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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rotect your vehicle 
06  Optimise your safety 
08  Take what you want with you 
10  Increase your capacities

EVEN MORE REMARKABLE
자신의 사용 방식뿐만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서도 오리지널 푸조의 액세서리들은  
푸조 308을 더 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발전에  
도달하고 있는 브랜드, 타협 없는 품질과 미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이러한 PEUGEOT의 안전에 대한 원칙은 제조 공정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PEUGEOT 308의 모든 디테일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급 액세서리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다양한 장비들로 보완되었습니다.

걱정 없는 운전을 위해 PEUGOT Original Accessories는 모든 면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내구성은 우리 팀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ORIGINAL 
PARTS



1. Dog guard
2. Parking cover
3. Seat covers
4. Front mud flaps
5. Rubber mats
6. 3D floor mats
7. Velvet carpet 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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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YOUR VEHICLE
내부 및 외부 보호 액세서리들 덕분에 안심하고 승객과 
물품들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튼튼하며 푸조 308의 내부 커버의 내구성을 보호합니다. 



1. Sun protection socks
2. Rear window blind
3. Front park assist
4. Burglar alarm
5. belt protector
6. Side bl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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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SE YOUR SAFETY
Peugeot는 당신과 승객의 웰빙을 더욱 증가시키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액세서리도 있으며, 뜻밖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쾌적하고 훌륭한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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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of bars
2.  Roof-mounted bicycle rack
3. Roof box
4. Ski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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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WHAT YOU WANT  
WITH YOU

푸조가 디자인한 308에 장착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운송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내구성도 높고 설치도 
편리하며 도심 충돌 테스트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필요한 니즈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이크, 스키 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Tow bar connection kit - Removable Without Tools  
2. Semi-rigid boot tray
3. Boot liner
4. Boot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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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YOUR CAPACITIES
정밀하게 맞춘 PEUGEOT 308 장비로 운송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액세서리 덕분에 여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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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obiles Peugeot,  
552 144 503 R.C.S. Nanterre - July 2022

CONFIGURE

ORDER ON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