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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기어(JAGUAR GEAR)의 공인 액세서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유한 F-Type은 어떤 코너링에서도 완벽하고 우아하게 핸들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다양한 재규어 전용 액세서리들은 당신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며 심미적 가치를  
유지시켜 드릴 것입니다.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된 폭넓은 선택 범위의 모던하고 실용적인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액세서리를 제안 드립니다. 특별한 디자인, 캐리어, 휠 및 부속 액세서리 등 어떤 아이템을 찾으시더라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섬세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재규어 액세서리는 차량 모델을 설계한 팀과 동일한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재규어와 그 성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디자인과 성능에 최적화시켜 보완될 수 있는 액세서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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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테스트

모든 재규어 액세서리는 절대적인 품질과 지속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테스트되고 점검되었습니다. 재규어 액세서리는 차량과 함께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어 작동하는 동안,  
당신이 재규어로부터 기대하는 까다로운 수준까지 충족합니다.

액세서리들은 사계절 모든 조건에서의 확실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극한의 고온 및 저온 테스트를 거칩니다.  
내부식성 테스트를 통해 해안 지역과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액세서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며,  
당신의 재규어에 적용된 안전 사양들과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액세서리들은 디자인, 기능 및 만들어진 재질에 맞추어 재단된 일련의 액세서리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익스테리어 액세서리 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적용됩니다.

- 최대 2년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플로리다 웨더링’

- 500시간 동안의 열온 에이징 테스트

- 영하 40 ~ 영상 80 범위의 극한 열온 테스트

- 영하 40°C 에서 16시간 냉각후 5분간 영상 70°C로 가열하는 열 충격 테스트

- 95~100%의 습도 및 48°C 온도조건 상에서 168시간동안 노출시키는 내습성 테스트

-  실제 드라이빙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염분, 흙과 먼지 등의 혹독한 조건을 집중하여 실험에 적용시킨  
가속 환경 사이클 테스트

품질 보증

모든 재규어 액세서리는, 고객을 위해 최소 12개월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액세서리를 적용한 차량이 신차 구매 1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600km 이내인 경우에는(우선 도래한 
조건 기준), 해당 차량의 잔존 보증 기간동안의 부품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액세서리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gear.jagu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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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WEAVE 
CARBON FIBER

재규어에 의해 새롭게 설계, 제작 및 
테스트 된, '실버 위브 카본 파이버 
(Silver Weave Carbon Fiber)' 
액세서리들이 궁극적인 퍼포먼스 
감성의 스타일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미러 커버, 사이드 파워 
벤트, 롤 후프 및 후드 루브 등의 
아이템들로 구성된 '실버 위브 카본 
파이버' 컬렉션은, 시선을 사로잡는 
알루미늄 실,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마감이 
적용되었습니다.

2 4

1. 미러 커버 - SILVER WEAVE CARBON FIBER

2. 사이드 파워 벤트 - SILVER WEAVE CARBON FIBER 4. 롤 후프 - SILVER WEAVE CARBON FIBER

3. 후드 루브 - SILVER WEAVE CARBON FIBER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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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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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어 디퓨저 - 카본 파이버*
공기 흐름의 최적화를 위한 에어로 블레이드를 갖춘 퍼포먼스  
디퓨저로 일반 리어 밸런스를 대체하는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액세서리입니다. 최상급 카본 원사를 소재로 2x2 트윌 위빙 방식
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마감이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 소재적 특성이 장점입니다.

2. 엔진 커버 - 카본 파이버

카본 파이버 엔진 커버는 경량 소재의 장점과 엔진 부품의 
고급스런 마감이 돋보입니다. 재규어 브랜딩이 적용되었습니다.

3. 미러 커버 - 카본 파이버

카본 미러 커버는 정면과 측면으로 부터  
동시에 돋보이는 포인트의 역할을 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4. 사이드 파워 벤트 - 카본 파이버

고급 카본 사이드 파워 벤트는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5. 롤 후프 - 카본 파이버

최상급 카본 원사 소재의 롤 후프 트림으로,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적  
소재 특성과 함께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링의 업그레이드 감성을 제공합니다.

6. 후드 루버 - 카본 파이버

최상급 카본 원사 소재의 엔진 후드 방열공으로,  F-TYPE이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강력한 엔진 파워와 퍼포먼스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액세서리 아이템입니다.  
2x2 트윌 위빙 및 고광택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V6 엔진 장착 모델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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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트레드플레이트 - 유니온 잭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 적용되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실 트레드 플레이트로서 뚜렷한  
영국풍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5. 기어 쉬프트 패들 - 알루미늄

스티어링 휠의 기어 변속 패들 교체용 액세서리로서,  
프리미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차량에서 가장 손이 
많이 닿는 포인트에 고품질 감성을 제공합니다. 기계 연마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패들은 고급스런 완성감을 
위한 핸드 브러싱 및 내마모성을 위한 산화 피막 처리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 센터 콘솔 - 카본 파이버

번들거림과 빛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틴 
피니쉬가 적용된 센터 콘솔로 고급스런 프
리미엄 감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사양 트림
을 대체할 수 있는, 카본 파이버 센터 콘솔, 
센터 다이얼 및 센터 페시아 트림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2. 실 트레드플레이트 - 맞춤형 조명식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된  
실 플레이트로서,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부에 장착됩니다.  
도어가 개방되면 조명이 작동하며, 소프트한 형광 블루의 
빛이 하이라이팅 됩니다. 엄선된 활자 및 서체로 자신만의 
단색 플레이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페달 커버 - 브라이트 메탈

모던하며 스포티한 페달 외관을 위하여 기존의 페달  
위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무로 만들어진 페달 키트가  
견고하게 장착됩니다.

6. 실 트레드플레이트 - 조명식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된 실 플레이트로서,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부에 장착됩니다. 도어가 개방되면  
조명이 작동하며, 소프트한 형광 블루의 빛이 
하이라이팅 됩니다.

7. 기어 셀렉터 - 카본 파이버

고광택 하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된 
카본 파이버 기어 셀렉터 노브와 함께 
유니크한 퍼포먼스의 감성을  
즐겨보십시오.

8. 고무 매트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내구성이  
좋은 매트로, 차량 실내용 카펫을  
각종 오염물로 부터 보호해 줍니다.

11. 리어 카고 소프트 리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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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럭셔리 카펫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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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리어 카고 사이드 네트

사이드 네트는 카고 공간에 별도의 수납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방 또는 작은 소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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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 WHEEL ACCESSORIES

1. 휠 센터 뱃지 - 유니온 잭

독특한 단색의 센터 뱃지로서, 재규어 로고와 
유니온 잭 디자인이 영국방식의 개성을  
선사합니다.

2. 알로이 휠 - 20" 5-스포크, 'STYLE 5062', 
CARBON FIBER SILVER WEAVE
당신의 차량을 폭 넓은 선택 범위의 모던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알로이 휠로  
커스터마이징 해 보십시오.

3. 스타일 밸브 캡

독특한 형태로 특수 제작된 밸브 캡으로 휠을 멋지게 꾸
며보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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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 모두에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휠 너트 키트 - 블랙

재규어 브랜딩이 적용된 휠 너트와 함께  
당신의 차량 휠의 외관을 향상시켜 보세요.

3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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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TYLING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익스테리어 스포츠 디자인 팩*

F-TYPE의 퍼포먼스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켜주는 디자인의 바디 키트로서, 오직  F-TYPE
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한정된 스포티한 익스테리어 트림을 창조해 드립니다. 하나의 센트럴  
및 두개의 사이드 스플리터 파츠를 포함한 프론트 범퍼 스플리터 키트, 사이드 실, 그리고  
벤츄리 블레이드가 적용된 독특한 리어 밸런스로 구성되었습니다.

V6 엔진 장착 모델만 적용
딜러의 도장 작업을 위한, 
프라이머 언더코트 상태로 
공급됩니다.

T2R25913LML  TBD 

V8 엔진 장착 모델만 적용
SVR 미적용 
딜러의 도장 작업을 위한, 
프라이머 언더코트 상태로 
공급됩니다.

T2R25915LML  TBD 

그릴 - 유광 블랙
유광 블랙 색상의 그릴은 그릴 인서트와 범퍼 빔에 고광택 블랙  
피니시를 제공함으로써 F-TYPE의 다이나믹한 외관을 더욱 강조합니다.

PDC 미장착 차량
SVR 기본 사양

T2R13838  814,440 

PDC 장착 차량 T2R13839  814,440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
F-TYPE의 순수한 라인을 변형하지 않고 강력한 익스테리어 스타일링과 퍼포먼스  
이미지를 향상시켜 주는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Coupé 전용
SVR 미적용 
딜러의 도장 작업을 위한, 
프라이머 언더코트 상태로 
공급됩니다.

T2R25912LML  1,726,900 

리어 디퓨저 - 카본 파이버

공기 흐름의 최적화를 위한 에어로 블레이드를 갖춘 퍼포먼스 디퓨저로 일반 리어 
밸런스를 대체하는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액세서리입니다. 최상급 카본 원사를  
소재로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마감이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 소재적 특성이 장점입니다.

V6 엔진 장착 모델만 적용 T2R5391  6,485,380 

엔진커버 - 카본 파이버
카본 파이버 엔진 커버는 경량 소재의 장점과 엔진 부품의고급스런 마감이 
돋보입니다. 재규어 브랜딩이 적용되었습니다.

AWD 미적용 
SVR 미적용 T2R8019  5,377,790 

재규어 퍼포먼스 캘리퍼
퍼포먼스 감성의 외관 업그레이드용 프론트 및 리어 레드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AWD 미적용 T2R9300  3,095,730 

후드 루브 - 실버 위브 카본 파이버

최상급 실버톤 카본 파이버 소재의 엔진 후드 방열공으로,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알루미늄 실, 고광택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적 소재 특성과 함께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링의  
업그레이드 감성을 제공합니다.

좌측
AWD 미적용 
SVR 미적용

T2R25193  1,022,890 

우측 T2R25191  1,022,890 

좌측
AWD 전용  
SVR 미적용

T2R25194  1,049,400 

우측 T2R25192  1,049,400 

후드 루브 - 카본 파이버
최상급 카본 원사 소재의 엔진 후드 방열공으로,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적 소재 
특성과 함께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링의 업그레이드 감성을 제공합니다.

좌측
AWD 미적용 
SVR 미적용

T2R5275PEC  812,900 

우측 T2R5274PEC  812,900 

좌측
AWD 전용  
SVR 미적용

T2R16704  935,220 

우측 T2R16703  935,220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후드 루브 - 크롬
연마 광택 마감 처리가 적용된 시선을 사로잡는 액센트로, 
F-TYPE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큐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좌측
AWD 미적용 
SVR 미적용

T2R5277LML  412,830 

우측 T2R5276LML  412,830 

후드 루브 - 유광 블랙 F-TYPE 외관 스타일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좌측
AWD 미적용 
SVR 미적용

T2R3953  175,900 

우측 T2R3954  175,900 

좌측
AWD 전용   
SVR 미적용

T2R15918  507,100 

우측 T2R15916  507,100 

미러 커버 - 실버 위브 카본 파이버
실버 위브 카본 미러 커버는 스타일을 향상시켜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2x2 트윌 위빙 방식의 눈길을 끄는 알루미늄 원사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마감이 
적용되었습니다.

좌측 T2R25196  820,820 

우측 T2R25195  820,820 

미러 커버 - 카본 파이버 카본 미러 커버는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좌측 T2R5390  820,930 

우측 T2R5389  820,930 

미러 커버  - 크롬 크롬 미러 커버는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좌측 T2R5400  331,760 

우측 T2R5399  331,760 

사이드 파워 벤트 - 실버 위브 카본 
파이버

실버 위브 카본 사이드 파워 벤트는 스타일을 향상시켜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2x2 트윌 위빙 방식의 눈길을 끄는 알루미늄 원사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마감이 적용되었습니다.

좌측

SVR 미적용
T2R25198  858,330 

우측 T2R25197  858,330 

사이드 파워 벤트 - 카본 파이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제공합니다.
좌측

SVR 미적용
T2R5394  678,600 

우측 T2R5393  678,600 

사이드 파워 벤트 - 유광 블랙
재규어의 광택 블랙 컬러의 사이드 파워벤트는 F-TYPE 외관 스타일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좌측

SVR 미적용
T2R5996  193,900 

우측 T2R5995  193,900 

* 도장작업이 필요하며, 도장 비용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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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롤 후프 - 실버 위브 카본 파이버

최상급 실버톤 카본 파이버를 소재로 제작된 롤 후프 트림으로,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적 소재 특성과 함께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링의  
업그레이드 감성을 제공합니다.

좌측

Convertible 전용
SVR 기본 사양

T2R23379  1,055,975 

우측 T2R23378  1,055,975 

롤 후프 - 카본 파이버
최상급 카본 원사 소재의 롤 후프 트림으로, 2x2 트윌 위빙 방식의 직조와 고광택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고유의 경량적 소재 특성과 함께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링의 업그레이드 감성을 제공합니다.

좌측
Convertible 전용
SVR 기본 사양

T2R5396  1,005,200 

우측 T2R5395  1,005,200 

롤 후프 - 크롬
연마 광택 마감 처리가 적용된 시선을 사로잡는 액센트로, 
F-TYPE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큐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좌측

Convertible 전용
T2R5402  283,910 

우측 T2R5401  283,910 

롤 후프 - 유광 블랙 외관 스타일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좌측

Convertible 전용 
F-TYPE V8 S 기본 사양

T2R1115  291,060 

우측 T2R2248  291,060 

윈드 디플렉터
탈부착이 용이한 윈드 디플렉터는 드라이빙 중에
창문을 개방시 난류와 노이즈를 저감시켜서 실내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안락함을 더욱 높여 줍니다.

Convertible 전용 T2R11321  555,610 

EXTERIOR PROTECTION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사계절 카 커버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F-TYPE 전용 전천후 커버. 비, 서리 및 먼지와 같은 환경 요소로부터 
F-TYPE를 보호하십시오. 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SVR 미적용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를 탑재한 
차량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T2R4364  648,670 

CARRYING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리어 마운트형 스키 캐리어

길이 1.9m의 스키 2세트를 적재할 수 있는 캐리어로서, 이송중에도 최소한의 풍절음과  
저항을 받는 상태에서 외부 기온을 접하며 잠금 장치로 보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착 메카니즘은 거치대가 제거된 상태에서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보일 수 있는 리어 범퍼  
하단에 사용자를 배려하여 위치시켰습니다. 구입한 딜러를 통해 최초 장착한 이후에도,  
필요시 몇 분 이내에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V6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T2R13769  2,393,820 

V8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SVR 미적용 T2R11987  2,358,620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기어 쉬프트 패들 - 알루미늄

스티어링 휠의 기어 변속 패들 교체용 액세서리로서, 프리미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차량에서 가장 손이 많이 닿는 포인트에 고품질 감성을 제공합니다.  
기계 연마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패들은 고급스런 완성감을 위한 핸드  
브러싱 및 내마모성을 위한 산화 피막 처리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용
400 SPORT 및 SVR 기본사양 T2R6547MMU  807,620 

센터 콘솔 - 카본 파이버
번들거림과 빛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틴 피니쉬가 적용된 센터 콘솔로  
고급스런 프리미엄 감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사양 트림을 대체할 수 있는, 카본 
파이버 센터 콘솔, 센터 다이얼 및 센터 페시아 트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LHD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용 T2R5267  1,641,530 

기어 셀렉터 - 카본 파이버
고광택 하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된 카본 파이버 기어 셀렉터 노브와 함께  
유니크한 퍼포먼스의 감성을 즐겨보십시오.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용 T2R24247  423,720 

페달 커버 - 브라이트 메탈
모던하며 스포티한 페달 외관을 위하여 기존의 페달 위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무로 만들어진 페달 키트가 견고하게 장착됩니다.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용
400 SPORT 및 SVR 기본사양 C2P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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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R6090  1,163,250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된 실 플레이트로서,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부에 장착됩니다. 도어가 개방되면 조명이 작동하며, 소프트한 형광 
블루의 빛이 하이라이팅 됩니다. 엄선된 활자 및 서체로 자신만의 단색 플레이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조명식 T2R6091  1,745,040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에 적용되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실 트레드 플레이트로서 뚜렷한 영국풍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유니온 잭 T2R5985  528,660 

시트 벨트 - 레드
시선을 사로잡는 레드 컬러의 좌석 벨트로서, F-TYPE의 스포츠 인테리어  
스타일을 향상시켜주는 액세서리 입니다.

좌측 T2R19175 TBD

우측 T2R19173 TBD

스포츠 카펫 매트
재규어 브랜딩과 누벅 가죽 테두리 마감이 적용된 독특한 카펫 파일구조가  
돋보이는 젯 블랙 컬러의 스포츠 매트입니다.

LHD T2R14121PVJ  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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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D T2R16570PVJ  2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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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pé 전용 T2R11270PVJ  321,970 

INTERIOR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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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PROTECTION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카고 적재 공간 소프트 프로텍터
X-TYPE을 위해 특별하게 재단된 프리미엄 프로텍터로서, 리어 카고 공간 트림을  
보호해 드립니다. 경량의 내구성 높은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세척을 위해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광택 피니쉬가 적용된 재규어 브랜딩이 특징입니다.

Coupé 전용
우산 홀더를 장착한 차량에는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T2R11244  321,970 

카고 적재 공간 사이드 네트
사이드 네트는 카고 공간에 별도의 수납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방 또는 작은 소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Coupé  전용 1대당 1개 장착 가능 T2R22934  10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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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D20903  103,200 

고무 매트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내구성이 좋은 매트로, 차량 내부의 카페트를 각종 오염물로 부터  
보호해 줍니다.

LHD T2R16569PVJ  221,210 

FUNCTIONAL AND TECHNOLOGY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스모커 팩
12V 전압의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C2C11315  28,050 

차량의 컵 홀더에 완벽하게 맞추어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스런 마감의 재떨이입니다. 재떨이 T2R7581  174,300 

우산 홀더
리어 카고 내측에 장우산 한 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수납 솔루션입니다.  
노블 피니쉬와 벨크로 고정부가 특징이며, 가죽소재 스트랩에는 재규어 브랜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고 적재 공간 소프트 프로텍터를 
장착한 차량에는 미적용 T2R11274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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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R7758  206,360 

WHEELS AND WHEEL ACCESSORIES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18” 10-스포크, ‘Style 1024’,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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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SVR 미적용
3.0L 340ps 기본 사양
재규어 퍼포먼스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55mm / 뒤 325mm)

C2P18511  741,070 

리어 T2R1858  820,600 

18” 7-스포크, ‘Style 7017’,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퍼포먼스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55mm / 뒤 325mm)

C2P1010  802,230 

리어 C2P12612 839,100

19” 10-스포크, ‘Style 1023’,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3.0L 380ps 기본 사양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1860  906,730 

리어 T2R1862  986,260 

19” 10-스포크, ‘Style 1026’,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9704  906,730 

리어 T2R9705  986,260 

19” 10-스포크, ‘Style 1026’, Gloss Black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9706  1,024,540 

리어 T2R9707  1,104,180 

19”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57’,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퍼포먼스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55mm / 뒤 325mm)

C2P12619  906,730 

리어 C2P12620  986,260 

19”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58’, Technical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14421  950,840 

리어 T2R14422  1,030,480 

19” 7-스플릿 스포크, ‘Style 7013’,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4749  986,260 

리어 T2R4751  986,260 

19” 7-스플릿 스포크, ‘Style 7013’,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4750  986,260 

리어 T2R4752  986,260 

20” 10-스포크, ‘Style 1025’,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1864  1,201,090 

리어 T2R1866  1,280,730 

자세한 적용 사항은, 가까운 재규어 공식 딜러에 문의해 주십시오. 판매가는 휠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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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20”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39’,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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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3286  1,201,090 

리어 T2R3287  1,280,730 

20”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39’, Gloss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3288  1,245,310 

리어 T2R3289  1,324,950 

20”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40’, Metallic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9909  1,280,730 

리어 T2R9910  1,280,730 

20”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41’,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4745  1,280,730 

리어 T2R4747  1,280,730 

20” 5-스플릿 스포크, ‘Style 5041’, Gloss Black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4746  1,280,730 

리어 T2R4748  1,280,730 

20” 5-스포크, ‘Style 5042’, 단조, Carbon 
Fiber-Satin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3290  1,482,600 

리어 T2R3291  1,555,000 

20” 5-스포크, ‘Style 5060’,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R 기본 사양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17515  1,201,090 

리어 T2R17516  1,280,730 

20” 5-스포크, ‘Style 5062’, 단조,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3292  1,754,720 

리어 T2R3293  1,710,500 

20” 5-스포크, ‘Style 5062’, Carbon Fiber 
Silver Weave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11271  1,710,500 

리어 T2R11272  1,710,500 

20” 6-스플릿 스포크, ‘Style 6003’, Dark Grey 
Diamond Turned 피니쉬, 알로이 휠  

프론트 SVR 미적용 
재규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킹 시스템 장착 모델 전용 
(앞 398mm / 뒤 380mm)

T2R12014  1,280,730 

리어 T2R12015  1,280,730 

PRODUCT DESCRIPTION PART 
NUMBER PRICE

스타일 밸브 캡 독특한 주문형 밸브 캡으로 차량 휠의 스타일을 완성하십시오.

블랙 잭

4개 1세트로 판매

C2D19598  48,510 

재규어 ‘그라울러’ 엠블럼 C2D19596  45,200 

R-Type 로고 C2D19597  45,200 

유니온 잭 C2D19599  48,510 

그라울러 휠 너트 키트
재규어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너트로 차량 휠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블랙 
20개 1세트로 판매

C2D20073  362,560 

크롬 C2D20072  42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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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세트로 판매 T2R10816  208,560 

휠 센터 뱃지

모든 휠에 사용 가능한 독특한 스타일의 휠 센터 뱃지로서,  
재규어 ‘그라울러’ 엠블럼이 적용되었습니다.

레드 ‘그라울러’ 엠블럼

4개 1세트로 판매

C2D12326  18,100 

재규어 로고와 유니온 잭이 디자인된 독특한 단색의 샌터 뱃지로  
영국적인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유니온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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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 모두에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ack 695
245/40R18, 275/40R18, 
245/40R19,  
255/35R20 타이어 적용

C2D20229  216,700 

Pack 697 305/30R20 타이어 적용 C2D20230  206,140 

Pack 69J 275/35R19, 295/30R20, 
305/30R20 타이어 적용 C2D20228  220,000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우수한 그립력의 스노우 체인으로서, 눈, 진흙 및 살얼음의 노면 주행  
조건에서도 개선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리어 휠에만 장착 가능합니다.

다음 휠에만 적용 가능
18” ‘Style 7017’ (C2P1010, 
C2P12612),19” ‘Style 5057’ 
(C2P12619, C2P12620)

T2R6040  1,092,410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
타이어 정비 키트의 업그레이드 형으로서, 스페어 휠, 타이어 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휠 - 블랙
실버 휠이 장착 된 차량에 
제공됩니다.  
타이어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T2R12221  1,050,500 

19”휠 - 레드
블랙 휠이 장착 된 차량에 
제공됩니다.  
타이어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T2R12220  1,064,800 

스페어 휠 커버
재규어 브랜딩이 적용된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 전용 커버입니다. 휠을 수납하여 
보관하면, 카고 적재 공간이 더욱 말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공간 절약형 스페어 휠에만 적용 T2R5893  87,120 

타이어 압력 게이지

적합한 압력이 저장된 디지털 타이어 압력 게이지로서, 타이어 밸브의 위치에  
맞추기 위한 360° 회전 노즐과 LED 라이트, 트레드 깊이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psi, bar, kpa, kg/cm2 등 다양한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수납용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C2P24751  70,950 

* 사이즈 적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재규어 공식 딜러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 사양의 휠과 상이한 컬러가 적용된 스페어 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품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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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NOTICE

재규어는 본 출판물의 모든 내용이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원과 사양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양 및 장비의 세부 사항은 현지 시장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맞게 변경 될 수 있으며 모든 제품이 모든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차량에는 액세서리 또는 옵션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서 재현된 색상은 인쇄 과정에서의 표현 한계가 있으며, 실제 차량 등의 색상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및 최신 액세서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ear.jaguar.com을 방문하십시오.

N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