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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만의 순정 액세서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재규어 F-PACE는 모든 방향으로의 핸들링(회전과 전환)이 매끄럽고 우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차량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제작된 재규어 자체 디자인 액세서리 또한 
F-PACE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드리고, 재규어만의 아름다움은 한결같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재규어는 당신이 찾던 디자인 요소들을 모두 갖춘 캐리어 제품, 휠, 휠 액세서리, 특별히 개발된 
라이프스타일 팩. 그리고 모든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멋지고 실용적인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섬세한 디자인과 설계

재규어 순정 액세서리는 차량 설계 팀과 동일한 팀이 디자인 및 제작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재규어의 모든 디테일한 공정과 기술적인 부분까지 숙지하고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최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완하면서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스타일 액세서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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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테스트

재규어의 모든 순정 액세서리는 완벽한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드라이빙에서도 언제나 최상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엄격한 테스트 및 검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탄생된 액세서리는 재규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엄정한 표준을 충족하며 당신의 차량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액세서리는 1년 365일, 어떠한 날씨 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극도의 고온 및 저온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내식성 테스트를 통해서는 해안 지역과 같은 열악한 기후 조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사하고 동시에, 기존 재규어의 안전 기능과 액세서리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액세서리는 또한 설계, 기능 및 소재에 특화된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테스트 합니다. 
예를 들면 익스테리어 액세서리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간 직사 광선에 노출, 일명 ‘플로리다 옥외폭로시험’

- 500시간의 가속 열 노화 시험

- -40℃~80℃의 극단 온도 시험

- 부품을 -40℃까지 16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에 다시 70℃까지 5분 동안 가열하는 열 충격 시험

- 액세서리를 -48℃, 95~100% 습도에서 168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내습성 시험

- 염분, 흙과 먼지를 대량 투사해서 실제 주행 수명을 모방하는 초가속수명 시험

품질 보증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재규어 순정 액세서리는 
구입후 최소 12개월의 품질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구매한 지 1개월 이내 또는 
1,600km 이하의 주행 거리에서 액세서리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품질 보증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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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TYLING 전동 사이드 스텝

이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사이드 스텝은 차량 승하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입니다.  
차량의 문틀 아래에 깔끔하게 장착된 이 사이드 스텝은  
차문이 열리자 마자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작동되거나  
차량의 전자키(key fob)로 차량에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차량의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원위치  
합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차량 루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  
모드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차량의 프론트 스프레쉬 가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재규어 브랜드가 레이저로 음각된 스테인리스강 마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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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형 사이드 스텝
이 사이드 스텝은 차량의 탑승과 하차를 보조하며 루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에는 재규어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차량 외관의 스타일링 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 밝은  
스테인리스강 에지 트림과 고무 트레드 매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 브라이트 사이드 튜브
고도로 폴리싱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사이드 튜브는  
귀하의 차량 외관 스타일에 품격을 더합니다.

3. 사이드 파워 벤트 - 카본 파이버
고급 카본 사이드 파워 벤트는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4. 사이드 파워 벤트 – 유광 블랙
재규어의 광택있는 사이드 파워 벤트(송풍구)는 
 F-PACE 외관 스타일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5. 그릴 - 유광 블랙
유광 블랙 색상의 그릴은 그릴 인서트와 주변에 고광택 블랙 피니시를 
제공함으로써 F-PACE의 다이나믹한 외관을 더욱 강조합니다.

6. 미러 커버 – 카본 파이버
카본 미러 커버는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7. 미러 커버 – 크롬
크롬 미러 커버는 익스테리어 미러의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8. 미러 커버 – 유광 블랙
광택있는 미러 커버는 익스테리어 미러의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9. 스플래쉬 가드
재규어 브랜드의 앞/뒤 스프레쉬 가드는 F-PACE의 라인을 보완 
하고 지저분한 오염물이나 튀어오르는 돌로부터 차량 하부를 보호해 
줍니다.

10. 4계절용 카 커버 

F-PACE에 맞게 제작된 카 커버로 재규어 로고가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F-PACE를 소나기, 서리, 먼지 등의  
각종 오염물로부터 보호합니다. 쉽고 빠르게 덮고 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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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우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최고급 견인 볼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가  
퀵 릴리스 적재 장치와 안전한 잠금 장치를  
사용한 편리한 자전거 적재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교한 설계를 통해 제작된 캐리어는 장착이 된  
상태에서도 젖힐 수 있도록 제작되어 캐리어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차량의 뒷문을 열 수 있습니다.

2.  루프 크로스 바
크로스바를 이용하여 다양한 루프 캐리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
(factory-fit) 루프 레일에 장착되는 F-PACE  
크로스바는 재규어만의 새로운 퀵-릴리즈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로스바를 쉽게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루프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쉽게 장착이 가능한 루프 거치형(지붕형)  
잠금식 사이클 캐리어는 홀더당 하나의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의  
홀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4. 포크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루프에 장착되는 포크 거치형 사이클 캐리어는  
분해된 자전거 앞 바퀴와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결합을 제공하므로, 경량 자전거와 ‘레이싱용’ 휠에 
적합합니다. 자전거의 앞 바퀴에 필요한 별도의  
캐리어가 포함됩니다. 장착이 쉬운 잠금식 사이클  
캐리어는 홀더당 하나의 자전거를 운반합니다.  
최대 3개의 홀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CARRYING AND T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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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 스포츠 캐리어
서프보드, 카약이나 세일링보드 등의 다양한  
워터 스포츠 장비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시스템의 캐리어 입니다.

6. 스키/스노보드 홀더
겨울 스포츠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캐리어 홀더  
입니다.

7. 루프 러기지 박스

410리터 용량, 잠금기능이 있는 루프 러기지 박스.  
크기: 175 x 82 x 45cm

8. 루프 스포츠 박스

320리터 용량의 루프 박스는 스포츠 장비를 적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크기: 206 x 84 x 34cm

9. 루프 스포츠 박스 - 대형
파워 클릭 퀵 마운팅 시스템과 통합된 토크 인디케이터로, 한 손으로도  
쉽고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덮개와 안쪽 손잡이를 사용해 양면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430리터의 대형 루프 스포츠 박스로 편리한 고정, 
적재, 하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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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 제어식 토우 바

F-PACE 맞춤 제작 토잉 시스템은 트레일러 안정보조(Trailer 
Stability Assist: TSA) 견인 제어 시스템과 함께 작동되도록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한 트레일러 진동  
상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이를 감지하고, 엔진 파워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트레일러의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토잉 시스템은 전동식으로 전개되는 토우 볼을 특징으로 하며, 
이것은 최대 2,400kg의 토잉 능력과 100kg의 노즈 하중을  
제공합니다. 전동 전개식 토우 볼은 범퍼 뒷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깨끗하고 매력적인 마감 처리를  
제공합니다. 

CARRYING AND T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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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암레스트 냉온장 박스
뒷좌석 암 레스트 (중앙 팔걸이)는 식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온장고이기도 합니다.  
덮개는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중앙 안전 
벨트로 고정되며, 뒷좌석 보조 소켓에서  
전원을 공급 받습니다.  
가족과의 여행이나 장시간 운전을 할 때  
이상적인 아이템 입니다.

2.  헤드레스트 장착 옷걸이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옷걸이는 헤드레스트에  
장착되고 크롬 소재 ‘스프링 핏’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옷걸이로 의상을  
구김 없이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방수 시트 커버
진흙, 먼지, 마모로부터 시트를 보호합니다. 
손쉽게 장착 가능하며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 가능합니다. 

10. 실 트레드 플레이트 - 맞춤형 조명식
운전석 도어와 조수석 도어에 적용되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강 실 트레드 플레이트 마감재. 운전석 또는  
조수석 도어가 열리면 불이 들어오며, 푸른 빛을 내는 인광물
질에 의해 강조됩니다. 이것은 고객이 공인된 활자체와 스크
립트를 선택하여 단색의 주제를 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 실 트레드 플레이트 - 유니온 잭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 적용되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강 실 트레드 플레이트 마감재로서 뚜렷한  
영국풍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5.  스포츠 패달 커버 
현대적이며 스포티한 페달 외관을  
위하여 기존의 페달 위에 스테인리스 
강과 고무로 만들어진 페달 키트가  
견고하게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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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6. 고무 매트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내구성 강한 매트로, 
차량내 카페트를 보호해줍니다.

7. 럭셔리 카펫 매트
재규어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누벅으로 모서리를 바인딩한 고급스러운 
맞춤형 앞좌석 카펫 매트 세트 입니다.  
2,050g/m2 솜털로 제작된 최고급 매트가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마무리 합니다.

9. 실 트레드 플레이트 - 조명식
운전석과 조수석 승하차 시에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실  
트레드 플레이트.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이  
열릴 때마다 부드러운 푸른 빛의 형광색 조명이  
들어옵니다.

3. 기어 쉬프트 패들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기어시프트 패들은 최고급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운전자와 접촉하는 차량의 핵심 포인트에 최고급 마감을  
제공합니다. 빌릿 가공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제조된 이 패들은 최고의  
마감을 위하여 수공으로 브러싱되고, 마모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애노다이징 처리되었습니다.

4. 액티비티 키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템으로,  
고객은 전자키(key fob)를 차내에 고정시키고 액티비티 키(Activity Key)  
손목밴드를 착용함으로써, 기존 방식처럼 전자키(key fob)를 항상 휴대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손목밴드는 가볍고 튼튼하며 완전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고객은 밴드를 착용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다음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잠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키를 사용하면 완전한 보안을 위해  
기존의 전자키(key fob)는 비활성화되며 10초 후에 차량이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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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카고 적재 공간 레일
적재 공간의 러기지 레일과 슬라이딩 ‘D’ 루프는  
다양한 액세서리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5.  카고 적재 공간 파티션 - 풀 사이즈
트렁크 부분의 파티션은 화물이 승객 탑승 구획 
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7.  카고 적재 공간 플로어 네트 
플로어 네트는 화물칸 내부에 추가적인  
밀폐 공간을 제공하고 가방이나 작은  
꾸러미와 같은 물품들이 트렁크에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18. 직물 러기지 리테이너
러기지 리테이너는 화물 또는 기타 물품들을  
주어진 화물칸 영역 안에 고정하도록 돕는  
깔끔한 적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9.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화물 고정 키트는 화물을 고정하기에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락/릴리즈 시스템을  
통해 트렁크의 레일에 고정되는 다양한 부속장치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부속에는 자동 조절 릴과  
텔레스코픽 로드가 장착된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20.  적재 공간 접이식 정리함
접이식 트렁크 정리상자는 두 개의  
튼튼한 스트랩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동안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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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쉐이드
이 클립형 차양막은 설치와 분리가 쉽고,  
접이식 보관이 가능합니다.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휴대 가방이 함께  
제공됩니다.

13.  iPAD® 홀더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앞좌석 헤드레스트  
고정용 아이패드 홀더는 뒷좌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편의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퀵 릴리스 디자인으로,  
빠르고 쉽게 장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16.  럭셔리 카고 적재 공간 카펫 매트
블랙 색상의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트렁크용 매트 입니다.  
모서리 누벅 처리, 대조적인 비둘기색상으로  
스티칭한 최고급 2,050g/m2 솜털 매트.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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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킹 휠 너트 - 크롬
주문 설계된 아이템으로 높은 안전성을  
갖춘 크롬 소재의 휠 잠금 너트입니다. 
휠의 도난을 방지하고 보호 합니다.

3.  스타일 밸브 캡
독특한 형태로 특수 제작된 밸브 캡으로  
휠을 멋지게 꾸며보십시오.

4.  휠 센터 뱃지 - 유니온 잭
재규어 로고와 유니온잭이 새겨져 있는  
독특한 모양과, 단색의 영국 스타일 
센터 배지를 선보입니다.

18

WHEELS & WHEEL ACCESSORIES

1.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고도의 마찰력을 가진 스노우 체인 접지  
시스템은 눈길, 진흙길 그리고 빙판길에서  
이동성을 강화합니다.  
리어 휠에만 장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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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바디 사이드 몰딩*

차량의 측면을 강화하고 차량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측면 손상으로부터 차량 도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차량의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부착되며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마무리 됩니다. 당신의 F-PACE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사이드 
몰딩 4개 1세트로 구성되며,최상의 마감을 위해, 도장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4A8210LML  626,560 

브라이트 사이드 튜브**
고도로 폴리싱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사이드 튜브는 귀하의 차량 외관 스타일에 
품격을 더합니다.

T4A11579  1,584,400 

전동 사이드 스텝*** 
 

이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사이드 스텝은 차량 승하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입니다. 차량의 문틀 아래에 깔끔하게 장착된 이 사이드 스텝은 차문이 열리자 마자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작동되거나 차량의 전자키(key fob)로 차량에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차량의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원위치합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차량 
루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 모드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차량의 프론트 스프레쉬 가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재규어 브랜드가 레이저로
음각된 스테인리스강 마감이 특징입니다.

Side Step
Left side

사이드 스텝 왼쪽, 사이드 스텝 
오른쪽, 인스톨 킷, 하니스, 모듈, 
언더쉴드 장착이 필요합니다.  
눈이나 얼음 등 극한의 기후조건에서 
차량 하부를 보호하는 전면 스프레시 
가드와 함께 장착할것을 권장합니다. 
DAB, 시리우스 XM, HD 라디오, 
SD 네비게이션 또는 InControl
터치 프로가 장착된 차량에서만 
활용가능합니다.

T4A12783  1,540,550 

Side Step 
Right side T4A12780  1,540,550 

이 부품들은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 입니다.

Installation Kit T4A7494  1,056,300 

Undershield T4A11783  403,200 

Harness T4A14752  388,410 

Module T4A16372  481,030 

고정형 사이드 스텝***
이 사이드 스텝은 차량의 탑승과 하차를 보조하며 루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에는 재규어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차량 외관의 스타일링 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 밝은 스테인리스강 에지 트림과 고무 트레드 매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눈, 얼음 및 진흙
이 들어 붙는 것을 방지해 주는,
전면 스플래쉬가드와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T4A11848  1,960,860 

그릴 - 유광 블랙
유광 블랙 색상의 그릴은 그릴 인서트와 주변에 고광택 블랙 피니시를 제공함으로써 
F-PACE의 다이나믹한 외관을 더욱 강조합니다.

T4A6209  327,470 

ACC T4A6211  327,470 

ACC and Camera T4A6212  327,470 

Camera T4A6210  327,470 

* 도색 작업이 필요하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 사이드 튜브와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는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이드 튜브와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는 경우,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스플래쉬 가드
재규어 브랜드의 앞/뒤 스프레쉬 가드는 F-PACE의 라인을 보완하고 지저분한 오염물이나  
튀어오르는 돌로부터 차량 하부를 보호해 줍니다.

Front T4A12742  143,200 

Rear T4A12743  159,830 

4계절용 카 커버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F-PACE 전용 전천후 커버. 비, 서리 및 먼지와 같은 환경 요소로부터  
F-PACE를 보호하십시오. 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T4A4215  578,160 

범퍼 프로텍터
편리한 풀아웃형 프로텍터가 후방 범퍼의 긁힘과 흠집을 방지하고 적재와 하적시 범퍼의 흙먼지에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질긴 섬유 소재로 제조된 범퍼 프로텍터는 트렁크 바닥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T2H7950  187,60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미러 커버 – 카본 파이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세트로 구성 T4A7226  1,368,400 

미러 커버 – 유광 블랙 광택있는 미러 커버는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세트로 구성 T4A12007  376,310 

미러 커버 – 크롬 금속 미러 커버는 익스테리어 미러의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세트로 구성 T4A7131  376,310 

사이드 파워 벤트 - 카본 파이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제공합니다.
Left side T4A12419  726,220 

Right side T4A12418  726,220 

사이드 파워 벤트 – 유광 블랙

재규어의 광택있는 사이드 파워벤트(송풍구)는 F-PACE 외관 스타일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Left side
R-Spor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4A4307 TBD

Right side T4A4304 TBD

R-Sport 브랜드 그로스 블랙 사이드 파워벤트(송풍구)는 외관 스타일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R-Sport
Left side

R-Sport 전용

T4A4309 TBD

R-Sport
Right side T4A4306 TBD

EXTERIOR PROTECTION

ENTERIOR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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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AND TOWING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루프 크로스 바*

크로스바를 이용하여 다양한 루프 캐리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factory-fit) 루프 레일에 장착되는 F-PACE 크로스바는 재규어만의
새로운 퀵-릴리즈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로스바를 쉽게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Roof rails are required for 
fitment. T4A13875  479,380 

루프 러기지 박스** 410리터 용량, 잠금기능이 있는 루프 러기지 박스 (크기: 175 x 82 x 45cm) C2C41628  933,130 

러기지 프레임**
볼록한 엣지의 넓은 데크는 베이스를 제공해 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을 루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 용량 75kg, 최대 수하물 적재 하중 62.6kg***

C2A1536  516,010 

루프 스포츠 박스**
320리터 용량의 루프 박스는 스포츠 장비를 적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크기: 206 x 84 x 34cm)

C2C41627  1,394,360 

루프 스포츠 박스 - 대형**
파워 클릭 퀵 마운팅 시스템과 통합된 토크 인디케이터로, 한 손으로도 쉽고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덮개와 안쪽 손잡이를 사용해 양면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430리터의 대형 루프 스포트 
박스로 편리한 고정, 적재, 하적이 가능합니다.

T2H7753  1,602,150 

루프 박스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루프 스포트 박스와 루프 적재 박스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루프 스포츠 박스 및  
루프 러기지 박스용 T2H8126  135,960 

루프 박스 스키/스노보드 고정 장치
– 대형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대형 루프 스포트 박스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 루프 스포츠 박스용 T2H8127  135,960 

스키/스노보드 홀더**
겨울 스포츠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캐리어 홀더입니다. 슬라이더 
레일로 쉽게 장비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키 4쌍 또는 스노우보드 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C2A1538  406,670 

스키 가방
내구성 강한 600D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스키백은 패드 구조를 사용해서 
보호 능력을 높였으며 분리형 어깨끈으로 휴대의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
최대 180cm 길이의 스키와 폴 2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C2Z23531  250,030 

수상 스포츠 캐리어**
서프보드, 카약이나 세일링보드 등의 다양한 워터 스포츠 장비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시스템의 캐리어 입니다.

C2Z21730  215,820 

유니버셜 리프트 및 로딩 시스템
이 차량 루프 적재 보조 도구는 차고 천장에 장착해서 짐을 차량 지붕으로
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도구는 또한 차량에서 루프 박스를
제거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100kg입니다.

C2Z30775  242,770 

래치 스트랩 크로스바나 러기지 프레임에 장착을 돕는 나일론 소재 스트랩 아이템 C2Z30776  34,870 

루프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쉽게 장착이 가능한 루프 거치형(지붕형) 잠금식 사이클 캐리어는 홀더당 하나의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의 홀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C2A1539  271,920 

포크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

루프 장착용 포크 마운트형 자전거 캐리어는 레이싱 휠의 경량 자전거를 적재하기에 이상적인 구조로서, 
자전거 전륜 휠이 제거된 상태에서 심플하고 안전한 탑재가 가능합니다. 분리된 자전거 전륜 휠을 
적재할 수 있는 별도의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 캐리어는 사용 이 쉽고 잠금 장치가 
제공되며, 홀더당 1대의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대의 자전거 캐리어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캐리어는 15mm 액슬 지름의
산악자전거 전륜 포크는 적용할
수 없으며, 20mm 액슬 지름의
포크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C2A1540  399,19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토우바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트레일링용 토우 볼 마운팅 유닛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자전거 캐리어로서, 신속하게 고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적재부와 안전한 잠금 매카니즘을 제공합니다. 후방의 테일게이트 오픈시 간단하게 
차량으로부터 틸팅시켜 개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전거 2대, 
LHD

Uses 13 pin electrics.

C2Z22695  1,019,590 

자전거 3대, 
LHD C2Z22697  1,225,840 

트레일링 시스템 -
전자 제어식 토우 바

F-PACE의 맞춤 제작되는 토잉 시스템은 트레일러 안정보조(Trailer Stability Assist: TSA) 견인 
제어 시스템과 함께 작동되도록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한 트레일러 진동 상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이를 감지하고, 엔진 파워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트레일러의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토잉 시스템은 전동식으로 전개되는 
토우 볼을 특징으로 하며, 이것은 최대 2,400kg의 토잉 능력과 100kg의 노즈 하중을 제공합니다.  
전동 전개식 토우 볼은 범퍼 뒤에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으며, 깨끗하고 매력적인 마감 처리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13핀 견인 전기 장치를 
포함합니다.
장착 시 리어 언더 트레이 및 견인 
모듈이 필요합니다.

T4A7049  2,532,000 

트레일링 시스템 - 분리형 토우 바

F-PACE의 맞춤 제작되는 토잉 시스템은 트레일러 안정보조(Trailer Stability Assist: TSA) 견인 
제어 시스템과 함께 작동되도록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한 트레일러 진동 상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이를 감지하고, 엔진 파워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트레일러의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토잉 시스템은 분리형 토우볼을 
특징으로하며, 이것은 최대 2,400kg의 토잉 능력과 100kg의 노즈 하중을 제공합니다.
분리형 토우 볼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러기지 컴파트먼트 바닥면 아래에 위치해 있도록 설계되어 
짐칸의 공간 안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3핀 견인 전기 장치를 
포함합니다.
장착 시 리어 언더 트레이 및 견인 
모듈이 필요합니다.  
분리형 토우볼은 Pure, Prestige, 
R-Sport가 필요합니다.

T4A16305  1,288,870 

트레일링 시스템 - 리어 언더트레이 리어 언더트레이는 모든 견인 시스템 장비를 위하여 제공되는 부품 입니다. T4A8614  170,100 

트레일링 시스템 – 트레일링 모듈 이 모듈은 탈착식 견인 시스템 및 자동 견인 시스템의 장착시에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차량에 전개식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4A16372  481,030 

트레일링 시스템 – 토우 볼 적재폼 토우 볼 적재 폼은 착탈식 트레일링 시스템  토우 바의 장착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Pure,
Prestige, 
R-Sport만 가능

T4A3856PVJ  70,510 

트레일링 단자: 13핀/12N 어댑터* 
이 어댑터 플러그는 13핀 견인 전력에 연결하여 트레일러 또는 12N 장착 토우 마운트 액세서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핀 트레일링 전기 장치 적용 C2Z21497  69,520 

트레일링 단자: 13핀/12N 및 12S
어댑터*

이 어댑터 플러그는 13핀 견인 전력에 연결하여 트레일러 또는 12N/12S 장착 토우 마운트 액세서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핀 트레일링 전기 장치 적용 C2Z21496  116,490 

라이팅 보드
라이팅 보드는 견인시에 필요한 아이템 입니다. 또한 예비로, 4미터까지 연장되는
케이블과 고무재질의 스트랩과 함께 완벽하게 제공됩니다.

LHD T2H7735  294,690 

토우 스트랩
이 튼튼하고 저항에 강한 스트랩은 차량의 견인력을 높여서 보다 안전하게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토리지 가방에는 경고 깃발이 함께 있습니다.

T2H7951  159,830 

*F-PACE 루프 마운트 액세서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루프 레일과 크로스 바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루프 레일은 팩토리핏으로 차량 주문시 주문해야만 합니다.
** 루프 크로스바(T4A13875)가 필요합니다.  *** 최대 적재 하중은 지붕 장착 액세서리의 적재 용량과 같습니다. * 재규어의 트레일링 커넥션 어댑터는 캐러밴, 트레일러 및 후방 장착용 LED 램프 키트와 같이 장착 가능한 라이팅 보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조 라이팅은 지원하지 않는 최소한의 전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메뉴얼의 최소 및 최대 전기적 부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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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기어 쉬프트 패들
최고급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기어 시프트 페달 입니다. 알루미늄은 빌릿 가공 및 광택  
연마되었으며 양극처리를 통해 차량의 주요 접촉 지점이 최고급 품질로 마감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용
T2R6547MMU  807,620 

알루미늄 레드 T2R6547CAY  807,620 

스포츠 패달 커버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무 소재로 만든 이 페달 키트는 현대적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의 페달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Automatic S 기본사양 T2H3746  218,460 

Manual T2H3747  218,460 

실 트레드 플레이트

운전석과 조수석 승하차 시에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실 트레드 
플레이트.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이 열릴 때마다 부드러운 푸른 빛의 형광색 조명이 들어옵니다.

조명식, Espresso T4A5868AAM  871,420 

조명식, Jet T4A5868PVJ  871,420 

조명식, Oyster T4A5868AMT  871,420 

운전석과 조수석 승하차 시에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실 트레드 
플레이트.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이 열릴 때마다 부드러운 푸른 빛의 형광색 조명이 들어옵니다.  
승인된 서체/스크립트 내에서 모노크롬 'motif'를 고객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조명식, 
Espresso T4A5869AAM  1,742,840 

맞춤형 조명식, Jet T4A5869PVJ  1,742,840 

맞춤형 조명식, 
Oyster T4A5869AMT  1,742,840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 적용되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강 실 트레드 플레이트 마감재로서  
뚜렷한 영국풍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유니온 잭, Espresso T4A5867AAM  406,670 

유니온 잭, Jet T4A5867PVJ  406,670 

유니온 잭 , Oyster T4A5867AMT  406,670 

럭셔리 카펫 매트
고급스럽게 재단된 2,050gsm의 앞좌석용 카펫 매트 세트로서, 돋움처리된 재규어 로고와  
누벅 가죽 소재의 테두리 마감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매트로 실내에 뛰어난 완성감의 터치를 가미해 줍니다.

Expresso, LHD T4A5528AAM  494,010 

Jet, LHD T4A5528PVJ  494,010 

Oyster, LHD T4A5528AMT  484,110 

럭셔리 카고 적재 공간 카펫 매트
재규어 브랜딩이 적용된, 젯 블랙 컬러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리어 카고용 매트입니다.
누벅 가죽소재의 테두리 마감과 최고급 2,050gsm의 푹신한 두께가 특징입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4A4217  435,820 

적재공간 피니셔

트렁크 공간이 넓어보이도록 해주고, 적재물을 싣고 내릴때 차량을 보호합니다. 브러시마감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브라이트 마감으로 트렁크 부분을 고급스럽게 마감해 줍니다.

T4A4072PVJ  688,490 

트렁크 공간이 넓어보이도록 해주고, 적재물을 싣고 내릴때 차량을 보호합니다.  
브러시마감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브라이트 마감과 일루미네이팅 처리로  
트렁크 부분을 고급스럽게 마감해 줍니다.

Illuminated T4A4073PVJ  871,420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고무 적재 공간 라이너
심각한 오염물로부터 차량 트렁크 바닥을 보호해주며, 사이드 트림과 의자 뒷부분을 
지저분한 물질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4A5567  363,220 

직물 러기지 리테이너
각종 화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트렁크 내에 고정하여 깔끔하게 적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템 입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2D49365  55,110 

적재 공간 접이식 정리함
접이식 러기지 컴파트먼트 오거나이저는 두개의 튼튼한 스트랩이 이동중에도 물건들이 
움직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T2H7752  143,220 

카고 적재 공간 플로어 네트
플로어 네트는 화물칸 내부에 추가적인 밀폐 공간을 제공하고 가방이나
작은 꾸러미와 같은 물품들이 트렁크에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T2H7746  154,440 

카고 적재 공간 파티션

트렁크 부분의 파티션은 화물이 승객 탑승 구획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풀 사이즈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및 커버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안전 기준 
ECE 17 인증 제품입니다.  

T4A11739  639,210 

하프 사이즈 T4A11740  581,020 

전체 또는 절반 높이로 트렁크 칸을 나누는 파티션을 제공하여,
차량의 폭을 가로 질러 두 개의 섹션으로 트렁크를 분리합니다.

디바이더

장착을 위해서는 카고 적재 공간 
파티션 풀 사이즈 또는 하프 사이즈 
제품이 필요합니다.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및 커버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4A11741  363,220 

카고 적재 공간 파티션 네트
차량 트렁크 칸을 D자형 고리와 루프 라이닝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편리한 파티션 네트 입니다.

적재 공간 바닥이 어떤 제품이나 
물체로 덮여진 상태에서는 장착되지 
않습니다. 카고 적재 공간 커버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T4A8449  406,670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라이너
당신의 차량을 위한 이 프리미엄 라이너는 트렁크 바닥면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트렁크 옆면을 보호하기 위해 둘레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이동이 가능해 세척이 쉽습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4A5569  398,640 

카고 적재 공간 고무 매트
이 프리미엄 메트는 트렁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이동이 가능해 세척이 쉽습니다.

풀사이즈 스페어 휠이 적용된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4A16371  298,980 

카고 적재 공간 확장형 고무 매트
트렁크 칸에 정확하게 맞도록 제작된 이 메트는 접이식 뒷좌석 의자의
뒷부분을 보호합니다.

T4A4219  142,450 

카고 적재 공간 사이드 네트
사이드 네트는 트렁크 내에 물품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며,
가방이나 작은 소포 등의 아이템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T4A4213  130,790 

2열 보호용 시트 커버
앞좌석의 뒷부분을 보호하고, 바닥면과 두번째줄의 좌석을 진흙, 오염물 그리고 습기로부터 
보호합니다. 세탁기 세척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와 암레스트 커버가 포함됩니다.

T2H17239  400,510 

INTERI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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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고무 매트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내구성 강한 매트로, 차량내 카페트를 보호해 줍니다. LHD 세트로 구성 T4A5564  284,790 

방수 시트 커버
진흙, 먼지, 마모로부터 시트를 보호합니다. 손쉽게 장착 가능하며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 가능합니다.

Jet
Front

T4A5565PVJ  424,820 

Jet
Rear

T4A5568PVJ  485,540 

Oyster
Front

T4A5565AMT  424,820 

Oyster
Rear

T4A5568AMT  485,540 

FUNCTION AND TECHNOLOGY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액티비티 키

더욱 특별한 편의사양으로서, 오너가 액티비티 키를 착용하면, 통상적인 형태의 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실내에 두고 잠금할 수 있습니다. 손목 밴드는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완벽한 
방수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다가 차량으로 돌아와서는 자유롭게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안을 위하여 손목 밴드 사용시 기존의 키 장치는 작동을 중지합니다.

손목 밴드
사용을 위해서는
액티비티 키 준비 키트가
필요합니다.

T4A11596  263,600 

차량 준비 키트는 액티비티 키를 적용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차량 준비 키트 T4A12643  581,020 

iPad® 홀더*
Jaguar 로고가 적용된 iPad®용 홀더로서, 앞좌석 헤드레스트 마운트부에 장착되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Pad®를 빠르게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2, 3, 4 및 5 세대 iPad®와
호환. iPad AIR® 또는 iPad
MINI®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T2H7757  388,960 

iPad® Mini 홀더*
Jaguar 로고가 적용된 iPad® 미니 홀더로서, 앞좌석 헤드레스트 마운트부에 장착되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Pad®를 빠르게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T2H7758  388,960 

개러지 도어 오프너 (HomeLink**)

이 시스템은 Homelink® 범용 송신기(universal transmitter )가 설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송신기는 창고 문, 자동문 보안등과 같은 호환 가능한 가정용 또는 사무용 디바이스를 최대 3개까지 
제어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개의 리모콘 장치를 하나의 장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합니다.

일렉트로크로믹 백미러가  
장착 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T4A2649  661,100 

* iPad®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이며, 미국 및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HomeLink®는Johnson Control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중앙 암레스트 냉온장 박스
뒷좌석 암 레스트 (중앙 팔걸이)는 식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온장고이기도 합니다. 덮개는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중앙 안전 벨트로 고정되며, 뒷좌석 보조 소켓에서 전원을 공급 받습니다. 
가족과의 여행이나 장시간 운전을 할 때 이상적인 아이템 입니다.

T2H7739  388,960 

헤드레스트 장착 옷걸이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옷걸이는 헤드레스트에 장착되고 크롬 소재 ‘스프링 핏’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옷걸이로 의상을 구김 없이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T2H7759  87,010 

시트 백 수납칸
맞춤형 좌석 뒷부분 적재함은 프리미엄 고품질의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며,  
손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T2H7760  180,400 

프리미엄 시트 백 수납칸
맞춤형 좌석 뒷부분 적재함은 프리미엄 고품질의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며, 
손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재규어 로고 엠보싱이 
특징적이며, 내부 칸막이는 고퀄리티의 인조 직물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C2Z24589  424,820 

선쉐이드
이 클립형 차양막은 설치와 분리가 쉽고, 접이식 보관이 가능합니다.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휴대 가방이 함께 제공됩니다.

Rear window T4A4053  246,950 

Side windows T4A4052  203,390 

UV 선쉐이드
F-PACE를 위한 맞춤형 윈드스크린으로 재규어 로고가 특징적입니다.
햇빛을 반사하여 차량 내부가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Front windscreen T4A4216  202,300 

카고 적재 공간 레일 적재 공간의 러기지 레일과 슬라이딩 ‘D’ 루프는 다양한 액세서리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풀 사이즈 스페어 휠이 장착 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4A11918  504,900 

카고 적재 공간 수화물 고정 키트
화물 고정 키트는 화물을 고정하기에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락/릴리즈 시스템을 
통해 트렁크의 레일에 고정되는 다양한 부속장치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부속에는 자동 조절 릴과 
텔레스코픽 로드가 장착된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장비를 위해 카고 적재 공간 
레일이 필요합니다. 풀 사이즈 
스페어 휠이 장착 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2Z23517  353,500 

점프 케이블 점프 케이블 세트 입니다. T2H7740  286,220 

FUNCTION AND TECHNOLOGY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전구 키트** ECE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스페어 전구 키트 입니다. T4N7503  246,950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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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18인치 Aerodynamic 10-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다양한 장점과 특징이 있는 알로이 휠로, 개성넘치고 현대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디자인의 휠 선택이 가능합니다.

T4A2304  820,600 

18인치 Lightweight 15-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T4A1085  820,600 

18인치 Vortex 10-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T4A2305  820,600 

19인치 Bionic 5-트윈 스포크,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T4A3800  1,104,180 

19인치 Fan 5-스포크, Gloss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T4A9970  1,030,480 

19인치 Fan 5-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T4A3988  1,030,480 

19인치 Razor 7-트윈 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T4A2306  986,260 

20인치 Blade 5-스포크,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T4A4438  1,398,650 

20인치 Blade 5-스포크,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T4A4437  1,398,650 

20인치 Matrix 10-트윈 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T4A2309  1,280,730 

20인치 Templar 5-트윈 스포크, Silver 
피니쉬, 알로이 휠 T4A2308  1,280,730 

20인치 Venom 5-트윈 스포크,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T4A3803  1,324,950 

20인치 Venom 5-트윈 스포크,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T4A3802  1,398,650 

22인치 Double Helix, 15-스포크, Black 
피니쉬 and Dark inserts, 알로이 휠 T4A3797  2,085,930 

22인치 Double Helix, 15-스포크, Silver 
피니쉬 and Dark inserts, 알로이 휠 T4A3796  2,041,820 

22인치 Turbine, 9-스포크,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T4A3798  2,159,630 

22인치 Turbine, 9-스포크, Polished 피니쉬, 
알로이 휠 T4A3799  2,159,630 

자세한 적용 사항은, 가까운 재규어 공식 딜러에 문의해 주십시오. 판매가는 휠 단위이며, 타이어 장착 공임은 별도입니다.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스타일 밸브 캡 당신의 휠에 다양하고 유니크한 커스텀 밸브 캡을 통해 특별한 마감 처리의 감성을 더해 보세요.

Black Jack C2D19598  48,510 

Jaguar ‘Growler’ C2D19596  45,200 

R-Type Logo C2D19597  45,200 

Union Jack C2D19599  48,510 

‘그라울러’ 휠 너트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또는 크롬소재의 너트로 차량 휠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Black T4A11435  558,470 

Chrome T4A11434  558,470 

로킹 휠 너트
주문 설계된 아이템으로 높은 안전성을 갖춘 블랙 색상 또는 크롬소재의 휠 잠금 너트입니다.
휠의 도난을 방지하고 보호합니다.

Black T4A11437  213,620 

Chrome T4A11436  213,620 

휠 센터 뱃지 독특한 단색의 센터 뱃지로서, Jaguar 로고와 유니온 잭 디자인이 영국방식의 개성을 선사합니다.  Union Jack T2R5513  19,470 

직물형 스노우 체인*
눈 및 얼음과 같은 겨울 날씨의 주행 조건시 유용한 혁신적이며 가벼운 직물소재의 스노우 체인입니다.
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으며, 미 사용시에도 수납이 용이합니다. 필요시, 모든 휠에 장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8, 19, 20인치 휠에 
적용 가능 T4A11492  194,150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고도의 마찰력을 가진 스노우 체인 접지 시스템은 눈길, 진흙길 그리고 빙판길에서 이동성을 강화합니다. 
리어 휠에만 장착 가능합니다.

18, 19, 20인치 휠에 
적용 가능 T4A11438  1,092,410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 라인핏 타이어 리페어 키트를 갖춘 차량의 리테일러 핏 업그레이드로서 제공됩니다. 타이어 별도 주문 T4A12779  667,590 

타이어 압력 게이지
디지털 타이어 압력 게이지는 권고 압력을 유지하고 타이어 밸브를 찾기 위한 360도 회전 노즐, LED 
조명, 트레드 깊이 게이지, psi, bar, kpa, kg/m2 단위 측정 및 보관 케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C2P24751  70,950 

타이어 리페어 키트
대체 타이어 수리 솔루션은 스페어 휠 대신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펑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런트와 에어 컴프레셔로 구성돼 있습니다.

T2H15008  262,130 

WHEELS AND WHEEL ACCESSORIES

* 적용 사이즈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부품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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