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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omfort 
06  Style - Multimedia 
08  Protection 
10 Transport

For carefree motoring, PEUGEOT Original Accessories comply in all 
respects with the most stringent quality standards and are approved by 
our teams for their reliability and durability.

역동적인 퀄리티, 효율적인 파워트레인과 유니크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PEUGEOT 3008과 5008에 올라 여행을 떠나보세요. 탑승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순간을 더욱 열정적으로 이루어주는 매력적인 액세서리를 적용한다면, 

당신의 차와 함께 하는 일상은 더욱 멋지게 변모할 것입니다. 

푸조 3008 및 5008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액세서리와 함께 특별한  

카 라이프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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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상관없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모든 부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용도에 부합하며, 최적의 편안함이 적용되어 

디자인된 액세서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단지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프론트/리어 파킹 어시스트

2. 사이드 블라인드

3. 리어 윈도우 블라인드

4. 헤드 레스트 거치형 옷걸이

5. 미니 냉장고 (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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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 MULTIMEDIA

PEUGEOT 3008과 5008의 효율적인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터치를 통해 구현되는 멀티미디어를 감상하며,  

유니크한 스타일링의 액세서리 컬렉션을 체험해 보십시오.

1. 9’’ D-JIX DVD 플레이어(헤드셋 2개 포함)

2. 멀티미디어 장치 홀더

3. 크롬 컬러 백미러 보호 케이스

4.  TETRAX Xway® 마그네틱 클립 유니버설 스마트폰 홀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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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PEUGEOT 3008과 5008의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텍션 액세서리들을 사용해 보세요.

보호용 커버, 머드 플랩, 카펫 매트 세트, 시트 커버 등,  

완벽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1. 보호용 커버

2. 프론트 및 리어 머드 플랩

3. 반려견 보호 가드

4. 리어 시트 보호 커버

5. 3008용 벨벳 카펫 매트

6. 5008용 벨벳 카펫 매트

7. 3D 카펫 매트

8. 러버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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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최적화된 적재 성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다양하게 새로운 공간 활용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액세서리를 선택하면서 차량의 적재 공간을 당신의 니즈에 따라 적용하며,  

여러 사이즈와 볼륨의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세요.  

1. 신축성 적재 공간 트레이

2. 적재 공간 커버

3. 적재 공간 매트

4. 적재 공간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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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더욱 큰 적재 용량을 원하시면 루프 바를 사용해 보세요. 자전거 랙, 루프 박스,  

스키 랙과 같은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스팩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견인 액세서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루프 바 스키 랙 (최대 6세트 탑재용)

2. 크로스 바

3. 토우 바 연결 키트

4. 스완넥 토우 바

5. 루프 박스(4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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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E

BUY ONLINE

Realization and edition :  
Altavia Paris, 10 rue Blanqui, Saint-Ouen, 93400 France 

Automobiles Peugeot,  
552 144 503 R.C.S. Nanterre - April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