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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Pleasure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품절 또는 단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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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험을 최대한으로 즐기세요.
낯선 지형을 탐색하고, 온몸을 짜릿하게 하는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정복하세요.
어떤 길을 택하든, 해내지 못할 것은 없기에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자유와 스타일에 한계는 없습니다.

LIFE IS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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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REATS.  
FULLY AUTHENTIC.
스포티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BMW 컬렉션은 최고급 소재에 현대적인 감각과 

특별한 디테일을 더해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느껴지는 완벽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BMW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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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MPRESSIONS COUNT.

06 07

#1 BMW Jacket, men.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울 자켓.
·4개의 주머니, 2개의 안주머니.
·목과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디자인.
·활동성을 높여주는 뒷트임.
·소매에 BMW 가죽 로고.
·BMW 로고 디자인을 더한 안감.
·소재 : 66% 폴리아미드, 34% 폴리에스테르.

285,000원   
Space Grey Melange    S–L 80 14 2 411 097–099

#2 BMW Knit Sweater, ladies and men.
·부드러운 감촉의 스타일리쉬한 면혼방 스웨터. 
·여성용은 시클라멘 레드 스티칭 처리로 여성스러움 강조.
·남성용은 짙은 컬러의 스티칭 처리와 앞주머니로 포인트.
·소재 : 70% 면, 20% 나일론, 10% 실크.

99,000원 Ladies  
Asphalt Grey Melange XS–M 80 14 2 411 052–054

99,000원 Men 
Asphalt Grey Melange S–L 80 14 2 411 087–089

#3 BMW Polo Shirt, ladies and men.
·클래식한 칼라의 면 폴로 셔츠.
·셔츠 우측 하단에 로고 핀.
·스트라이프 테이핑 처리한 옆트임.
·소재 : 95% 면, 5% 엘라스틴.

66,000원 Ladies  
Zyclam Red  XS–M         80 14 2 411 047–049

66,000원 Men 
Zyclam Red  S–L         80 14 2 411 082–084

#4 BMW Watch, ladies and men.
·스위스 Quartz 무브먼트 시계.
·브러쉬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긁힘 방지 처리된 미네랄 글라스.
·날짜 표시, 최대 10기압 생활 방수.
·시침과 분침 야광 기능, 문자표시 다이얼.
·페이스와 크라운에 BMW 로고, 가죽 밴드.

286,000원 Ladies
Black, diameter 36 mm         80 26 2 406 684

286,000원 Men 
Black, diameter 42 mm         80 26 2 406 685

#5 BMW Sports Chronograph Watch, men.
·스포티한 감각의 스포츠 크로노 시계.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미네랄 글라스.
·광택 베젤, 블루 다이얼, 최대 10기압 생활방수.
·시침과 분침 야광 기능.
·시계 뒷면과 크라운에 BMW 로고.
·접이식 메탈 잠금장치가 적용된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

517,000원   
Silver / Blue, diameter 43 mm 80 26 2 406 691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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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STORY  
HAS A BEGINNING.

#1 BMW Notebook with Kidney Grille Design.
·BMW 키드니 그릴이 새겨진 가죽 하드커버 노트.
·메탈 로고 핀 잠금 장치.
·노트 좌측면은 BMW 키드니 그릴 디자인, 우측면은 모눈처리.
·편리한 사용을 위한 북마크용 책갈피 끈.
·후면에 안주머니 적용.
·소재 및 컬러 : 가죽, 그레이 컬러 종이. 
·페이지 : 160p, 크기 : 21 x 21cm.

26,000원   
Space Grey 80 24 2 411 118

#2 BMW Ballpoint Pen.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
·BMW 로고가 인쇄된 클립.
·소재 : 플라스틱.

5,500원   
Space Grey  80 24 2 411 115

#3 BMW Watch with Kidney Grille Design, ladies.
·스위스 Ronda Quartz 무브먼트 시계.
·긁힘 방지 미네랄 글라스 커버.
·야광 시침과 분침, 날짜 표시.
·접이식 잠금장치.
·실버 컬러의 BMW 로고, 안트라사이트 컬러의 다이얼.
·최대 5기압 생활방수.
·소재 : 케이스 - 스테인리스 스틸, 미네랄 글라스 /
         밴드 - 스테인리스 스틸.

275,000원   
Silver, diameter 28 mm  80 26 2 406 687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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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Paper Sorter.
·다양한 크기의 서류를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책상용 서류꽂이.
·BMW 키드니 그릴 디자인을 형상화한 메탈 홀더.
·소재 : 무광 스테인리스 스틸.
·크기 : 가로 32 x 세로 20 x 높이 20cm.

93,000원   
Silver   80 23 2 411 113

#7 BMW Day-Date Watch, men.
·스위스 Ronda 무브먼트 시계.
·브러쉬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미네랄 글라스, 야광 시침과 분침, 아날로그 디자인이 적용된 페이스.
·핀 잠금방식의 입체적인 가죽 스트립.
·페이스와 크라운에 BMW 로고.
·최대 5기압 생활방수, 가죽 밴드.

385,000원   
Black, diameter 42 mm 80 26 2 406 689

#8 BMW Mouse Pad.
·BMW X6 모티브가 인쇄된 마우스 패드.
·후면 미끄럼 방지 처리.
·정확하고 빠른 반응을 위한 부드러운 표면.
·소재 : 플라스틱.
·크기 : 24 x 19cm.

10,000원   
Multicoloured  80 28 2 411 121

#9 BMW USB Stick.
·실버 컬러 케이스의 USB 스틱.
·폴딩 기능, 블랙 컬러의 끈과 고정 클립.
·소재 : 메탈.

33,000원   
Silver, 16 GB   80 29 2 358 820

44,000원

Silver,  32GB   80 29 2 411 124

#10 BMW Logo Key Ring.
·BMW 로고가 새겨진 유광 키링 펜던트.
·소재 : 메탈.

38,000원  
Silver   80 23 0 444 663

#2 BMW Mobile Phone Flip Cover.
·가죽 핸드폰 커버.
·BMW 워드마크와 BMW 로고.
·소재 : 가죽, 폴리카보네이트.

49,000원    Black     
Apple iPhone 6 Plus 80 21 2 413 770
Samsung Galaxy S6 80 21 2 413 771 

#3 BMW Flag Label Pencil.
·BMW 로고가 인쇄된 직물이 깃발 형태로 부착된 연필.
·길이 : 약 175mm.

3,000원   
Silver   80 56 0 444 593
Black   80 56 0 444 559

#4 BMW Rollerball Pen.
·메탈릭 마감 롤러 볼펜.
·뚜껑, 클립, 볼펜 끝 부분의 실버 액센트.
·소재 : 메탈.

55,000원  
Space Grey   80 24 2 411 116

#5 BMW Key Ring Pendants, model-specific.
·각 BMW 모델 명칭 뱃지가 부착된 고급스러운 감각의 열쇠고리 팬던트. 
·쉽게 끼웠다 뺄 수 있는 정교한 더블 조인트.
·Made in Germany.
·소재 : 메탈.

38,000원  
BMW 1 Series  80 27 2 287 777  BMW Z3  80 23 0 432 391
BMW 2 Series  80 27 2 354 147  BMW Z4  80 23 0 406 871
BMW 3 Series  80 27 2 287 778  BMW X1  80 27 2 287 783
BMW 4 Series  80 27 2 354 146  BMW X3  80 27 2 287 784
BMW 5 Series  80 27 2 287 779  BMW X4  80 27 2 359 626
BMW 6 Series  80 27 2 287 780  BMW X5  80 27 2 287 785
BMW 7 Series  80 27 2 287 781  BMW X6  80 27 2 287 786
BMW GT  80 23 2 157 673

#6 BMW Pin.
·니켈프리(nickel-free) BMW 로고 핀. 
·소재 : 메탈.
·직경 : 10mm.
5,800원  
Multicoloured 80 28 2 411 112

#1#2 #3

#5

#7

#9

#8

#6#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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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TO  
EXPERIENCE.

#1 BMW Jacket, ladies.
·퀼티드 후드와 4개의 바깥 주머니가 달려있는 울 혼방 파카.
·라인을 잡아 주는 후드와 허리 스트링.
·보온성을 위한 소매.
·BMW 로고 디자인을 적용한 안감.
·소재 : 66% 폴리아미드, 34% 폴리에스테르.

285,000원   
Space Grey Melange    S–M 80 14 2 411 063-064

#2 BMW Rucksack.
·넉넉한 크기의 백팩.
·15인치 노트북 전용 수납 공간.
·마우스, 안경 등 소형 소품을 위한 수납 공간.
·덮개가 달린 앞주머니.
·소재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46 x 세로 33 x 폭 13cm.

121,000원   
Black    80 22 2 365 444

#3 BMW Design Key Ring.
·무광과 유광이 혼합된 디자이너 키링.
·간편한 키 탈장착, 부드러운 터치감, Made in Germany.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66,000원   
Silver 80 27 2 411 127

#4 BMW Wordmark Notebook.
·BMW가 새겨진 인조가죽 노트.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한 모서리, 안전한 수납을 위한 고무밴드.
·편리한 사용을 위한 북마크용 책갈피 끈. 
·노트 좌측면은 BMW 디자인, 우측면은 모눈처리.
·소재 : 인조가죽, 종이.
·페이지 : 160p, 크기 : 9 x14cm.

13,000원   
Space Grey 80 24 2 411 117

#5 BMW Ladies’ Wallet.
·베리 컬러의 안감으로 마감된 가죽 지갑.
·지폐 수납공간 2개, 카드 수납공간 3개, 신분증 수납공간 1개.
·스냅 버튼을 적용한 동전 수납공간.
·소재 : 가죽, 폴리에스테르.
·크기 : 10.5 x 11.5 x 2.5cm.

128,000원   
Black  80 21 2 344 452

#6 BMW Chrono Watch, unisex.
·스위스 Ronda Quartz 무브먼트 시계.
·사각형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라운드 다이얼, 통합형 타키미터, 날짜표시, 야광 시침과 분침.
·BMW 로고가 새겨진 페이스.
·최대 10기압 생활방수.

440,000원   
Black, diameter 42 mm     80 26 2 406 690

#7 BMW T-Shirt, ladies.
·라운드넥의 루즈핏 티셔츠.
·아플리케 스타일로 부착된 BMW 로고 핀.
·소재 : 면.

44,000원   
Zyclam Red XS–M 80 14 2 411 032–034

#8 BMW Key Ring Pendant with Loop.
·고무 스트랩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키링 펜던트.
·BMW 로고.
·Made in Germany.

26,000원   
Black / Silver  80 27 2 411 125

#1

#3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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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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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TIME:  
LEISURE TIME.

#1 BMW Summer Down Jacket, ladies.
·여름용 경량 다운 자켓.
·은은한 유광 메탈릭 컬러의 겉감, 전면 패치 주머니.
·BMW 차량 디자인의 안감 처리.
·후면에 BMW 로고 가죽 패치.
·겉감 : 나일론.
·충전재 : 솜털 90%, 깃털 10%.

220,000원   
Space Grey   XS–M 80 14 2 411 057–059

#2 BMW Summer Down Jacket, men.
·여름용 경량 다운 자켓.
·은은한 유광 메탈릭 컬러의 겉감, 측면 주머니.
·BMW 차량 디자인의 안감 처리.
·후면에 BMW 로고 가죽 패치.
·겉감 : 나일론.
·충전재 : 솜털 90%, 깃털 10%.

220,000원   
Space Grey   S–L 80 14 2 411 092–094

#3 BMW Polo Shirt, ladies and men.
·면 소재의 신축성 좋은 피케 폴로 셔츠.
·클래식한 칼라, 옷과 동일한 컬러의 아플리케 디자인 패치. 
·측면에 스트라이프 테이핑 포인트.
·활동성을 위한 옆트임.
·여성용 소재 : 95% 면, 5% 엘라스틴.
·남성용 소재 : 100% 면.

55,000원 Ladies  
White XS–M 80 14 2 411 042–044

55,000원 Men 
White S–L 80 14 2 411 077–079

#4 BMW Logo Cap.
·전면에 BMW 로고 자수가 들어간 클래식 야구 모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BMW 메탈 클립. 
·소재 : 면.

38,000원 
Steel Blue  80 16 2 411 102
Black  80 16 2 411 103

#5 BMW Aviator Sunglasses, unisex.
· 그라데이션 그레이 렌즈,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선글라스.
·프레임에 BMW 워드마크.
·프레임 : 메탈.
·렌즈 : 폴리카보네이트.

176,000원   
Silver 80 25 2 411 415

#6 BMW Style Sunglasses, unisex.
·프레임 내측에 새겨진 BMW 로고.
·UV 차단 기능.
·프레임 : 메탈.
·렌즈 : 나일론. 

176,000원   
Matt Black / Silver 80 25 2 344 458

#1

#2

#5

#6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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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W T-Shirt, men.
·루즈핏의 라운드 티셔츠. 
·전면의 BMW 로고 핀, 아플리케 디자인 패치.
·소재 : 면.

44,000원    
Space Grey Melange S–L 80 14 2 411 067–069

#5 BMW Mobile Phone Hard Case, aluminium.
·핸드폰 하드케이스.
·브러쉬드 마감, 실버컬러 트림, BMW 로고. 
·소재 : 플라스틱, 알루미늄.

38,000원   Black     
Apple iPhone 6  80 21 2 413 767
Apple iPhone 6 Plus  80 21 2 413 768
Samsung Galaxy S6  80 21 2 413 769

#6 BMW V-Neck T-Shirt, ladies.
· 측면에 아플리케 패치 타입의 BMW 로고가 부착된 브이넥 티셔츠.
·소재 : 피마면.

44,000원    
Aluminium Grey Melange XS–M 80 14 2 411 037–039

#7 BMW Day-Date Watch, ladies.
·스위스 Ronda 무브먼트 시계, 유광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야광 시침과 분침, BMW 로고, 아날로그식 날짜 표시.
·입체감이 있는 가죽 스트립, 핀 잠금방식.
·최대 5기압 생활방수.
·케이스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미네랄 글라스.
·스트립 소재 : 가죽.

275,000원

Brown, diameter 35 mm       80 26 2 406 686

#2 BMW Cap, wordmark.
·BMW 스포츠 캡.
·전면에 3D 타입의 입체적인 BMW 글자와 후면에 BMW 로고.
·측면에 플랫 링, 후면에 BMW 메탈 버클.
·소재 : 96% 폴리에스테르, 4% 스판덱스. 

38,000원 
Space Grey   80 16 2 411 104

#3 BMW Key Ring Pendant, wordmark.
·양각의 BMW 워드마크가 스트랩 위에 붙어있는 키링 팬던트.
·고급스러운 가죽 마감.
·소재 : 가죽, 스테인리스 스틸.

38,000원 
Black   80 27 2 411 126

#1 BMW Fleece Jacket, ladies and men.
·경량 마이크로 플리스 자켓, 그레이 컬러의 나일론 아플리케 처리.
·지퍼가 달려있는 사이드 포켓.
·후면에 BMW 가죽 패치.
·여성용은 슬림핏.
·소재 : 폴리에스테르.

110,000원 Ladies  
Space Grey XS–M 80 14 2 412 123–125

110,000원 Men 
Space Grey M–L 80 14 2 412 129-130

#1

#2

#3

#5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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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V-Neck T-Shirt, men.
· 측면에 아플리케 패치 타입의 BMW 로고가 부착된                        
브이넥 티셔츠.
·소재 : 피마면.

44,000원 
Steel Blue    S–L 80 14 2 411 072–074

#2 BMW Duffle Bag.
·헤링본 디자인의 더플백.
·양측면에 빅 사이즈 BMW 워드마크.
·가죽 손잡이, 탈부착이 가능한 어깨 스트랩.
·내부에 키홀더 및 다양한 수납공간.
·소재 : 폴리에스터, 가죽.
·크기 : 가로 55 x 세로 31 x 폭 24cm.

176,000원 
Anthracite / Black 80 22 2 413 144

#3 BMW Cap.
·BMW 로고 핀이 부착된 스타일리쉬한 캡.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의 가죽 스트랩.
·소재 : 66% 나일론, 34% 폴리에스테르.

38,000원 
Space Grey Melange 80 16 2 411 105

#4 BMW Lanyard.
·디자이너 랜야드.
·정교한 BMW 로고가 새겨진 알루미늄 키링.
·간편한 키 탈장착.
·소재 : 폴리에스터, 가죽, 메탈.

11,000원 
Space Grey 80 28 2 411 11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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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THE BEST 
IDEAS ON BOARD.

#1 BMW Garment Bag.
·반으로 접으면 위크엔더 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이식 가먼트 백.
·통풍을 위한 사이드 포켓, 견고한 인체공학적 스트랩, 스냅 고리.
·어디에나 쉽게 걸 수 있는 후크.
·소재 : 폴리에스터, 중량 : 1.5kg.
·크기 : 가로 55.3 x 세로 25.4 x 폭 33cm.

165,000원   
Black    80 22 2 406 537

#2 BMW Trolley, 26".
·넉넉한 사이즈의 캐리어.
·실용적 내부 수납공간, 길이 조절 손잡이, 이동이 편리한 바퀴.
·소지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 스트랩.
·소재 : 폴리에스테르, 중량 : 4.6kg.
·크기 : 가로 70 x 세로 43 x 폭 28cm.

242,000원   
Black     80 22 2 365 440

#3 BMW Wallet, rectangular, unisex.
·입체감이 느껴지는 최고급 가죽 장지갑.
·커다란 동전 수납공간과 8개의 카드 수납공간.
·견고하고 안전한 금속 지퍼.
·소재 : 가죽.
·크기 : 가로 19 x 세로 9 x 폭 2cm.

132,000원 
Black / Berry 80 21 2 344 451
Black / Blue  80 21 2 410 951

#4 BMW Men’s Wallet.
· 지폐 수납공간 2개, 카드 수납공간 5개, 동전 수납공간,  
메쉬 타입 수납공간.
·소재 : 가죽, 크기 : 가로 13 x 세로 10 x 폭 2.5cm.

121,000원 
Black 80 21 2 344 453

#5 BMW Men’s Wallet, slim
·지폐 수납공간 2개, 카드 수납공간 10개, 메쉬 타입 수납공간.
·스냅 버튼이 달려 있는 동전 수납공간.
·소재 : 가죽, 크기 : 가로 13 x 세로 10 x 폭 2.5cm.

121,000원 
Black 80 21 2 344 454

#6 BMW Men’s Credit Card Holder.
·최고급 소가죽으로 만든 남성 카드지갑.
·카드 주머니 6개.
·소재 : 가죽, 크기 : 가로 10 x 세로 8 x 폭 2.5cm.

66,000원 
Black 80 21 2 344 455

#7 BMW Key Ring Pendant, square.
·BMW 로고가 있는 무광 키링 펜던트.
·간편한 키 탈장착.
·소재 : 금속, 크기 : 약 5 x 2.9cm.

19,000원 
Silver, matt 80 56 0 443 278

#1

#3
#6

#4

#5

#7

#2

#10

#8

#9

#11

#8 BMW Trolley, 22".
·소형 프리미엄 캐리어.
·견고하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방향전환이 가능한 고무 바퀴.
·다양한 크기의 수납공간.
·소재 : 폴리에스테르, 중량 : 3.7kg.
·크기 : 가로 62 x 세로 38 x 폭 24cm.
198,000원 
Black             80 22 2 365 439

#9 BMW Boardcase.
·넉넉한 크기에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는 보드케이스.
·두 개의 외부 주머니, 길이 조절 손잡이.
·소재 : 폴리에스테르, 중량: 3.2kg.
·크기 : 가로 48 x 세로 34 x 폭 23cm.
165,000원 
Black            80 22 2 365 438

#10 BMW Messenger Bag.
·15인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
·두 개의 메인 수납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의 실용적인 다목적 포켓.
·패딩처리하여 편안한 어깨끈과 손잡이.
·트롤리 상단에 올려서 함께 사용 가능.
·소재 : 폴리에스테르, 중량 : 0.5kg.
·크기 : 가로 39 x 세로 28 x 폭 9cm.
110,000원 
Black 80 22 2 365 441

#11 BMW Sports Bag.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스포츠 백.
·통기성이 좋은 메시 재질 신발용 포켓.
·넓은 사이드 포켓과 편리한 열쇠 포켓.
·소재 : 폴리에스테르, 중량 : 1.2kg.
·크기 : 가로 53 x 세로 29 x 폭 28cm.

110,000원 
Black 80 22 2 365 443

#12 BMW Personal Care Bag.
·화장품 및 소지품 보관용 퍼스널 케어 백.
·별도의 바깥 주머니, 내부 수납공간.
·탈착식 거울 포함.
·소재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28 x 세로 20 x 폭 10cm.
66,000원 
Black 80 22 2 365 44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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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Automatic Folding Umbrella.
·견고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카본 프레임의 접이식 자동 우산.
·BMW 로고가 적용된 펼침 버튼.
·캐노피에 BMW 로고 프린팅.
·캐노피 : 폴리에스테르 폰지.
·직경 : 102cm.

66,000원 
Space Grey  80 23 2 411 107 

#2 BMW Graphic Umbrella.
·견고한 유리 섬유 프레임의 초경량 자동 장우산.
·BMW 로고가 적용된 펼침 버튼.
·캐노피 : 폴리에스테르 폰지.
·직경 : 118cm.

55,000원 
Space Grey  80 23 2 411 108

#3 BMW Folding Umbrella.
·접이식 반자동 우산.
·BMW 로고가 새겨진 핸들.
·보관이 용이함.
·캐노피 : 폴리에스테르.
·직경 : 약 95cm.

28,600원 
Dark Blue  80 56 2 211 970

#4 BMW Summer Scarf, unisex.
·가벼운 롱 스카프.
·BMW 글자 패턴.
·세련된 양쪽 밑단 술처리.
·부드럽고 포근한 감촉.
·소재 : 비스코스.
·크기 : 65 x 180cm.

55,000원 
Aluminium Grey / Space Grey  80 16 2 411 106

#5 BMW Hat, unisex.
·최고급 메리노 울 100% 비니.
·BMW 메탈 로고 포인트.
·BMW 스카프와 완벽한 조화.
·소재 : 메리노 울.

55,000원 
Space Grey Melange    80 16 2 339 212

#6 BMW Scarf, unisex.
·이중 골지 패턴, 부드러운 착용감의 롱 스카프.
·BMW 메탈 로고 포인트.
·소재 : 메리노 울.

81,000원 
Space Grey Melange  80 16 2 339 233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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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ICONS.
여유롭게, 
그리고 럭셔리하게.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장인정신의 만남. 
BMW 아이코닉 컬렉션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아함과 가치를 완성합니다. 
정교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시계, 최상급 울 블랭킷, 다양한 가죽 제품 등으로 

당신의 여유롭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해 보십시오.

BMW ICONIC COLLECTION.



PREMIUM  
TRAVEL COMPANIONS.
#1 BMW Iconic Universal Tablet Sleeve.
·수작업으로 완성한 송아지 가죽 테블릿 케이스.
·두 줄의 왁싱 박음선, 편리한 마그네틱 잠금장치.
·실용성을 더하는 후면 수납공간.
·BMW 키드니 그릴 디자인과 BMW 워드마크가 새겨진 자카드 안감.
·Made in Italy.
·iPad Air 2, 삼성 Galaxy Tab S 10.5, 기타 소형 테블릿에 사용 가능.
·크기 : 가로 24.7 x 세로 11.7 x 폭 0.7cm.

143,000원 
Black 80 21 2 406 670

#2 BMW Iconic Double Kidney Grille Key Ring.
·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된 카라비너 방식의                     

BMW 키드니 그릴 키홀더.
·패턴이 새겨진 최고급 고무 소재.
·간편한 키 탈장착, BMW의 모든 키와 호환 가능.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고무.
·크기 : 가로 11 x 세로 2.5cm.

99,000원 
Silver / Black  80 27 2 353 737

#3 BMW Iconic Kidney Grille Key Ring.
·무광 스테인리스 스틸, BMW 키드니 그릴 키홀더.
·패턴이 새겨진 최고급 고무 소재.
·간편한 키 탈장착, BMW의 모든 키와 호환 가능.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고무.
·크기 : 가로 8.4 x 세로 2.3cm.

71,000원 
Silver / Black  80 27 2 353 738

#4 BMW Iconic Umbrella.
·가죽 손잡이로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자동 우산.
·강한 바람에도 견고한 윈드프루프(windproof) 프레임.
·BMW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캐노피와 우산살.
·캐노피 : 폴리에스테르.
·크기 : 118cm.

110,000원 
Black 80 23 2 410 945

#5 BMW Iconic Spinner Trolley, 24.5".
· 가죽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나일론 소재의                     가볍
고 튼튼한 최고급 캐리어.
·길이 조절 손잡이와 이동이 편리한 회전식 바퀴.
·안팎으로 다양한 수납공간, 두 개의 메인 수납공간.
·소지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 스트랩.
·소재 : 나일론, 가죽, 중량 : 4.9kg.
·크기 : 가로 62 x 세로 43 x 폭 27cm.

495,000원 
Black 80 22 2 357 709

#6 BMW Iconic Spinner Boardcase, 20".
· 가죽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나일론 소재의 
가볍고 튼튼한 보드케이스 캐리어.
· 길이 조절 손잡이와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핸들링을 
제공하는 바퀴.
·안팎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
·소재 : 나일론, 가죽, 중량 : 4.1kg.
·크기 : 가로 51 x 세로 36 x 폭 23cm.

396,000원 
Black  80 22 2 357 708

#1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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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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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Iconic Men’s Wallet.
·수작업으로 완성한 송아지 가죽의 남성 지갑.
·두 줄의 왁싱 박음선.
· 편리한 동전 수납공간, 지폐 수납공간 2개,  
카드 수납공간 12개, 자카드 안감.
·Made in Italy.
·소재 : 가죽,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10.5 x 세로 8.5 x 폭 2.5cm.

198,000원 
Black  80 21 2 344 446

#2 BMW Iconic Weekender Duffle Bag, 22".
·장거리 여행과 단기 여정에 모두 적합한 프리미엄 더플백.
·탈부착이 가능한 어깨끈.
· BMW 워드마크가 새겨진 손잡이, 
그립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
·소재 : 가죽, 나일론.
·크기 : 가로 36 x 세로 56 x 폭 30cm.
·중량 : 1.6kg.

275,000원 
Black 80 22 2 357 710

#3 BMW Iconic Sunglass.
·경량의 에비에이터 선글라스.
·100% 자외선 차단, 미러렌즈.
·프레임에 BMW 로고 핀.
·스냅 버튼이 달려있는 선글라스 케이스 제공.
·소재 : 프레임 – 스테인리스 스틸 / 렌즈 – 나일론.

286,000원 
Gunmetal 80 25 2 412 754

#4 BMW Iconic Wool Blanket.
·부드러운 감촉의 편안하고 가벼운 담요.
·프리미엄이 느껴지는 메리노 울.
·BMW 워드마크가 새겨진 가죽 로고.
·소재 : 메리노 울, 울사.
·크기 : 130 x 180cm.

330,000원 
Grey 80 23 2 410 9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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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ICONIC CLASS.

#1 BMW Iconic Note Book Cover incl. Refill.
·고급 송아지 가죽의 하드커버 노트.
·수작업으로 처리한 두 줄의 왁싱 박음선, 자카드 안감.
·실버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노트 가장자리.
·Made in Italy.
·소재 : 가죽, 폴리에스테르.
·페이지 : 160p.
·크기 : 210 x 148mm (A5).

110,000원 
Black 80 24 2 413 785

#2 BMW Iconic Ladies’ Wallet, rectangular.
·고급 송아지 가죽의 핸드메이드 여성용 지갑.
·이중 왁싱 박음선.
· 내부 수납공간 4개, 동전 수납공간, 외부 수납공간 1개, 
카드 수납공간 10개, 자카드 안감, Made in Italy.
·크기 : 가로 19 x 세로 10 x 폭 2cm.

220,000원 
Black 80 21 2 344 445

#3 BMW Iconic Business Card and 
Credit Card Holder.
·최고급 이탈리아 송아지 가죽의 카드 명함 지갑.
·수작업으로 처리한 이중 왁싱 박음선.
·1개의 메인 수납공간, 카드포켓 6개로 구성.
·자카드 안감, Made in Italy.
·소재 : 가죽,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10 x 세로 7 x 폭 0.3cm.

121,000원 
Black  80 21 2 344 447

#4 BMW Iconic Writing Set.
·고급스러운 유광마감의 필기구 세트.
·구성품 : 만년필 1개, 볼펜 1개.
·BMW 로고가 새겨진 펜촉과 센터링.
·클래식하고 세련되어 선물용으로 좋음.
·고급형 케이스, Made in Germany.
·소재 : 동, 로듐.

220,000원 
Black 80 24 2 410 9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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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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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교할 수 없는 

다이내믹.

순도 100%의 순수한 파워, BMW M 컬렉션.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강력한 파워와 최첨단 기술의 만남으로 탄생했습니다. 
가장 파워풀한 컬러인 ‘블랙’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글자 ‘M’을 표현하며, 
자켓, 캐리어, 액세서리 등 모든 제품에서 M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M의 퀄리티를 경험하십시오.

BMW M COLLECTION.



SHOW OF STRENGTH.

#3 BMW M Polo Shirt, men.
·현대적 감각의 폴로 셔츠, 다양한 패브릭 텍스처.
· 가슴 부분에 포켓 및 레드컬러를 바탕으로 새겨진                                3D 

BMW M 로고.
·소재 : 53% 면, 43% 폴리에스테르, 4% 엘라스틴.

77,000원 
Black S–L 80 14 2 410 888–890

#5 BMW M Performance Cap, unisex.
·스타일리쉬하고 세련된 블랙 컬러의 남녀공용 모자. 
·전면부 우측에 입체적인 M 로고. 
·편안하게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M 로고 메탈 버클. 
·소재 : 폴리에스테르.

49,000원 
Black  80 16 2 410 914

#4 BMW M Polo Shirt, ladies.
·칼라가 세워진 현대적 디자인 감각의 폴로 셔츠.
·가슴 부분에 레드컬러를 바탕으로 새겨진 3D BMW 로고.
·가슴 부분에 포켓 모양 장식. 
·소재 : 53% 면, 43% 폴리에스테르, 4% 엘라스틴.

77,000원 
Black XS–M 80 14 2 410 894–896

#1 BMW M Jacket, men.
·다양한 기후에 적합한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성의 자켓.
·꼼꼼한 마감, 투웨이 지퍼.
·BMW M4 그릴 디자인을 형상화한 퀼트 방식의 안감.
·소매가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처리한 리브드 소매.
·보이지 않게 처리한 상단 옆 트임. 
·소재 : 폴리에스테르.

290,000원 
Black S–L 80 14 2 410 864–866

#2 BMW M Sweat Jacket, ladies.
·바람막이 소재로 만들어진 네오프렌 스타일의 스웨트 재킷.
·세련된 재단 방식.
·어깨, 소매, 등 부분에 스포티한 아플리케 디테일.
·지퍼가 달린 실용적인 사이드 포켓.
·소재 : 폴리에스테르.

165,000원 
Black XS–M 80 14 2 410 882–884

#6 BMW M Watch.
·스위스 Ronda Quartz 무브먼트 시계.
·브러쉬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긁힘 방지 미네랄 글라스, 블랙 다이얼, 날짜 표시.
·BMW M 스트라이프를 형상화한 밴드.
·최대 10기압 생활방수.
·소재 : 케이스 - 스테인리스 스틸, 미네랄 글라스 /  밴드 - 나일론.

308,000원 
Black, diameter 42 mm  80 26 2 406 693

#7 BMW M Belt, unisex.
·M 로고가 새겨져 있는 더블 D 메탈 버클 벨트. 
·벨트 끝 부분은 가죽 마감.
·소재 : 벨트 - 폴리에스테르 / 버클 - 금속.
·크기 : 123 x 4cm.

121,000원 
Black   80 16 2 410 912

#8 BMW M X-Cat Shoes, unisex.
·푸마가 제작한 프리미엄 실버 컬러의 BMW M 스니커즈.
· 독특한 카본 스타일의 디테일과 뒷축에 양각 M 로고, 
뒷축 탭 부분에 BMW M 스트라이프.
·소재 : 상단 - 합성가죽 / 밑창 - 고무.

143,000원  

Silver  38-40 80 19 2 413 518-520

#9 BMW M Trolley Bag.
·길이 조절 가능한 손잡이가 달려있는 스포티한 가방 겸용 캐리어.
·BMW M4 림 디자인을 반영한 바퀴.
·일반 가방으로 사용가능한 손잡이.
·BMW M4 그릴 디자인을 반영한 안감.
·소재 :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31 x 세로 64 x 폭 33cm.

220,000원

Black   80 22 2 410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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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EETS PRECISION.

#1 BMW M Automatic Chronograph.
·높은 정밀도의 오토매틱 시계. 
·최고급 스위스 Sellita 오토매틱 무브먼트, 사파이어 크리스탈 페이스.
·레이저로 각인된 BMW M 로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야광 시침과 분침, 차별화된 타키미터 배치.
·크라운에 BMW 로고.
·최대 50 기압 방수.
·시계끈을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포함된 선물 상자 제공.
·Made in Switzerland.
·케이스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사파이어 크리스탈 커버, 

사파이어 크리스탈 베이스 페이스.
·밴드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2,200,000원 
Silver, diameter 43 mm 80 26 2 406 695

#2 BMW M Soft Case.
·BMW M 스트라이프와 로고가 적용된 카본 스타일의 소프트 케이스. 
·소재 : 플라스틱, 아크릴.

49,000원   Black     
Apple iPhone 6  80 21 2 413 758
Apple iPhone 6 Plus 80 21 2 413 759
Samsung Galaxy S6 80 21 2 413 760

#3 BMW M Carbon Hard Case.
·BMW M 로고가 적용된 카본 하드 케이스. 
·소재 : 카본, 아크릴.

49,000원   Black     
Apple iPhone 6 Plus 80 21 2 413 762
Samsung Galaxy S6 80 21 2 413 763

#4 BMW M Bracelet, unisex
·BMW M을 상징하는 3가지 컬러의 가죽으로 만든 스타일리쉬한 팔찌. 
·가장자리는 오리지널 BMW M 컬러 적용.
· 안트라사이트 메탈 컬러의 잠금장치, 유광 블랙 컬러의 

BMW M 로고 프린팅.
·소재 : 가죽, 금속 / 크기 : 가로 20 x 세로 1.6 x 폭 0.7cm

49,000원 
Black 80 23 2 410 921

#5 BMW M Performance Sunglasses, unisex.
·스포티한 디자인의 M 선글라스.
·유광 블랙 마감, 선글라스 측면과 프레임 위에 M 로고.
·안트라사이트 그라데이션 컬러 렌즈, 자외선 100% 차단 효과.
·프레임 : 아세테이트 / 렌즈 : 나일론.

230,000원 
Black  80 25 2 410 927

#6 BMW M Carbon Key Ring Pendant.
·2단 레이어의 카본 소재로 만들어진 키링 팬던트.
·간편한 키 탈장착, 양각 BMW M 로고.
·Made in Germany, 소재 : 카본, 스테인리스 스틸.

55,000원 
Black  80 27 2 410 929

#7 BMW M Stainless Steel Key Ring Pendant.
·BMW M4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스틸 키링 펜던트.
·M 로고, BMW in Germany,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48,000원

Silver 80 27 2 410 928

#8 BMW M Performance Notebook.
·인조가죽 하드 커버 노트.
·전면에 레드 컬러의 수납공간, BMW M 컬러 책갈피 끈 3개. 
·노트 페이지 가장자리는 블랙 컬러 마감, 측면 텍스트 인쇄.
·소재 : 합성 가죽. FSC 종이.
·페이지 : 200p, 크기 : 140 x 205mm.

44,000원

Black  80 27 2 410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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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D
POWER.

#1 BMW M Bag.
·토트백 또는 메신적백으로 활용 가능한 스타일리쉬한 가방.
·전면은 플랩 덮개 방식.
·패딩처리하여 최대 15인치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BMW M 스트라이프 포인트.
·BMW M4 그릴 디자인을 반영한 안감.
·크기 : 가로 46 x 세로 41 x 폭 11cm.

176,000원 
Black 80 22 2 410 941

#2 BMW M Sunglasses, unisex.
· 프레임과 다리 연결 부분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좋은 메탈 선글라스. 
·카본 트림, 100% 자외선 차단 반미러 렌즈, 다리에 M 로고 각인.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아세테이트.
·렌즈 : 폴리카보네이트.

220,000원 
Black 80 25 2 410 926

#3 BMW M Wallet.
·동전 수납공간이 없는 가죽 지갑. 
·11개의 카드 수납공간과 2개의 지폐 수납공간으로 구성.
·BMW M 스트라이프 디자인, 내측에 양각 M 로고. 
·각 수납공간마다 레드 컬러의 안감 적용.
·외피 : 가죽, 안감 : 비스코스.
·크기 : 가로 12 x 세로 9.4 x 폭 1.5cm.

132,000원 
Black 80 21 2 410 934

#4 BMW M Trolley.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와 방수 지퍼가 달린 시크한 카본 스타일 
하드케이스 트롤리.
·안전을 위한 숫자 키가 적용된 통합형 TSA 자물쇠. 
·2개의 신발 수납공간, 스트랩에 부착된 FIDLOCKTM 마그네틱 버클. 
·BMW M4 림 디자인의 부드러운 바퀴, 앞면 BMW M 로고.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68 x 세로 44 x 폭 26cm.
·중량 : 3.7kg, 용량 : 68l.

385,000원 
Black 80 22 2 410 937

#5 BMW M Personal Care Bag.
·실용적인 BMW M 퍼스널 케어 백. 
·손잡이와 금속 고리 부착, 넉넉한 메인 수납공간, 사이드 포켓 2개. 
·BMW M 스트라이프 장식, 방수처리 코팅된 내부.
·크기 : 가로 25.4 x 세로 21.6 x 폭 10cm.

77,000원 
Black 80 22 2 410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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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M Sweat Jacket, men.
·바람막이 소재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스웨트 재킷.
·세련된 재단 방식.
·어깨, 소매, 등 부분에 스포티한 아플리케 디테일.
·지퍼가 달린 실용적인 사이드 포켓.
·소재 : 폴리에스테르.

165,000원 
Black S–L 80 14 2 410 876–878

#3 BMW M Evo Speed Shoes, unisex.
·BMW M 디자인을 적용한 푸마 스니커즈.
·독특한 디자인, 대비를 이루는 레드 컬러의 안감.
·상단의 BMW 로고.
·소재 : 상단 - 합성 가죽 / 밑창 - 고무.

143,000원 
Black 38-42 80 19 2 413 524-528

#2 BMW M Jacket, ladies.
·다양한 기후에 적합한 레이어드 룩의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자켓.
· 세련된 재단 방식, 무광 소재와 은은한 광택의 퀼트처리 소재가 
이루는 조화.
·BMW M4 그릴 디자인을 반영한 안감.
·소매가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처리한 리브드 소매.
·소재 : 폴리에스테르.

290,000원 
Black XS–M 80 14 2 410 870–872

#6 BMW M Business Card Holder.
·BMW M 디자인이 반영된 머니클립 기능을 갖춘 카드 명함 지갑.
·레이저 각인된 M 로고가 있는 머니 클립, 카드 수납공간 3개.
·BMW M 가죽 스트립, 전면의 M 로고.
·소재 : 겉감 - 가죽 / 안감 - 비스코스.
·크기 : 가로 10.2 x 세로 6.8 x 폭 0.8cm.

66,000원 
Black  80 21 2 410 936

#7 BMW M Thermo Mug.
· “M. THE MOST POWERFUL LETTER IN THE WORLD.”가                     
새겨져 있는 세련된 보온 · 보냉 텀블러.
·부드러운 질감의 표면에 유광 M 로고 프린팅. 
·소재 : 금속, 플라스틱, 용량 : 350ml.
44,000원 
Black, matt 80 23 2 410 918

#8 BMW M Mug.
·무광 블랙 머그. 
·부드러운 질감의 표면, BMW M 스트라이프가 새겨진 손잡이.
·음각으로 새겨놓은 M 로고, 소재 : 자기, 용량 : 320ml.

33,000원 
Black, matt 80 23 2 410 919

#4 BMW M Umbrella.
·부드럽게 작동되는 라지 사이즈의 자동우산.
·BMW M 로고가 새겨진 가볍고 견고한 카본 손잡이.
· 외피는 블랙, 내피는 은은한 광택의 안트라사이트 컬러로 
조합된 캐노피.
·캐노피 : 테플론 코팅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폰지.
·직경 : 120cm.

121,000원 
Black 80 23 2 410 916

#5 BMW M Folding Umbrella.
·M 로고가 새겨진 자동 접이식 우산.
·한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편리한 버튼 방식.
·M 로고가 새겨진 카본 손잡이.
·BMW M 스트라이프가 새겨진 슬리브.
·캐노피 : 테플론 코팅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폰지.
·직경 : 98cm.

77,000원 
Black        80 23 2 41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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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VERY 
SECOND COUNTS.

#1 BMW M T-Shirt, ladies.
· 소매 끝단이 접혀올라가고 유광 BMW M 로고가 프린트된 
라운드 넥 티셔츠.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소재, 편안한 핏, 부드러운 곡선처리.
·소재 : 50% 면, 50% 모달.

49,000원 
Black XS–M 80 14 2 410 906–908

#6 BMW M Ballpoint Pen.
·벌집 문양 디자인의 프리미엄 메탈 볼펜. 
·편리하게 돌려서 여는 방식, 부드러운 터치감.
· “M. THE MOST POWERFUL LETTER IN THE WORLD.”가                
새겨져 있는 센터링.
·소재 : 금속.

27,000원 
Black 80 24 2 410 923

#7 BMW M Notebook, Pocket Size.
·BMW M4 그릴 패턴의 포켓사이즈 노트.
·페이지 가장자리는 BMW M을 상징하는 3가지 컬러 마감.
·커버 전면에 M 로고.
·내지 첫 페이지에 오리지널 BMW M 속도계 사진.
·소재 : 인조가죽, FSC 종이, 페이지 : 200p.
·크기 : 90 x 140mm.

12,000원 
Black  80 24 2 410 925

#4 BMW M Chronograph.
·PVD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남성적인 크로노그래프 시계.
· M 타키미터를 적용한 회전식 베젤, 스위스 Ronda Quartz 무브먼트, 
날짜 표시.
·시계 끈을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포함된 선물 상자 제공.
·소재 : 케이스 - PVD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미네랄 글라스.
·소재 : 밴드 - PDV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572,000원 
Black, diameter 43 mm 80 26 2 406 694

#5 BMW M Pin.
·니켈프리(nickel-free) BMW M 로고 핀 배지. 
·화려한 입체감.
·소재 : 금속.
·너비 : 12mm.

9,000원 
Multicoloured    80 28 2 410 915

#2 BMW M Wallet with Coin Compartment.
·동전 수납공간이 있는 실용적인 가죽 지갑. 
·카드 수납공간 11개, 지폐 수납공간 2개.
· BMW M 스트라이프 디자인, 지갑 내측에 양각 

BMW M 로고. 
·각 수납공간마다 레드컬러의 페브릭 마감.
·소재 : 겉감 - 가죽 / 안감 - 비스코스.
·크기 : 가로 12 x 세로 9.4 x 폭 1.5cm.

165,000원 
Black  80 21 2 410 935

#3 BMW M USB Stick.
·BMW M4 그릴 패턴 디자인이 반영된 USB 스틱.
· 슬라이드 아웃 방식, 슬라이드하면 나타나는 다이내믹 

BMW M 스트라이프.
·소재 : 금속.

44,000원 
Black, 32 GB  80 29 2 410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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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다 혁신적으로.

READY FOR 
A NEW ERA.

시대가 변해도 기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BMW i 컬렉션이 앞서가는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디자인 언어와 

혁신적 소재는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BMW i 컬렉션으로 앞선 시대를 경험해 보십시오.

BMW i COLLECTION.



#3 BMW i Overall, ladies.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오버롤.
·은은한 광택의 부드러운 소재, 편안한 핏감.
· 뒤쪽에 지퍼가 달려있어 바지와 연결하면 오버롤로, 
분리하면 스타일리쉬한 자켓으로 연출 가능.
·소재 : 52% 쿠프로, 48% 리오셀.

310,000원 
Carbon Grey S–L 80 14 2 411 509–511

THE FUTURE
HAS ARRIVED.

#1 BMW i Cardigan, ladies.
·스타일리쉬한 여성용 가디건.
·칼라에서부터 하단부까지 이어지는 비대칭 칼라 디자인.
·세련된 블루 아플리케 테이핑의 안감 처리.
·소재 : 66% 레이온, 30% 나일론, 4% 나일론. 

165,000원 
Carbon Grey XS–M 80 14 2 411 504–506

#2 BMW i Top, ladies.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소재로 만든 스타일리쉬한 여성용 상의.
· 측면의 비대칭 지퍼 장식, 루즈 핏, 앞보다 뒤가 긴 
언밸런스 스타일.
·소재 : 52% 쿠프로, 48% 리오셀.  

165,000원 
White XS–M 80 14 2 411 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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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W i Leather Weekender Bag.
·최상급 나파 가죽 여행용 가방.
·최신 환경법규를 고려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수작업으로 마감한 일렉트릭 블루 컬러의 정교한 가장자리.
· 펜, 핸드폰, 소형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과 
일렉트릭 블루 컬러 안감.
·Made in Italy.
·소재 : 외피 - 가죽 / 안감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50 x 세로 35 x 폭 23cm.

780,000원 
Carbon Grey  80 22 2 411 541

#1 BMW i Leather Bag.
·최상급 나파 가죽 노트북 가방.
·최신 환경법규를 고려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미래적 느낌을 자아내는 일렉트릭 블루 컬러 안감의 손잡이.
·가죽 지퍼 커버.
·탈부착이 가능한 어깨 스트랩.
·작은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Made in Italy.
·소재 : 외피 - 가죽 / 안감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38 x 세로 27 x 폭 9cm.

495,000원 
Carbon Grey 80 22 2 411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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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i Jacket, ladies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재단이 돋보이는 스타일리쉬한 자켓.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소재.
·환경을 생각한 지속가능한 소재 혼합 사용.
·소재 :  겉감 - 오가닉 면,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 

안감 - 비스코스, 폴리에스테르. 

352,000원 
Carbon Grey XS–M 80 14 2 411 512–514

#4 BMW i Jacket, men.
·진보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된 재단의 세련된 자켓.
·지속가능한 소재와 다양한 질감의 소재 사용.
·소재 :  겉감 - 오가닉 면,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 

안감 - 비스코스, 폴리에스테르. 

352,000원 
Carbon Grey S–L 80 14 2 411 484–486

#5 BMW i Bag.
·혁신적인 디자인의 가방.
·쇼퍼백 또는 숄더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
·가죽 손잡이, 탈부착이 가능한 숄더 스트랩.
·일렉트릭 블루 컬러의 안감.
·소재 :  겉감 - 재활용 PET, 폴리에스테르, 송아지 가죽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32,000원 
Carbon Grey  80 22 2 411 538

#6 BMW i Laptop Bag, multifunctional
·혁신적인 디자인의 노트북 가방.
·통합형 마우스 패드와 함께 테이블 매트로도 사용 가능.
·최대 13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
·소재 : 재활용 PET, 플란넬, 가죽.
·크기 : 펼쳤을 때 - 76 x 73cm / 접었을 때 - 28 x 36cm.

165,000원 
Carbon Grey  80 22 2 41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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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TOMORROW
TODAY.

#1 BMW i Notebook.
·금속제 슬라이드 잠금장치가 부착된 하드커버 노트.
· 캔버스 재질의 커버, 박음선 장식, 일렉트릭 블루 컬러로 
가장 자리를 마감한 내지.
·BMW i 텍스트와 디자인 스케치로 구성된 내지 14p.
·북마크용 스트랩.
·소재 : 카본, 캔버스, FSC 종이, 페이지 : 160p.
·크기 : 175 x 175mm.

37,000원 
Carbon Grey  80 22 2 411 527

#2 BMW i Lanyard.
·최상급 나파 가죽 랜야드.
· 최신 환경법규를 고려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독일에서 생산.
·수작업으로 마감한 일렉트릭 블루 컬러의 정교한 테두리. 
·길이 조절 가능, 편리한 별도의 연결고리. 
·소재 : 가죽, 금속.
·크기 : 약 105cm.

35,000원 
Carbon Grey  80 23 2 411 535

#3 BMW i Mobile Phone Case.
·BMW i 디자인을 적용한 스마트폰 케이스.
·블루 라이닝 마감.
·소재 : 플란넬, 재활용 PET, 송아지 가죽.
·크기 : 약 16.5 x 9.3cm.

55,000원 
Carbon Grey  80 21 2 411 531

#4 BMW i Tablet Case.
·BMW i 디자인을 적용한 태블릿 케이스.
·부드러운 벨로어 소재.
·후면에 카드 수납공간.
·소재 : 플란넬, 재활용 PET, 송아지 가죽.
·크기 : 30 x 21cm.

66,000원 
Carbon Grey  80 21 2 411 532

#5 BMW i Key Ring Pendant with Loop.
·부드러운 최상급 나파 가죽 키링 펜던트.
·최신 환경법규를 고려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컬러 대비를 이루는 일렉트릭 블루 라이닝 마감. 
·BMW 로고 펜던트와 별도의 연결고리로 구성.
·소재 : 가죽, 금속.

35,000원 
Carbon Grey  80 27 2 41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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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COMES FIRST.

#1 BMW i Sweat Jacket, men.
·하이 칼라와 비대칭 지퍼가 특징인 남성용 스웨트 자켓.
·2개의 사이드 포켓 구성.
·일렉트릭 블루 컬러의 박음선.
·소재 : 오가닉 면.

110,000원 
Grey Melange S–L 80 14 2 411 469–471

#2 BMW i Sweat Jacket, ladies.
· 자켓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두개의 지퍼가 달려있는 
편안한 여성용 스웨트 자켓.
·지퍼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일렉트릭 블루 컬러의 슬릿 포켓.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큰 사이즈의 후드.
·소재 : 오가닉 면.

110,000원 
Grey Melange XS–M 80 14 2 411 489–491

#3 BMW i T-Shirt, ladies.
·흘러내리는 듯한 네크라인 디자인이 특징인 우아한 여성용 티셔츠.
·후면에 작게 표기된 “ABILITY TO SUSTAIN” 프린트. 
·소재 : 50% 오가닉 면, 50% 모달.

55,000원 
Blue                       XS–M 80 14 2 411 494–496

#4 BMW i T-Shirt with Vision Print, men.
·“Vision”이 프린팅된 브이넥 티셔츠. 
·안쪽에 프린팅된 글자가 밖으로 은은하게 비치는 독특한 디자인. 
·옷걸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제공.
·소재 : 오가닉 면.

55,000원 
White                    S–L 80 14 2 411 474–476

#5 BMW i Cap with Vision Print, unisex. 
·사이즈 조절 금속 버클이 달려있는 남녀공용 모자.
·투명한 “Vision” 프린팅.
·일렉트릭 블루 안감 처리.
·소재 : 면,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38,000원 
White  80 16 2 411 525

#6 BMW i Thermo Tumbler.
·투명하고 세련된 이중 구조의 보냉 · 보온 텀블러.
·원터치 구조의 편리한 뚜껑. 
·소재 : Tritan™.
·용량 : 330ml.

44,000원 
Transparent  80 23 2 411 528

#7 BMW i Key Ring Pendant.
·깔끔한 BMW i 로고 디자인 키링 팬던트.
·  무광 알루미늄 소재,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 
·소재 : 금속.
·크기 : 7.6 x 3.8cm. 

38,000원 
Silver  80 27 2 35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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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

#1 BMW i USB Stick.
·실버톤의 케이스, BMW i 로고 형태의 USB 스틱.
·다른 제품과 연결할 수 있도록 USB 스틱 상단에 고리 부착.
·소재 : 금속.
·크기 : 약 5.4 x 3.2cm.

57,000원 
Silver, 32 GB  80 29 2 411 537

#2 BMW i Ballpoint Pen.
· BMW i Wave 디자인이 적용된 클립이 특징인 
무광 화이트 금속 볼펜.
·캡 상단에 BMW 로고 레이저 각인.
·소재 : 금속.

28,600원 
White  80 24 2 413 008

#3 BMW i  Paper Desktop Organiser.
·FSC 페이퍼로 제작한 접이식 데스크탑 오거나이저.
·컴팩트한 큐브형 디자인.
· 펜 홀더, 메모지 수납공간, 카드 및 사진 스탠드, 
작은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소재 : FSC 페이퍼.

18,000원 
White / Blue  80 24 2 411 530

#4 BMW i8 Computer Mouse.
·감각적인 BMW i8 디자인의 무선 마우스.
·마우스 사용 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점등.
·소재 : 플라스틱.

66,000원 
Sophisto Grey  80 29 2 413 009

#5 BMW i Mug.
·미래지향적 스타일의 무광 화이트 컬러의 머그.
·각진 손잡이, 컵 안쪽 일렉트릭 블루 컬러 마감.
·소재 : 자기.
·용량 : 300ml.

33,000원 
White / Blue  80 28 2 411 529

#6 BMW i T-Shirt with i8 Print, men.
·BMW i8이 프린팅된 라운드넥 티셔츠.
·후면에 “ABILITY TO SUSTAIN” 프린트.
·소재 : 오가닉 면.

55,000원 
Grey Melange S–L 80 14 2 411 479–481

#7 BMW i Cap.
·BMW i 로고가 부착된 그레이 컬러의 모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금속 버클.
·소재 : 면.

38,000원 
Grey  80 16 2 35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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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i T-Shirt with i8 Print, kids.
·BMW i8이 프린팅된 아동용 라운드넥 티셔츠.
·블루 컬러의 솔기 처리, 밑단 좌측에 BMW i 로고.
·소재 : 오가닉 면.

33,000원 
Grey Melange 104–152 80 14 2 411 520–524

#2 BMW i Desktop Organiser.
·스테인리스 스틸 책상용 다기능 정리함.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
·재활용 소재 사용, BMW i 로고 핀.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재활용 PET, 실리콘.
·크기 : 18 x 10.5 x 8cm.

77,000원 
Grey 80 24 2 359 2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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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EY 
IS THE REWARD.
최소의 것에서

최대의 효과를.

세련된 디자인, 심장을 뛰게 하는 역동감, 최첨단 기술, 
파워풀한 불넥 디자인의 BMW 바이크.
이제 BMW가 자전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자동차의 대체 이동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열어갑니다. 

BMW BIKES.



PURE ADRENALIN.PEOPLE IN THE CITY NEED 
SOMETHING TO TALK ABOUT.

Frame: Hydroformed aluminium frame developed 
by BMW in-house.
Fork: Suntour NCX, 28", 75 mm suspension travel.
Tyres: Continental CruiseCONTACT with “Safety System”.
Rims: Rodi Airline Plus, 28".
Brakes: Hydraulic Shimano disc brakes  BR-M395. Diameter: 
front 180 mm, rear 160 mm. 
Shift system: Shimano Deore, 30 gears.
Weight: 15 kg.
Frame size vs. body height: S (165 –180 cm),  
M (180 –190 cm), L (190 cm and above). 

#1 BMW Cruise Bike.
· 알루미늄 소재의 불넥(bull-neck) 디자인 프레임이 특징인 

BMW 크루즈 바이크.
·프레임과 동일한 컬러의 Suntour 서스펜션 포크. 
· Shimano 디스크 브레이크, Shimano 30단 기어 변속 시스템, 
Continental CruiseCONTACT 타이어.

1,190,000원

Mineral White with black saddle.
S (Height 165-180cm)     80 91 2 412 308
M (Height 180cm-190cm)   80 91 2 412 309
L (Height 190cm and above)  80 91 2 412 310

1,190,000원

Aqua Pearl Blue with cognac-coloured saddle. 
S (Height 165-180cm)     80 91 2 412 305
M (Height 180cm-190cm)   80 91 2 412 306
L (Height 190cm and above)  80 91 2 412 307

Frame: Hydroformed aluminium frame developed 
by BMW in-house.
Fork: Suntour NRX D RL, 28".
Saddle: S1 Selle Royal. 
Tyres: 28" Continental CruiseCONTACT with “Safety System”.
Rims: Rodi Airline Plus, 28".
Brakes: Hydraulic Shimano disc brakes  BR-M395. 
180 mm diameter at the front, 160 mm at the rear.
Shift system: Shimano Deore/XT, 30 gears.
Weight: 15 kg.
Frame size vs. body height: S (165–180 cm), 
M (180–190 cm), L (190 cm and above).

#2 BMW Cruise M Bike.
· BMW M의 다이내믹 유전자를 간직한 강렬한 디자인의 

M 바이크.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 Suntour 서스펜션 포크. 
·Shimano 디스크 브레이크, Shimano 30단 변속 시스템.
·카본 시트 적용.
·28인치 Continental CruiseCONTACT 타이어. 
·림과 자전거 곳곳에 레드 컬러 포인트.

1,390,000원

Matt Black / Red with black saddle.
S (Height 165-180cm)     80 91 2 412 311
M (Height 180cm-190cm)   80 91 2 412 312
L (Height 190cm and above)  80 91 2 412 3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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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R RIDING  
PLEASURE.

ACCESSORIES.

#2 BMW Light Set.
·방수 케이스가 포함된 고휘도 프론트 & 리어 라이트 세트.
·모든 BMW 바이크 모델과 호환되는 범용 탈부착 시스템 포함.
·통합형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USB 충전 케이블 제공.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는 편리한 장착 시스템.

110,000원 
Silver / Black  80 92 2 413 148

#3 BMW Folding Lock.
· 강화 스틸 소재에 이중 코팅 기술이 적용된 폴딩 ABUS 바이크 잠금장치.
·길이 : 90cm. 
·프리미엄 실린더, 2개의 키 제공.
·안전등급 : 10.
·나사 또는 후크-앤-루프 고장장치로 고정.
·소재 : 스틸.
·중량 : 1.05kg.

90,000원 
Black  80 92 2 413 146

#1 BMW Bike Helmet.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초경량 ABUS 바이크 헬멧.
·편리한 자석형 헬멧 버클.
·사이즈 조절 가능.
·공기역학적 통풍 시스템. 반사판.
·안전을 위한 LED와 flashing 기능 포함.

176,000원
Anthracite / Black 
M (52-58cm)  80 92 2 413 147 
L (56-61cm)  80 92 2 413 756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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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즐거운 순간을 위해.

READY FOR
BIG THINGS.

어린 BMW 팬들도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BMW 키즈 컬렉션은 가장 어린 드라이버를 위한 

가장 작은 BMW,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장난감 차,  
그 무엇이든 ‘즐거움의 모든 것’이라는 컨셉하에 

아이들의 즐길거리를 아주 작은 부분까지 고민하여 만들었습니다. 
BMW 키즈 컬렉션, 소중한 아이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함께합니다.

BMW KIDS’ COLLECTION.



#1 BMW Baby Racer III.
·미래의 드라이버들을 위한 베이비 레이서.
·신형 BMW 모델의 디자인.
·유광 본넷과 트렁크, 속도계, 회전계 장착.
· 고급 소재의 패딩시트로 안락함 제공.
· 소음방지 고무 타이어 장착.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비드한 컬러.
·인체공학적 스티어링 휠, 경적 기능.
·크기 : 가로 73 x 세로 32.4 x 폭 39.2cm.
·무게 : 4.5kg.

165,000원 
Black / Orange 80 93 2 413 782
Blue / Caramel 80 93 2 413 783
White / Pink 80 93 2 413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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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HICLE FLEET:
100% BMW. 



#1 BMW Kids bike.
· 일반 자전거를 걸으며 타는 방식의 자전거로 변경 가능한 BMW 키
즈 바이크.
·보조 바퀴의 도움 없이 아이들의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음.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안장.
·플라스틱 소재로 된 페달과 반사경.
·탈부착 가능한 페달 유닛 포함.
·사용연령 : 약 3~4세(걸으며 타는 자전거), 약 5~7세(일반 자전거)

Frame height: 36 cm.
Seat height: 38–46 cm.
Weight without pedal unit: 6.0 kg.
Weight with pedal unit: 8.0 kg.
Permitted load: 50.0 kg.

390,000원 
Black / Orange 80 93 2 413 748
White / Raspberry Red  80 93 2 413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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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W Card Game.
·세대별로 시대를 풍미했던 BMW 대표 모델이 인쇄된 카드 게임.
·구성 : 32개의 이미지 카드, 금속 상자.
·사용연령 : 6세 이상.
·카드 크기 : 약 62 x 100mm.

12,000원        
Grey  80 45 2 411 129

#1 BMW Z4 Puzzle Car.
·BMW Z4 쿠페 3D 조각. 
·퍼즐 조각들로 자동차를 완성할 수 있는 즐거움 제공.
·사용연령 : 8세 이상.

22,000원        1 : 32 scale
Red  80 44 2 406 539
Red, transparent 80 44 2 406 540

#2 BMW Jigsaw Puzzle.
·BMW M4 컨버터블 그림의 조각 퍼즐.
·500조각. 
·사용연령 : 9세 이상.
·크기 : 470 x 330mm. 

24,000원        
Multicoloured  80 45 2 411 130

#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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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Memory Game.
·타이어 모양의 원통에 담겨 있는 기억력 게임 카드.
· 구성 : 40개의 이미지 카드 및 BMW 차량 모델 설명이 있는      
접이식 카드 포함.
·사용연령 : 3세 이상.
·카드 크기 : 직경 70mm.

18,000원        
Black  80 45 2 447 977



작은 크기에서 

느끼는 큰 감동.

JOY COMES
IN ALL SIZES.

BMW 미니어처는 즐거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전설적인 모델 BMW 328부터 현재의 BMW 4시리즈, 
미래적 디자인의 BMW i8 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실제 모델과 비슷하게 구현했습니다. 

BMW MINIATURES.



MAXIMUM AUTHENTICITY.

#1

#2

#3

#4

#6

#5

#4 BMW 3 Series Sedan.
·BMW 3시리즈 세단의 풍부한 디테일을 반영한 외장 디자인.
· 세련된 감각의 본체, 완벽하게 재현된 1:18 모델의 
실내 디자인.
·회전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 장착.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132,000원        1 : 18 scale
Glacier Silver  80 43 2 212 867 

55,000원  1 : 43 scale*
Melbourne Red 80 42 2 212 870

#5 BMW 3 Series GT.
· BMW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의 우아함과 역동성이 
살아있는 미니어처.
· BMW만의 스포티함을 표현한 긴 보닛과 넓은 테일게이트, 
입체적인 키드니 그릴.
·본넷, 트렁크 오픈 기능.
·선루프 및 실내 인테리어의 완벽한 재현 

55,000원        1 : 43 scale
Black Sapphire 80 42 2 297 635
Melbourne Red 80 42 2 297 636

#6 BMW 3 Series Touring.
·열정으로 탄생한 BMW 3시리즈 투어링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오리지널 모델의 카펫 느낌이 살아있는 실내 바닥.

132,000원        1 : 18 scale
Black Sapphire 80 43 2 244 216
Alpine White  80 43 2 244 242 
Sparkling Brown 80 43 2 244 243
 
55,000원  1 : 43 scale*
Imperial Blue  80 42 2 244 254
Glacier Silver  80 42 2 244 265 

#1 BMW 1 Series 5-door.
·BMW 1시리즈 모델을 그대로 재현.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완벽한 비율이 돋보이는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오리지널 모델의 카펫 느낌이 살아있는 실내 바닥.

132,000원        1 : 18 scale
Black Sapphire 80 43 2 210 020

#2 BMW 2 Series Coupé.
·실물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
·본넷, 트렁크 오픈 기능.
·정밀하게 재현한 실내.

55,000원        1 : 43 scale
Black Sapphire 80 42 2 336 868
Alpine White  80 42 2 336 869
Melbourne Red 80 42 2 336 870

#3 BMW X5.
· 파워풀한 외관과 우아한 실루엣으로 위엄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BMW X5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재현.

143,000원        1 : 18 scale
Space Grey  80 43 2 318 988

55,000원        1 : 43 scale
Sparkling Brown 80 42 2 318 969
Alpine White  80 42 2 318 973
Black Sapphire 80 42 2 318 974

8,000원        1 : 64 scale*
Box with  
mixed colours  80 42 2 321 993 
* 색상 랜덤.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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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A 
DISTINGUISHED FAMILY.

#1

#2

#3

#4

#5

#6

#1 BMW X4.
·강력한 파워와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조화, BMW X4의 미니어처.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정밀하게 재현된 실내.

143,000원        1 : 18 scale
Glacier Silver  80 43 2 352 457
Melbourne Red 80 43 2 352 459
Sophisto Grey  80 43 2 352 461

55,000원        1 : 43 scale* 
Glacier Silver  80 42 2 348 787
Black Sapphire 80 42 2 348 788
Melbourne Red 80 42 2 348 789

#2 BMW 4 Series Convertible.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BMW 4시리즈 컨버터블 미니어처.
·본넷, 트렁크 오픈 기능.
·소프트탑 탈착 기능까지 섬세하게 디테일 구현.

55,000원        1 : 43 scale
Estoril Blue  80 42 2 336 865
Black Sapphire 80 42 2 336 866
Alpine White  80 42 2 336 867

#3 BMW 4 Series Gran Coupé.
·BMW 4시리즈 그란쿠페의 우아한 라인을 그대로 살린 미니어처.
·선루프 재현, 본넷과 트렁크 오픈 기능.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루프라인, 정밀하게 재현된 실내.

55,000원        1 : 43 scale 
Carbon Black  80 42 2 348 790
Glacier Silver  80 42 2 348 791
Estoril Blue II  80 42 2 348 792

#4 BMW 4 Series Coupé.
·스타일이 살아있는 BMW 4시리즈 쿠페 미니어처.
·짧은 오버행, 긴 보닛, 유려한 쿠페 루프라인으로 역동성을 표현.
·선루프 재현, 본넷과 트렁크 오픈 기능.
·트렁크 부트 리드 오픈 가능, 브레이크 디스크 회전 가능.

55,000원        1 : 43 scale
Black Sapphire 80 42 2 318 856
Melbourne Red 80 42 2 318 860 

#5 BMW 7 Series long-wheelbase version.
· 장인기술과 혁신적 기술로 탄생한 럭셔리 세단 

BMW 7시리즈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정밀하게 재현된 실내.

154,000원        1 : 18 scale
Sophisto Grey  80 43 2 405 585
Imperial Blue  80 43 2 405 586
Mineral White  80 43 2 405 587
 
55,000원        1 : 43 scale*
Jatoba  80 42 2 405 588
Cashmere Silver 80 42 2 405 589
Arctic Grey  80 42 2 405 590

#6 BMW 6 Series Gran Coupé.
· 우아한 쿠페 라인을 섬세하게 재현한 BMW 6시리즈 
그란쿠페 미니어처.
·정교한 디테일을 선호하는 수집가를 위한 모델.
·BMW 특유의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구현.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132,000원        1 : 18 scale
Frozen Bronze  80 43 2 218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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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5

#2

TRUE PERFORMERS.

#1

#1 BMW  X6 M.
· 실제 모델의 역동성과 스포티한 매력을 완벽 재현한 

BMW X6 M 미니어처.
· BMW M 모델 라인업만의 특별한 디자인 실루엣, 
우아한 쿠페의 루프 라인.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실내 바닥 카펫, 안전벨트와 같은 디테일까지 완벽 재현.

154,000원        1 : 18 scale
Long Beach Blue 80 43 2 364 885
Donington Grey 80 43 2 364 886
Black Sapphire 80 43 2 364 887

#2 BMW M6 Convertible.
· 강력한 퍼포먼스와 우아한 라인의 조화, 
BMW M6 컨버터블의 미니어처.
·회전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 도어, 보닛, 부트 리드 오픈 가능.
·오리지널의 모델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낸 인테리어.

154,000원        1 : 18 scale
Silverstone  80 43 2 253 656

#3 BMW M4 Coupé.
· 쿠페의 우아함과 M 모델의 역동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BMW M4 쿠페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정밀하게 재현된 실내.

143,000원        1 : 18 scale 
Austin Yellow  80 43 2 339 606 
Yas Marina Blue 80 43 2 339 607

 
#4 BMW M4 Convertible.
·디테일이 살아있는 BMW M4 컨버터블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본넷, 도어, 부트 리드 오픈 기능.
·오리지널 모델의 카펫 느낌이 살아있는 실내 바닥.

143,000원        1 : 18 scale
Mineral Grey  80 43 2 339 610
Yas Marina Blue 80 43 2 339 612

#5 BMW M Car Collection Set.
(1 Series M Coupé, M4 Coupé, M5, M6 Coupé)
· 1시리즈 M 쿠페, M4 쿠페, M5, M6 쿠페가 들어있는 

BMW M 모델 라인업 세트.
· 알파인 화이트, 오스틴 옐로, 모노 카르로 블루, 사커 오렌지 컬러.

27,000원        1 : 64 scale
Box with 
mixed colours  80 45 2 365 554 
* 4개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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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ECT MIX OF 
INNOVATION AND DESIGN.

#2

#1

#1 BMW i8.
· 가장 진보적인 스포츠카 BMW i8을 완벽하게 재현한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회전 기능, 도어 오픈 기능.
·오리지널 모델을 그대로 구현하여 디테일한 실내.

154,000원        1 : 18 scale
Protonic Blue  80 43 2 336 840
Crystal White  80 43 2 336 841
Sophisto Grey  80 43 2 336 842
55,000원        1 : 43 scale*
Iconic Silver  80 42 2 336 837
Protonic Blue  80 42 2 336 838
Crystal White  80 42 2 336 839 
9,000원        1 : 64 scale*
Box with 
mixed colours  80 42 2 336 843
* 색상 랜덤. (선택 불가)

#2 BMW i3.
· BMW i3만의 혁신적이며 미래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담아낸 미니어처.
·고무 타이어, 디테일한 실내.

55,000원        1 : 43 scale*
Iconic Silver  80 42 2 320 102
Solar Orange  80 42 2 320 105
Andesite Silver 80 42 2 320 106 
9,000원        1 : 64 scale*
Box with 
mixed colours  80 42 2 320 228
* 색상 랜덤.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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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F EXCELLENCE.

#1 BMW 328, Heritage Collection.
·전설적인 BMW 328 로드스터 미니어처.
·본넷, 헤드램프 등 328만의 특징적인 디자인 재현.
·차량 바닥에 1930년대 BWM 로고.

176,000원        1 : 18 scale (not pictured)
Beige  80 43 2 411 548

#2 BMW 3.0 CSL, Heritage Collection.
·전설적인 BMW 3.0 CSL 투어링 미니어처.
·공기역학적 디자인, 경량 차체 등의 특징을 완벽하게 재현.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바닥에 BMW 로고.

176,000원        1 : 18 scale
White, Motorsport 80 43 2 411 550

#3 BMW 507 Convertible (1956), 
Heritage Collection.
·1950년대를 상징하는 BMW 507 컨버터블 미니어처. 
·넓은 키드니 그릴, 측면 그릴 등 디자인 특징 재현.
·디테일한 실내.
·바닥에 BMW 로고.

176,000원        1 : 18 scale (not pictured)
Black  80 43 2 411 547

#4 BMW Z8 Convertible, 
Heritage Collection.
· 제임스 본드의 차로 더 잘 알려진 전설적인 

BMW Z8 컨버터블의 미니어처.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디테일한 실내.
·바닥에 BMW 로고.

176,000원        1 : 18 scale
Silver  80 43 2 411 551 

#5 BMW M1, Heritage Collection.
·BMW M1 스포츠카의 미니어처.
·Giorgetto Giugiaro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재현.
·본넷, 도어, 트렁크 오픈 기능.
·바닥에 BMW 로고.

176,000원        1 : 18 scale
Orange  80 43 2 411 549

#6 BMW Vision.
·BMW 비전 컨셉트 카 미니어처.
· BMW 그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 

176,000원        1 : 18 scale (not pictured)
80 43 2 406 146 

66,000원        1 : 43 scale* (not pictured)
80 42 2 406 148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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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전설적인 모델들을 정밀하게 재현하여

소장가치가 더욱 높은 헤리티지 컬렉션 미니어처.



BIG MOTORSPORT 
CHAMPIONS.

#1 BMW M4 DTM 2014.
·2014년 레이싱에 출전했던 BMW M4 DTM의 미니어처. 
·오리지널 스폰서 데칼을 포함해 작은 디테일까지 그대로 재현.

154,000원        1 : 18 scale
B. Spengler, Black 80 43 2 364 864
M. Tomczyk, White 80 43 2 364 865
M. Wittmann, White 80 43 2 364 866 

55,000원        1 : 43 scale*
B. Spengler, Black 80 42 2 364 861
M. Tomczyk, White 80 42 2 364 862
F. da Costa, Blue 80 42 2 364 863

#2 BMW M4 DTM 2015.
·2015년 레이싱에 출전했던 BMW M4 DTM의 미니어처. 
·오리지널 스폰서 데칼을 실물과 똑같이 재현.

154,000원        1 : 18 scale
M. Tomczyk, White 80 43 2 405 591
M. Wittmann, White 80 43 2 405 593
BMW Lifestyle  80 43 2 412 367 

55,000원        1 : 43 scale*
M. Tomczyk, White 80 42 2 405 594
F. da Costa, Blue 80 42 2 405 596
A. Farfus, White/Red 80 42 2 413 755

#3 BMW R nineT.
·BMW 최초의 모터 사이클 R nineT의 미니어처.
· 핸들바, 체인 기동 가능, 핸들바, 엔진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정교하게 재현.

150,000원        1 : 10 scale
Black  80 43 2 357 414

#4 BMW R 1200 GS.
·장거리 레이스의 상징 BMW R 1200 GS의 완벽한 재현.
·핸들바, 체인 기동 가능.
·오리지널 모델의 균형감과 강력함을 그대로 전달.

150,000원        1 : 10 scale
Thunder Grey  80 43 2 299 093

#5 BMW S 1000 RR.
·BMW S1000 RR 미니어처.
·스티어링 휠 등 350여개 이상의 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
·핸들바, 체인 기동 기능, 디테일한 서스펜션, 메탈 브레이크 구현.

150,000원        1 : 10 scale
Racing livery  80 43 2 222 495
Racing Red  80 43 2 222 49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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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PORT. LIVED.
스타일이 남기는 

강렬한 인상.
성공을 위하여. BMW 모터스포츠 컬렉션은 

모든 세대의 모터스포츠 애호가들을 흥분하게 합니다. 
스포티한 디자인, 클래식한 재단과 프리미엄 소재로 경주 중에도, 
일상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BMW MOTOR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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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BMW Motorsport “Motion” T-Shirt, ladies.
·가볍고 여성스러운 브이넥 티셔츠. 
·  가슴에 실버 아플리케의 자동차 프린트와 오른쪽 어깨의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장식.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44,000원 
White XS–M                          80 14 2 446 391–393 

#2 BMW Motorsport Polo Shirt, men.
· 등에 메시룩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있는                 
클래식한 폴로 셔츠. 
· 옆트임에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칼라 안쪽에        

BMW 모터스포츠 프린트.
·소재 : 95% 면, 5% 엘라스틴.

55,000원

Team Blue   S–L                  80 14 2 446 4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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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Motorsport Polo Shirt, ladies.
·몸에 잘 맞고 버튼이 다섯 개 있는 폴로 셔츠. 
·메시룩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앞면을 장식. 
·칼라 안쪽에 BMW 모터스포츠 프린트, 옆트임에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소재 : 95% 면, 5% 엘라스틴.

55,000원

White XS–M                          80 14 2 446 401–403

#4 BMW Motorsport ICE Watch Steel, unisex.
·세 개의 침과 매트한 스테인리스 케이스의 프리미엄 시계. 
·코팅된 화이트 가죽 스트랩의 아랫면은 팀 블루 색상. 
·다이얼은 팀 블루, 시침과 분침은 실버, 초침은 라이트 블루. 
·날짜 디스플레이. 
·소재 : 케이스 :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 : 가죽/합성.

264,000원   
White / Team Blue             80 26 2 285 902

#5 BMW Motorsport Collectors Cap, unisex.
·워드마크와 BMW 로고가 수 놓인 모터스포츠 캡. 
· 뒷면에 블루 스트라이프, 챙의 안감과 가장자리는 두 컬러의
 메시 소재.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수 놓여진 챙. 
·양각 BMW 로고가 새겨진 메탈 버클. 
·블루 메시 인서트. 
·소재 : 폴리에스테르.

38,000원   
White                                         80 16 2 446 453 

#6 BMW Motorsport Thermal Mug.
·이중벽 구조, 미끄럼 방지 실리콘 바닥의 보온 머그잔. 
· 앞면에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와 블랙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용량 : 450 ml. 

35,000원   
White                                         80 23 2 446 455 



#2 BMW Motorsport Fan Cap, unisex.
·두 가지 컬러로 이루어진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캡. 
·모자 앞면에 BMW 로고와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 크기 조절 가능한 메탈 버클. 
·챙의 가장자리는 레드, 안감은 다크 블루. 
·챙 하단에 “Powered by M”로고. 
·소재 : 폴리에스테르.

38,000원   
White / Team Blue                  80 16 2 446 452

#3 BMW Motorsport “Motion” T-Shirt, men.
·자동차 프린트가 있는 편안한 라운드넥 티셔츠. 
·  투명한 하이글로스 디테일. 
·오른쪽 어깨에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44,000원   
White   S–L                                 80 14 2 446 421–423

#1 BMW Motorsport Fan T-Shirt, ladies.
·앞보다 뒤가 긴 스포티한 디자인의 티셔츠. 
·가슴 부분에 래스터라이즈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뒷면은 BMW 모터스포츠 화이트 레터링. 
·라운드넥.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38,000원   
Team Blue   XS–M                  80 14 2 446 396–398

#4 BMW Motorsport Fan T-Shirt, men.
·스포티한 라운드넥 BMW 모터스포츠 티셔츠. 
·가슴 부분에 래스터라이즈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뒷면은 BMW 모터스포츠 화이트 레터링.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38,000원   
Team Blue   S–L                      80 14 2 446 426–428

#5 BMW Motorsport Sunglasses, unisex.
·팀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다리가 특징인 초경량 선글라스. 
·팀 블루 프레임에 양각으로 새긴 레드 디테일. 
·블랙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100% 자외선 차단, 필터 카테고리 3. 
·소재 : 프레임 : 알루미늄, 폴리아마이드.  
·렌즈 : 폴리카보네이트.

132,000원   
White / Team Blue                  80 25 2 446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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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MW Motorsport Paper Jacket, men.
·편안한 페이퍼 스타일 재킷. 
·접으면 콤팩트한 모양이 되어 작은 가방에 수납 가능. 
·종이처럼 보이는 혁신적 Tyvek® 소재로 제작. 
·튼튼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워터프루프 마커로 글을 쓸 수 있음. 
· 뒷면에는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과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소매에는 BMW 고무 로고. 
·소재 : 폴리에틸렌.

59,000원   
White   S–L                            80 14 2 446 416–418

#9 BMW Motorsport ICE Watch Chrono.
·날짜 표시가 있는 스포티한 레이싱 스타일의 크로노그래프. 
·플라스틱 케이스. Team Blue 컬러 다이얼. 
·라이트 블루 컬러 디테일. 3개의 보조 다이얼. 
·화이트 컬러 시침과 분침, 레드 초침.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터스포츠 컬러. 
·소재 : 케이스 : 폴리아마이드.
·스트랩 : 실리콘.

187,000원   
Team Blue / Light Blue         80 26 2 285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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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MW Motorsport ICE Watch, unisex.
·플라스틱 케이스와 팀 블루 다이얼의 모던한 시계. 
·화이트 컬러의 시침과 분침. 
·레드 컬러 초침. 
·소재 : 케이스 : 폴리아마이드.
·스트랩 : 실리콘.

143,000원   
Team Blue / Red                       80 26 2 285 900

#6 BMW Motorsport ICE Watch Steel 
Chrono.
·모터레이싱을 형상화한 프리미엄 크로노그래프 디자인 시계.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안쪽 M 레드, 바깥쪽 Team Blue 컬러의 스트랩. 
·레드 컬러 초침, 분침, 시침. 
·Team Blue 컬러 다이얼. 
·3개의 크로노 스타일 디스플레이와 날짜 표시. 
·소재 : 케이스 :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 : 가죽/합성.

330,000원   
Team Blue / Red                       80 26 2 285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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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Motorsport Messenger Bag.
·BMW 모터스포츠 프린트와 레터링으로 장식된 스포티한 메신저백. 
·물과 오염에 강한 원단. 말아서 스트랩으로 고정하는 메인 수납공간. 
·세 개의 내부 수납공간과 최대 15"까지 수납 가능한 랩톱 공간. 
· 뒷면에는 BMW 모터스포츠 차량 시트에 쓰이는 심 디자인의          
소프트 패드 장착. 
·소재 :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크기 : 46 x 10 x 30 cm.  ·용량 : 18 l.

78,000원   
White / Team Blue  80 22 2 446 463 

#4 BMW Motorsport Rucksack.
·메인 수납공간이 크고 말아서 고정할 수 있는 디자인의 럭색. 
· 내부에 추가 수납공간. 사이드에 위치한 패드가 장착된                  
랩톱 수납공간만 따로 오픈 가능. 
· 뒷면에는 BMW 모터스포츠 차량 시트에 쓰이는 심 디자인의          
소프트 패드 장착. 
·소재 :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크기 : 65 x 15 x 40 cm.  ·용량 : 40 l.

92,000원   
White / Team Blue          80 22 2 446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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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Motorsport Hoodie, ladies and men.
·Team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대조가 돋보이는 편안한 네오프렌룩 긴팔 후드. 
·메시 인서트와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있는 후드 모자. 
·엄지 구멍이 있는 소매. 
·지퍼집과 레드 스트링이 있는  반사 소재의 지퍼. 
·남성용은 사이드에 비스듬한 포켓 두 개 포함. 
·소재 : 92% 폴리에스테르, 8% 엘라스틴.  
·메시 인서트 : 100% 폴리에스테르.

100,000원   
White / Team Blue
Ladies XS–M                  80 14 2 446 406–408
Men S–L                      80 14 2 446 436–438

#2 BMW Motorsport Sports Bag.
·넉넉한 사이즈의 다목적 BMW 모터스포츠 백.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럭색으로도 사용 가능. 
·물과 오염에 강한 원단. 
·큼지막한 메인 수납공간은 지퍼를 닫고 말아서 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하는 방식. 
·소재 :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크기 : 60 x 30 x 30 cm.  ·용량 : 220 l.

110,000원   
White / Team Blue              80 22 2 446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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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MW Motorsport Jacket, ladies and men.
· 컬러 블록 디자인의 스포티한 재킷. 
·전체 래미네이트 처리된, 바람과 물에 강한 경량 원단. 
·이어폰 케이블용 고리가 있는 안쪽 작은 포켓. 
·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과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뒷면. 
·남성용은 사이드 지퍼 포켓 두 개가 포함.
·소재 : 폴리에스테르.

165,000원   
White / Team Blue
Ladies XS–M          80 14 2 446 411–413 
Men S–L                80 14 2 446 4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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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Motorsport Ballpoint Pen.
·한쪽 끝에 터치스크린 펜이 달린 다목적 BMW 모터스포츠 볼펜.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플라스틱 펜대. 
·소재 : 알루미늄, 플라스틱.

6,600원   
White                  80 24 2 446 459

#4 BMW Motorsport Key Ring Pendant.
·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프린트된 좌석 벨트 스타일
 키링 펜던트. 
·줄에는 화이트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키링 부분에는 BMW 모터스포츠 각인. 
·BMW 로고와 “powered by M” 레터링이 레이저로 각인된 메탈 버클. 
·라지 키링 하나와 스몰 키링 두 개. 편리한 립 버클. 
·소재 : 폴리에스테르, 스틸.

22,000원   
Team Blue                    80 27 2 446 456

#5 BMW Motorsport Mug.
· 차량의 프린트 디자인를 모티브로 한 BMW 모터스포츠 머그잔. 
·BMW 키드니 그릴을 연상케 하는 손잡이 디자인. 

·소재 : 스톤웨어.

·용량 : 450 ml.  

29,000원   
White                    80 23 2 446 454

#1 BMW Motorsport Key Ring Lanyard.
·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프린트된 좌석 벨트 스타일의  
열쇠고리 랜야드. 
·줄에는 화이트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키링 부분에는 BMW 모터스포츠 각인. 
·BMW 로고와 “powered by M” 레터링이 레이저로 각인된 메탈 버클. 
·라지 키링 하나와 스몰 키링 두 개. 
·편리한 클립 버클. 
·소재 : 폴리에스테르, 스틸. 

22,000원   
Team Blue                  80 27 2 446 457

#2 BMW Motorsport iPhone 7 Case.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돋보이는 견고한 스마트폰 케이스.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BMW 로고, “powered by M” 레터링.    
·카메라 렌즈 부분은 커팅 처리. 
·소재 : TPU.

33,000원   
White                  80 28 2 447 959

#6 BMW Motorsport Personal Care Bag.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장착된 편리한 퍼스널 케어백.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장식. 
· 넉넉한 메인 수납공간과 작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메시 공간을
포함한 추가 수납공간. 
·소재 :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크기 : 28 x 16 x 16 cm.

51,000원   
White / Team Blue    80 22 2 446 466 

#7 BMW Motorsport Towel.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크고 가벼운 타올.
·부드럽고 포근한 벨루어 패브릭.
·타올을 걸어둘 수 있는 후크 장착.
·소재: 면.
·크기: 180 x 80 cm.

49,000원   
Team Blue     80 23 2 446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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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MW Motorsport Folding Umbrella.
· BMW 모터스포츠 컬러의 테플론 코팅 처리된 편리한      
접이식 자동 우산. 
·인체 공학적 하드 폼 핸들. 
·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이 화이트로 처리된 슬리브와    
메시 인서트. 
·소재 : 캐노피 : 폴리에스테르 폰지.
·프레임 : 섬유 유리. 
·직경 : 100 cm.

66,000원   
Team Blue                           80 23 2 446 461

#9 BMW Motorsport Umbrella.
·인체 공학적 하드 폼 핸들이 달린 대형 자동 장우산. 
·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은 화이트, 텐션 스프링은 레드,              
카본 스타일 프레임은 블랙. 
·메시 인서트와 끈이 달린 슬리브. 
·소재 : 캐노피 : 폴리에스테르 폰지.
·프레임 : 섬유 유리. 
·직경 : 120 cm.

55,000원   
Team Blue                             80 23 2 446 460

#10 BMW Motorsport Rain Jacket, unisex.
·물과 바람에 강한 경량 레인 재킷으로, 캐리백과 일체형. 
·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오른쪽 어깨에 프린트되어 있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레드 컬러가 지퍼와 스트링을 강조. 
·뒷면에 보이지 않게 처리된 심 오프닝이 있어 우수한 통기성. 
·소재 : 나일론.

99,000원   
Team Blue   XS–L              80 14 2 446 44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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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LIFESTYLE I BMW MOTOR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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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M6 GT3.
·BMW M6 GT3의 실제 같은 미니어처. 
·1 : 18 비율. 
·소재 : 아연 주물에 플라스틱 부품.

154,000원   
White 80 43 2 411 557

BMW LIFESTYLE I BMW MOTORSPORT COLL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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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LASSICS 
BECOME LEGENDS.
시간을 뛰어넘는 디자인의 특별함.

BMW 모터스포츠의 황금기였던 70년대의 정신이 오늘, 되살아납니다. 
아이코닉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BMW 모터스포츠 헤리티지 컬렉션으로 

지나간 시절의 역동성을 경험하세요.

BMW MOTORSPORT HERITAG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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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BMW Motorsport Heritage 
Sunglasses, unisex.
·  레트로풍 선글라스. 1970년대 선글라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프레임과 그레이블루의 굴절 렌즈. 
·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와 관자놀이 끝부분의   

BMW 로고 플레이트. 
·소재 : 프레임 : 아세테이트, 메탈. 

·렌즈 : CR-39.

165,000원   
Dark Blue                         80 25 2 445 944 

#2 BMW Motorsport Heritage Leather 
Jacket, men.
·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만든 프리미엄 모터스포츠 재킷. 

· 스포티한 디자인과 정교한 솜씨가 돋보이는 제품. 

·목을 감싸는 칼라와 실버 지퍼로 여닫는 사이드 포켓.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가 소매와 칼라를 장식하고, 
로고 패치는 오리지널 1970년대 디자인을 적용.
·가벼운 퀼트 마감.

·소재 :  외피 : 나파 양가죽. 내피 : 폴리에스테르.

740,000원   
White XS–L             80 14 2 445 9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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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LIFESTYLE I BMW MOTORSPORT 
HERITAG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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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 BMW Motorsport Heritage Cap, unisex.
·메시 인서트가 있는 클래식한 헤리티지 모자. 
·챙에는 역사적인 BMW 모터스포츠 로고 배지가 자수 처리되어 있음. 
·소재 : 폴리에스테르.

49,000원   
White                         80 16 2 445 950 

#4 BMW Motorsport Heritage T-Shirt.
· 역사적인 BMW 모터스포츠 로고가 그려진 BMW 모터스포츠       
헤리티지 티셔츠. 
·슬림핏의 프리미엄 제품.
·레트로풍으로 골이 지게 짠 라운드넥 칼라와 소매 끝. 
·소재 : 97% 면, 3% 엘라스틴.

66,000원   
White XS–L             80 14 2 445 93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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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LIFESTYLE I BMW MOTORSPORT 
HERITAG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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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BMW Motorsport Heritage Jigsaw Puzzle.
·1973년 레이싱 버전의 BMW 3.0 CSL이 인쇄된 퍼즐. 
·500조각. 
·하이퀄리티 메탈 박스 포함. 
·사용연령 : 9세 이상. 
·크기 : 47 x 33 cm.

24,000원   
Multi-coloured 80 45 2 445 948 

#4 BMW Motorsport Heritage Key Ring 
Pendant.
·BMW 모터스포츠 로고가 있는 메탈 소재의 키링 펜던트. 
·컬러는 에나멜로 표현. 
·편리한 로터리 잠금 방식. 
·Made in Germany. 
·소재 : 가죽, 메탈

49,000원   
Dark Blue  80 27 2 445 946 

#1 BMW Motorsport Heritage Sports Bag.
·1970년대 BMW 모터스포츠 룩을 담아낸 스포츠 백. 
·앞면 바깥 포켓에 BMW 모터스포츠 스트라이프 퀼트 처리. 
·역사적인 BMW 모터스포츠 로고. 
·블루 컬러의 안감과 작은 지퍼식 포켓. 
·길이 조절과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 
·소재 : 폴리우레탄 어퍼. 
·안감 : 면. 
·크기 : 34 x 22 x 47 cm.

176,000원   
White  80 22 2 445 947 

#2 BMW Motorsport Heritage Metal Sign.
· BMW 3.0 CSL 사진을 양각 처리한 레트로풍의 3D 효과 
 메탈 사인. 
·소재 : 금속. 
·크기 : 42 x 29.5 cm.

47,000원   
Multi-coloured 80 23 2 445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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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IVING FORCE : 
JOY.
해양 스포츠를 위한 스타일.

완벽한 요트 라이프스타일은 품격과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BMW 요트스포츠 컬렉션의 모든 아이템은 해상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 정신을 상징합니다.

BMW YACHT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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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Yachtsport Jacket, ladies and men.
· 다크 블루의 밑단, 칼라와 소매는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스타일
리시한 봄버 재킷. 
·대조를 이루는 다크 블루의 지퍼. 
·앞면에는 BMW 요트스포츠 레터링. 
·소매에는 BMW 삼각기 배지. 
·뛰어난 발수성. 
·소재 : 폴리에스테르.

190,000원   
White
Ladies XS–M 80 14 2 446 724–726 
Men M–L 80 14 2 446 7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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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LIFESTYLE I BMW YACHT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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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BMW Yachtsport Polo Shirt, ladies and men.
·다크 블루 칼라, 스트라이프 장식의 플래킷과 소매 끝이 특징인 폴로 셔츠. 
· 소매엔 BMW 삼각기 배지, 앞면과 칼라 안쪽에 BMW 요트스포츠 
레터링. 
· 레드 트림 디자인과 옆트임. 
·소재 : 95% 면,  5% 엘라스틴.

96,000원   
White
Ladies XS–M 80 14 2 446 719–721 
Men  S–L 80 14 2 446 729–731

#2 BMW Yachtsport Cap, unisex.
·네이비 블루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모자.
·BMW 요트스포츠 레터링과 삼각기 배지는 자수 처리. 
·챙을 두르고 있는 장식용 네이비 라인. 
·소재 : 면.

38,000원   
White  80 16 2 446 739

#3 BMW Sport Chronograph Watch, men.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크로노그래프. 
·유광 베젤과 블루 다이얼. 
·스위스 론다 무브먼트, 날짜 디스플레이, 야광 시침, 분침과 BMW 로고.
·나비 모양 잠금쇠가 있는 링크 브레이슬렛. 
·뒷면과 크라운에는 BMW 로고 레이저 각인. 
·10 ATM까지 방수. 
·소재 (케이스) : 스테인리스 스틸, 미네랄 글라스. 
·소재 (브레이슬렛) : 스테인리스 스틸. ·직경 43 mm.

517,000원   
Silver / Blue  80 26 2 406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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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ESSENTIAL. 
화려한 스포츠맨십을 위한 스타일.

골프는 완벽을 중시하는 스포츠입니다.
게임 자체뿐만 아니라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프리미엄 소재의 BMW 골프스포츠 컬렉션은

매순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완벽을 향한 기대를 충족하게 합니다.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자신감,
BMW 골프스포츠 컬렉션은 완벽한 도구이자 파트너입니다.

BMW GOLF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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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W Golfsport Cart Bag.
·초경량 방수 OGIO 카트 백. 
·인체 공학적인 핸들과 패딩 처리한 어깨끈. 
·넉넉한 용량, 효율적인 공간 배치. 
·15개 클럽 구획, 밑단까지 이어지는 칸막이로 깔끔한 정리. 
·외부 포켓 6개, 내부 포켓 6개

·타올 고리, 우산 홀더.
·레인 커버 포함.
·소재 : 코팅된 나일론.
·크기 : 92.7 x 36.8 cm. 무게 : 2.7 kg.

530,000원   
Navy Blue  80 22 2 446 386

#3 BMW Golfsport Fashion Polo Shirt, ladies.
·몸에 잘 맞는 통기성 좋은 폴로 셔츠.  
·사이드 스트라이프 디자인 포인트. 
·버튼 네 개. 
·BMW 로고 버튼.
·앞면에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3D프린트 처리. 
·소재 : 폴리아마이드

75,000원   
Navy Blue XS–M 80 14 2 446 337–339

#1 BMW Golfsport Polo Shirt, men.
·촘촘한 피케 텍스쳐의 통기성 좋은 소재로 만든 폴로 셔츠. 
·앞면에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3D프린트 처리. 
·BMW 로고 버튼.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칼라와 소매 끝. 
·소재 : 폴리아마이드.

69,000원   
Fire S–L 80 14 2 446 36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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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MW Golfsport Fleece Jacket, ladies and men.
·부드러운 플리스 안감의 경량 파워 스트레치 플리스 재킷.
· 재킷 뒷면에 BMW 골프츠포츠 레터링.
·BMW 로고 핀 숄더 장식.
·3가지 색상의 지퍼.
·신축성 있는 칼라, 옷단, 더블 커프. 
·남성용은 스트레이트, 여성용은 테일러드 스타일. 
·소재 : 88% 폴리에스터, 12% 엘라스틴.

121,000원

Fire for ladies, Navy Blue for men.   
Ladies XS–M 80 14 2 446 347–349
Men S–L  80 14 2 446 367–369

#6 BMW Golfsport Bag.
·스트라이프 장식의 초경량 기능성 스포츠 백. 
· 넉넉한 메인 수납공간, 별도의 신발 수납공간과 바깥쪽 지퍼 포켓.
·소재 : 코팅된 나일론.
·크기 : 54 x 28 x 32 cm. 
·용량 : 45 l. 

143,000원   
Navy Blue  80 22 2 446 388

#4 BMW Golfsport Cap, unisex.
·빠른 건조, 자외선 차단 소재의 초경량 캡.
· 앞면에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옆면에 화이트와 블루의          
스트라이프 디자인.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BMW 로고 메탈 버클.
·메시 소재의 땀흐름 방지 밴드. 
·소재 : 50% 면, 47% 폴리에스터, 3% 엘라스틴

37,000원   
Fire  80 16 2 446 377

BMW LIFESTYLE I BMW GOLFSPORT
COLLECTION

112 113

#4

#5

#6

#3



Images: AGD32Page:Text: EAL

#1 BMW Golfsport Polo Shirt, ladies.
· 통기성이 뛰어나고 건조가 빠른 초경량 피케 텍스처                     
소재의 폴로 셔츠. 
·칼라와 소매 끝에 스트라이프와 실버 디테일. 
·앞면에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3D 프린트. 
·BMW 로고 버튼.
·몸에 꼭 맞는 디자인. 
·소재 : 폴리아마이드.

69,000원   
Fire XS–M    80 14 2 446 342–344

#2 BMW Golfsport Fashion Polo Shirt, men.
·스포티한 컷의 통기성 좋은 폴로 셔츠.  
·가슴 부분의 스트라이프 디테일.  
·BMW 로고버튼.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3D 프린트.
·소재 : 폴리아마이드.  

75,000원   
Navy Blue S–L 80 14 2 446 357–359

#3 BMW Golfsport Umbrella, functional.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과 컬러 스트라이프의 초대형 자동 우산.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프레임.  
·윈드 아울렛이 있는 트윈 캐노피 타입에 인체 공학적 핸들.  
·테플론 코팅.
·소재 :  프레임: 섬유 유리. 캐노피. 폴리에스터 폰지. 
·핸들 : EVA 폼. ·직경 : 1.32 m.

80,000원   
Navy Blue  80 23 2 446 379

#4 BMW Golfsport Carry Bag.
·초경량 방수 OGIO 캐리 백. 
·부드러운 패딩 처리와 개별조절이 가능한 포-포인트 숄더 스트랩. 
·자동 펼침 기능의 알루미늄 다리. 
·빠짐 방지처리 풋 패드.
·손 안에 꼭 들어오는 편안한 핸들.
·7개 클럽 구획, 외부 포켓 5개, 수납 공간 7개. 
·내부 포켓 중 하나는 단열 소재로 된 음료 공간.
·편리한 후크-루프형 글러브 패치. 
·플리스 안감의 외부 수납공간에는 귀중품과 스마트폰 보관 가능.
·소재 : 코팅된 나일론. 크기: 90.2 x 40.6 cm. 무게: 2.5 kg.

500,000원   
Navy Blue  80 22 2 446 387

#1

#5 BMW Golfsport Club Towel.
·BMW 클럽 타올.   
·바깥쪽은 부드러운 벨루어 소재.   
·안쪽은 흡수가 잘 되도록 타올 직물을 세 겹으로 제작.   
·스포티한 스트라이프와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디자인. 
·골프백에 탈부착 가능한 카라비너 고리.
·소재 : 면

18,000원   
Navy Blue  80 28 2 446 382

#6 BMW Golfsport Cap, functional, unisex.
·건조가 빠른 자외선 차단 소재의 기능성 캡.
·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챙. 
·BMW 로고가 새겨진 스타일리쉬한 메탈 캡 잠금으로 사이즈 조절.
·자수 처리한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땀흐름 방지 메시 밴드.
·소재 : 97% 폴리에스터 3% 엘라스틴.

42,000원   
Navy Blue  80 16 2 446 378

#7 BMW Golfsport Cap Clip.
·BMW 로고가 새겨진 실버 컬러 캡 클립.
· 어느 모자에나 부착할 수 있는 자석 볼마커 홀더. 
·소재 : 메탈, 에폭시 수지. 

12,000원   
Multi-coloured 80 33 2 207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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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Golfsport Functional Jacket, ladies and men.
·스포티한 기능성 초경량 긴팔 재킷. 
· 통기성 좋은 소프트쉘 패브릭.  
· 뒷면에 레이저 프린팅된 파이어 컬러의 띠와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소매에 스트라이프 장식.
·정교한 디테일의 지퍼와 지퍼집.
·여성용은 가볍게 꼭 맞고, 후드가 달려 있음.
·소재 : 폴리에스터, 3겹막 처리

165,000원   
Navy Blue  
Ladies XS–M 80 14 2 446 352–354
Men S–L  80 14 2 446 372–374

#2 BMW Golfsport Gift Set.
·골프공 모양의 특별한 기프트 세트. 
· 구성 :  자석 볼마커 홀더가 포함된 기능성 골프스포츠 모자, 프리미엄 

Titleist Pro V1 골프공 두 개, BMW 로고 볼마커가 들어간 피치 
포크 한 개와 추가 볼마커.

·소재 :  박스 : 플라스틱. 모자 : 97% 폴리에스터. 3% 엘라스틴.            
피치 포크: 메탈

77,000원   
White  80 23 2 446 383

#1

Images: AGD35Page:Text: EAL

#4 BMW Golfsport Tee Bag.
·카라비너 후크가 달린 스타일리쉬한 티 백. 
· 와이드 오픈 방식.
·금속 카라비너.
·두 가지 크기와 컬러 티 40개.
· 블루 컬러의 딤플 프린트, 스트라이프 포인트 디자인, BMW 골프
스포츠 레터링.
·소재 : 나일론. 크기 : 약 13 x 17 cm. 

23,000원   
Navy Blue  80 28 2 446 381

#3 BMW Golfsport Shoe Bag.
· 딤플 프린트와 스트라이프 장식이 포인트인 실용적이고 통풍이     
잘 되는 골프슈즈 백.
·세탁 가능한 내부 레이어와 일체형의 슈즈 디바이더. 
·오염에 강한 소재 소재: 코팅된 나일론. 
·크기 : 25.4 x 35.6 x 11.4 cm.

49,000원   
Navy Blue  80 22 2 446 389

#5 BMW Golfsport Green Set.
·견고한 카라비너가 달린 그린 세트. 
· 두 가지 길이의 티, BMW 로고 볼마커가 있는 피치 포크 포함. 
·소재 : 백 : 나일론. 피치 포크 : 메탈

23,000원   
Navy Blue  80 28 2 446 380

#6 BMW Golfsport Golf Balls Titleist Pro V1.
·Titleist Pro V1 공 세 개로 구성된 프리미엄 골프공 세트.
· 로우 컴프레션. 
·BMW 로고와 BMW 골프스포츠 레터링 포함.
· 코어 직경 3.89 cm. 소재 : 고무, 열가소성 수지

28,600원   
White  80 23 2 284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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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IES: 
ENDLESS.
자유를 위한 스타일.
편안함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BMW 액티브라면, 어떤 계획도 든든합니다.
경량 소재에 독특한 테스트카 위장 패턴이 반영된 액티브 컬렉션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BMW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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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BMW Active Jacket, functional,
ladies and men.
·가볍고 물에 강하며 통기성이 좋은 기능성 재킷.
· 노란색 포인트가 있고, 앞면과 소매는 테스트카 위장 패턴으로 장식. 
·넉넉한 핏감, 물이 새지 않는 숄더와 후드 심이 특징. 
·남성용은 옆면과 앞면에 플레인 인셋.
· 여성용은 가볍게 잘 맞는 핏.
·소재 : 폴리에스터

156,000원   
Olive  
Ladies XS–M 80 14 2 445 994–996
Men S 80 14 2 445 999
  M–L 80 14 2 446 000–001

#2 BMW Active Cap, functional.
·반사되는 테스트카 위장 패턴의 남녀 공용 캡. 
· 30+ UV 차단. 
·앞면에 3D 프린트된 BMW 워드마크. 
·소재 : 97% 폴리에스터, 3% 엘라스틴.

38,000원   
Olive  80 16 2 446 004

#3 BMW Active Gilet, functional, ladies.
· 가벼운 퀼트 소재의 앞면과, 어떤 움직임에도 편안한 플리스 소재의 
뒷면으로 이루어진 조끼. 
· 테스트카 위장 패턴이 앞면을 장식.
·숨은 사이드 포켓.
·BMW Active 레터링이 있는 신축성 있는 밑단.
·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지퍼.
·소재 : 앞면 : 폴리에스터. 뒷면 : 86% 폴리에스터, 14% 엘라스틴

126,000원   
Blue XS–M 80 14 2 445 984–986

#4 BMW Active Gilet, functional, men.
·가벼운 퀼트 소재의 앞면과, 경량 플리스 소재의 뒷면으로 된 조끼.
· 지퍼에 테스트카 위장 패턴이 있는 스포티한 디자인.
·BMW Active 레터링이 있는 신축성 있는 밑단.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지퍼. 
소재 : 앞면 : 나일론. 뒷면: 86% 폴리에스터, 14% 엘라스틴

126,000원   
Blue S–L 80 14 2 445 98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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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Active T-Shirt, functional,
ladies and men. 
·건조가 빠른 소재로 만든 스포티한 기능성 라운드넥 티셔츠.
·뒷면에는 반사되는 프린트.
·어깨와 밑단에는 테스트카 위장 패턴.
·여성용은 캡 슬리브 사용.
· 소재 :  여성용 : 67% 리오셀, 33% 면.                                        

남성용 : 50% 폴리에스터, 50% 면

55,000원   
Blue  
Ladies XS–M 80 14 2 445 964–966
Men S–L  80 14 2 445 969-971

#2 BMW Active Rucksack, functional.
· 테스트카 위장 패턴과 곳곳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아웃도어용 럭색.
·넉넉한 메인 수납공간, 편리한 내부 포켓.
·최대 15"의 태블릿과 랩탑을 수납할 수 있는 패드가 있는 외부 공간.
·조절 가능한 체스트 스트랩 두 개 포함.
·소재 : 80% 폴리에스터, 20% 나일론. 크기 : 56 x 28 x 18 cm.

143,000원   
Anthracite / Olive 80 22 2 44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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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W Active Dog Bowl.
·BMW 워드마크가 있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반려견용 그릇.
·편리한 세척을 위해 내부는 분리 가능.
·바닥은 고무 재질.
·소재 : 그릇 : 멜라민. 내부 : 스테인리스 스틸.
·용량 : 700 ml.

59,000원   
Olive  80 23 2 446 023

#5 BMW Active Dog Collar.
·BMW 로고 펜던트의 반려견 목걸이.
·사이즈 조절 가능.
·소프트 나일론 소재. 견고한 금속 부분.  
· 블루와 올리브 컬러의 스트라이프, 스트랩에는 안전을 위해 반사되는 
더블 심 디자인.
·눌러서 잠그는 타입.
·소재 : 스트랩 : 나일론. 잠금장치 : 플라스틱. 링 : 메탈.
·크기 44– 69 x 2.5 x 0.5 cm.

38,000원   
Blue / Olive   80 23 2 446 021

#6 BMW Active Dog Leash.
· 완벽한 그립감을 위해 직물 코팅된 네오프린 소재로 만든 반려견 목줄.
·안전을 위해 반사되는 더블 심 디자인.
·목줄의 길이는 세 가지로 조절 가능.
·BMW Active 반려견 목걸이와 쉽게 이을 수 있는 튼튼한 카라비너.
·BMW 로고 펜던트 포함. 소재: 나일론, 네오프린.
·크기 : 196 x 2.5 x 1 cm.

49,000원   
Blue / Olive  80 23 2 44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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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Active Drinks Bottle.
·가볍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아웃도어용 드링크 보틀.
· BMW 로고가 레이저로 새겨진 뚜껑.
·BMW 워드마크가 프린트 된 옆면.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뚜껑: 폴리프로필렌. 용량: 0.5 l.

35,000원   
Blue  80 23 2 446 016
Olive  80 23 2 44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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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W Active Messenger Bag, functional.
·비즈니스와 여가를 위한 실용적인 메신저 백.
·테스트카 위장 패턴, 리플렉터, 노란색 포인트 디자인.
·최대 15" 랩톱까지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메인 공간.
·태블릿과 문서를 넣을 수 있는 별도의 수납공간.
·두 개의 외부 지퍼 포켓 포함.
·앞면에 BMW 워드마크.

121,000원   
Anthracite / Olive 80 22 2 446  009

#3 BMW Active Sports Bag, functional.
·높은 내구성의 컴팩트 다목적 스포츠백.
·테스트카 위장 패턴, 리플렉터, 노란색 포인트 디자인.
·쿠션이 들어 있어 충격에 강한 외부 수납공간.
·신발이나 젖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사이드 공간.
·패딩 처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탈부착 방식 어깨끈.
·소재 : 80% 폴리에스터, 20% 나일론.
·크기 : 50 x 28 x 28 cm.

132,000원   
Anthracite / Olive 80 22 2 446  007

#4 BMW Active Sports Bag, functional, large.
·넉넉한 수납공간의 대형 다목적 스포츠백.
·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과 두 개의 스트랩이 포함되어 럭색이나     
트래블 백으로 사용 가능.
·스포티한 테스트카 위장 패턴, 노란색 포인트, 리플렉터.
· 쿠션이 들어 있어 충격에 강한 외부 수납공간과 슈즈나 젖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통풍 가능 사이드 공간.
·소재 : 80% 폴리에스터, 20% 나일론. 크기 : 28 x 63.5 x 28 cm.

165,000원   
Anthracite / Olive 80 22 2 446  006

#5 BMW Active Travel Bag Trolley.
· 튼튼한 외부 쉘과 부드러운 나일론 트래블 백이 합쳐진 대형 트롤리.
·긴 여행에 최적화.
· 테스트카 위장 패턴, 노란색 포인트, 리플렉터와 앞면을 장식하는 

BMW 워드마크.
·누름 버튼이 있고 두 개의 높이로 조절되는 핸들.
·패딩 처리한 외부 포켓과 다양한 수납이 가능한 내부 수납 공간.
·핸들링이 부드러운 휠.
·소재 : 60% 폴리에스터, 20% 나일론, 20% ABS.
·크기 : 76 x 45 x 42 cm. 무게 : 4.3 kg.

330,000원   
Anthracite / Olive 80 22 2 446  005

#1 BMW Active Towel, functional.
·이동 중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극세사 타올.
· 카라비너가 달려 있고 앞면에 테스트카 위장 패턴과 BMW 
레터링이 있는 파우치 포함.
·백과 타올에 반사 테이프.
·소재 : 폴리에스터.
·크기 : 80 x 40 cm.

29,000원   
Blue / Olive  80 23 2 446  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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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Active Sweatshirt, ladies and men.
·부드럽고 통기성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편안한 후드 셔츠.
·끈이 달린 후드와 높은 스카프 칼라.
·엄지 구멍이 뚫린 소매.
· 테스트카 위장 패턴과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후드 안감과 앞면의 포켓.
·여성용은 가볍게 딱 맞는 디자인.
·소재 : 96% 비스코스, 4% 엘라스틴.

98,000원   
Olive  
Ladies XS–M 80 14 2 445 974–976
Men S–L 80 14 2 445 979–9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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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W Active Bag.
·튼튼하고 관리가 쉬운 코튼 캔버스 재질의 큼지막한 쇼퍼백.
·안쪽의 넉넉한 공간.
·앞면에 BMW 레터링 디자인.
·가방을 닫을 수 있는 사이드 줄 두 개.
·소재 : 코튼 캔버스. 크기 : 65 x 45 x 37.5 cm.

47,000원   
Blue  80 22 2 446 012

#3 BMW Active Disc.
·매우 가볍고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BMW Active 원반.
·테스트카 위장 패턴과 BMW 워드마크가 돋보이는 디자인.
·바깥 가장자리에 홈이 있어 편한 그립 제공.
·소재 : 폴리에틸렌. 직경 : 27 cm.

25,000원   
Blue  80 23 2 446 018

#4 BMW Active Towel.
·밀도 높은 면을 사용한, 훌륭한 마감의 대형 타올.
·긴 쪽, 짧은 쪽 모두 걸 수 있는 고리.
·앞면에 자카드로 크게 새겨진 BMW 워드마크.
·대형 사이즈로 집, 해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 가능.
·소재 : 면. 크기 : 100 x 160 cm.

52,000원   
Blue  80 23 2 446 013

#5 BMW Active Cool Bag.
·야외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편리한 보냉백.
·쿨링 손실을 최소화 해 줄 상단 벨크로 오프너.
·텀블러 고정이 가능한 효율적인 수납공간.
·패딩 처리된 어깨끈과 아이스 팩 두 개 포함.
·외부 소재 : 폴리에스터. 안감 : PEVA. 패드 : EPE 폼.
·크기 : 37 x 18 x 27 cm. 용량 : 16 l.

62,000원   
Blue  80 22 2 446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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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International XS S M L

가슴둘레 (cm ) 82-85 86-89 90-93 -

허리둘레 (cm ) 66-69 70-73 74-77 -

엉덩이둘레 (cm ) 92-95 96-98 99-101 -

INTERNATIONAL CLOTHING SIZE CONVERSION TABLE

D/NL 34 36 38 -

IT 40 42 44 -

FR/BE/ES 36 38 40 -

GB/AU 8 10 12 -

US 4-6 6-8 8-10 -

JP 9 11 13 -

Men

가슴둘레 (cm ) - 98-101 102-105 106-109

허리둘레 (cm ) - 86-89 90-94 95-99

엉덩이둘레 (cm ) - 102-105 106-109 110-113

INTERNATIONAL CLOTHING SIZE CONVERSION TABLE

D/NL/IT/ES/FR/BE - 48 50 52

GB/AU/US - 40 42 44

JP - ML L LL

SHOE SIZE CONVERSION TABLE 
BMW MOTORSPORT SHOES, PUMA DRIFT CAT 5, WHITE

US 
EUR 
UK

6 
38 
5

7 
39 
6

7.5 
40 
6.5

8.5 
41 
7.5

Article number: 
80 16 2 446 – 

 
496

 
497

 
498

 
499

SHOE SIZE CONVERSION TABLE 
BMW MOTORSPORT SHOES, PUMA DRIFT CAT 5, BLUE

US 
EUR 
UK

6 
38 
5

7 
39 
6

7.5 
40 
6.5

8.5 
41 
7.5

Article number: 
80 16 2 446 – 505

 
506

 
507

 
508

US 
EUR 
UK

9 
42 
8

10 
43 
9

10.5 
44 
9.5

–

Article number:
80 16 2 446 – 

 
509 510

 
511 –

SIZE TABLES. 
의류 미착용시의 신체 사이즈입니다.

가슴둘레 (cm)

허리둘레 (cm)

엉덩이둘레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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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드라이빙 센터 라이프스타일 샵 032) 744-1688

스타필드하남 BMW 시티 라운지 031) 796-7601
스타필드고양 BMW 시티 라운지 02) 695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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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기능성과 고품격 소재,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라이프스타일 샵,
당신의 일상에 BMW의 감각을 더하십시오.

BMW 드라이빙 센터 라이프스타일 샵은 BMW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으로 가방, 티셔츠, 지갑과 같은 데일리 아이템에서부터

자전거, 골프 장비 등의 스포츠 용품과 차량용 액세서리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개념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에 위치한 BMW 시티 라운지를 소개합니다.
특화된 전시공간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BMW 브랜드를 경험하고

다양한 BMW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MW 공식 딜러 라이프스타일 대표 전시 공간

영등포 서비스 센터 02) 597-7401 / 분당 궁내 서비스 센터 031) 8016-7301 / 일산 서비스 센터 031) 966-7501

BMW LIFESTYLE 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