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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푸조는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 뉴 푸조 508과 508SW에 완벽하게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만들어내고 선택했습니다.

푸조의 스타일리스트와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결합하여, 

아름답고 뛰어난 안전성을 지닌 푸조 순정 액세서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푸조 순정 액세서리는 뉴 푸조 508과 508SW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적의 피팅을 받은 다양한 종류의 고급 

액세서리들로 보완됩니다. 

모든 푸조 순정 액세서리는 높은 기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준수하기에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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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 SAFETY



1     프론트 머드 플랩 세트

2     리어 머드 플랩 세트

3     범퍼 반투명 보호 필름 세트

4     실내 주차를 위한 커버

5     도어  반투명 보호 필름 세트

P R OTEC T ION
뉴 푸조 508과 508SW는 차량의 모든 부위에 차량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고성능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차량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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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트렁크 실 반투명 보호 필름

2     3D 매트 세트

3     벨벳 매트 세트

4     고무 매트 세트

PROTE C T ION
뉴 푸조 508과 508SW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이 액세서리들은

차량의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차량의 내외부를 부식과 마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플로어 매트
이 플로어 매트는 뉴 푸조 508과 

508 SW에 완벽히 맞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운전석 매트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고정 장치에 끼워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인테리어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과 소재의 

플로어 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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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렁크 트레이 - 하드 재질

2     러기지 네트

3     러기지 커버가 달린 트렁크 컨버젼 키트* 

4     실 프로텍터가 달린 트렁크 매트

8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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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PORT
SOLUTIONS
깨지기 쉬운 물건을 완벽한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최적의 액세서리를

뉴 푸조 508과 508SW의 트렁크에 장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뉴 푸조 508과 508SW만을 위해 디자인된 이 액세서리들은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며 여러분이 여가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차량 사양 및 옵션에 따라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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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프 바 (세로형 루프 바 장착 모델용)

롱 루프 박스 (420 리터)

TRANS PORT  S OLUT IONS
City Crash Test를 승인 받은 뉴 푸조 508과 508SW의 루프 바와 함께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안전성과 부착성으로 별다른 공구없이 최대 80kg의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든지 가지고 갈수 있는 이 액세서리를 차량에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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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독서용 램프

2     헤드레스트 옷걸이

3     재떨이

4     포터블 방향제

CO MFORT
뉴 푸조 508과 508SW를 위한 액세서리들로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푸조 액세서리는 운전자와 동승객을 위한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합니다. 

운전자와 동승객이 최대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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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12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STYL E
뉴 푸조 508과 508SW에 스타일을 더해 우아하고

역동적인 라인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맞춤형 옵션들로 여러분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론트 도어 스커프 세트

2     알루미늄 페달 세트 (클러치 페달 제외)

3     19인치 AUGUSTA 알로이 휠 세트

4     17인치 MERION 알로이 휠 세트

5     화이트 아이스 휠 캡 세트

6     레드 줄로 두른 다이아몬드 휠 캡 세트

7     그레이 안트라 휠 캡 세트

8     블랙 휠 캡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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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5



MU LT IM EDIA/
SA FET Y
주행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행이 방해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행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2     Tetrax 스마트폰 홀더

3     안전 장비 세트

4     멀티미디어 장비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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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이 시스템은 자기 유도 원리(Qi 1.1 표준)를 통해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세트는 거치대, 패드, 라이트 

가이드 및 무선 충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량 사양 및 옵션에 따라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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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ST  OF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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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LED 독서용 램프 16 107 471 80 ₩100,210 12P

 헤드레스트 옷걸이 16 079 377 80 ₩53,460 13P

 재떨이 8211 F9 ₩22,550 13P

 라이터 8227 96 ₩59,730 -

 포터블 방향제 16 076 729 80 ₩34,320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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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TECTION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실내 주차를 위한 커버 (사이즈 3) 9623 E8 ₩421,960 5P

프론트 머드 플랩 세트 (1세트 2개) 16 290 324 80 ₩43,670 4P

리어 머드 플랩 세트 (1세트 2개) 16 290 325 80 ₩43,670 4P

프론트 & 리어 범퍼 반투명 보호 필름 세트 (1세트 2개) 16 111 349 80 ₩48,510 4P

프론트 & 리어 도어 반투명 보호 필름 세트 (1세트 4개) 9424 J2 ₩147,730 5P

스테인리스 스틸 트렁크 실 프로텍터 16 335 653 80 ₩182,490 -

트렁크 실 반투명 보호 필름 (Sedan) 16 335 655 80 ₩78,210 6P

트렁크 실 반투명 보호 필름 (SW) 16 335 654 80 ₩96,030 6P

프론트 & 리어 3D 매트 세트 (1세트 4개) 16 285 631 80 ₩121,440 6P

프론트 & 리어 벨벳 매트 세트 (1세트 4개) 16 285 627 80 ₩121,440 6P

프론트 & 리어 고무 매트 세트 (1세트 4개) 16 277 948 80 ₩121,440 7P

프론트 & 리어 니들 매트 세트 (1세트 4개) 16 285 624 80 ₩70,950 -

STYLE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스테인리스 스틸 프론트 도어 스커프 세트 (1세트 2개) 16 383 977 80 ₩110,990 14P

알루미늄 페달 키트 (클러치 페달 제외) 16 384 314 80 ₩165,220 14P

19인치 AUGUSTA 알로이 휠 세트 (1세트 4개) 16 385 602 80 ₩2,710,400 14P

17인치 MERION 알로이 휠 세트 (1세트 4개) 16 385 601 80 ₩1,721,280 15P

화이트 아이스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088 368 80 ₩39,270 14P

레드 줄로 두른 다이아몬드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082 652 80 ₩51,590 15P

그레이 안트라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117 225 80 ₩40,810 14P

블랙 휠 캡 세트 (1세트 4개) 16 229 619 80 ₩39,270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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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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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사양 및 옵션에 따라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SAFETY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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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39 084 80 ₩174,570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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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충전기* 16 385 366 80 ₩556,380 16P

Tetrax 스마트폰 홀더 16 135 791 80 ₩59,510 17P

멀티미디어 장비 거치대 16 259 351 80 ₩282,150 17P

L I ST  OF  ACCESSORIES

     ※ 본 브로슈어의 사진과 장비관련 정보는 판매되는 실차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1

명칭 제품번호 권장 소비자 가격

 트렁크 트레이 - 소프트 재질 (Sedan) 16 318 359 80 ₩99,660 -

트렁크 트레이 - 하드 재질 (Sedan) 16 318 358 80 ₩144,540 8P

트렁크 트레이 - 소프트 재질 (SW) 16 318 361 80 ₩99,660 -

트렁크 트레이 - 하드 재질 (SW) 16 318 360 80 ₩144,540 8P

실 프로텍터가 달린 트렁크 매트 (Sedan) 16 285 632 80 ₩121,440 9P

실 프로텍터가 달린 트렁크 매트 (SW) 16 285 633 80 ₩121,440 9P

러기지 네트 (Sedan) 16 369 946 80 ₩115,390 8P

러기지 네트 (SW) 16 369 947 80 ₩115,390 8P

러기지 커버가 달린 트렁크 컨버젼 키트 (SW) 16 290 615 80 ₩4,377,120 9P

 트렁크 스토리지 백 16 070 762 80 ₩51,700 -

 가로형 루프 바 세트 (SW) 16 350 256 80 ₩443,300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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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