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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wherever you are. 아우디는 언제나 여러분께 편안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가득 찬 아우디 컬렉션을 통해 아우디를 

운전하지 않을 때에도 아우디의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디 링, 콰트로, 아우디 스포츠, 헤리티지만의 

유니크함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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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의 열정을 혁신, 품질,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네 개의 링과 함께 만나는 이번 아우디 컬렉션 제품은 

아우디만의 가치를 자랑하는 기술력과 진보된 디자인으로 

아우디의 브랜드 가치를 대표합니다.

Audi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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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polo shirt, white
남성용 폴로 셔츠, 화이트

ZZQ3131700922-27

Men’s polo shirt, blue
남성용 폴로 셔츠, 블루

ZZQ3131700902-07

Sunglasses｜선글라스

ZZQ3111800300

Chronograph｜크로노그래프 시계

ZZQ3101700300

Chronograph｜크로노그래프 시계

매트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에 블루 포인트가 매력적인 블랙 다이얼 크로노그래프 

제품입니다. 아우디 링 로고와 레드 컬러의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후면 발광 핸즈, 아워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산 시티즌 6 S10

쿼츠 무브먼트, 날짜 디스플레이, 컨벡스 K1 세이프티 글라스, 10ATM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레이 스치티가 있는 블랙 소가죽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케이스 지름 42 mm, 케이스 높이 6.5 mm

ZZQ3101700300 453,200

Sunglasses｜선글라스

매트한 블랙 아세테이트 소재의 핸드메이드 프레임에 다리 부분에는 메탈 소재의 

아우디 링 장식이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블루 미러 3급 필터 렌즈, UV 400 제품으로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및 극세사 닦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ZZQ3111800300 147,400

Men’s hybrid jacket｜남성용 하이브리드 재킷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디자인의 하이브리드 미드레이어 재킷으로 퀼팅 처리한 

초경량 나일론 및 소프트 피케 소재입니다. 포켓, 스탠드업 칼라, 코튼 립 소재의 소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우디 링 브랜드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바디 폴리에스테르 100%, 어깨 및 소매 면 48%, 

 폴리에스테르 49%, 엘라스테인 3%

사이즈 : S–XXL

ZZQ3131802502-06 245,300

Men’s polo shirt｜남성용 폴로 셔츠

래글런 소매로 측면에는 작은 슬릿이 있으며,

대비되는 색상의 내부 스탠드 칼라(안쪽)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 면 49%, 폴리에스테르 48%, 엘라스테인 3%

사이즈 : S–XXXL

dark grey｜다크 그레이

ZZQ3131700912-17 64,900

소재 : 면 95%, 엘라스테인 5%

사이즈 : S–XXXL

white｜화이트

ZZQ3131700922-27 64,900

blue｜블루

ZZQ3131700902-07 64,900

Men’s hybrid jacket｜남성용 하이브리드 재킷

ZZQ3131802502-06

Men’s polo shirt, dark grey
남성용 폴로 셔츠, 다크 그레이

ZZQ31317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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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cap blue｜야구모자 블루

ZZQ3131701700

Umbrella｜우산

ZZQ3121700200

Leather key ring, Audi A1
가죽 열쇠고리, Audi A1

ZZQ3181400201

Leather key ring, Audi A3
가죽 열쇠고리, Audi A3

ZZQ3181400203 Baseball cap blue｜야구모자 블루

자연 친화적 기법인 면 능직으로 제작하였으며 뒤쪽에는 스트랩과 둘레 조절용 메탈 

클래스프가 있습니다. bluesign® 제품으로 경량 구조의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131701700 57,200

Leather key ring｜가죽 열쇠고리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Audi A1

ZZQ3181400201 57,200

Audi A3

ZZQ3181400203 57,200

Umbrella｜우산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의 우산살과 우산대,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 구성입니다.

지름 : 약 130 cm

ZZQ3121700200 5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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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ther key ring, Audi A7
가죽 열쇠고리, Audi A7

ZZQ3181400207

 Leather key ring, Audi A8
가죽 열쇠고리, Audi A8

ZZQ3181400208

Knitted hat｜니트 모자

ZZQ3131701100

Knitted gloves｜니트 장갑

ZZQ3131701302-04

Pocket umbrella｜포켓 우산

ZZQ3121600200

Baseball cap black｜야구모자 블랙

ZZQ3131800100

Knitted scarf｜니트 스카프

ZZQ3131701200

Knitted hat｜니트 모자

남녀공용의 니트 재질 비니입니다. 

아우디 링이 새겨진 벨루어 소재의 라벨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울 (메리노) 100%

사이즈 : 공용

ZZQ3131701100 48,400

Knitted scarf｜니트 스카프

가장자리 처리를 넓게 한 메리노 울 소재의 남녀공용 스카프로 

아우디 링 브랜드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울 (메리노) 100%

크기 : 30 × 170 cm

ZZQ3131701200 64,900

Knitted gloves｜니트 장갑

메리노 울 니트 소재의 남녀공용 손가락 장갑입니다. 

터치스크린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재 : 울 (메리노) 100%

사이즈 : S–L

ZZQ3131701302-04 48,400

Leather key ring｜가죽 열쇠고리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Audi A7

ZZQ3181400207 57,200

Audi A8

ZZQ3181400208 57,200

Pocket umbrella｜포켓 우산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한 ABS 소재의 일자 손잡이와 일체형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폴리에스테르 폰지 소재로 제작한 UV 차단 기능이 있는 포켓 우산입니다.

지름 : 약 90 cm

ZZQ3121600200 114,400

Baseball cap black｜야구모자 블랙

6패널 모자로 챙 아랫부분과 스트랩에는 프린트가 새겨져 있으며 블랙 메탈 클래스프와

앞면 왼쪽 패널에 새겨진 아우디 링 브랜드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131800100 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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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with calender week｜캘린더 위크 기능이 포함된 시계

캘린더 위크 디스플레이가 있는 비즈니스 워치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와 

K1 미네랄 글라스, 스위스 RONDA 706B 무브먼트 기능과 5ATM 방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Swiss made.

케이스 치수 : 지름 42 mm

ZZQ3101600400 546,700

Leather belt｜가죽 벨트

새틴 소재로 마감한 메탈 클래스프 상단에 각인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소가죽 100%, 크롬 무사용 태닝 처리

길이 : 120 cm (클래스프 포함, 간편한 길이 조절 방식), 폭 : 3.5 cm

ZZQ3141700400 203,500

Leather business card holder｜가죽 명함홀더

소재 : 소가죽 100%, 크롬 무사용 태닝 처리

치수 : 7.5 × 10 × 0.5 cm

ZZQ3141700300 80,300

Miniature wallet｜소형 지갑

부드러운 블랙 소가죽 소재이며, 지폐 수납용 포켓과 카드 수납용 포켓이 있습니다. 

엠보싱 처리한 아우디 링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소가죽 100%, 크롬 무사용 태닝 처리

치수 : 7.5 × 10 × 0.5 cm

ZZQ3141700200 112,200

Men’s wallet｜남성용 지갑

부드러운 블랙 소가죽 소재이며, 다양한 포켓에 지폐 칸 2개와 별도의 동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엠보싱 처리한 아우디 링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소가죽 100%, 크롬 무사용 태닝 처리

치수 : 12.2 × 9.5 × 1.2 cm

ZZQ3141700100 180,400

Leather belt｜가죽 벨트

ZZQ3141700400

Leather business card holder
가죽 명함홀더

ZZQ3141700300

Miniature wallet｜소형 지갑

ZZQ3141700200

Men’s wallet｜남성용 지갑

ZZQ3141700100

Watch with calender week
캘린더 위크 기능이 포함된 시계

ZZQ31016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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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luggage tag｜가죽 네임택

블랙 소가죽 소재로 엠보싱 처리한 아우디 링과 가죽 스트랩 메탈 클래스프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소재 : 소가죽 100%, 크롬 무사용 태닝 처리

치수 : 6.7 × 18 cm (스트랩 포함)

ZZQ3141700500 57,200

Leather key ring｜가죽 열쇠고리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Audi A5

ZZQ3181400205 57,200

Audi A6

ZZQ3181400206 57,200

Audi TT

ZZQ3181400209 57,200

Samsonite L trolley case｜쌤소나이트 L 캐리어

4개의 저소음 바퀴(트윈 휠)과 길이 조절이 가능한 더블 바 손잡이가 달린 캐리어로 

상단 및 측면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체 강화, 경량 디자인으로 

토프 컬러가 포인트입니다. 상단 및 하단 수납공간 내부에는 지퍼 잠금식 분리 패드가 

있으며, 하단 수납공간에는 짐 고정용 교차형 스트랩이 있습니다. TSA 잠금장치와 

수하물 크기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쌤소나이트사와의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재 : 경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겉감, 내마모성 나일론 소재의 안감

치수 : 75 × 51 × 28 cm / 무게 : 3.4 kg / 용량 : 94 L

ZZQ3151800100 727,100

Samsonite M trolley case｜쌤소나이트 M 캐리어

치수 : 69 × 46 × 27 cm / 무게 : 2.9 kg / 용량 : 74 L

ZZQ3151800200 680,900

Samsonite carry-on trolley｜쌤소나이트 기내용 캐리어

치수 : 55 × 40 × 20 cm / 무게 : 2.2 kg / 용량 : 38 L

ZZQ3151800300 612,700

Leather luggage tag｜가죽 네임택

ZZQ3141700500

Leather key ring, Audi A5
가죽 열쇠고리, Audi A5

Leather key ring, Audi A6
가죽 열쇠고리, Audi A6

Leather key ring, Audi TT
가죽 열쇠고리, Audi TT

ZZQ3181400205 ZZQ3181400206 ZZQ3181400209

Samsonite L trolley case
쌤소나이트 L 캐리어

Samsonite M trolley case
쌤소나이트 M 캐리어

Samsonite carry-on trolley
쌤소나이트 기내용 캐리어

ZZQ3151800100 ZZQ3151800200 ZZQ31518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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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watch｜아우디 시계

매트한 블랙으로 마감처리한 아날로그식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하여, 날짜 디스플레이, 

중앙 초침을 자랑합니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케이스에 스테인리스스틸 백, 

고급 실리콘 소재의 스트랩으로 구성되었으며 크라운과 클래스프에 레이저로 새긴 

아우디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케이스 치수 : 지름 42 mm

ZZQ3101800100 130,900

Men’s sunglasses｜남성용 선글라스

스테인리스스틸(니켈 프리) 소재의 선글라스로 유연한 경량 프레임의 선글라스입니다. 

다리 부분에 레이저로 각인된 아우디 링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는 나일론 소재의 3급 필터 렌즈, UV 400 제품으로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및 극세사 닦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ZZQ3111800100 163,900

Leather key ring｜가죽 열쇠고리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Audi Q5

ZZQ3181400215 57,200

Audi Q7

ZZQ3181400217 57,200

Cufflinks｜커프스 버튼

오닉스와 어우러진 아우디 링 음각이 매력적인 커프스 버튼입니다.

소재 : 스테인리스스틸, 오닉스

ZZQ3291800200 81,400

Audi watch｜아우디 시계

ZZQ3101800100

Men’s sunglasses｜남성용 선글라스

ZZQ3111800100

Cufflinks｜커프스 버튼

ZZQ3291800200

Leather key ring, Audi Q5
가죽 열쇠고리, Audi Q5

ZZQ3181400215

Leather key ring, Audi Q7
가죽 열쇠고리, Audi Q7

ZZQ31814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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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shirt, black｜남성용 셔츠, 블랙

전면에 아우디 링 로고가 클레이 플록 프린트로 새겨진 티셔츠입니다.

소재 : 면 100%, 니트 소재

사이즈 : S–XXXL

ZZQ3131701802-07 41,800

Men’s shirt, grey｜남성용 셔츠, 그레이

그레이 컬러 바탕에 프린트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강렬한 포인트를 주는 티셔츠입니다.

소재 : 면 100%, 니트 소재

사이즈 : S–XXXL

ZZQ3131701812-17 41,800

Men’s shirt, white｜남성용 셔츠, 화이트

전면에 아우디 링 로고가 야광 프린트로 새겨져 있는 라운드넥 스타일의 티셔츠입니다.

소재 : 면 100%, 니트 소재

사이즈 : S–XXXL

ZZQ3131701822-27 41,800

Men’s shirt, red｜남성용 셔츠, 레드

전면에 입체적인 아우디 링이 새겨져 있는 레드 컬러 티셔츠입니다.

소재 : 면 100%, 니트 소재

사이즈 : S–XXXL

ZZQ3131701832-37 41,800

Baseball cap｜야구모자

자연 친화적 기법인 면 능직으로 제작하였으며, 뒤쪽에는 스트랩과 메탈 클레스프로 

둘레 조절이 가능합니다. bluesign® 제품.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black｜블랙

ZZQ3131701000 35,200

red｜레드

ZZQ3131701010 35,200

white｜화이트

ZZQ3131701020 35,200

Men’s shirt, black｜남성용 셔츠, 블랙

ZZQ3131701802-07

grey｜그레이

ZZQ3131701812-17

white｜화이트

ZZQ3131701822-27

red｜레드

ZZQ3131701832-37

Baseball cap, black｜야구모자, 블랙

ZZQ3131701000

red｜레드

ZZQ3131701010

white｜화이트

ZZQ31317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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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key ring, Audi A4｜가죽 열쇠고리, Audi A4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ZZQ3181400204 57,200

Multitool｜멀티툴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와이어 커터가 달린 단단한 펜치와

대형 칼날, 메탈 파일, 드라이버, 톱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치수 : 103 × 42 × 20 mm

ZZQ3291700200 48,400

Black pen｜블랙 펜

블랙 컬러의 노크식 메탈 볼펜으로 소프트트위스트 구조입니다. 스프링 클립을 적용하고

크롬 소재로 도금 하였습니다. Made in Germany.

ZZQ3221700100 31,900

Fleece blanket｜플리스 블랭킷

아우디 링 자수가 새겨져 있으며 가장자리는 커팅처리 하였습니다. 

휴대용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220 g/m

ZZQ3291700800 31,900

Leather key ring, Audi A4
가죽 열쇠고리, Audi A4

ZZQ3181400204

Multitool｜멀티툴

ZZQ3291700200

Black pen｜블랙 펜

ZZQ3221700100

Fleece blanket｜플리스 블랭킷

ZZQ32917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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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pack｜배낭

내부 수납공간이 분리된 여유있는 메인 공간과 앞주머니, 가방 뒤쪽의 주머니를 모두 

지퍼로 여닫을 수 있고 커버 덮개가 있습니다. 또한,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손쉽게 

노트북을 꺼낼 수 있도록 가방 뒤쪽의 패드가 있어 수납공간을 접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치수 : 33 × 47 × 17 cm

ZZQ3151600900 297,000

Messenger bag｜메신저 백

노트북과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도록 패드가 있는 여유있는 메인 공간은 여러 개의 

내부 수납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퍼가 달린 앞주머니 또한 내부 수납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가방 뒤쪽에 주머니가 있고 커버 덮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수 : 40 × 30 × 11 cm

ZZQ3151601000 250,800

Weekender｜위켄더 백

위켄더 백은 여유있는 메인 공간, 내부 수납공간이 분리된 앞주머니,

가방 뒤쪽의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지퍼로 여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커버 덮개와 신발을 담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치수 : 57 × 32 × 26 cm

ZZQ3151601100 319,000

Bag, packable｜패커블 백

작게 접어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패커블 백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보관에 용이합니다. 

트롤리바에 부착 가능합니다. 앞주머니와 가방 뒷주머니 모두 지퍼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소재 : 다이아몬드 패턴 구조의 폴리에스테르 

치수 : 약 45 × 35 × 25 cm (휴대용)

용량 : 약 40 L

ZZQ3151800400 35,200

Umbrella｜우산

부드러운 촉감의 표면과 손잡이에 내장된 일체형 버튼이 특징인 우산입니다. 

알루미늄 우산대와파이버글래스 살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품질 폰지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방수, 방진 코팅 및 방풍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지름 : 약 100 cm

ZZQ3121500300 103,400

Backpack｜배낭

ZZQ3151600900

Messenger bag｜메신저 백

ZZQ3151601000

Weekender｜위켄더 백

ZZQ3151601100

Bag, packable｜패커블 백

ZZQ3151800400

Umbrella｜우산

ZZQ31215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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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fleece jacket
남성용 플리스 재킷

ZZQ3131701902-07

Men’s fleece jacket｜남성용 플리스 재킷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져 있는 남성용 플리스 재킷입니다. 스탠드업 칼라의 앞면에는 

아우디 브랜딩과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고, 허리 둘레가 조절가능합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니트 소재

사이즈 : S–XXXL

ZZQ3131701902-07 81,400

Bath towel｜목욕 타월

가장자리의 레드 스트라이프 장식이 포인트인 목욕 타월/타월 입니다. 그레이 컬러의

직조 아우디 링이 프린트되어 있으며 Möve사와의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재 : 코튼 소프트 테리 100%, STANDARD 100 by OEKO-TEX®, 1등급, 

        60°C에서 세탁, 건조기 사용 가능

치수 : 80 × 150 cm

ZZQ3131803000 64,900

towel｜타월

치수 : 50 × 100 cm

ZZQ3131802900 31,900

Bath towel｜목욕 타월

ZZQ3131803000

towel｜타월

ZZQ31318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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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sunglasses｜여성용 선글라스

스테인리스스틸(니켈 프리)과 아세테이트 소재를 합쳐 정교하게 제작한 선글라스입니다.

프레임 안쪽에 아우디 링 로고가 레이저로 각인된 제품입니다. 그라데이션 틴트 3급 필터

렌즈, UV 400 제품으로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및 극세사 닦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ZZQ3111800200 147,400

Chronograph Luminous｜크로노그래프 루미너스 시계

새틴으로 마감처리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형광 다이얼이 특징이며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1/20초 단위의 타키미터 눈금이 

새겨진 속도 측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티즌/미요타의 쿼츠 무브먼트, 날짜 표시 및 

K1 세이프티 글라스가 적용되어 10ATM까지 방수 가능합니다. Made in Germany.

케이스 치수 : 지름 42 mm

ZZQ3101500300 661,100

Women’s key ring｜여성용 열쇠고리

태슬 2개가 토프 컬러의 소가죽으로 제작된 열쇠고리로 메탈과 소재의 키 링입니다. 

가죽에는 엠보싱 처리된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길이 약 13 cm

ZZQ3181700200 41,800

Women’s wallet｜여성용 지갑

토프 컬러의 소가죽으로 제작되어 크롬 무사용 태닝 처리가 된 지갑으로 내부에는

2개의 지폐 수납공간과 동전 수납공간, 6개의 카드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면에는 엠보싱 처리된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11 × 12.7 × 1.7 cm

ZZQ3141700600 147,400

Women’s sunglasses｜여성용 선글라스

ZZQ3111800200

Chronograph Luminous
크로노그래프 루미너스 시계

ZZQ3101500300

Women’s key ring｜여성용 열쇠고리

ZZQ3181700200

Women’s wallet｜여성용 지갑

ZZQ31417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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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steel key ring, Audi rings｜
스테인리스 스틸 열쇠고리, 아우디링

스테인리스 스틸의 매트한 열쇠고리로 아우디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이중 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수 : 6.5 × 3.3 × 0.9 cm

ZZQ3181500400 46,200

Men’s winter jacket｜남성용 윈터 재킷

사이즈: 50–56

ZZQ3131602203-05 327,800

Women’s winter jacket｜여성용 윈터 재킷

퀼팅 소재의 기능성 아우디 스키 재킷입니다.

소재 : 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 이중 구조 겉감

사이즈 :  36-40

기능 : 내수압 10,000 mm, 통기성 10,000 g/m2/24h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bluesign® 제품.

ZZQ3131602302-04 327,800

Stainless-steel key ring, Audi rings
스테인리스 스틸 열쇠고리, 아우디링

ZZQ3181500400

Men’s winter jacket
남성용 윈터 재킷

ZZQ3131602203-05

Women’s winter jacket
여성용 윈터 재킷

ZZQ31316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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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case Audi rings｜스마트폰 케이스 아우디링

아우디 링이 새겨진 케이스로 iPhone 6, 6s, 7, 8 제품에 사용가능합니다.

ZZQ3221800100 31,900

Aviator sunglasses｜에이비에이터 선글라스

클래식한 드라이버 선글라스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경량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프레임과 다리 부분에 레이저로 각인된 아우디 링. 그라데이션 틴트 3급 필터 렌즈, 

UV 400 제품입니다.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및 극세사 닦이천이 포함된 구성입니다.

ZZQ3111800400 147,400

Notebook, DIN A5｜노트, DIN A5

고급 폴리우레탄 소재에 “프리퀀시” 엠보싱(자동차 좌석 엠보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이 : 80 g/m², 무지 192매, 플라스틱 밴드로 여밈, 페이지 마커, 전면 포켓.

ZZQ3291700900 31,900

Ballpoint pen｜볼펜

고품질의 플라스틱 소재에 부드러운 촉감의 코팅이 특징입니다.

블랙 컬러 바디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제품으로 매트한 크롬 메탈 소재를 적용하여,

클립에는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검은색 잉크가 들어 있습니다.

ZZQ3221700200 12,100

Leather key ring with rings｜링이 달린 가죽 열쇠고리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ZZQ3181400200 57,200

Mug Audi rings｜머그 아우디링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진 도자기 머그입니다.

ZZQ3291700400 35,200

Smartphonecase Audi rings
스마트폰 케이스 아우디링

ZZQ3221800100

Aviator sunglasses｜에이비에이터 선글라스

ZZQ3111800400

Notebook, DIN A5｜노트, DIN A5

ZZQ3291700900

Ballpoint pen｜볼펜

ZZQ3221700200

Leather key ring with rings
링이 달린 가죽 열쇠고리

ZZQ3181400200

Mug Audi rings｜머그 아우디링

ZZQ32917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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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quattro silver｜주니어 콰트로 실버

ZZQ3201200110

Junior quattro red｜주니어 콰트로 레드

ZZQ3201200120

Junior quattro｜주니어 콰트로

만 1~3세의 유아용 장난감 자동차로, 아우디 저소음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치수 : 72 × 29 × 36 cm

silver｜실버

ZZQ3201200110 203,500

red｜레드

ZZQ3201200120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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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트로, 그 독보적인 성공의 스토리! 

상시 4륜구동으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콰트로 컬렉션은 특별한 제품 구성으로 

이는, 전설적인 드라이브 시스템의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udi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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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back cap quattro｜스냅백 콰트로

콰트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스냅백입니다. 

앞면에는 타이어 자국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재 : 전면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후면 폴리에스테르 65%, 면 35%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131700800 44,000

Men’s shirt｜남성용 셔츠

콰트로 로고가 그린 컬러로 프린트된 모던한 느낌의 셔츠입니다. 블랙 컬러의 윤곽선이 

깔끔함을 더하며 톤온톤 컬러와 넥라인 안쪽에는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면 100%

사이즈 : S–XXL

ZZQ3131802702-06 48,400

Men’s shirt｜남성용 셔츠

콰트로 로고가 프린트된 셔츠로, 넥라인 안쪽에는 아우디 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면 100%

사이즈 : S–XXL

ZZQ3131701602-06 48,400

Men’s hoodie｜남성용 후드티

앞면에 콰트로 로고와 타이어 자국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후드티입니다. 

전면에는 캥거루 스타일의 포켓이 있습니다. 

소재 : 면 64%, 폴리에스테르 36%

사이즈 : S–XXL

ZZQ3131700702-06 97,900

Men’s fleece jacket｜남성용 플리스 재킷

앞면에는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고, 전면 포켓에는 메탈 소재의 

나선형 지퍼로 구성된 플리스 재킷입니다. 

사이즈 : S–XL

ZZQ3131700602-05 147,400

Men’s shirt｜남성용 셔츠

ZZQ3131802702-06

Men’s shirt｜남성용 셔츠

ZZQ3131701602-06

Men’s hoodie｜남성용 후드티

ZZQ3131700702-06

Men’s fleece jacket｜남성용 플리스 재킷

ZZQ3131700602-05

Snapback cap quattro｜스냅백 콰트로

ZZQ31317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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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outdoor watch｜남성용 아웃도어 시계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스플레이(시간, 분, 초, 월, 일, 날짜)는 물론, 스톱워치, 

알림/기상 알람, 카운트다운, 세컨드 타임존, 라이트 BJ3616 무브먼트, 10ATM 방수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오리지널 아우디 콰트로의 타이어 자국 패턴과 콰트로 

로고가 있는 실리콘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 컬러 포인트가 있는 핸드와 

다이얼이 특징이며 크라운과 클래스프에는 아우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옅은 그레이

색상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케이스와 스테인리스스틸 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치수 : 지름 50 mm

높이 : 15 mm

ZZQ3101800200 163,900

Smartphonecase quattro｜스마트폰 케이스 콰트로

엠보싱 효과가 있는 타이어 자국과 콰트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iPhone 6, 6s, 7, 8 제품 전용입니다.

ZZQ3221800200 31,900

Mug｜머그

포르셀린 소재의 머그로 하단에는 콰트로의 타이어 자국 패턴이 있는 

실리콘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량 : 300 ml

ZZQ3291401600 46,200

Umbrella｜우산

고급스러운 느낌의 블랙 원단에 화이트 우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잡이는 콰트로의 

타이어 자국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지름 : 약 130cm

ZZQ3121600100 57,200

Men’s outdoor watch
남성용 아웃도어 시계

ZZQ3101800200

Smartphonecase quattro
스마트폰 케이스 콰트로

ZZQ3221800200

Umbrella｜우산

ZZQ3121600100

Mug｜머그

ZZQ3291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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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lasses quattro｜선글라스 콰트로

그린 컬러의 스포티한 포인트가 돋보이는 선글라스입니다. 핸드메이드 아세테이트와 

스테인리스스틸(니켈 프리) 소재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렌즈와 다리 부분에는 

콰트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3등급 필터 렌즈, UV 400 제품으로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및 극세사 닦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ZZQ3111800500 130,900

Key ring, quattro｜열쇠고리, 콰트로

스플릿 링이 있는 콰트로 배지 형태의 열쇠고리입니다.

치수 : 약 7 × 1 cm

ZZQ3181400900 46,200

Beach towel｜비치 타월

타이어 자국 디자인의 “quattro” 프린트가 되어 있는 비치 타월로, 

Möve사와의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재 : 면 100%

치수 : 80 × 180 cm

ZZQ3131603500 89,100

flip*flop® sandals｜flip*flop® 샌들

콰트로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샌들로,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미끄럼 방지 물결무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30°C에서 세탁 권장하며, 

flip*flop®사와의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이즈 : 37/38–45/46

ZZQ3291800001-05 48,400

Sunglasses quattro｜선글라스 콰트로

ZZQ3111800500

Key ring, quattro｜열쇠고리, 콰트로

ZZQ3181400900

Beach towel｜비치 타월

ZZQ3131603500

flip*flop® sandals｜flip*flop® 샌들

ZZQ32918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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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는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기술적 성과를 성취했으며, 전 세계 

레이스 트랙에서 “Vorsprung durch Technik (기술을 통한 진보)”을 

선보였습니다. 브랜드의 스포츠 정신을 상징하는 레드 마름모 표시

제품에서 아우디 스포츠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Audi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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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 ballpoint pen｜R8 볼펜

매트하게 처리된 실버 크롬 소재가 사용된 볼펜으로 클립에는 R8 로고 음각 형태로 

새겨져 있는 블랙 잉크 제품입니다.

ZZQ3221800400 31,900

Red rhombus cufflinks｜레드 마름모 커프스 버튼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고급 에나멜 인서트 제품입니다.

ZZQ3291502100 91,300

Smartphonecase Audi Sport｜스마트폰 케이스 아우디 스포츠

부드러운 표면에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있는 블랙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극세사로 덮여 있으며 iPhone 7, 8 제품 전용입니다.

ZZQ3221800300 48,400

Chronograph Carbon Audi Sport｜
크로노그래프 카본 아우디 스포츠 시계

카본 다이얼에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후면 발광 핸즈. 일본산 시티즌 6 S10 무브먼트와 날짜 디스플레이,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

기능과 속도 측정용 타키미터 스케일. K1 세이프티 글라스, 10ATM 방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드 크로노그래프 핀이 있는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Made in Germany.

케이스 치수 : 지름 42 mm

높이 : 6.5 mm

ZZQ3101700200 635,800

R8 sculpture USB stick｜R8 형태 USB 스틱

R8 형상을 본뜬 모양의 메모리 스틱으로 8GB용량과 USB 2.0

인터페이스 방식이 특징입니다.

소재 : 스테인리스스틸

ZZQ3291600200 91,300

R8 ballpoint pen｜R8 볼펜

ZZQ3221800400

Red rhombus cufflinks
레드 마름모 커프스 버튼

ZZQ3291502100

Smartphonecase Audi Sport
스마트폰 케이스 아우디 스포츠

ZZQ3221800300

Chronograph Carbon Audi Sport
크로노그래프 카본 아우디 스포츠 시계

ZZQ3101700200

R8 sculpture USB stick
R8 형태 USB 스틱

ZZQ32916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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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polo shirt｜여성용 폴로 셔츠

속건성 처리한 반팔 폴로 셔츠 입니다. 

후면에는 대형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면 95%, 엘라스테인 파인 피케 5%

사이즈 : XS–XL

ZZQ3131801901-05 81,400

Wallet｜지갑

고급스러운 느낌의 블랙 컬러 지갑입니다. 여유로운 지폐 수납공간과 동전 수납공간, 

4개의 카드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벨크로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 600D, 발수 기능, PU 코팅

치수 (접었을 때) : 10 × 14.5 × 1 cm

무게 : 약 30 g

ZZQ3151600400 33,000

Women’s midlayer jacket｜여성용 미드레이어 재킷

안쪽에 가볍게 텍스처 효과를 준 테크노 스트레치 재킷으로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엄지 홀이 있는 소매에는 야광 이음새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92%, 엘라스테인 8%

사이즈 : XS–XL

ZZQ3131801201-05 163,900

Women’s hybrid jacket｜여성용 하이브리드 재킷

스포티한 하이브리드 미드레이어 재킷입니다. 퀼팅 나일론과 테크노 스트레치 소재로 

내부에는 따뜻한 플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지 홀이 있는 소매와 지퍼가 달린 가슴

주머니, 슬릿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특징입니다. 

소재 : 겉감 폴리에스테르 100%, 단열 플리스, 직조 퀼팅. 

        소매 직조 폴리에스테르 100%

사이즈 : XS–XL

ZZQ3131801401-05 245,300

Women’s polo shirt｜여성용 폴로 셔츠

ZZQ3131801901-05

Women’s midlayer jacket
여성용 미드레이어 재킷

ZZQ3131801201-05

Women’s hybrid jacket
여성용 하이브리드 재킷

ZZQ3131801401-05

Wallet｜지갑

ZZQ31516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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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midlayer jacket｜남성용 미드레이어 재킷

야광 이음새 테이프가 있는 기능성 재킷입니다. 

소매에는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92%, 엘라스테인 8%

사이즈 : S–XL

ZZQ3131801302-05 163,900

Leather key ring, Audi R8｜가죽 열쇠고리, Audi R8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ZZQ3181500600 57,200

Chronograph｜크로노그래프 시계

레드 다이얼에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특징입니다. 블랙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

(IP 플레이팅)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레드 다이얼에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 후면 발광 

핸즈, 아워 카운터, 크라운 보호, 타키미터 스케일이 있는 블랙 알루미늄 베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산 미요타 OS10 무브먼트, 날짜 디스플레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블랙 실리콘 스트랩과 대조적인 컬러의 레드 스티치가 특징입니다. 

5ATM 방수 기능 제품입니다.

케이스 치수 : 지름 44 mm

높이 : 10 mm

ZZQ3101700400 316,800

Miniature wallet｜소형 지갑

천연 소가죽 소재의 블랙 색상 지갑입니다. 

내부에는 지폐용 큰 수납공간과 카드 포켓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 소가죽 100%

치수 : 7.5 × 10 × 0.5 cm

ZZQ3141700800 135,300

Men’s wallet｜남성용 지갑

천연 소가죽 소재의 블랙 색상 지갑입니다. 내부에는 지폐 수납용 큰 포켓 2개와 동전 

수납공간, 플랩과 카드 포켓 10개와 신분증 수납용 메시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 소가죽 100%

치수 : 12.2 × 9.5 × 1.2cm

ZZQ3141700700 203,500

Audi Sport 2-in-1 Alcantara bag Audi Sport｜
아우디 스포츠 투인원 알칸타라 백

백팩이나 메신저백으로 사용 가능한 투인원 백입니다. 내부에는 기능성 분리 칸막이와 

탈부착이 가능한 노트북용 슬리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가능하며 알칸타라 및 

내구성이 좋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de in Italy.

소재 : 알칸타라, 폴리에스테르

ZZQ3151700200 567,600

Men’s midlayer jacket 
남성용 미드레이어 재킷

ZZQ3131801302-05

Leather key ring, Audi R8
가죽 열쇠고리, Audi R8

ZZQ3181500600

Chronograph｜크로노그래프 시계

ZZQ3101700400

Miniature wallet｜소형 지갑

ZZQ3141700800

Men’s wallet｜남성용 지갑

ZZQ3141700700

Audi Sport 2-in-1 Alcantara bag
아우디 스포츠 투인원 알칸타라 백

ZZQ3151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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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bag｜스포츠 백

ZZQ3151600100

Sports bag｜스포츠 백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한 메인 섹션과 지퍼 수납 공간, 신발 수납 공간을 포함한 2개의 

지퍼포켓, 덮개 아래의 메쉬 포켓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스포츠 백입니다. 

패딩 처리된 바닥에는 다섯 개의 넓은 스터드 받침이 바닥으로부터 가방을 보호해 줍니다. 

Deuter와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 600D, 발수 기능, PU 코팅

치수 : 27 × 61 × 27 cm

용량 : 52 L

ZZQ3151600100 193,600

Backpack｜배낭

20L 용량의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한 메인 섹션과 내부 문서 수납공간을 포함한 

귀중품 보관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배낭입니다. Deuter와 제휴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 600D, 발수 기능, PU 코팅

치수 : 46 × 28 × 18 cm

무게 : 540 g

ZZQ3151600200 125,400

Wash bag｜세면도구 가방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한 2개의 메인 섹션과 메시 포켓 3개로 구성된 세면도구 

가방입니다. 가방을 걸어둘 수 있는 후크가 달려 있고 스트랩은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euter와 제휴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 600D, 발수 기능, PU 코팅

치수 : 22 × 19 × 9 cm

무게 : 약 180 g

ZZQ3151600300 69,300

Wash bag｜세면도구 가방

ZZQ3151600300

Backpack｜배낭

ZZQ31516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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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quilted jacket｜남성용 퀼팅 재킷

가볍게 패드를 댄 슬리브리스 퀼팅 재킷입니다. 스탠드업 칼라와 레드 지퍼가 포인트이며,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사이즈 : S–XXL

ZZQ3131801802-06 147,400

Audi Sport watch｜아우디 스포츠 시계

섬유 유리와 매트한 블랙 플라스틱 소재의 3핸드 워치입니다. 아우디 스포츠의 마름모형

실리콘 스트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ATM 방수 기능 제품입니다.

케이스 치수 : 지름 45 mm

ZZQ3101600801 193,600

Backpack｜배낭

접이식 수납이 가능한 여유있는 메인 공간과

전면에는 수납공간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 배낭입니다.

소재 : 나일론 100%

ZZQ3151500200 25,300

Umbrella, large｜우산 (L)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의 원단에 레드가 포인트인 우산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잡이에는 오리지널 콰트로의 타이어 자국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재 : 우산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손잡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 강철 우산대

ZZQ3121400200 46,200

Men’s quilted jacket｜남성용 퀼팅 재킷

ZZQ3131801802-06

Audi Sport watch｜아우디 스포츠 시계

ZZQ3101600801

Backpack｜배낭

ZZQ3151500200

Umbrella, large｜우산 (L)

ZZQ31214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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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hybrid jacket｜남성용 하이브리드 재킷

스포티한 하이브리드 미드레이어 재킷으로 퀼팅 나일론과 테크노 스트레치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따뜻한 플리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퍼가 달린 가슴 

주머니와 슬릿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퀼팅 바디 폴리에스테르 100%. 측면 및 소매 폴리에스테르 100%

사이즈 : S–XXL

ZZQ3131801502-06 245,300

Men’s polo shirt｜남성용 폴로 셔츠

속건성의 기능성 소재로 전면에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면 95%, 엘라스테인 파인 피케 5%

사이즈 : S–XXL

ZZQ3131801112-16 81,400

Audi Sport watch｜아우디 스포츠 시계

매트한 블랙 플라스틱 소재의 3핸드 워치입니다. 아우디 스포츠 마름모형 패턴의

실리콘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ATM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케이스 치수 : 지름 45 mm

ZZQ3101600800 193,600

Ballpoint pen｜볼펜

실버 메탈 클립에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 블랙 잉크 볼펜입니다.

ZZQ3221800500 12,100

Men’s hybrid jacket
남성용 하이브리드 재킷

ZZQ3131801502-06

Men’s polo shirt｜남성용 폴로 셔츠

ZZQ3131801112-16

Audi Sport watch｜아우디 스포츠 시계

ZZQ3101600800

Ballpoint pen｜볼펜

ZZQ3221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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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back cap Audi Sprot｜ 스냅백 아우디 스포츠

납작한 챙이 달린 스타일리시한 코튼 캡으로, 앞면에는 가로 스트라이프, 

뒷면에는 대조적인 그레이 컬러로 이루어진 스냅백입니다.

소재 : 면 100% 능직, 패브릭을 덧댄 패널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131802400 31,900

Baseball cap Audi Sport｜야구모자 아우디 스포츠

3D 프린트된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 있는 야구모자입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패브릭을 덧댄 극세사 소재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131802300 31,900

In-ear plugs｜이어폰

마이크 및 제어부 포함(일시정지/재생, 멈춤, 다음, 이전)된 구성입니다. 

제어부에는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임피던스 : 16 ohms; 112 dB, 20 Hz–20,000 Hz.

ZZQ3291700600 31,900

Number plate holder｜번호판 홀더

번호판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을 자랑하는 홀더입니다. 

굴곡이 있는 차량 표면에도 적합하며 EU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소재 : 플라스틱

치수 : 520 × 110 mm (독일 번호판 크기와 동일)

ZZQ3291401400 23,100

Snapback cap Audi Sport
스냅백 아우디 스포츠

ZZQ3131802400

Baseball cap Audi Sport
야구모자 아우디 스포츠

ZZQ3131802300

In-ear plugs｜이어폰

ZZQ3291700600

Number plate holder｜번호판 홀더

ZZQ32914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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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key ring｜가죽 열쇠고리

메탈릭한 표면에 천연 소가죽 태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Made in Germany.

치수 : 9.3 × 3.3 × 0.9 cm

Audi S model

ZZQ3181400210 57,200

Audi RS model

ZZQ3181400211 57,200

Key ring with trolley chip｜트롤리 칩이 달린 열쇠고리

Audi RS 브레이크를 모티브로 한 형태의 통합형 트롤리 칩이 달려 있는 열쇠고리입니다.

ZZQ3181600100 33,000

Lanyard｜랜야드

티켓 파우치와 카라비너 포함된 구성의 랜야드입니다.

ZZQ3181600200 16,500

Start/stop key ring｜출발/정지 열쇠고리

R8 모델의 출발/정지 버튼을 닮은 디자인의 열쇠고리입니다. 

“START NEVER STOP”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소재 : 다이캐스트 아연, 가죽, 알루미늄

ZZQ3181800200 41,800

Leather key ring, Audi S model
가죽 열쇠고리, Audi S 모델

ZZQ3181400210

Leather key ring, Audi RS model
가죽 열쇠고리, Audi RS 모델

ZZQ3181400211

Key ring with trolley chip
트롤리 칩이 달린 열쇠고리

ZZQ3181600100

Lanyard｜랜야드

ZZQ3181600200

Start/stop key ring｜출발/정지 열쇠고리

ZZQ31818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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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quattro Motorsport｜주니어 콰트로 모터스포츠

블랙 휠이 장착된 바디와 모터스포츠 레이스 스티커, 실제로 작동하는 LED 주간 주행등,

터치 On/Off 버튼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스위치의 LED로 라이트와 배터리의 상태를 

표시해줍니다.

ZZQ3201401000 353,100

Motorsport bear｜모터스포츠 베어

보송보송한 털 원단의 모터스포츠 베어입니다. 

오리지널 아우디 스포츠 레이싱 슈트 디자인의 탈의가 가능한 레이싱 슈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NICI사와의 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ZZQ3201600800 61,600

Baby racing bodysuit｜베이비 레이싱 바디슈트

유아용 아우디 롬퍼 슈트로 오리지널 아우디 스포츠 레이싱 슈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튼으로 모두 열 수 있어 입고 벗기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소재 : 면 100%

사이즈 : 62/68, 74/80

ZZQ3201400101-02 80,300

Motorsport bear, 20 cm
모터스포츠 베어, 20cm

ZZQ3201600800

Baby racing bodysuit
베이비 레이싱 바디슈트

ZZQ3201400101-02

Junior quattro Motorsport｜주니어 콰트로 모터스포츠

ZZQ3201401000



Audi collection

헤리티지 컬렉션은 아우디가 모터 레이싱에서 달성한 수많은 

승리가 녹아있습니다. Vorsprung durch Technik(기술을 통한 

진보)으로 정점에 이른 퍼포먼스와 우수한 기술력은 승리를 

보장하는 아우디의 자부심입니다. 아우디의 업적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 제품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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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leather jacket｜남성용 가죽 재킷

ZZQ3131800202-06

Sunglasses heritage｜선글라스 헤리티지

ZZQ3111800600

Baseball cap heritage｜야구모자 헤리티지

ZZQ3131800600

Men’s polo shirt｜남성용 폴로 셔츠

ZZQ3131800402-06

Men’s leather jacket｜남성용 가죽 재킷

사이드가 신축성이 있어 완벽한 핏이 완성되는 블루종 스타일 재킷입니다. 커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지퍼와 헤리티지 컬러의 패치형 스트라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 가죽 100% (나파 양가죽, 베지터블 태닝), 안감 면 100%

사이즈 : S–XXL

ZZQ3131800202-06 492,800

Sunglasses heritage｜선글라스 헤리티지

레이싱 스타일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레트로 모델로 핸드메이드 아세테이트 프레임과 

다리부분의 헤리티지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특징인 선글라스입니다. 

그라데이션 스모크 틴트 렌즈, 3급 필터, UV 400제품으로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및 

극세사 닦이천 포함된 구성입니다.

ZZQ3111800600 130,900

Baseball cap heritage｜야구모자 헤리티지

코튼 캔버스 소재의 6패널 야구 모자입니다. 

앞면에 있는 헤리티지 마름모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재 : 면 100%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131800600 31,900

Men’s polo shirt｜남성용 폴로 셔츠

어깨의 마름모 패턴과 헤리티지 컬러를 사용한

전면의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폴로 셔츠입니다.

소재 : 코튼 피케 100%, 직조

사이즈 : S–XXL

ZZQ3131800402-06 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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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sweat jacket｜남성용 스웨트 재킷

ZZQ3131800302-06

Men’s T-shirt｜남성용 티셔츠

ZZQ3131800502-06

Kids’ shirt｜키즈 셔츠

ZZQ3201800205-09

Kids’ baseball cap｜키즈 야구모자

ZZQ3201800100

Espresso cup｜에스프레소 컵

헤리티지 디자인의 아우디 스포츠 콰트로 프린트가 특징인 에스프레소 컵입니다. 

Made in Germany.

ZZQ3291800400 64,900

Chronograph heritage｜크로노그래프 헤리티지 시계

레트로 디자인의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에 레드 디테일과 레드 핸즈가 있으며, 

다크 다이얼로 구성된 크로노그래프 시계입니다. 오리지널 콰트로의 타이어 자국 패턴과 

블랙 실리콘 스트랩, 타키미터 스케일이 있는 스톱워치 기능, 미요타 6S21 쿼츠 무브먼트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10ATM까지 방수 가능합니다.

ZZQ3101600900  313,500

Men’s sweat jacket｜남성용 스웨트 재킷

“quattro” 아플리케 장식이 있는 80년대 야구 패션을 모티브로 삼은 스웨트 재킷입니다. 

소재 : 면 70%, 폴리에스테르 30%, 피케 구조

사이즈 : S–XXL

ZZQ3131800302-06 157,300

Men’s T-shirt｜남성용 티셔츠

콰트로 랠리 카가 프린트된 빈티지 크루넥 반팔 셔츠입니다. 

소재 : 면 100%, 이지웨어 소재, 가벼운 무광 처리

사이즈 : S–XXL

ZZQ3131800502-06 58,300

Kids’ shirt｜키즈 셔츠

콰트로 랠리 카가 프린트된 반팔 셔츠입니다.

소재 : 면 100%, 이지웨어 소재, 가벼운 무광 처리

사이즈 : 110/116-158/164

ZZQ3201800205-09 48,400

Kids’ baseball cap｜키즈 야구모자

모자 앞면과 챙 윗면에 있는 헤리티지 컬러의 스트라이프 프린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면에는 콰트로 로고 자수가 새겨져 있는 야구모자입니다. 

소재 : 전면 패널 면 100%, 후면 패널 폴리에스테르 100%

사이즈 : 공용 (조절 가능)

ZZQ3201800100 31,900

Espresso cup｜에스프레소 컵

ZZQ3291800400

Chronograph heritage｜크로노그래프 헤리티지 시계

ZZQ3101600900



>  A u d i  R i n g s  / /  p a g e  7 0

여성

국제표기 가슴 (cm) 허리 (cm) 엉덩이 (cm) 독일 동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일본/대만

/홍콩

XS 80 65 92 34 38 36 8 6 42 32 CH 160/80 A S

S 84 68 95 36 40 38 10 8 44 34 M 165/84 A M

M 88-92 72-77 99-103 38/40 42/44 40/42 12/14 10/12 46/48 36 G 170/88 A L

L 96 80 107 42 46 44 16 14 50 38 EG 175/92 A XL

XL 100 84 111 44 48 46 18 16 52 40 EEG 180/96 A XXL

XXL 104 90 115 46 50 48 20 18 54 42 EEEG 185/100 A XXL

신발

유럽 37 37,5 38 38,5 39 39,5 40 40,5 41 41,5 42 42,5 43 43,5 44 44,5 45 45,5 46

영국 3 3,5 4 4,5 5 5,5 6 6,5 7 7,5 8 8,5 9 9,5 10 10,5 11 11,5 12

미국 4 4,5 5 5,5 6 6,5 7 7,5 8 8,5 9 9,5 10 10,5 11 11,5 12 12,5 13

해외 S M L XL XXL

아동

연령 키 (cm) 독일 (키 기준) 동인도 (키 기준) 프랑스 (키 기준) 영국 (연령 기준) 미국 (연령 기준) 러시아 (연령 기준) 브라질 (연령 기준) 중국 (키 기준)
아시아(일본)

(키 기준)

2~6 개월 62~68 62/68 62/68 62/68 6 개월 6-12 개월 - 2-6 개월 66/44 60

6~12 개월 74~80 74/80 74/80 74/80 12 개월 12-18 개월 - 6-12 개월 73/48 70-80

12~24 개월 86~92 86/92 86/92 86/92 24 개월 23/24 개월 - 12-24 개월 80/48 80-95

2~4 세 98~104 98/104 98/104 98/104 3~4 세 4/5 세 - 2~4 세 100/52 95-110

4~6 세 110~116 110/116 110/116 110/116 5~6 세 6 세 5/6 세 4~6 세 110/56 110-120

6~8  세 122~128 122/128 122/128 122/128 7~8 세 7/8 세 7/8 세 6~8 세 120/60 130-140

8~10 세 134~140 134/140 134/140 134/140 9~10 세 10 세 10 세 8~10 세 130/64 141-147

10~12 세 146~152 146/152 146/152 146/152 11~12 세 14 세 12 세 10~12 세 140/68 142-152

12~14 세 158~164 158/164 158/164 158/164 13~14 세 - 13/16 세 12~14 세 150/72 152-157

14~16 세 170~176 170/176 170/176 170/176 15~16 세 - - 14~16 세 160/76 -

남성용 장갑

둘레 (cm) 18 19 20 21,5 23 24 25 26,5

D 7 8 8,5 9 9,5 10 10,5 11

남녀공용/국제 XS S M L XL

사이클 장갑

둘레 (cm) 19 20,5 21 22,5 23 24,5

남녀공용/국제 M L XL

여성용 장갑

둘레 (cm) 17,5 19 20 21,5 22,5

D 6,5 7 7,5 8 8,5

남녀공용/국제 XS S M

1 가슴 사이즈 (여성/남성) :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 수평 방향으로 가장 높은 부분의 가슴 둘레 (줄자를 느슨하게 두른 상태)

2 허리 사이즈 (여성/남성) :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 수평 방향으로 가장 가는 부분의 허리 둘레 (줄자를 느슨하게 두른 상태)

3 엉덩이 사이즈 (여성/남성) :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 수평 방향으로 가장 높은 부분의 엉덩이 둘레 (줄자를 느슨하게 두른 상태)

4 키 (아동) : 머리 상단부터 발바닥까지 측정한 길이 (예 : 문틀 또는 벽에서)

SIZE TABLESAudi collection

남성/남녀공용

국제표기 가슴 (cm) 허리 (cm) 엉덩이 (cm) 독일 동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일본/대만

/홍콩

XS 89 79 95 44 44 44 34 34 44 36 CH 165/92 B S

S 93 82 98 46 46 46 36 36 46 38 M 170/96 B M

M 97-104 86-90 102-106 48/50 48/50 48/50 38/40 38/40 48/50 40 G 175/100 B L

L 105 94 110 52 52 52 42 42 52 42 EG 180/104 B LL/XL

XL 109 98 114 54 54 54 44 44 54 44 EEG 185/108 B 3L/XXL

XXL 113 103 118 56 56 56 46 46 56 46 EEEG 190/112 B 4L

XXXL 117 108 122 58 58 58 48 48 58 48 - 195/116 B 5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