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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Genuine Accessories®

A3/A4/A5
본 카다로그에 수록된 사진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예고없이 가격 변경 및 제품의 조기 품절, 단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 구입시 각 딜러의 워크샵 및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다로그에 수록된 모든 제품은 부가세(VAT) 포함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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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이런 아우디의 철학이 담긴 카 액세서리에서도 그 명성을 확인하세요.  

아우디는 그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기술, 품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통한 진보를 실현하여 고객님의 품격에 맞는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우디의 스타일을 다이네믹하게 때로는 우아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카 액세서리와 아우디의 스타일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고객님의 차량을 멋지게 변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 본 카다로그에 수록된 모든 제품은 부가세(VAT) 포함 금액이며, 휠의 경우 1개 금액 (타이어 불포함) 입니다.

※ 도장 및 공임비용은 각 딜러의 워크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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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Comfort and ProtectionA3
Sport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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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주조 알루미늄 휠은 최고의 구조와 디자인, 최고 품질의 설계, 각종 품질 테스트까지. 

품질의 견고함은 물론 고객님의 모든 기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 드릴것입니다.

아우디 휠은 주조 알루미늄 휠의 각종 품질 테스트를 통해 많은 주행 후에도 처음 구입한 것 처럼 강도와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혁신적인 기능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디자인과 미려한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며, 품질을 위한 롤링 시험, 굽힘 피로 시험, 충격 시험, 균형시험 등 

여러가지 테스트로 인해 빛과 날씨에 최적화된 제품들로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여드립니다.

1   5-spoke Velum design-18”

여러겹의 막이 겹쳐진듯한 디자인의 휠로,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상의 대비가 특징적입니다. 은은한 광택이 느껴지는 블랙색상의 

매트한 휠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225/40 R18 92Y

색상: 은광택 마감, 블랙 

8V5071498A  LT7  848,100                                                                  
A3 Sedan 적용가능                                                                 

2   5-spoke Helica design(winter wheel)-17”

살짝 눌려 접힌듯 보이는 부분이 멋스러운 역동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휠로 겨울철 스노우체인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실버색상 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205/50 R17 93H M+S

색상: 실버

8V5071497  8Z8  487,300                                                                                                                            
A3 Sedan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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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 Audi A3. 

다이네믹 컨셉의 조화로운 액세서리들이 A3를 더욱 매력적인 스타일로 연출해 드립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다이네믹함의 조화. 이보다 경쾌하고 세련된 조화는 없을것입니다. 세단의 안정적인 인상, 볼륨감 느껴지는 바디라인에 

스포티한 액세서리들을 추가한다면 색다른 즐거움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   Muffler Tips

아우디 차량의 다이네믹함을 한층 돋보이게 할 아이템입니

다. 크롬 플레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은 뒷 범퍼 스포일러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 우아한 멋을 완성해 드립니다. 

구성 :  2개 1세트

8V0071761       169,400 
A3 Sedan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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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bber Mat (Front & Rear)

차량 바닥 구조에 정확히 맞는 루버 매트는 바닥을 오염 

물질로부터 차단해주어 실내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차량 바닥의 표준 맞춤형 고정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착되어집니다. 

8V1061501  041       75,900
A3 LHD Front 적용가능

8V5061512  041 66,000
A3 Rear 적용가능

3   Decorative textile floor mats, Red

이 데코레이티브 텍스타일 바닥 매트의 형태는  A3 차량의 

바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멀티

컬러 디자인의 촘촘하게 짜여진 벨로어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버크된 분위기있는 컬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뒷면은 미끄럼방지 처리되어 있고 차량 바닥면에 고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컬러: 블랙

데코 컬러: 미자노 레드

누버크(무두질)처리된 가장자리: 블랙

구성: 4개 1세트

8V1061271A(MisanoRED)       201,300                 

4   Boot tray Luggage compartment tray  

립(lip)은 부트 바닥을 오물로부터 보호합니다. 미끄럼 방지 

패턴은 짐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부트트레이는 

간편하게 떼낼 수 있으므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8V5061180  165,000  

1   Sunblind set

고품질의 아우디 선블라인드 시스템은 차량의 측면 유리창과 

뒷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승객을 보호합니다.

선블라인드의 프레임은 견고한 스프링 스틸구조로 제작되었

고, 블라인드망은 탄력좋은 폴리에스터 100%로 만들어졌습

니다. 차량 측면 유리창 개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V5064160A    295,900 

2   Decorative textile floor mats, Blue

이 데코레이티브 텍스타일 바닥 매트의 형태는  A3 차량의 

바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멀티 컬

러 디자인의 촘촘하게 짜여진 벨로어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버크된 분위기있는 컬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뒷면은 미끄럼방지 처리되어 있고 차량 바닥면에 고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컬러: 블랙

데코 컬러: 미스트 블루

누버크(무두질)처리된 가장자리: 블랙

구성: 4개 1세트

8V1061271(Mist blue)  201,300                                                           

1

2

3 4 5



   A
u

d
i G

e
n

u
in

e
 A

cce
sso

rie
s

1
3

|1
4

A
3

  |  C
o

m
fo

rt a
n

d
 P

ro
te

ctio
n

1   Decorating trim for centre console, 
 colour kit red, LHD models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A3 스타일링-센터 콘솔에 적용되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의 액센트. 데코레이티브 

트림은 인테리어 거울, 계기판, 프론트 도어와 완벽하게 조화

를 이룹니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

한 설치를 권장합니다.  

색상: 미자노 레드, 아이비스 화이트    

구성: 2조각

8V1072045         393,800          

2   Decorating trim For the dash panel and 
 door strips, colour kit red, LHD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A3 스타일링-계기판, 앞/뒷 도어에 

적용되는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액센트. 데코레이티브 인레

이는 인테리어 거울, 센터 콘솔 트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

룹니다. 장착이 어렵지 않으며, 탈착시에도 깨끗하게 떨어집

니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한 설치

를 권장합니다. 

색상: 미자노 레드, 아이비스 화이트

구성: 7조각

8V4072391         688,600                    

3   Decorating trim for interior mirror,  
 automatic anti-dazzle, colour kit red

자동-눈부심방지 인테리어 미러를 위한 스타일리쉬한 디자

인의 액센트. 이 자동-눈부심 방지 미러 데코 트림은 센터 

콘솔 트림, 프론트 도어 데코 인레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

니다. 장착이 어렵지 않으며, 탈착시에도 깨끗하게 떨어집니

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한 설치를 

권장합니다. 수동-눈부심 방지 미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색상: 미자노 레드, 아이비스 화이트

구성: 1조각

8V0072540        121,000                                                                                                                                          
  

4   Decorating trim for centre console, 
 colour kit blue, LHD models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A3 스타일링-센터 콘솔에 적용되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의 액센트. 데코레이티브 

트림은 인테리어 거울, 계기판, 프론트 도어와 완벽하게 조화

를 이룹니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

한 설치를 권장합니다.  

색상: 미스트 블루, 아이비스 화이트 

구성: 2조각

8V1072045A        393,800                                                             

5   Decorating trim For the dash panel and 
 door strips, colour kit blue, LHD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A3 스타일링-계기판, 앞/뒷 도어에 

적용되는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액센트. 데코레이티브 인레

이는 인테리어 거울, 센터 콘솔 트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

룹니다. 장착이 어렵지 않으며, 탈착시에도 깨끗하게 떨어집

니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한 설치

를 권장합니다. 

색상: 미스트 블루, 아이비스 화이트

구성: 7조각

8V4072391A        688,600                                             

6   Decorating trim for interior mirror,  
 automatic anti-dazzle, colour kit blue

자동-눈부심방지 인테리어 미러를 위한 스타일리쉬한 디자

인의 액센트. 이 자동-눈부심 방지 미러 데코 트림은 센터 

콘솔 트림, 프론트 도어 데코 인레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

룹니다. 장착이 어렵지 않으며, 탈착시에도 깨끗하게 떨어

집니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한 설

치를 권장합니다. 수동-눈부심 방지 미러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색상: 미스트 블루, 아이비스 화이트

구성: 2조각

8V0072540A        121,000                                                             

7   Pedal caps Pedal cap set with footrest, 
 LHD models, S tronic, A3 AB3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스틸 페달 캡으로, 아우디의 차량 내부

를 더욱 특별한 스포티 룩으로 완성해드릴 것입니다. 양극 

처리 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미끄럼 방지 고무

는 디자인과 안전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장착시에는 

워크샵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에 의한 설치를 권장합니다. 

S 트로닉이 장착 된 자동차에만 적합.

구성:가속 페달 캡 / 브레이크 캡 / 서포트 풋 레스트 캡

8V1064205A         1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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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4

Sport and Design

Sport and Design_Wheels

Comfort and Protection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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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는 오직 최고의 휠만을 고집합니다. 

수많은 고난도의 테스트를 거친후에 탄생된 아우디 휠에서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우디 주조 알루미늄 휠은 일상적 주행시 지속적으로 압력에 노출됩니다. 

그럼에도 폭넓은 고난도의 테스트를 거친 아우디 휠은 요구되는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복잡한 주조 공정도 부품의 강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며, 

고급 페인트를 여러 층으로 도장하는 공정은 단지 외관적 미려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크래치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3   Hollow-spoke design-19”

완전무결한 블랙 스타일: 블랙 색상의 멋스러움이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다이네믹하고 매력적인 스타일

의 휠입니다. 5-스포크의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 휠.

스노우 체인 장착 불가.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색상: 블랙

8K0071499H  AX1  1,302,4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4   Hollow-spoke design-19”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의 고광택 마감이 감각적.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색상: 고광택 마감

8K0071499G  Z33  1,775,4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5   Hollow-spoke design-19”

할로우 스포크 휠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 디자인 

및 정밀 기술을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색상: 고광택 마감, 무연탄색 

8K0071499  4EE 1,670,9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1    Hollow-spoke design-19”

스페셜한 블랙 디자인과 정밀한 기술: 블랙 색상의 멋

스러움이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다이네믹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의 휠입니다. 5-할로우 스포크 

디자인의 알루미늄 합금 휠. 스노우 체인 장착 불가.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96Y 

색상: 블랙

8K0071499B  AX1 1,670,9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2   Hollow-spoke design-19”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의 실버 색상이 멋스럽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색상: 고광택 마감, 브릴리언트 실버     

8K0071499A  8Z8 1,670,9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2 3 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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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arm rotor design-18”

다이네믹한 디자인: 역동적인 외형의 휠로, 고객님 차량의 

스포티한 외관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시켜 드릴 것입니다. 

5-스포크 로토의  알루미늄 합금 휠. 스노우 체인 장착 불가.

타이어 사이즈: 245/40 R18

색상: 실버       

8K0071498A  8Z8 959,2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7   15-spoke design-18”

15-스포크 알루미늄 합금 휠로 당신의 아우디를 멋지게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랜지(휠 테두리)는 광택 코팅되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45/40 R18

색상: 고광택 마감, 실버

8K0071498  1ZL 1,007,6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8   15-spoke design-18”

아이비스 화이트 색상의 우아한 레이싱 디자인의 휠: 클래식

한 디자인의 휠로 A4 고유의 품위를 지키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15-스포크 알루미늄 합금 휠. 스노우 체인 장착 불가.

타이어 사이즈: 245/40 R18

색상: 고광택 마감, 아이비스 화이트  

8K0071498C  Y9C 1,007,6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76 8

10

12

119

9   10-spoke design-18”

차별화된 디자인: 역동적인 스타일과 최상의 퀄리티가 

인상적인 휠입니다. 10-스포크 주조 알루미늄 휠

스노우 체인 장착 불가.

타이어 사이즈: 245/40 R18

색상: 로열 실버    

8K0071498B  W90   1,057,1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10   5-arm twist design-19”

블랙 색상의 멋스러움이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다이네믹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의 휠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색상: 블랙

8K0071499E  AX1 1,192,4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11   5-arm twist design-19”

스포크의 트위스트 곡선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19

색상: 실버 

8K0071499C  8Z8  1,192,4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12   5-spoke design-17”

스포크의 트위스트 곡선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타이어 사이즈: 225/50 R17

색상: 실버 

8K0071497A  8Z8  441,100                                                                                 
A4 (B8-PA) & S4 (B8) 적용가능      



2
1

|
2

2
A

4
  |  S

p
o

rt a
n

d
 d

e
s
ig

n
   A

u
d

i G
e

n
u

in
e

 A
cce

sso
rie

s

T
h

e
m

e
 D

e
s
ig

n

st
yl

e 
Pa

ke
t

아우디의 제품에는 혼이 담겨 있습니다.

제품을 설계한다는 것은 기술적 사양만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계란 형태와 기능이라는 두 대조적인 영역 사이

에서 생동감 넘치는 개성을 창조해내는 작업이며,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의 스타일 패키지와 같이 

차량의 외형을 스포티한 감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 디자이너는 새로운 아우디 

차량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차량과 액세서리가 탁월한 균형을 이루며

서로 조화로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맞춤 양복에 비유하자면 양복을 제작한 디자이너

의 액세서리가 더해질 때 진정한 멋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아우디

의 디자인에는 제품을 살아 숨쉬게 하는 개성 

그 자체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3    Diffuser Rear diffuser with blade for left 
twin tailpipes, primed 

개성있는 스타일의 A4 리어 디퓨저와 블레이드를 원하는

컬러로 도장할 수 있는 맞춤형 스타일 패키지로 A4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곡선의 우아한 라인을 잘 살려주어

한층 세련된 스타일을 만듭니다.    

8K0071620C  9AX  740,300 
A4 (PA) 적용가능  

8K0071620A  9AX  740,300 
A4 (B8) 적용가능

4   Chrome strip Radiator grille, chrome shine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우디 A4를 순식간에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신시켜 드립니다.

8K0071360A  2ZZ   213,400 
A4 (B8-PA) 적용가능

5   Tailgate Spoiler Primed  

A4의 차량 뒷부분을 더욱 역동적으로 연출하며 영구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체 컬러 사용). 

8K5071645B  9AX  552,200 
A4 (B8-PA) 적용가능

8K5071645  9AX 552,200
A4 (B8) 적용가능

1   Front spoiler and blade, primed

블레이드와 본체를 원하는 컬러로 도장할 수 있는 맞춤형 

스타일 패키지로 스포티한 멋과 우아한 곡선을 더욱 강조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8K0071053A  9AX  927,300 
A4 (PA) 적용가능

8K0071053  9AX  842,600 
A4 (B8) 적용가능

2   Side sill kit primed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차량 하단의 라인을 강조하여

주며, 차량의 서스펜션이 내려간듯한 인상을 줍니다.

구성: 2개 1세트

8K0071685  9AX  889,900 
A4 (B8-PA) 적용가능                                        

4

3

5

개인의 취향에 따른 개성넘치는 스타일 연출.

블레이드를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4의 스포티한 라인과 다이네믹한 외관을 더욱 개성넘치게 바꿀 수 있는 고객 맞춤형(도장 가능한) 블레이드는 

남다른 스타일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해 차별화된 아이템 입니다. 원하는 컬러로 도장한 블레이드 장착 후 새로워진 A4로 도로를 질주한다면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며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1

A4 (B8-PA) 적용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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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ont spoiler and blade in aluminium look 

스포티한 느낌이 한층 강조된 디자인 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착 가능합니다. 테일게이트 스포일러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접착제 및 3번째 브레이크 등 없이 루프 

스포일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8K0071053A  3Q7  533,500  
A4 (PA) 적용가능        

2   Side sill set  

절제된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라인을 강조합니다. 차량에

낮게 부착되어 서스펜션이 내려간듯한 인상을 줍니다.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8K0071685  9AX      889,900                                                              
A4 (B8-PA) 적용가능

3   Rear diffuser with blade for left twin  
 tailpipes 

스포티한 곡선과 세련된 디자인이 한층 강조되어

A4의 스포티함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8K0071620C 3Q7     833,800 
A4 (PA) 적용가능                                                  

8K0071620B  3Q7 833,800
A4 (B8) 적용가능

4   Tailgate Spoiler  

A4의 차량 뒷부분을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영구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체 컬러 사용).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착 가능합니다.  

8K5071645B  9AX  552,200 
A4 (PA) 적용가능

8K5071645  9AX 552,200
 A4 (B8) 적용가능

5   Rear skirt primed 

뒷면의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블레이드 장착 리어 디퓨저와 완벽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좌/우/중앙 부분에 리어 에이프런 장착  

8K0071610A  9AX  740,300 
A4 (B8-PA) 적용가능

6   Chrome strip Radiator grille, chrome shine 

크롬 스트립은 아우디 A4를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신시켜 드립니다. 포인트를 이루어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

합니다.   

8K0071360A  2ZZ  213,400     
A4 (B8-PA) 적용가능

개성있는 연출로 높은 완성도를 경험해 보십시오. 알루미늄 마감 

블레이드는 한층 고급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A4의 스포티하고 다이네믹한 모습에 A4를 위한 알루미늄 마감 블레이드로 A4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면 개성을 살린 멋진 차량이 완성될 것입니다. 

1

2

3

6

4

5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4 (B8) 적용

A4 (B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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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emium textile floor mats

차량의 바닥 구조에 정확히 맞게 제작된 텍스타일 

매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촘촘히 짜여진 직물제 

벨로어로 제작 되었습니다. 차량 바닥의 표준 맞춤형 

고정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착됩니다. A4 엠블렘이 

새겨져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입니다.     

8K1061275  MNO 앞 138,600
A4 (B8 - PA) LHD Front 적용가능

8K0061276  MNO 뒤(로고 없음) 82,500 
A4 (B8 - PA) Rear 적용가능

4  Rubber floor mats

차량 바닥 구조에 정확히 맞는 루버 매트는 바닥을 

오염 물질로부터 차단해주어 실내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차량 바닥의 표준 맞춤형 

고정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착되어집니다. 엠블렘이 

새겨져 있습니다.      

8K1061501  041 앞  79,200
A4 (B8 - PA) LHD Front 적용가능  

8K0061511  041 뒤(로고 없음) 60,500                   

A4/S4 & A5/S5 Sportback Rear (B8 - PA) 적용가능 
       

3  Boot inlay

인서트의 측면이 바닥보다 높아 부트 바닥을 오염 

물질로 부터 보호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적재 

화물의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8T0061160 103,400
A4 & A5 CP & S5 CP & 
RS5 CP (B8 - PA) 적용가능

2  Boot tray

러기지 컴파트먼트를 위한 맞춤식 보호 장치로서, 

세척 가능하며 튼튼합니다. 가장자리 주위의 립(lip)은 

유출되는 모든 액체로부터 러기지 컴파트먼트 바닥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8K5061180 160,600            

A4 & S4 & A5 CP & S5 CP & 
RS5 CP (B8 - PA) 적용가능

1 2 3 4 5

1  Sunblind fall side

차체에 꼭 맞는 이 태양빛 차단 시스템은 아우디를 

태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설치가 쉽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8K5064160A  309,100 

A4 (B8-PA) & S4 (B8-PA)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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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5
Sport and Design

Sport and Design_Wheels

Comfort and Protection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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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기술, 엄격한 테스트,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의 Audi A5 순정 휠.

아우디 순정 알루미늄 휠은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탁월합니다.  세련된 외관과 고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수년 후에도 휠을 처음 구입했던 날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 다양한 조건의 테스트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은 고객의 찬사를 

받는 이유 입니다. A5에 어떠한 휠을 장착하셔도 차종 고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스포티한 스타일을 한층 빛내 드릴 것입니다.

1

3 4 5

2

1   15-spoke design-19”

클래식한 디자인의 휠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줍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 19

색상: 고광택 마감 실버           

8T0071499  1ZL 1,105,5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2   15-spoke design-19”

차분한 색감과 클래식하면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휠로, 차량의 가치를 한층 높여드릴 아이템 

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1 9 96Y

색상: 아이비스 화이트

8T0071499E  Y9C          1,105,5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3   5-arm rotor design-18”

역동적인 외형의 휠로, 고객님 차량의 스포티한 

외관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시켜 드릴 것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245/40 R18 93Y

색상: 어두운 색감의 고광택 마감 

8T0071498A  Z49          1,007,6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4   hollow-spoke design-19”

할로우 스포크 휠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 

디자인 및 정밀 기술을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 19

색상: 고광택 마감, 무연탄색

8T0071499A  4EE  1,670,9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5   hollow-spoke design-19”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의 실버 색상이 멋스럽습

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 19

색상: 고광택 마감, 실버

8T0071499B  8Z8           1,670,9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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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spoke design-17”

A5 겨울용 알루미늄 휠입니다.

스노우 체인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25/50 R17

8T0071497A  8Z8           487,3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9   7-arm rotor design-19”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탄탄한 느낌의 휠.

차량의 가치를 한층 높여드릴 아이템 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255/35 R 19

색상: 실버   

8T0071499D  8Z8             1,192,4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6   hollow-spoke design-19”

강한 색상 대비를 느낄 수 있는 세련되고 스포티한 휠

타이어 사이즈: 255/35 R 19

색상: 고광택 마감, 블랙

8T0071499C  AX1      1,670,9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6 7

8

7   5-arm parabola design-20”

뛰어난 디자인으로 고객님 A5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타이어 사이즈: 265/30 R 20

색상: 무연탄색

8T0071490  4EE      1,369,500                                                            

A5 CB, CP, SB & S5 (B8-PA) 적용가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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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Front spoiler with blade, primed

절제미가 느껴지는 프론트 스포일러:

알루미늄 마감재를 사용한 블레이드로 개성과 스포티한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8T0071053  9AX 880,000
A5 CB (B8) & A5 CP (B8) 적용가능

2   Diffuser with blade, primed 

스포티한 곡선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의 Audi A5와 알루미늄

마감재를 사용한 블레이드의 완벽한 조화는 A5의 탁월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8T0071620A  9AX     740,300
A5 CB (B8) & A5 CP (B8) 적용가능

2

블레이드를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5의 스포티한 라인과 다이나믹한 외관을 더욱 개성넘치게 바꿀 수 있는 고객 맞춤형(도장 가능한) 블레이드는

남다른 스타일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한 차별화된 아이템 입니다. 원하는 컬러로 도장한 블레이드로 새로워진

A5로 도로를 질주한다면 부러움의 시선을 받을것이며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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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de sill kit primed 

절제된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라인을 강조합니다. 차량에

낮게 부착되어 서스펜션이 내려간듯한 인상을 줍니다.

8T8071685  9AX    918,500 
A5 SB (B8-PA) 적용가능

8T0071685  9AX   889,900
A5 CB & A5 CP (B8-PA) 적용가능

1

1   Front spoiler and blade, aluminium

맞춤형 도장 스타일, 알루미늄 마감 스타일이 있으며,

스포티한 멋과 우아한 곡선을 더욱 강조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8T0071053  3Q7  972,400 
A5 CB (B8) & A5 CP (B8) 적용가능

2   Rear diffuser and blade, aluminium 

맞춤형 도장 스타일, 알루미늄 마감 스타일이 있으며, 

A5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곡선의 우아한 라인을 잘 

살려주어 한층 세련된 스타일을 만듭니다. 

8T0071620A  3Q7      833,800 
A5 CB (B8) & A5 CP (B8) 적용가능

2

3

76

6   Rear wing

리어 윙은 공기역학적 기능과 A5의 뒷부분을 

다이네믹한 모습으로 강조 합니다

(본체 컬러 사용).             

8T0071645  9AX  749,100 
A5 CP (B8-PA) 적용가능

7   Tailgate spoiler

테일게이트 스포일러는 A5의 차량 뒷부분을 더욱 역동

적으로 연출하며 영구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체 컬러 사용).       

8T8071645  9AX  570,900
A5 SB (B8-PA) 적용가능

8T0071645A  9AX  570,900
A5 CP (B8-PA) 적용가능 

5   Chrome strip Radiator grille,  
      chrome shine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우디 A5를 세련되고 우

아한 모습으로 변신시켜 드립니다. 포인트를 

이루어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합니다.   

8T0071360A  2ZZ  213,400     

4   Rear skirt  

맞춤형 도장 스타일, 알루미늄 마감 스타일이 있으며, 

A5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곡선의 우아한 라인을 잘 

살려주어 한층 세련된 스타일을 만듭니다. 

8T0071610  9AX      740,300 

A5 CB (B8) & A5 CP (B8) 적용가능

4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하게 진화한 특별한 쿠페 A5의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A5 알루미늄 마감 블레이드는 A5의 스포티함을 강조해 멋진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스포티하고 우아한 

바디라인을 더욱 강조해주어, 언제 어디서나 짜릿한 시선을 느끼며 만족도 높은 스타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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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bber floor mats

차량 바닥 구조에 정확히 맞는 루버 매트는 표준 맞춤형 고정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착되어집니다. 실내를 오염된 물질로부터 차단시켜주어 상쾌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A5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8T1061501  041  79,200
A5 SB, CP, CB (B8 - PA) LHD Front 적용가능

2   Rubber floor mats for rear

내구성이 뛰어나 탄탄한 고무로 제작되어진 바닥 매트로, 차량 실내를 오염 

물로부터 보호합니다. 필요에 따라 쉽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차량 바닥면에 

있는 고정 포인트는 매트가 제 위치에 단단히 고정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 2개 1세트

색상: 블랙 

8T0 061511  041 60,500     

A5 CP, CB & S5 CB (B8 - PA) Rear 적용가능

3 4

6

당신의 아우디 A5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아우디 A5의 차량 커버는 오염 물질이나, 진흙 등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차량 실루엣을 그대로 살린 커버의 스타일 또한 재질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바닥 매트는 실내를 쾌적하게 하고, 운전자나 탑승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기능과 디자인, 스타일에서 앞서가는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 고객님의 안락함을 생각한 아이템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1 2

3   Premium textile floor mats

차량의 바닥 구조에 정확히 맞게 제작된 매트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촘촘히  

짜여진 직물제 벨로어로 제작되었습니다. 바닥의 표준 맞춤형 고정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착됩니다. A5 엠블렘이 새겨져 있습니다. 

색상: 검정    

8T1061275  MNO  146,300 
A5 SB, CP, CB (B8 - PA) LHD Front 적용가능

4   Textile floor mats for rear

텍스타일 매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촘촘히 짜여진 직물제 벨로어로 제작 

되었습니다. 차량 바닥의 표준 맞춤형 고정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착됩니다. 

A5 엠블렘이 새겨져 있습니다. 

색상: 검정 

8T0061276  MNO   90,200 
A5 CB CP (B8 - PA) Rear 적용가능

8K0061276  MNO   82,500 
A5 SB (B8 - PA) Rear 적용가능

5   Boot liner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적재 화물의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색상: 무연탄 

8T8061180  160,600 
A5 & S5 SB (B8 - PA) Boot Tray 적용가능

8T0061160 103,400
A4 & A5 CP & S5 CP & RS5 CP (B8 - PA) 적용가능

6   Sunblind

차체에 꼭 맞는 이 태양빛 차단 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2개 또는 3개 한 세트로 제공되며, 2개 세트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쉽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8T0064160  408,100 
A5 CP & S5 CP (B8-PA) for Rear and Side 적용가능

8T8064160  408,100 
A5 SB & S5 SB (B8-PA) for Rear and Side 적용가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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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music interface (AMI)1

iPod (iPodclassic, iPodmini, iPodnano, iPod 포토, iPod 비디오) 및 휴대용 미디어 플레

이어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MMI-시스템을 통해 작동합니다(단,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기능을 지원할 경우) 충전설비가 구비된 글러브 박스에 설치할 수 있으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추가 어댑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우디 뮤직 인터페이스를 

위한 케이블을 이용하여 iPod 및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쉽게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어댑터 케이블 종류: 

1  Mini USB 케이블 4F0051510H  89,100 
2  USB 케이블 4F0051510Q  91,300 
3  iPod/iPhone(11pin) 4F0051510K  105,600 
4  3.5 mm jack plug 4F0051510T  89,100 
5  Micro USB 케이블 4F0051510M 89,100
6  Adapter set plus(2개1세트) 4F0051510S  168,300 
7  Cable adapter with authentication chip 4F0051510R  112,200 
8  Adapter wire plus 4F0051510AD  115,500 

1 아우디 뮤직 인터페이스 설치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udi 공식 딜러 A/S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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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2   Bicycle fork holder

자전거의 앞바퀴를 분리한 후 장착할 수 있는 케리어 장치

입니다. 잠금 기능이 있어 빠르고 안전하게 자전거 포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휠 레일은 양극 처리 된 알루미늄 프로

파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전거 포크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며 17 kg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Carrier unit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8R0071128C 268,400
A3, A4, A5 CP, A5 SB, A6, A8, TT, Q3, 
Q5, Q7, S4, S5, S6, S8, SQ5 적용가능

3   Bicycle rack

이 자전거 랙은 양극 처리 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되

었습니다. 회전 스위치 조작으로 자전거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Carrier unit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8T0071128  292,600 
A3, A4, A5 CP, A5 SB, A6, A7, A8, TT, 
Q3, Q5, Q7, S4, S5, S6, S7, S8, SQ5 적용가능

멋진 여행을 위한 최선의 준비. 아우디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함께합니다.

고객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악 스키를 즐기거나, 장기간 카약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망설이지 않고 쉽게 떠나실 수 있도록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의 스마트 적재 솔루션은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1   Base rack

사이클 마운트, 카약 랙, 또는 스키 및 러기지 박스 등과 같은 다양한 루프 랙 

모듈을 위한 캐리어 유닛. 측면은 양극 처리한 알루미늄 튜브로 만들었습니다. 

캐리어 유닛은 설치가 간편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캐리어, 모듈 및 짐의 

최대 총 허용 중량은 90kg입니다.

A3 Sedan 8V5071126   577,500 
A4 & S4 Sedan (B8 - PA) 8K5071126B  655,600 
A5 & S5 & RS5 Coupe (B8 - PA) 8T0071126  655,600  
A5 & S5 Sportsback (B8 - PA) 8T8071126A  590,700     
A6 & S6 Sedan (C7) 4G5071126  614,900 
A6 sedan (C6 - PA) 4F0071126  614,900 
A7 & S7 & RS7 Sportsback (C7) 4G8071126  685,300
A8 & S8 (D4 - PA),  4H0071126  927,300 
Long Wheel Base 적용 가능

Q3 8U0071151  565,400 
Q5 & SQ5 8R0071151AB  655,600 
Q7 4L0071151A  666  602,80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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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ki and luggage box short, 480 Litre

겨울 스포츠 및 물건들을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한 스키 

러기지 박스로 잠금기능이 있고 좌우측 모두에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워 세척이 쉽습니다. 

(Carrier unit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4L0071175  1,488,300 

8   Roof box 450 litres, with Easy Snap fastening

잠금 기능이 있으며, 양쪽 측면에서 열 수 있습니다. 

최대 총 허용 중량은 최대 50 kg 입니다.

(Carrier unit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000071174B  1,246,300 

   

9   Roof box small, 370 Litre 

이 제품은 여분의 짐들을 넣을 수 있는 루프 박스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합

니다. 퀵-릴리즈 시스템으로, 빠르고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잠금기능이 있

으며 열림 각도가 커서 옆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 랙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8P0071175  1,109,900 

6   Kayak holder (1 kayak) 

카약 운반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카약 장착 시스템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최대 25 kg의 1인승 카약 탑재가능

합니다. (Base carrier bars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4F0071127 240,900                                                

A3, A4, A5 CP, A5 SB, A6, A7, A8, TT, Q3, 
Q5, Q7, S4, S5, S6, S7, S8, SQ5 적용가능 

5     and snowboard holder

잠금형 탑재 장치를 사용하여 최대 스키 6세트 또는 스노우 보드 4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탈착 기능을 갖춰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쉽게 싣고 내릴 수 있습

니다. (Carrier unit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6쌍의 스키 또는 4개의 스노우보드 장착

4L0071129 391,600
A3, A4, A5 CP, A5 SB, A6, A7, A8, TT, Q3, Q5, Q7, S4, S5, S6, S7, S8, SQ5 적용가능

4쌍의 스키 또는 2개의 스노우보드 장착(pull-out function 풀아웃 기능)

4F9071129D 216,700
A3, A4, A5 CP, A5 SB, A6, A7, A8, TT, Q3, Q5, Q7, S4, S5, S6, S7, S8, SQ5 적용가능

4   Luggage rack 

이 아이템은 화물을 차량 지붕에 올리는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며 무거운 짐들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극 처리 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되었으며, 아우디

의 테스트를 통과해 우수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루프 랙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크기: 990 x 1,580 mm    색상: 실버

4L0071205  666  1,058,200 
A3, A4, A5 CP, A5 SB, A6, A7, A8, 
TT, Q3, Q5, Q7, S6, S8, SQ5 적용가능

4 5 7,8

6

9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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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udi
1   Base Roof Bar Bag

캐리어 제품과 소형 루프 모듈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

합니다. 강한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공구나 작은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개의 고리와 측면 포켓이 있습니다.        

8R0071156D 111,100
A3, A4, A5, A6, A7, A8, TT, S4, S5, S6, S7, S8 적용가능 

8R0071156C 111,100
Q3, Q5, Q7, SQ5 적용가능 

2   Coat hanger

재킷과 코트를 구김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앞 좌석 헤드레스

트에 쉽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4L0061127  58,300

3    Valve caps

Audi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진 밸브 캡은 먼지, 이물질 또는

습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4L0071215  52,800                

4   Ashtray in the centre console cup holder

고품질의 제품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해줄 '클린 솔루션' 아이

템 입니다.내부에는 담배를 끄는 재떨이, 크롬 도금 뚜껑에는 

아우디 로고가 있어 눈에 띄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쉽게 비우고 청소가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안에 컵 홀더와 함께 제공됩니다.

420087017       106,700 

                                                                                         

고객님의 아우디는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디의 차량들은 최고급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맞는 실용적인 아이템의 아우디 액세서리들도 고객님을 배려한 디자인과 기술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오래도록 아우디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아우디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만나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우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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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ding lamp Swan neck LED reading lamp

차량의 뒤쪽에 충분한 빛을 제공해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범용 LED 램프로 시가 라이터 자리에 연결

합니다. 20 루멘의 밝기를 생성합니다. 단, 시가 라이터가 

있는 차량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색상: 광택있는 블랙

8K0052010       81,400 

2   LED Pen light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hyperfocus 렌즈, 강력한 빛을

발산하고 투광 효과가 뛰어난 LED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이즈 및 중량: 175 x 68 x 11 mm / 60g     

8R0052001C  83,600 

3   Emergency set
5개 LED 라이트가 있는 전등으로 앞면은 차량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되 튼튼하며 마그네틱 홀더가 있습니다.

사이즈 및 중량: 70 X 70 X 190 mm / 0.25 kg       

8R0093052 55,000                 

1 2

3

1   Snow chain

언제 만날지 모르는 눈길운전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은 필수 

아이템 입니다. 장착이 손쉽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

으로 안전한 드라이빙을 도와드립니다. 15인치 휠~19인치 휠까지 

가능하며 부품번호 및 금액은 딜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F0091365  266,200 
225/55 R16, 215/55 R17, 225/50 R17, 225/45 R17, 225/45 R18

8T0091375  531,300 
245/40 R18, 235/45 R18, 225/60 R16, 215/65 R16

4E0091375  531,300 
235/60 R16, 235/55 R17, 235/50 R18, 225/50 R18, 235/45 R19

4L0091375  663,300 
235/60 R16, 235/65 R17, 235/60 R18

8K9091375  507,100 
225/55 R17, 215/60 R17

8R0091375  663,300 
255/55 R18

2   Wheel Bag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플리트 휠을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 입니다. 내구성 강한

소재이며 외부 포켓에 휠 볼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4F0071156(up to a size of 265/35 R 20)  82,500                                              

4F0071156A 84,7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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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r-seat storage bag

짧은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을 준비할 때에, 리어 시트 백은 

유용하고 이상적인 여행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표준 3-포인트 시트 벨트가 있어서 쉽고 빠르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움직이지 않

고 자리에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퍼가 달린 4개의 섹션은 

크고 작은 여러개의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

니다. 이 아이템은 차량 밖에서도 유용한 아이템 입니다.

000061100H   232,100 

4   Rear-seat storage box 

실용적인 뒷좌석 수납함은 중간크기 이하의 아이템들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즐거운 

자동차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000061104A   123,200 

5   Rear-seat waste bag 

짧은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시에는 휴지들이 쌓이기 마련입니

다. 아우디의 웨이스트 백이 이를 해결해 드립니다. 최대 5리

터까지 수용가능한 방수 안감의 웨이스트 백은 부피가 큰 휴

지들도 문제 없습니다. 통합 스트랩 시스템을 통해 앞좌석의 

뒷면에 안정적으로 부착 가능합니 다.  높이 조절뿐만 아니라 

제거도 가능합니다.

000061107B   95,700 

2   Storage pocket

실용적인 다목적 포켓으로 물건을 정돈하는 데 매우 유용

합니다. 등받이에 부착되며 접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00A087000  124,300                                               

2   Roof box bag  

루프 박스 가방은 순정 아우디 루프 박스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가방은 실용적인 운반 핸들과 이동하는 아이템

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수기능이 제공됩니다. 편안한 분위기

에서 당신만의 여행을 즐기세요!

Size S

000071154  110,000
Size M

000071154A   137,500
Size L

000071154B   163,900 

 

                                              

1   Cooling bag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방으로 12 V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으며 12 리터의 내부공간이 제공됩니다.

4L0065402  508,200

2 3

Size S

Size LSize M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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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tifreeze, 500 ml 서리 및 성에 제거

앞유리 워셔 시스템용 세척 첨가제로, 동결 방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눈부심이나 얼룩이 생기지 않고 일반유리와 

합성수지 헤드라이트 유리 모두에 적합 합니다.

00A096319  020 6,600

6   Plastic cleaner, 500 ml

아우디 자재의 특성에 잘 맞는 이상적인 제품으로 휴대

용 스프레이는 적은 양으로 플라스틱 표면, 컬러를 입힌 

고무 부품, 고무 씰 등을 매끄럽게 닦는 경제적 제품. 

특히 내부 후미진 곳, 오염 물질, 오물 및 주행중 붙은  

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00A096302  020 18,700

Car Care 
Product

3   Insect remover

곤충이나 배기 잔여물은 오일 또는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얼룩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제품은 유리, 도장, 도금 및 플라스틱 표면에 있는 얼룩을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00A096300A  020 15,400

4   De-icer 서리 및 성에 제거

이 제품은 서리, 성에를 빠르게 녹일 뿐만아니라 재결빙 속

도를 늦춰줍니다. 친환경 자원에서 추출한 알코올 함유로 뛰

어난 효과를 나타내며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성에를 제거합니다.

00A096322A  020 15,400

차량 내부를 위한 통합 관리, 차량 외부용 관리 

보존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내부 관리 제품은 

플라스틱 부터 가죽제품 관리까지, 외부용 제품은 

휠부터 세척에 이르기까지 아우디 차량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고객님의 차량이 오래도록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7   Cockpit care

휠을 케Audi 내부 자재 (계기판, 기어 레버, 콘솔 및 도어 

인레이)용으로 특수 개발 되었습니다.

00A096307  020 15,400

8   Leather care
뛰어난 흡착 효과를 보이는 가죽 관리 제품으로 부드러운 가

죽에 가장 이상적이며 특히 가죽 표면 방수는 물론 변색 방지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차량내부 가죽이 항상 부드럽고 통풍, 

통수가 잘 되도록 해주며 마모를 최소화 합니다.

* 안 보이는 부분에 먼저 사용하십시오.

00A096306A  020 19,800

9   Fabric waterproofing agent, 300 ml
고급 기능성 성분의 이 제품은 아우디 카브리올레 소프트 

탑과 가장 손상되기 쉬운 아우디 차량내부 섬유재질에 

사용되어 섬유의 색상과 무결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00A096308A  020 27,500

10   Active foam cleaner, 300 ml
마모가 심한 표면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항균성 폼은 

쿠션, 차량 좌석커버, 직물, 유리 (내부) 및 카브리올레 소프트 

탑을 효과적으로 세척합니다. 이물질 쌓인 영역에 간편하게 

도포할 수 있는 특수활성 무스 타입 제품으로 강력한 세척 

효과를 나타냅니다.

00A096301A  020  20,900 

2   Glass cleaner, 50 ml 
뛰아우디 모든 유리 표면 세척에 적합하며, 제거가 

어려운 합성 수지, 실리콘, 왁스, 타르, 오일 및 남아 있는 제

설제를 제거해 줍니다. 또한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기능

을 개선해주며 새 와이퍼 블레이드를 장착하기 전에 사용해

도 무방합니다. 마감 지속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00A096329  020 7,700

1   Wheel rim cleaner gel, 500 ml 
먼지 제거 기능 개선 고농축 제품으로브레이크에 쌓인 

먼지 세척, 휠 착색을 방지합니다. 농도가 높아 철과 합금 

휠을 완벽하게 세척하고, 스프레이 타입으로 손이 닿지않는 

부분 세척이 용이합니다.

00A096304B  020 29,70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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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are gloves

이 글러브 형태의 차량 관리 제품은 아우디의 모든 차량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4개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봉후 다시 밀봉할 수 있는 포일팩에 담겨져 있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가 좋고, 차량 관리시 

손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곤충제거용 제품을 위한 

글러브, 윈도우(내부 및 외부) 클리닝 제품을 위한 글러브, 가죽케어 제품을 위한 글러브, 운전석 관리 제품을 위한 

글러브가 있습니다. - 구성: 각 4개 1세트 

   
Insect removal gloves
곤충 및 얼룩 제거용 케어 제품에 사용하는 글러브

8R0096151  12,100

Window cleaning gloves
윈도우 청소용 케어 제품에 사용하는 글러브

8R0096151A  12,100

Leather care gloves
가죽 관리 제품에 사용하는 글러브

8R0096151B  12,100

Cockpit cleaning gloves
운전석 관리 제품에 사용하는 글러브

8R0096151C  12,100

12  Polishing cloth Metal cleaner 
녹 등의 산화된 흔적을 제거하는 제품입니다. 

8X0096151  25,300 

13   Polymer wax polish, 250 ml
도장 보호층 내구성 향상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며 

부식 및 마모 방지 기능이 탁월합니다. 첨단 나노기

술 도입 성분으로 먼지와 물에 대한 비즈효과가 

두드러집니다.

00A096317A  020 18,700

14   Plastic preserver, 250 ml
플라스틱 제품을 오랫동안 새것처럼 지속시켜 주는 

효과, 더욱 뚜렷한 컬러, 내외부 합성 물질 보호 및 

실크 느낌의 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품의 

특수 성분은 먼지, 오물을 차단하고, 방수기능을 

제공합니다.

00A096314  020 17,600

15   Wax Shampoo
왁스 샴푸는 도장 표면을 청소하고 보존하는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시간이 단축되고 추가적인 

세척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뛰어난 비즈 

효과에 따른 매끄러운 청소는 물론 임시 광택 효과

를 얻을 수도 있고 특수 재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00A096315A  020 15,400

16   Microfibre polishing cloth
짧은 시간 내에 뛰어난 광택 효과를 나타내며 남아

있는 광택제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00A096325  020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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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e scraper with telescopic rod
보호 고무 블레이드, 길이 조정 막대봉, 스노우 브러시가 

있으며 특히 Q5, Q7에 적합 합니다.

8R0096010C 36,300

4    Ice scraper with telescopic rod, swivelling
브러시와 함께 최대 90도를 돌릴 수 있고 보호 고무 블레이

드가 있습니다.길이 조정이 가능한 막대 봉이 있어 특히 Q5, 

Q7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8R0096010B 48,400

2   Winter care product set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세트 상품으로서

500ml 디아이서 스프레이, 안티프리즈(500ml), 글래스 

폴리쉬(50ml), 천, 스트래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L0096352  020 50,600

1   Snow shovel
고품질의 폴리에틸렌 재질로 강한 본체를 가지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의 손잡이가 있어 눈을 치우는데 적합 합니다.

- 길이: 770 x 1020 mm

8R0096010D  53,900 

5   Ice sc raper with snow brush
빳빳한 털이 조합된 브러시와 스크래퍼가 양쪽으로 

달려있습니다.

8R0096010A 25,300

6   Ice scraper with soft handle Type D
하이퀄리티의 소프트한 플라스틱 제질로 제작되었고, 

미끄럼 방지 핸들 입니다.

8R0096010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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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4   Toy Babies toy chain 
이 베이비 체인은 아주 작은 아기들도 Rob과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베이비 시트 및 아동용 시트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습니다.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벨크로와 도마뱀 인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 사이즈: 25 cm × 20 cm

4L0084241  60,500 

3   Comfort cloth
압착고리 달린 도마뱀 모티브가 있는 보드랍고 따뜻한 느낌의 이 

보자기는 고품질 플러시 소재로 만들어져 감촉이 보드라우며 내구

성이 좋습니다. 이 아이템은 아이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어 장

시간의 이동 중에도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유용한 제품입니다.

▶ 사이즈: 40 cm × 40 cm

4L0061191B  60,500 

아이들과의 즐거운 여행 길에,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우디는 수십 년 동안 스포티한 감각의 진보적인 차량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원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기술적으로 최고 성능에 이르게 하는 영감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안락함과 포근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모태로 한 Audi Genuine Accessories는 자연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의 여행 길에 압착고리가 달린 

도마뱀 친구 Rob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우디 아동 용품과 아동용 시트 제품은 어린아이들이 아우디 차량내에서 보냈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특별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압착고리가 달린 도마뱀 친구 Rob은 차량 내, 외부에서 어린이들의 

친근한 여행 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어린이와 도마뱀 Rob이 좋아할 멋진 아동 용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5   Toy Neck support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길에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아기의 목을 포

근하고 안전하게 받쳐줍니다. 엄마의 품처럼 아이들의 목을 감싸

줍니다. 아이들은 Rob과 함께 놀다가 Rob과 함께 잠들어 어른들

에게도 Rob과 함께 하는 여행이 한결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4L0092177 large 66,000 
4L0092177B medium 60,500 
4L0092177A small 55,000 

1   Toy Audi plush steering wheel 
작은 아이들이나 큰 아이들 모두 운전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아우디의 독자적인 디자인의 운전대 입니다.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 경적 소리가 나 재미를 더해줍니다.

▶ 사이즈: 24 cm × 24 cm

4L0019102A   106,700 

2   Rob, the gecko
고품질 플러시 소재로 만들어진 Rob은 내구성이 좋아 잘 닳지 

않고 감촉이 보드라우며 세탁이 가능합니다.

8R0087500A small 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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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제품 하나하나가 특별한 애착을 느끼게 합니다.

Rob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 친구와 떨어져 지내고 싶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ob이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되는 이유입니다. 귀여운 장난감과 편안한 느낌의 보자기 이외에 안락함을 더해주는 목 받침도 제공합니다. 

목 받침은 어린이가 아동용 시트를 이용할 때 편안함을 더해주어 더 안락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Rob을 모티브로 한 편안한 느낌의 쿠션과 담요는 아동용 시트 제품을 예쁘게 장식하고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잠들기가 한결 편안해 집니다.

2   Toy Cuddle blanket 
담요를 덮어 주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보드라운 촉감의 담요입니다. Rob이 살아서 

돌아 다니는것 같은 재미와 밝은 색상은 화사하고 안락한 분위기

를 만들어 줍니다. Rob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  사이즈: 100 cm × 75 cm

4L0061191  161,700  

1   Toy Baby kick bag 
베이비 배낭은 베이비 시트에 아기를 태우고 운전할 때 차량의 

흔들림에도 아이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직물에 베이비 

시트의 안전 벨트를 끼우기 위한 홈이 있으며 화사한 색상과 Rob 

모티브 디자인이 사랑스럽습니다. 

- 사이즈: 48 cm × 42 cm

4L0019119  110,000   

3   Toy Cuddle pillow 
도마뱀 모티브가 있는 이 쿠션을 끌어안고 있으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아 잘 닳지 않고 촉감은 매우 보드랍고 

편안합니다.

- 사이즈: 30 cm × 30 cm

4L0089321  82,500 

1 2 3 4

4  Toy Snuggle wrap 
집에서나 운전 중에 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누에고치 모양의 

담요입니다. 직물에 베이비 시트의 안전 벨트를 끼우기 위한 홈이 있습니다.

아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되어 제작된 디자인과 화사한 색상, Rob 모티브,

동그란 외형이 사랑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  사이즈: 73 cm × 90 cm

4L0061191A  13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