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UAR GEAR

NEW JAGUAR XJ

THE ART OF PERFORMANCE

YOUR NEW JAGUAR XJ
재규어 기어(JAGUAR GEAR)를 경험해 보세요
당신이 소유한 뉴 재규어 X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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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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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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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80 °C 범위의 극한 열온 테스트
- 영하40°C 에서 16시간 냉각후 5분간 영상70°C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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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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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GUAR TOUCH
세계적인 클래스의 엔지니어링. 비교 상대가 없는 장인 정신, 최고의 퍼포먼스.
재규어 기어의 컬렉션을 통해, 당신은 소유한 뉴 재규어 XJ에 더욱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차량을 설계한 같은 팀에 의해 설계 및 테스트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브로슈어는 당신이 소유한 차량의 실내와 외관을 향상시키고 개성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액세서리가 차량과 완벽하게 맞물려 더욱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스타일리쉬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ear.jaguar.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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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TYLING AND PROTECTION

미러 커버 – 크롬

4계절용 카 커버

크롬 미러 커버와 함께 스타일리쉬한 익스테리어 미러의 디자인으로

Jaguar 로고가 적용된 XJ 전용 4계절용 커버입니다. 당신의 XJ를
소나기, 서리, 먼지 입자 등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맞춰 씌울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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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래쉬 가드 – 리어
Jaguar 로고가 적용된 전, 후방용 스플래쉬 가드로서, 차량의 윤곽
라인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흙탕물이 튄 자국이나 먼지와 석편들로
부터 차체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프론트 스플래쉬 가드도
주문 가능합니다.

INTERIOR STYLING

실 트레드플레이트 – 조명식

스포츠 페달 커버

인타글리오

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된 실 플레이트로서,

기본사양 페달 위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무 소재의 페달 키트가 단단

한 단계 더 높은 개성을 위해, XJ의 실내 앞좌석 공간에 음각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도어가 개방되면 조명이 작동합니다. 소프트한

하게 부착되어 모던하고 스포츠 지향적인 외관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인타글리오로 디자인된 재규어 브랜딩을 가미해 보십시오.

럭셔리 카고 적재 공간 카펫 매트
고급스런, 소프트타입 카고 적재 공간 매트로서, Jaguar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파일 두께 2,500gsm의 질감과 누벅 가죽 소재의
테두리 마감 처리가 고급스럽게 돋보입니다,

카고 적재 공간 피니셔 – 조명식

형광 블루의 빛이 하이라이팅 됩니다.

기어 쉬프트 패들
스티어링 휠의 기어 변속 패들 교체용 액세서리로서, 프리미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차량에서 가장 손이 많이 닿는 포인트에
고품질 감성을 제공합니다. 기계 연마로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
되고, 패들은 산화 피막 및 핸드브러싱 처리를 거친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로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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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로고가 적용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피니셔로서 카고의
외곽선을 따라 미세한 두께의 형광 블루 라이팅 라인이 적용되어,
적재 공간을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고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드립니다.

INTERIOR PROTECTION

고무 카고 적재 공간 라이너
카고 적재 공간 플로어와 사이드 월을 보호하기 위해 3면이 돋움 처리
된, 특별하게 디자인된 프리미엄 라이너입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높으
며, 세척을 위해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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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매트
Jaguar 로고가 적용된 고무 소재 매트로서, 내마모성이 높고 차량
카펫을 더욱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직물 러기지 리테이너
카고 적재 공간내에 짐이나 다른 물품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말끔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UNCTION AND TECHNOLOGY

Click and Go – 베이스

Click and Hang

Click and Play – iPad Air

‘Click and Go’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목적 시트 백 내장 시스템입

‘Click and Hang’은 ‘Click and Go’ 베이스에 적용하는 상품입니

‘Click and Play’는 ‘Click and Go’ 베이스에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니다. 다용도의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

다. 탈착가능한 옷걸이 모듈로서, 셔츠와 재킷 등이 이동중에도 구김없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의 편의와 뒷좌석용

되어 테블릿 PC, 가방, 셔츠나 재킷 등을 걸거나 부착할 수 있는 새로

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 모듈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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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ACCESSORIES

직물형 스노우 체인

로킹 휠 너트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높은 보안 기능의 잠금 방식으로 맞춤 설계된 휠 너트로서, 차량의

우수한 그립력의 스노우 체인으로서, 눈, 진흙 및 살얼음의 노면 주행

눈 및 얼음과 같은 겨울 날씨의 주행 조건시 유용한 혁신적이며 가벼

휠을 보호해 드립니다.

조건에서도 개선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운 직물소재의 스노우 체인입니다. 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으며, 미
사용시에도 수납이 용이합니다. 필요시, 모든 휠에 장착하는 것을 권
유드립니다.

‘그라울러’ 휠 너트
Jaguar 로고가 적용된 휠 너트로서 차량의 휠 디자인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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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센터 뱃지

스타일 밸브 캡

독특한 단색의 센터 뱃지로서, Jaguar 로고와 유니온 잭 디자인이

당신의 휠에 다양하고 유니크한 커스텀 밸브 캡을 통해 특별한 마감

영국방식의 개성을 선사합니다.

처리의 감성을 더해 보세요.

THE PRICE LIST
모든 재규어 액세서리는, 고객을 위해 최소 12개월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액세서리를 적용한 차량이 신차 구매 1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600km 이내의 경우에는
(우선 도래한 조건 기준), 해당 차량의 잔존 보증 기간동안의 부품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액세서리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ear.jagu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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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STYLING
PRODUCT NAME

DESCRIPTION

미러 커버 – 크롬

크롬 미러 커버와 함께 스타일리쉬한 익스테리어 미러의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십시오.

INTERIOR STYLING
PART
NUMBER

PRICE

좌측

C2D5489

236,940

우측

C2D5488

236,940

EXTERIOR PROTECTION
PRODUCT NAME

DESCRIPTION

4계절용 카 커버

Jaguar 로고가 적용된 XJ 전용 4계절용 커버입니다. 당신의 XJ를 소나기, 서리,
먼지 입자 등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맞춰 씌울 수 있습니다.

스플래쉬 가드

Jaguar 로고가 적용된 전, 후방용 스플래쉬 가드로서, 차량의 윤곽 라인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흙탕물이 튄 자국이나 먼지와 석편들로부터 차체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PART
NUMBER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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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로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패들은 도금 및 핸드브러싱 처리를 거친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로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합니다.

T2R6547MMU

807,620

스포츠 페달 커버

기본사양 페달 위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무 소재의 페달 키트가 단단하게 부착되어
모던하고 스포츠 지향적인 외관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LHD

C2D8415

218,460

프론트, 좌측

C2D30455

342,210

프론트, 우측

C2D30454

342,210

LWB 리어, 좌측

C2D48820

339,350

LWB 리어, 우측

C2D48822

339,350

SWB 리어, 좌측

C2D48821

339,350

SWB 리어, 우측

C2D48819

339,350

366,300

PRICE

SWB

C2D7599

866,580

LWB

C2D8821

868,010

프론트

C2D8498

130,130

리어

C2D8499

130,130

실 트레드플레이트

럭셔리 카고 적재 공간 카펫 매트

Jet Black컬러의 고급스런 소프트타입 카고 적재 공간 매트로서, Jaguar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파일 두께 2,500gsm의 질감과 누벅 가죽 소재의 테투리와 스티치
마감 처리가 고급스럽게 돋보입니다.

C2D7450

카고 적재 공간 피니셔 – 조명식

재규어 로고가 적용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피니셔로서 카고의 외곽선을 따라 미세한
두께의 형광 블루 라이팅 라인이 적용되어, 적재 공간을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고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드립니다.

C2D30460

355,190

그라파이트

C2D12040

205,920

재규어 유니언 잭

C2D14681

137,720

이언 컬럼 시그니쳐

C2D17977

415,690

커스터마이징 주문 맞춤형

C2D14682

707,080

인타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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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된 실 플레이트로서, 운전석 또는 조수석
도어가 개방되면 조명이 작동합니다. 소프트한 형광 블루의 빛이 하이라이팅 됩니다.

PRICE

한 단계 더 높은 개성을 위해, XJ의 실내 앞좌석 공간에 음각의 인타글리오로
디자인된 재규어 브랜딩을 가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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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PROTECTION

FUNCTION & TECHNOLOGY

PRODUCT NAME

DESCRIPTION

PART
NUMBER

직물 러기지 리테이너

카고 적재 공간내에 짐이나 다른 물품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말끔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2D49365

카고 적재 공간 플로어와 사이드 월을 보호하기 위해 3면이 돋움 처리된, 특별하게 디자인된
프리미엄 라이너입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높으며, 세척을 위해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C2D15159

321,200

프론트, LHD

C2D8683

188,760

리어, LWB

C2D27142

207,570

리어, SWB

C2D27141

139,150

고무 카고 적재 공간 라이너

고무 매트

Jaguar 로고가 적용된 고무 소재 매트로서, 내마모성이 높고 차량 카펫을
더욱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PRICE

PRODUCT NAME

DESCRIPTION

Click and Go – 베이스

‘Click and Go’는 2열 탑승자를 위한 다목적 시트 백 내장 시스템입니다.
다용도의 ‘Click and Go’ 베이스는 헤드레스트 지지대에 고정되어 테블릿 PC, 가방,
셔츠나 재킷 등을 걸거나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은 별매 제품이며, 베이스는 미사용시 손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Click and Hang

‘Click and Hang’은 ‘Click and Go’ 베이스에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탈착가능한 옷걸이
모듈로서, 셔츠와 재킷 등이 이동중에도 구김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요시 차량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후크형 걸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ick and Hook

‘Click and Hook’는 ‘Click and Go’ 베이스에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여분의 아이템을
거치하기 위한 범용 걸이입니다. 핸드백 이나 쇼핑백을 거치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55,110

PART
NUMBER

활용을 위해서는
Click and Go 모듈이 필요합니다.

J9C2168

43,670

J9C2167

128,700

J9C2169

63,140

J9C2163

240,350

iPad Air 전용

J9C2164

240,350

iPad Mini 전용

J9C2165

240,350

Samsung 10.1” 전용

J9C2166

240,350

iPad 2 ~ 4 전용
Click an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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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and Play’는 ‘Click and Go’ 베이스에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탈착가능한 테블릿PC 홀더 모듈로서, 차량내에서의 편의와 뒷좌석용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PRICE

장착을 위해서는 Click and Go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헤드레스트 장착 옷걸이

코트 옷걸이로서 Jaguar 로고 및 크롬 컬러의 ‘스프링 핏’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간단하고도 안전하게 탈장착이 가능하며 주름없이 의복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면에서
편리한 기능을 선사합니다.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사양 장착
모델 미적용

C2Z23416

79,100

프리미엄 시트 백 수납칸

맞춤 재단된 시트 백 거치용 수납칸으로서, 고급 프리미엄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소형
또는 휴대용 아이템을 정돈할 수 있는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그레이빙된 Jaguar
로고와 고품질 합성 재료가 적용된 수납칸 내측면이 돋보입니다.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사양 장착
모델 미적용

C2Z24589

4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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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사양 장착
모델 미적용

C2Z22935

370,700

*2~5세대 iPad®에 적용 가능합니다. iPad Air® 또는 iPad Mini® 미적용. iPad® 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이며, 미국 및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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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WHEELS
PRODUCT NAME

ALLOY WHEELS (continued)
PART
NUMBER

DESCRIPTION

PRICE

프론트

C2D4497

리어

C2D4498

820,600

프론트

C2D4499

906,730

19” Aleutian, 알로이 휠
C2D4500

986,260

프론트

C2D38659

906,730

리어

C2D7288

986,260

프론트

C2D38658

리어

C2D7282

1,104,180

프론트

C2D7439

1,201,090

리어

C2D7440

1,280,730

프론트

C2D4245

1,201,090

리어

C2D4246

1,280,730

프론트

C2D9177

1,319,010

20” Orona, 광택 피니쉬, 20”
Orona, 알로이 휠**

PRICE

프론트

C2D7285

1,319,010

리어

C2D7286

1,280,730

프론트

C2D24742

1,245,310

리어

C2D24743

1,324,950

프론트

C2D25859

1,675,080

리어

C2D25860

1,754,720

C2D40716

1,245,310

C2D40717

1,324,950

PART
NUMBER

PRICE

18~20인치 휠 전용

C2D29138

1,092,410

245/50R18 및 245/45R19

C2D20229

216,700

275/45R18, 275/40R19 및
275/35R20 타이어 적용 휠에 권장

C2D20230

206,140

20” Orona, 무광, 알로이 휠**
당신의 차량을 폭 넓은 선택 범위의 모던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알로이 휠
셀렉션으로 커스터마이징 해 보십시오.

19” Toba, 알로이 휠
20” Maroa, 알로이 휠**

1,024,540

19” Toba, 광택 피니쉬, 알로이 휠
당신의 차량을 폭 넓은 선택 범위의 모던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알로이 휠 셀렉션으로 커스터마이징 해 보십시오.

PART
NUMBER

DESCRIPTION

741,070

18” Meru, 알로이 휠*

리어

PRODUCT NAME

프론트

20” Venom, 글로스 블랙 피니쉬,
알로이 휠

R-Sport 전용
리어

20” Amirante, 알로이 휠**

WHEEL ACCESSORIES

20” Kasuga, 알로이 휠**

20” Kasuga, 광택 피니쉬,
알로이 휠**

리어

C2D9178

1,398,650

프론트

C2D7283

1,201,090

리어

C2D7284

1,280,730

20” Orona, 알로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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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적용 사항은, 가까운 재규어 공식 딜러에 문의해 주십시오. 판매가는 휠 단위이며, 타이어 장착 공임은 별도입니다.
*WD 및 V8 엔진 장착 모델에는 미적용. (유럽) 디젤엔진 모델 미적용.
**AWD LWB의 경우, 개별 뒷좌석 시트 및 개별 뒷좌석 메모리 시트 사양이 장착된 모델은 미적용.

45,200

DESCRIPTION

스노우 트랙션 시스템

우수한 그립력의 스노우 체인으로서, 눈, 진흙 및 살얼음의 노면 주행 조건에서도 개선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후륜 휠에만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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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 695
Pack 697

타이어 적용 휠에 권장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재규어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가격은 휠당 단가입니다.
**AWD LWB의 경우, 개별 뒷좌석 시트 및 개별 뒷좌석 메모리 시트 사양이 장착된 모델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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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ACCESSORIES (continued)
PRODUCT NAME

DESCRIPTION

‘그라울러’ 휠 너트

Jaguar 로고가 적용된 휠 너트로서 차량의 휠 디자인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로킹 휠 너트

휠 센터 뱃지

스타일 밸브 캡

타이어 압력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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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PART
NUMBER

PRICE

블랙

C2D20073

362,560

크롬

C2D20072

424,270

높은 보안 기능의 잠금 방식으로 맞춤 설계된 휠 너트로서, 차량의 휠을 보호해 드립니다.

C2C9198

158,180

독특한 레드 컬러의 센터 뱃지로서, Jaguar ‘Growler’ 로고 브랜딩이 돋보입니다.
모든 휠에 적용 가능합니다.

레드 그라울러

C2D12326

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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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 잭

T2R5513

19,470

블랙 잭

C2D19598

48,510

재규어 ‘그라울러’

C2D19596

45,200

R-Type 로고

C2D19597

45,200

유니온 잭

C2D19599

48,510

C2P24751

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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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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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