세트 (1세트 4개) 9400 JQ ₩89,760 -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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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SOLUTIONS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트렁크 트레이 (소프트 재질) 16 168 717 80 ₩90,530 8P

 트렁크 트레이 (하드 재질) 16 168 716 80 ₩130,460 -

 트렁크 매트 16 164 366 80 ₩61,050 8P

러기지 네트 7568 FT ₩28,710 8P

 트렁크 스토리지 백 16 070 762 80 ₩51,700 -

 가로형 루프 바 세트 (세로형 루프 바 장착 모델용) 16 131 895 80 ₩426,910 9P

 가로형 루프 바 세트 (세로형 루프 바 미장착 모델용) 16 134 264 80 ₩369,380 9P

 플렉시블 쇼트 루프 박스 (280 리터) 9459 K1 ₩704,440 -

 쇼트 루프 박스 (330 리터) 16 096 656 80 ₩885,500 -

 미디엄 루프 박스 (420 리터) 16 096 657 80 ₩1,033,010 -

 롱 루프 박스 (420 리터) 16 096 658 80 ₩1,112,540 9P

※ 상세 제품은 사전 고지없이 단종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브로슈어에 소개된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위 권장 소비자 가격은 VAT 포함 가격이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착에 필요한 추가 부품 및 공임은 별도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공식 딜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브로슈어에 사진이 기재되지 않은 제품

SAFETY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안전 장비 세트  
(응급처치 키트 + 안전삼각대 + 안전조끼 2개 + 장갑 + 라이트 스틱)

16 115 617 80 ₩103,400 -

 안전 삼각대 & 안전 조끼 16 179 255 80 ₩29,370 -

 윈도우 브레이커 & 시트벨트 커터 16 377 701 80 ₩52,030 -

MULTIMEDIA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스마트폰 홀더 16 139 461 80 ₩87,670 15P

Tetrax 스마트폰 홀더 16 135 791 80 ₩59,510 15P

멀티미디어 장비 거치대 16 259 351 80 ₩282,150 15P

L I ST  OF  ACCESSORIES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