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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COLLECTION.
BMW Collection 15/16은 BMW의 개성있는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의 조화를 완벽하게 담아내었습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의류 제품과 BMW 디자인이 녹아 있는 러기지 제품들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클래식한 

컬러의 아이템들을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대로 믹스 앤 매치 하여 다양한 룩을 즐겨보십시오.

에릭 칼슨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호주 시드니로 가는 여정 

중에 파리의 자택에 들릅니다. 아침이 오면 파리에서 가장 좋

아하는 카페에 앉아 카페 마키아토와 크로와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릭 칼슨이 긴 여정 중에 굳이 파리에 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 때문입니다.

세느강이 유유히 흐르는 파리는 존재 자체로 럭셔리한 메트로

폴리스입니다. 왜일까요. 에릭 칼슨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질문

입니다. “파리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가졌는

지가 중요합니다. 매우 재능있는 창작자들을 배출해낸 곳이죠.”

에릭 칼슨은 건축물에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냅니다. 그러나 

디자인마다 그의 특색을 심어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입니다.

“제 디자인의 공통점요? 
없습니다. 그러길 바라죠.” 

에릭 칼슨은 BMW 뉴욕 센터와 런던 센터의 디자인에 관여

했고, 직접 BMW 파리 센터의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곳의 디자인은 각각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이 그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세 곳의 디자인 모두 

BMW의 고유한 특징은 담고 있습니다. “혁신, 성능, 품질, 

명확한 형태와 선. 이런 디자인의 가치들을 BMW가 실현하고 

있고, BMW 컬렉션 역시 그렇습니다.”

에릭 칼슨은 BMW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BMW 

컬렉션 티셔츠의 비대칭적 어깨 장식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에게 진정한 럭셔리란 높은 가격이 아니라 세련된 디테일입

니다. 그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셰프

이며, 음악 마니아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조명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다양한 삶의 디테일들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려는 

에릭 칼슨의 철학은 그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드러납니다.

“건축은 자동차 설계와도, 또 수플레 
조리와도 비슷합니다. 일단 적절한 재료가 
필요하고, 뭐가 서로 어울리는지를 알아야 
하고, 열심히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약간의 마법을 부려야하죠.”

에릭 칼슨에게 성공적인 디자인의 기준은 보는 사람들의 반응

입니다. 사람들의 경탄과 놀라움만이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WHAT’S YOUR DRIVE? 

오직 비범할 것.
에릭 칼슨 | 건축가

건축가이자 디자인 회사 카번데일의 대표인 에릭 칼슨(Eric Carlson). 그는 럭셔리 

브랜드에 특화된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나 에릭 칼슨이 생각하는 럭셔리 디자인은 

비싼 샴페인, 요트, 다이아몬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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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HE
DYNAMIC LINE.
BMW FASHION COLLECTION.
다이내믹하게, 스포티하게, 매혹적으로. 

왼쪽 어깨를 따라 흐르는 Precise Character Line에 주목하십시오. BMW의 

아름다움과 다이내믹한 특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장인의 탁월한 솜씨와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BMW 패션 컬렉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1 BMW Long-Sleeve Shirt,
ladies and men.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긴 소매 티셔츠.

·왼쪽 어깨의 Precise Character Line.
·운전자의 움직임에 맞춰 디자인된 소매.

·최고급 소재의 편안한 착용감.

·실버 컬러의 고무소재 3차원 BMW 로고.

·소재 : 싱글 저지, 면 95%, 엘라스틴 5%. 

66,000원   Dark Blue
Ladies XS–M 80 14 2 285 161–163
Men S–L 80 14 2 285 200–202

#2 BMW Polo Shirt, ladies and men.
· 스포티하고 편안한 여성용/남성용 폴로셔츠.

· 클래식한 투 버튼 스타일. 

· 여성용은 슬림핏 디자인.      

· 컬러 자수의 BMW 로고.

· 소재 : 유기농 면 100%.

55,000원 Ladies  
White XS–M 80 14 2 166 817–819
Dark Blue XS–M 80 14 2 166 822–824

55,000원 Men 
White S–L 80 14 2 166 747–749
Dark Blue S–L 80 14 2 166 752–754
Black  S–L 80 14 2 166 757–759

#3 BMW Cap, unisex.
· 클래식 캡.

· 앞쪽 BMW 로고 포인트, 

뒷쪽 버클에 실버 컬러 BMW 로고.

· 소재 : 면 100%.

38,500원 
Bordeaux 80 16 2 28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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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FOLLOW
YOUR OWN
STYLE.
BMW FASHION 
COLLECTION.

#1/2 BMW T-Shirt (round neckline),
ladies and men.
· Precise Character Line의 라운드 넥 티셔츠.

·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광택.

· 최고급 코튼 소재가 자랑하는 뛰어난 착용감. 

· 여성의 몸매라인에 맞춘 슬림핏 디자인. 

·소재 : 싱글 저지 95%, 면 5% 엘라스틴.

44,000원   White
Ladies XS–M 80 14 2 285 141–143
Men S–L 80 14 2 285 176–178

#7/8 BMW T-Shirt (v-neck), 
ladies and men.
· Precise Character Line의 스포티한 브이넥 티셔츠.

·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광택.

· 최고급 면혼방 소재의 편안한 착용감.

· 여성용은 몸매라인에 맞춘 슬림핏 디자인. 

· 소재 : 싱글 저지, 면 95% 엘라스틴 5%.

44,000원 Grey marl
Ladies XS–M 80 14 2 285 146-148
Men S–L 80 14 2 285 182–184

#5 BMW Scarf, unisex.
· 보온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순모 머플러.

· 이중 골지 패턴의 부드러운 착용감.

· BMW 메탈 로고 포인트. 

· 소재 : 메리노 울 100%. 

60,500원 Dark Grey  80 16 2 339 233

환경친화적 의류.

BMW의 유기농 코튼 소재는 환경, 그리고 당신을 생각합니다. 

Highlights
-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목화를 공정 무역 방식으로 구매합니다. 

- 유해 화학약품 및 합성보조제를 넣지 않은 섬유만을 사용, 알레르기에 안전합니다. 

#3 BMW T-Shirt (round neckline), men.
· 남성용 클래식 티셔츠. 

· 편안한 핏감.

· 몸매를 살려주는 슬림핏과 라운드넥 . 

· 가슴에 BMW 로고.

· 소재 : 유기농 면 100%.

44,000원 Men
Dark Blue S–L 80 14 2 166 737–739
White S–L 80 14 2 166 732–734
Black S–L 80 14 2 166 742–744

#4 BMW T-Shirt (round neckline), ladies.
· 여성용 클래식 티셔츠. 

· 편안한 핏감.

· 몸매를 살려주는 슬림핏과 라운드넥 . 

· 소매에 BMW 로고.

· 소재 : 유기농 면 100%.

44,000원 Ladies 
White XS–M 80 14 2 166 802–804
Black XS–M 80 14 2 166 812–814

#6 BMW Cap, unisex.
·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클래식 야구 모자.

· 앞면 BMW 컬러 로고 포인트. 

· 소재 : 면 100%.

38,500원 White 80 16 2 166 852
 Dark Blue 80 16 2 166 853
 Black  80 16 2 166 85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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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NTERPRETATION
OF SMART CASUAL.
BMW FASHION COLLECTION.

#1/2 BMW Knit Jacket,
ladies and men.
· Precise Character Line의 여성용/남성용 니트 재킷.

· 최고급 울 혼방소재가 주는 완벽한 핏과 뛰어난 착용성. 

· 보풀이 적게 발생하는 안티 필링(Anti-Pilling) 처리.

· 이중 골지 패턴 소매와 칼라의 편안함.

· 입고 벗기 편안한 집업 스타일.

· 소재 : 니트, 울 45%, 비스코스 30%, 나일론 25%.

165,000원 Dark Blue
Ladies XS–M 80 14 2 285 166–168
Men S–L 80 14 2 285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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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MW Jacket, ladies and men.
·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여성용/남성용 재킷.

· 어떤 날씨와 상황에도 적합한 경량 재킷.

· 방풍, 방수 소재 및 보온성이 뛰어난 양모 충전재.

· 투 톤 컬러의 외피와 블루톤 안감.

· 운전이 편안한 소매 디자인.

· 두 방향으로 열리는 바깥주머니. 

· 자동차키에서 아이패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안주머니.

· 재킷 안쪽의 이어폰 고정 밴드.

· 여성용 자켓은 몸의 곡선을 살려주는 슬림핏 적용. 

· 외피 : 나일론 100%.

· 내피 : 나일론 100%, 충전재 : PES 100%.
(50%는 PET병 재활용 소재 사용)

275,000원 Blue-Black
Ladies XS–M 80 14 2 358 864–866
Men S–L 80 14 2 358 869–871

THE PERFECT FIT? 
WHEN EVERYTHING 
FEELS RIGHT.
BMW FASHION COLLECTION.
운전자를 특별히 배려한 디자인.

Driver’s cut이라는 인체공학적인 소매 디자인이 적용된 재킷입니다. 

혁신적인 재단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Highlights
- 운전 중 편안한 움직임을 보장하는 소매 디자인.

- BMW의 역동적이며 완벽한 디자인을 담은 재킷.

#3 BMW Summer Scarf, unisex.
· 자카드 소재의 가벼운 롱 스카프.

· 세련된 스트라이프 패턴.

· 최고급 혼방섬유소재의 부드러운 

촉감과 자연스러운 광택.

· 양쪽 밑단 술 처리. 

· BMW 메탈 엠블럼.     

· 소재 : 면 50%, 모달 50%.

55,000원    Bordeaux   80 16 2 28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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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DESIGN TO GO.
BMW MODERN 
LUGGAGE COLLECTION.
BMW 러기지 컬렉션의 스포티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개성적인 디테일로 완성됩니다. #6 BMW Modern Trolley, 26”.
·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 26인치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가진 캐리어.

· 길이 조절 손잡이와 이동이 편리한 바퀴.

· 실용적인 내부 수납 공간 구분.

· 소지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 스트랩. 

· 소재 : 폴리에스테르.

· 크기 : 가로 70 x 세로 43 x 폭 28cm.
· 중량 : 4.6kg.

242,000원 Black   80 22 2 365 440

#3 BMW Modern Trolley, 22”.
· 소형 프리미엄 캐리어.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

·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동하는 고무 바퀴.  

· 소재 : 폴리에스테르.

· 크기 : 가로 62 x 세로 38 x 폭 24cm.
· 중량 : 3.7kg.

198,000원 Black   80 22 2 365 439

#4 BMW Modern Personal Care Bag.
· 화장품 및 개인용품 보관용 퍼스널케어 백. 

· 칫솔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바깥주머니.

· 탈착식 거울 포함. 

· 소재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28 x 세로 20 x 폭 10cm.
·중량 : 0.3kg.

66,000원 Black   80 22 2 365 442

#1 BMW Modern Sports Bag.
·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는 대형 스포츠백.

· 통기성이 좋은 메시 재질 신발용 포켓.

· 넓은 사이드 포켓과 편리한 열쇠 포켓.

· 소재 : 폴리에스테르.

· 크기 : 가로 53 x 세로 29 x 폭 28cm.
· 중량 : 1.2kg.

110,000원 Black   80 22 2 365 443

#2 BMW Modern Boardcase.
·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특징인 스포츠 캐리어.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

· 정리가 편한 망사 포켓과 고정 스트랩.

· 소재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48 x 세로 34 x 폭 23cm.
·중량 : 3.2kg.

165,000원 Black   80 22 2 365 438

#5 BMW Modern Rucksack.
· 스포티한 디자인의 백팩.

· 최대 15인치 크기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 마우스나 안경 등을 위한 작은 수납공간.

·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가 달린 앞주머니. 

· 소재 : 폴리에스테르.

·크기 : 가로 46 x 세로 33 x 폭 13cm.
·중량 : 0.6kg.

121,000원 Black   80 22 2 365 444

#7 BMW Modern Messenger Bag.
·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메신저 백. 

·메인 수납공간 두 개와 실용적인 다기능 포켓. 

·최대 15인치 크기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어깨끈과 손잡이. 

· 소재 : 폴리에스테르.

· 크기 : 가로 39 x 세로 28 x 폭 9cm.
· 중량 : 0.5kg.

110,000원 Black   80 22 2 365 441

#2

편리한 사용을 위한 아이콘.

기능적인 아이콘이 매일 쓰는 중요한 
소품들이 가방 속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려줍니다. 휴대폰 수납 전용 공간은 
부드러운 안감을 덧대어 케이스와 
액정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 내부에 표시된 아이콘으로 수납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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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TURDY AS A SAFE.
BUT MORE APPEALING.
BMW WALLET COLLECTION.
감각적인 당신, 그리고 특별한 순간을 위한 가죽 액세서리.

Highlights
- 이탈리아산 최고급 송아지가죽, 뛰어난 내구성, 독특한 디자인.

-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의 섬세한 더블 스티치와 마감 처리.  

- 디자인 특징 : BMW 키드니 그릴 패턴의 자카드 안감.

#1 BMW Ladies’ Wallet, rectangular.
· 최고급 이탈리아 송아지 가죽의 여성 장지갑.

· 깔끔한 수작업 박음질과 이중 마감 처리.

· 넉넉한 수납공간과 지퍼가 있는 동전 포켓. 

· 스테인레스 스틸 BMW 로고.

· 고급 자가드 소재의 안감.

· 크기 : 가로 19 x 세로 10 x 폭 2cm.

220,000원 Black   80 21 2 344 445

#2 BMW Credit Card and Business 
Card Holder with Money Clip.
· 머니클립 기능을 갖춘 카드 명함 지갑.

·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

· 지폐를 보관하는 머니 클립, 카드포켓 3개로 구성.

· 스테인레스 스틸 BMW 로고.

· 크기 : 가로 10 x 세로 7 x 폭 1.2cm.

143,000원 Black   80 21 2 344 448

#3 BMW Men’s Wallet.
· 최고급 이탈리아 송아지 가죽의 남성 지갑.

· 깔끔한 수작업 박음질과 이중 마감 처리.

· 똑딱 버튼으로 실용성을 더한 동전 포켓, 

지폐포켓 2개, 카드포켓 12개의 수납공간.

· 스테인레스 스틸 BMW 로고.

· 크기 : 가로 10.5 x 세로 8.5 x 폭 2.5cm.

198,000원 Black   80 21 2 344 446

#4 BMW Credit Card and 
Business Card Holder.
· 최고급 이탈리아 송아지 가죽의 카드 명함 지갑.

· 1개의 메인 수납공간, 카드포켓 6개로 구성.

· 깔끔한 수작업 박음질과 이중 마감 처리.

· 스테인레스 스틸 BMW 로고.

· 크기 : 가로 10 x 세로 7 x 폭 0.3cm.

121,000원 Black   80 21 2 344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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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MONEY WILL LOVE YOU.
BMW WALLET COLLECTION.
정교한 디자인, 완벽한 기능성과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촉감까지, 틀림없는 BMW입니다. 

폭넓은 활용성을 갖춘 BMW 지갑이 장지갑부터 카드 지갑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6 BMW Ballpoint Pen.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볼펜, Made in Germany.
·스크류 방식으로 리필 가능. (리필 사이즈 : 미디엄)

·로듐 도금과 블랙컬러의 고광택 처리.

·볼펜의 캡 상단과 링 중앙에 새겨진 BMW 로고.

121,000원 Black/Chrome   80 24 2 217 297

#7 BMW Pen Set.
·만년필과 볼펜으로 구성된 펜 세트.

·빠르고 쉽게 볼펜심 리필 가능, 리필 사이즈 : 미디엄.

·클래식하고 세련되어 선물용으로 좋음.

·클립 중앙에 새겨진 BMW 로고.

220,000원 Black/Silvertone   80 24 2 217 298

BMW Ballpoint Pen Refills, pack of five. (Not shown)
3,300원 Black   80 24 2 280 132     Blue   80 24 2 280 131

#1 BMW Basic Ladies’ Wallet,
rectangular.
· 최고급 소가죽의 여성 장지갑. 

· 동전, 지폐와 카드 포켓 등 총 15개의 수납공간. 

· 세련된 컬러의 안감. 

· 소재 : 소가죽 80%, 폴리에스테르 20%.
· 크기 : 가로 19 x 세로 9 x 폭 2cm.

132,000원 Black   80 21 2 344 451

#2 BMW Basic Ladies’ Wallet.
· 최고급 소가죽의 여성 베이직 지갑. 

· 지폐 포켓 2개, 카드 포켓 3개, 

똑딱이 버튼이 달려 있는 동전 포켓.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 소재 : 소가죽 80%, 폴리에스테르 20%.
· 크기 : 가로 11.5 x 세로 10.5 x 폭 2.5cm.

126,500원 Black   80 21 2 344 452

#3 BMW Basic Men’s Wallet.
· 최고급 소가죽의 남성 베이직 지갑. 

· 지폐 포켓 2개, 카드 포켓 5개, 똑딱이 

버튼이 달려 있는 동전 포켓과 메쉬 포켓. 

·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 소재 : 소가죽 80%, 폴리에스테르 20%.
· 크기 : 가로 3 x 세로 10 x 폭 2.5cm.

121,000원 Black   80 21 2 344 453

#4 BMW Basic Men’s Wallet, slim.
· 최고급 소가죽의 클래식한 남성 반지갑. 

· 지폐 포켓 2개, 카드 포켓 10개, 똑딱이 

버튼이 달려 있는 동전 포켓과 메쉬 포켓. 

·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 소재 : 소가죽 80%, 폴리에스테르 20%.

· 크기 : 가로 13 x 세로 10 x 폭 2.5cm.

121,000원 Black   80 21 2 344 454

#5 BMW Basic Men’s Credit Card 
Holder.
·최고급 소가죽의 남성 카드지갑. 

·카드 포켓 6개.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소재 : 소가죽 80%, 폴리에스테르 20%.
· 크기 : 가로 10 x 세로 8 x 폭 2.5cm.

66,000원 Black   80 21 2 34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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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PROOF THAT
TIME IS A LUXURY.

BMW WATCH COLLECTION.
당신의 손목 위에서 빛나는 우아함과 다이내믹함. BMW 시계로 매순간 탁월한 장인 정신을 느껴보십시오. 

클래식한 가죽 스트랩 시계부터 스포티한 크로노그래프까지, BMW의 가치를 아는 모든 분들이 사랑할 시계를 

바로 이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 BMW Chrono Watch, men.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스위스 무브먼트 크로노 시계.

·40mm 무광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스크래치에 강한 스트랩과 미네랄 글라스. 

·정밀한 타이머, 스톱워치 기능, 날짜 표시, 초 표시, 생활 방수. 

·입체적인 악어 가죽 패턴의 가죽 스트랩.

440,000원 Leather, brown   80 26 2 311 777
   Leather, black     80 26 2 311 778

#3 BMW Classic Watch, ladies and men.
·클래식한 감각의 스위스 Quartz 무브먼트 시계.

·날짜 표시, 생활 방수.

·스크래치에 강한 스테인레스 베젤과 미네랄 글라스. 

·블랙 컬러 가죽으로 엠보싱된 스트랩.

·레이저로 조각된 BMW 로고와 페이스.

286,000원    Ladies: Leather, black    80 26 2 311 773
Men: Leather, black         80 26 2 365 447

#4 BMW Sports Chrono, men.
·스포티한 감각의 스포츠 크로노 시계.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스위스 무브먼트.

·44mm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

·스크래치에 강한 스트랩과 미네랄 글라스. 

·정밀한 타이머, 스톱워치 기능.

·날짜 표시, 초 표시, 생활 방수. 

517,000원       Stainless steel, black    80 26 2 147 052

#5/6 BMW Ladies’/Men’s Watch.
·스위스 무브먼트 무광택 스테인레스 스틸 시계.

·42mm 베젤, 마모에 강한 미네랄 글라스.

·초시계 내장, 날짜와 요일을 표시, 생활 방수.

·접이식 메탈 잠금장치가 장착된 스트랩.

·페이스와 뒷면에 레이저 각인된 BMW 로고.

341,000원 Ladies, light watch face   80 26 2 311 775
 Ladies, black watch face   80 26 2 318 662

385,000원    Men, light watch face       80 26 2 311 776
                             Men, black watch face       80 26 2 365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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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VIEWPOINTS.
BMW SUNGLASSES COLLECTION.
당신의 스타일을 찬란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아이템. BMW 선글라스는 

당신이 어떤 시간 속에 있든 눈부심 없이 자신감 있는 시선을 선사합니다. 

#1 BMW Style Sunglasses.
·남녀공용, 프리미엄 선글라스.

·견고하고 우아한 디자인.

·렌즈 내부 BMW 워드마크.

·최적의 착용감 제공.

·자외선 차단지수(SPF) 400nm 이상.

·케이스, 헝겊 클리너 포함.

176,000원 Matt Black   80 25 2 344 458

#2 BMW Metal Sunglasses.
·클래식한 디자인의 보잉 선글라스.

·실버톤 프레임과 블루그레이 컬러의 렌즈.

·프레임 안쪽 및 왼쪽 렌즈 위 BMW 워드마크.

·자외선 차단지수(SPF) 400nm 이상.

·선글라스 케이스와 안경닦이 포함. 

176,000원 Silvertone   80 25 2 217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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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TO THE
BMW WAY OF LIFE.
BMW KEY RING 
COLLECTION.

#1 BMW Leather Key Ring Pendant.
·BMW 로고로 장식된 키링 펜던트.

·BMW 컬렉션의 가죽 제품과 동일한 

최고급 송아지 가죽 소재.

44,000원   Leather, Silvertone/Black   80 21 2 211 551

#3 BMW Emblem Key Ring Pendant.
·에나멜 BMW 로고 키링 펜던트.

·크기 : 5.8 x 3.2cm.

38,500원 Silvertone   80 27 2 344 460

#4 BMW Key Ring Pendant, Design.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BMW 로고 에폭시 부착 홀더.

·크기 : 8.8 x 2.4cm.

25,300원 Silvertone   80 56 0 443 282

#2 BMW Logo Key Ring Pendant.
·고광택 니켈 도금 키링 펜던트.

·BMW 로고 장식.

39,600원 Silvertone   80 23 0 444 663

#7 BMW Lanyard, Rectangular.
·BMW 로고로 장식된 키링 펜던트.

·BMW 컬렉션의 가죽 제품과 동일한 

최고급 송아지 가죽 소재.

15,400원 Black/Silvertone   80 56 0 443 299

#8 BMW Key Ring Pendant, Loop.
·단단한 가죽 루프.

·하이퀄리티의 메탈 BMW 로고로 구성된 키링 펜던트.

·모든 BMW 키와 호환 가능.

16,500원 Silvertone/Black   80 27 2 344 461

#5 BMW Key Ring Pendant, Square.
·BMW 로고 에폭시 핀 부착된 키링 펜던트.

·크기 : 5 x 2.9cm.

18,700원 Silvertone, matt   80 56 0 443 278

#6 BMW Logo Key Ring Pendant, Rectangular.
·메탈소재의 고급 키링 펜던트.

·이중 이음새로 사용이 편리.

·크기 : 7.3 x 2cm.

39,600원 Silvertone   80 23 0 305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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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Model-Specific Key Ring Pendants.
·메탈의 견고함과 고급스러운 감각을 선보이는 열쇠고리 펜던트.

·스페셜한 숫자 팬던트가 돋보임.

·기능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이중 이음새.

#1 BMW 1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77

#9 BMW Z3.
39,600원 

Silvertone 80 23 0 432 391

#5 BMW 5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79

#13 BMW X3.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4

#2 BMW 2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354 147

#10 BMW Z4.
39,600원 

Silvertone 80 23 0 406 871

#6 BMW 6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0

# 16 BMW X4. 
·새로운 BMW X4 프리미엄 열쇠고리 펜던트.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39,600원    Silvertone  80 27 2 359 626

#3 BMW 3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78

#11 BMW GT.
39,600원 

Silvertone 80 23 2 157 673

#7 BMW 7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1

#14 BMW X5.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5

#4 BMW 4 Series.
39,600원 

Silvertone 80 27 2 354 146

#12 BMW X1.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3

#8 BMW 7 Series
(from 2002).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2

#15 BMW X6.
39,600원 

Silvertone 80 27 2 287 786

28 29



BMW LIFESTYLE  I  BMW COLLECTIONBMW LIFESTYLE  I  BMW COLLECTION

#2 BMW Mouse Pad.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마우스 패드.

· BMW EfficientDynamics 컨셉카 프린팅.

·크기 : 24 x 20cm.
·두께 : 1.6mm.
·소재 : FOAM-tec.

10,000원 
Tricoloured    80 56 2 211 966

#3 BMW i8 Computer Mouse.
·BMW i8 컨셉트 카 디자인의 마우스.

·최대 30%까지 절전할 수 있는 

블루 LED 라이트와 자동 슬립 모드.

·최대 30m까지 무선 작동, 다양한 해상도 지원. 

·마우스 리시버 일체형 보관 가능. 

66,000원 
Tricoloured    80 29 2 352 624

#4 BMW Notebook.
·하드 커버 아이디어 노트.

·100페이지(모눈 50페이지, 무선 50페이지).

·두꺼운 밴드가 있어 봉합 가능. 

·크기 : 11 x 15cm.

13,200원 

Dark or Light Blue           80 56 2 211 968

#5 BMW Folding Umbrella.
·BMW 로고가 새겨진 튼튼한 접이식 우산.

·반자동 개폐방식, 보관이 용이함.

28,600원

Dark Blue 80 56 2 211 970

#1 BMW USB.
·메탈 케이스의 고품질 USB.

27,500원 8GB 80 29 2 288 709
38,500원 16GB 80 29 2 358 820

#6 BMW Badge.
·지름 1cm의 BMW 메탈 배지.

·에폭 처리된 외부 돔, 편리한 압정 형식.

4,000원

Silvertone 80 56 0 444 572

#7 BMW Pin
·섬세하고 치밀하게 만든 BMW 핀.

·안전 캡과 에폭시 처리.

5,700원

Silvertone 80 56 0 443 263

#8 BMW Flag Label Pencil.
·BMW 라벨로 장식된 스타일리시한 연필.

·모던한 느낌을 주는 블랙, 실버 컬러 코팅.

3,000원

Silvertone 80 56 0 444 593
Black 80 56 0 444 559

#9 BMW Ballpoint Pen.
·사용하기 편리한 트위스트 방식 플라스틱 펜.

·블랙과 블루 컬러 리필 가능.

3,500원

Black 80 56 0 443 302
Blue 80 56 0 443 304

#10 BMW Mobile Phone Flip 
Cover, black.
·스타일리쉬한 핸드폰 플립 커버.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와 가죽 마감.

·BMW 로고 마크.

49,500원

iPhone 5s 80 28 2 358 183
Galaxy S4 80 28 2 358 180

#11 BMW Mobile Phone Hard 
Shell Case, white.
·세련된 디자인의 휴대폰 하드쉘 케이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와 가죽 마감.

·BMW 로고 마크.

38,500원

iPhone 5s 80 28 2 358 187
Galaxy S4 80 28 2 358 184

LITTLE HELPERS. 
FOR BIG 
PROJECTS. 
BMW ACCESSORIES 
COLLECTION.

30 31



BMW LIFESTYLE  I  BMW COLLECTION BMW LIFESTYLE  I  BMW COLLECTION

ARTWORKS
YOU CAN TOUCH.
BMW ICONIC COLLECTION.
BMW 아이코닉 컬렉션의 디자인은 당신이 몇 번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을 

형상화한 제품들, 그리고 독창적이며 감각적인 디자인은 당신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1 BMW Cufflinks.
· BMW 키드니 그릴 디자인의 정교한 커프스 단추.

· 스테인리스 스틸과 세련된 패턴을 새겨놓은 고무소재. 

· 한 손으로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회전식 버클.

· 크기 : 가로 4.9 x 세로 2.5cm.

132,000원 Silvertone/Black   80 27 2 353 740

#2 BMW Money Clip.
· BMW 키드니 그릴 디자인의 머니 클립. 

· 패턴을 새겨 놓은 최고급 고무 소재.

· 뒷면에 각인된 BMW 로고. 

· 크기 : 가로 4.9 x 세로 2.5cm.

71,500원 Silvertone/Black   80 27 2 353 739

#3 BMW Key Ring, Kidney Grille.
· BMW 더블 키드니 그릴 모티브 키홀더.

· 패턴을 새겨 놓은 최고급 고무 소재.

· 풀턴방식으로 간편하게 키를 탈장착.

· BMW의 모든 키와 호환 가능.

· 크기 : 가로 11 x 세로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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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MW Key Ring, Single Kidney.
· BMW 키드니 그릴 모티브 키홀더. 

· 패턴을 새겨 놓은 최고급 고무 소재.

· 풀턴방식으로 간편하게 키를 탈장착.

· BMW의 모든 키와 호환 가능.

· 크기 : 가로 8.4 x 세로 2.3cm.

71,500원 Silvertone/Black   80 27 2 353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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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CONIC RANGE.
BMW ICONIC COLLECTION.

#2 BMW Iconic Unisex Pouch.
·열고 닫는 지퍼 형식의 최고급 송아지 가죽 파우치. 

·두 줄의 깔끔한 왁스실 박음 처리.

·BMW 키드니 그릴을 형상화한 안감.

·세련된 느낌의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 소재 : 소가죽.
· 크기 : 가로 20.5 x 세로 13.2 x 폭 0.9cm.

154,000원 Black   80 22 2 406 672

#1 BMW Iconic Touch Command Sleeve.
·BMW 7시리즈 내장형의 삼성 터치 커맨드 송아지 가죽 커버. 

·두 줄로 처리된 깔끔한 왁스실 박음의 핸드메이드 제품.

·BMW 키드니 그릴을 형상화한 안감. 

·세련된 느낌의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 소재 : 소가죽.
· 크기 : 가로 20.5 x 세로 13.2 x 폭 0.9cm.

132,000원 Black   80 21 2 406 536

#3 BMW Iconic Universal Tablet Case.
·최고급 송아지 가죽의 태블릿 케이스. 

·두 줄의 왁스실 박음과 자석을 이용한 덮개형 디자인. 

·BMW 키드니 그릴을 형상화한 안감과 바깥쪽 수납공간.

·세련된 느낌의 스테인리스 스틸 BMW 로고.

· 소재 : 소가죽.
· 크기 : 가로 11.7 x 세로 24.7 x 폭 0.7cm.

143,000원 Black   80 21 2 40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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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W Walking-Stick Umbrella.
· 강한 바람에도 쉽게 접었다 펼 수 있는 장우산. 

· 초경량 알루미늄 유리섬유 프레임. 

· 최고급 가죽 소재 손잡이.

· 소재 : 100% 테플론 코팅 폴리에스테르.

· 직경 : 109cm.

110,000원 Black   80 23 0 305 902

#5 BMW Folding Umbrella.
· 한 손으로 쉽게 접었다 펼 수 있는 자동식 우산.

·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가죽 소재 손잡이.

· 빨리 마르고 발수성이 뛰어난 우산 천. 

· 수납에 편리한 작은 크기.

· 우산집 포함.

· 소재 : 100% 테플론 코팅 폴리에스테르.

· 직경 : 97cm.

92,400원 Black   80 23 0 305 901

#1 BMW Weekender Duffle Bag, 22”.
· 장거리 여행과 단기 여정에 적합한 더플 백. 

·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5일 일정의 짐 수납 가능.

· BMW 로고가 각인된 탈부탁 가능한 어깨끈.

· 가죽 손잡이와 자석장치로 실용성을 더한 핸들.

· BMW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네임택 포함.

· 소재 : 그레인 가죽, 나일론.

· 크기 : 가로 36 x 세로 56 x 폭 30cm.

· 중량 : 1.57kg.

275,000원 Black   80 22 2 357 710

#2 BMW Trolley, 24.5”.
· 중간 사이즈의 최고급 캐리어.

· 이동이 편리한 회전식 고무 바퀴. 

· 우수한 내구성을 위해 백 뒤쪽에 강화 패널 사용.

· 휴대용 수트 폴더 및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

· 견고한 3단계 접이식 알루미늄 메탈 강화 핸들. 

· 소재 : 그레인 가죽, 나일론.

·크기 : 가로 62 x 세로 43 x 폭 27cm.

·중량 : 4.98kg.

495,000원 Black   80 22 2 357 709

#3 BMW Cabin Trolley, 20”.
·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나일론 캐리어. 

· 견고함을 강화한 플라스틱 모서리.

·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핸들링을 제공하는 바퀴. 

· 다양한 크기의 수납공간과 견고한 잠금 장치. 

· 노트북 가방과 함께 구매 가능. 

· 소재 : 그레인 가죽, 나일론.

·크기 : 가로 51 x 세로 36 x 폭 23cm.

·중량 : 4.08kg.

396,000원 Black    80 22 2 357 708

FIRST CLASS, LONG BEFORE
YOU START YOUR JOURNEY.
BMW LUGGAGE COLLECTION.
어디를 가든, 얼마나 긴 시간을 머물든 편안함과 우아함을 즐기십시오.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더플백에서 장거리 여행을 위한 트롤리까지 BMW 러기지 컬렉션이 

여행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당신이 어떤 여정도 즐겁게 기다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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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을 맡고 있는 올리버 

하일머는 구체적인 소재와 컬러, 형태를 통해 강렬

한 다이내믹이라는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쉽지 

않은 작업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길 위에서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기때문입니다. 

“때로는 단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BMW M은 디자인에서 힘과 속도를 역동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뒤따

랐습니다. 좌석의 형태, 시트의 촉감, 연결부의 적

절한 위치, 소재 배치 등이 매끈한 외양보다 오히려 

중요했기 때문이죠. 올리버 하일머에게 이러한 문제

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자,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일을 잘 해내고 싶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기존의 기대감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BMW M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아주 높

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력한 파워와 더 견고한 

완벽함, 더 정교한 제어력을 갖춘 BMW M이 자

신들에게 더 큰 영감을 가져다주길 원했고, 결국 

BMW M은 모터 레이싱 카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는 BMW M 컬렉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BMW M 카본 시계를 예로 들면, 

애호가들을 흥분시키는 이 시계는 디자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정확한 

시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올리버 하일머는 

종종 시계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디자인이며, 그 것은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요? 
분명하죠. 이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과 크고 작은 디테일은 어린 

시절 삼촌의 BMW 320i를 탔던 순간부터 그를 

매혹시켰습니다. 그 매혹은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BMW M4 쿠페의 운전석에 앉을 

때면,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나 

움직입니다.

BMW M
COLLECTION.
M.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자, 당신은 언제나 이 힘있는 문자 앞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BMW M 시리즈를 볼 때처럼 말입니다. BMW M 컬렉션은 완벽한 파워,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모터스포츠의 강렬한 매력을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라인, 안트라사이트와 블랙, 그리고 BMW M 레드의 특별한 조화가 당신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무엇이 M 컬렉션을 이토록 아름답게, 또한 기능적으로 훌륭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질과 디자인의 수준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고집입니다. 이러한 BMW M 시리즈의 가치를 아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스타일링, BMW M 컬렉션으로 완성하십시오.

올리버 하일머는 2002년 BMW 1시리즈 
초기 모델의 실내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BMW 실내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WHAT’S YOUR DRIVE? 

다이내믹을 
디자인하다. 
올리버 하일머 | BMW 그룹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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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FOR
PETROLHEADS.
BMW M FASHION COLLECTION.

#1 BMW M Reversible Down 
Jacket, ladies.
· 여성용 양면 다운재킷. 

· 유광 레드와 무광 블랙 두 가지 색상.

· 탈착식 모자와 고무밴드 소매.

· 방수, 방풍 기능성 소재. 

· 슬림핏 재단 및 정교한 누빔 마감. 

· 편리한 안쪽 슬래시 포켓과 바깥쪽 지퍼 포켓.

· 외피 : 폴리에스테르 100%, 

충전재 : 솜털 90%, 깃털 10%.

363,000원	 Black/Red
Ladies XS–M   80 14 2 289 020–022

#2 BMW M 2-in-1 Jacket, men.
· 비바람에 강한 4계절용 남성용 투인원 재킷.

· M 레드 색상의 방한용 탈착식 다운 패딩 

조끼 포함.

· 드라이빙에 특화된 소매 디자인. 

· 구김을 방지하는 형상기억 소재 사용. 

· 목까지 완전히 감싸주는 지퍼로 뛰어난 

바람막이 기능. 

· 바깥쪽 주머니 4개, 안쪽 조끼 주머니 2개 등 

실용적인 디자인.   

· 외피 : 폴리에스테르 100%, 

충전재 : 나일론 100%.

·내피 : 폴리에스테르 100%, 

충전재 : 솜털 90%, 깃털 10%.

363,000원	 Black/Red
Men S–L 80 14 2 289 014–016

#3 BMW M Belt, men.
·5단계 길이 조절이 가능한 

트렌디한 감각의 M 벨트.

·벨트 안쪽 BMW M 로고.

·BMW M 로고가 새겨진 메탈 버클 장식.

·크기 : 120 x 3.5cm.

176,000원
Leather, Anthracite 80 21 2 147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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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ADRENALINE.
IN EVERY FIBRE.
BMW M FASHION COLLECTION.

#1 BMW M Sneaker 
“Dorifuto 2 Heat”, unisex.
· BMW M 디자인 모티브의 푸마 스니커즈. 

·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안창.

· 탄탄하며 스타일리시한 가죽 마감. 

· 야광 크롬 색상 스트라이프 부분은 

통풍을 위해 다공 처리.

· 안감은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 

· 설포에 BMW 로고마크, 겉창에 푸마 

로고마크, 뒷축에 BMW M 로고마크.

143,000원

#2/3 BMW M Sweat Jacket,
ladies and men.
·어깨와 팔꿈치 부분의 패치가 

독특한 남성용/여성용 스웨트 재킷.

·입고 벗기 편한 소매와 밑단.

·스탠드업 칼라와 배색 처리된 

지퍼가 만드는 세련된 스타일.

·등 부분에 “M. The most powerful 
letter in the world.” 로고.

·여성용은 슬림핏의 후디 스타일. 

·소재 : 면 95%, 엘라스틴 5%.

165,000원	Anthracite
Ladies XS–M 80 14 2 358 081–083
Men S–L  80 14 2 358 075–077

#4/5 BMW M Nylon Jacket,
ladies and men.
·어떤 날씨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나일론 재킷.

·고품질, 초경량 소재로 완벽한 착용감.

·BMW M 스트라이프, BMW M 로고.

·여성용 : 슬림한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움 강조.

·남성용 : 통합 후드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적.

·소재 : 나일론 캔버스 100%.
198,000원	Anthracite
Ladies XS–M 80 14 2 297 285–287
Men S–L 80 14 2 297 261–263

#6 BMW M Longsleeve, ladies.
·세심한 디테일과 스타일리시한 V넥의 롱슬리브.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와 슬림 컷으로 완벽한 핏.

·팔꿈치와 어깨 부분의 엠보싱 패치.

·칼라 뒤쪽 M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뒷면 밑단에 “M. The most 
powerful letter in the world.” 로고

·가슴 쪽 BMW M 로고마크. 

·소재 : 면 95%, 엘라스틴 5%.

93,500원	
Anthracite XS–M 80 14 2 360 443–445

#7 BMW M Longsleeve, men.
·탁월한 핏을 만들어내는 싱글 저지 롱 슬리브. 

·팔꿈치와 어깨 부분의 엠보싱 패치. 

·칼라 뒤쪽 M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뒷면 밑단에 “M. The most 
powerful letter in the world.” 로고.

·소재 : 면 95%, 엘라스틴 5%.

93,500원	
Anthracite S–L 80 14 2 360 437–439

SHOE SIZE TABLE

US
EUR
UK

6
38
5

7
39
6

7.5
40
6.5

8.5
41
7.5

9
42
8

10
43
9

Anthracite / Red
80 19 2 289 – 026 027 182 029 030 -

Red 
80 19 2 289 – 035 036 037 038 039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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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 
FASHION 
COLLECTION.

#1 BMW M Fan T-Shirt, men.
·M 컬렉션의 특별한 남성용 티셔츠.

·엠보 프린팅 된 M 로고.

·소재 : 코튼 100%. 

45,100원	 White S–L   80 14 2 158 074–076
 Anthracite S–L   80 14 2 166 206–208

#2/3 BMW M Carbon Appliqué T-Shirt, men.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M 카본 아플리케 티셔츠.

·소매 주변의 붉은 솔기, 목 뒷면 칼라에 연출된 M 상징 컬러.

·소재 : 싱글 저지, 면 100%. 

49,500원	 Anthracite S–L   80 14 2 297 225–227
 White S–L   80 14 2 297 231–233

#4/5 BMW M T-Shirt, ladies.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슬림 핏 브이넥 네크라인 여성용 M 티셔츠.

·오른쪽 가슴에 BMW M 로고, 칼라 뒷면에 M 줄 무늬로 포인트.

·소재 : 싱글 저지, 코튼 95%, 엘라스틴 5%. 

66,000원	 Anthracite XS–M    80 14 2 297 267–269
 White  XS–M    80 14 2 297 273–275

#6 BMW M Cap, unisex.
·면 안감이 부드러운 남녀공용 모자.

·은은한 광택과 강렬한 레드 컬러 조합.

·앞면 및 뒷버클에 BMW M 로고 마크.

·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49,500원	
Anthracite       80 16 2 355 388

#7 BMW M Carbon Tie.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카본 패턴의 타이.

·앞/뒷면에 컬러 BMW M 로고 자수. 

·소재 : 실크 100%. 

110,000원	
Silk, Anthracite    80 16 2 179 762

#8 BMW M Polo Shirt, men.
·착용감이 편안한 남성용 M 폴로 셔츠.

·트렌디한 2버튼으로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줌.

·소매부분에 M 스트라이프의 감각적인 디자인.

·소재 : 코튼 95%, 엘라스틴 5%.     

77,000원	
Red S–L   80 14 2 344 338–340
Anthracite S–L   80 14 2 344 344–346

#9 BMW M Cap, unisex.
·패션감각이 돋보이는 카본 스타일 모자. 

·레드 컬러의 안감.

·M 로고 자수.     

49,500원	
Anthracite 80 16 2 344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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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TEST LUGGAGE
SET IN THE WORLD.
BMW M LUGGAGE COLLECTION.

#1 BMW M Trolley.
·스포티한 감각의 고품격 트롤리 케이스.

·안전을 위한 TSA 자물쇠와 숫자 키 적용.

·메쉬 커버와 깔끔한 패딩 안감, 용도에 따른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

·손잡이에 BMW M 로고, 앞면 BMW M 로고.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100%(내부).

·크기 : 가로 60 x 세로 42 x 폭 30cm. 

·무게 : 4.2kg.

385,000원	 Black   80 22 2 344 400

#2 BMW M Boardcase.
·레드 지퍼와 M 스트라이프 장식된 

시크한 프리미엄 M 보드케이스.

·안전을 위한 TSA 자물쇠와 숫자 키 적용.

·강력한 신축성을 지닌 내부 스트랩과 

충분한 내부 수납공간 제공.

·앞면 BMW M 로고, 손잡이에 BMW M 로고.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100%(내부).

·크기 : 가로 55 x 세로 40 x 폭 20cm.

·무게 : 3.7kg.

341,000원	 Black   80 22 2 344 401

#3 BMW M Sports Bag.
·다이내믹한 스타일의 스포츠 백.

·BMW M 스트라이프 디자인 장식.

·지퍼 라인을 따라 처리된 레드스티치 포인트.

·전면 2개의 포켓과 측면 발수 처리된 

신발 수납공간.

·카라비너로 손쉽게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 포함

·소재 : 나일론, 카본.

·크기 : 가로 54 x 세로 31 x 폭 27cm.

·무게 : 1.4kg.

176,000원 Black   80 22 2 344 402

#4 BMW M Travel Bag.
·카본 소재를 사용한 견고하고 가벼운 여행 가방.

·BMW M 스트라이프 디자인 장식.

·크고 작은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메인/사이드 수납공간.

·통풍 가능한 분리된 신발 수납공간.

·소재 : 나일론, 카본, 

폴리에스테르 100%(내부).

·크기 : 가로 64 x 세로 34 x 폭 38cm.

·무게 : 1.25kg.

198,000원 Black   80 22 2 34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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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TEST LUGGAGE
SET IN THE WORLD.
BMW M LUGGAGE COLLECTION.

#1 BMW M Personal Care Bag.
·실용적인 BMW M 케어 백.

·부드러운 나일론 방수소재로 

가볍고 세척이 용이.

·백 밑면 논슬립 러버 패드 부착.

·내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납 구조. 

·위생용품을 위한 메쉬포켓 추가.

·소재 : 나일론, 카본.

·크기 : 가로 25 x 세로 15 x 폭 17cm.
·무게 : 0.34kg.

77,000원	 Anthracite   80 22 2 344 398

#2 BMW M Folding Umbrella.
·편리한 버튼 터치 방식의 접이식 우산.

·부식 방지 가능한 우산 프레임, 

알루미늄 소재의 손잡이.

·레드 컬러로 장식된 캐노피.

·BMW M 로고가 프린팅 된 카본 패턴의 

우산과 우산 케이스.

77,000원	 Black   80 23 2 211 767

#3 BMW M Umbrella.
·강화된 카본 소재의 프레임으로 제작된 우산.

·레드와 블랙 컬러로 디자인된 가죽 소재의 

손잡이.

·테플론 코팅 처리된 폴리에스터 실크 캐노피.

·BMW M 로고 프린트.

121,000원	 Black   80 23 2 147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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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M Carbon Chrono.
·M 시리즈의 강렬함을 담은 디자인.

·최상급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긁힘 방지 처리된 미네랄 글라스.

·야광 기능의 시침과 분침 및 레드 컬러 초침.

·스위스 RONDA 무브먼트. 

·스톱워치 기능, 날짜 표시, 초 표시, 

최대 100m 수심 방수.

·선물용 박스 포장. 

572,000원	
Stainless steel/leather   80 26 2 365 455

#2 BMW M Chronograph.
·스포티한 감각의 시계.

·하이퀄리티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BMW M 디자인의 시계 표면.

·야광 기능의 시침과 분침.

·미네랄 강화 글라스, RONDA 스위스 
Quartz 무브먼트.

·시계 뒷면에 레이저로 각인된 BMW 로고. 

·스톱워치 기능, 날짜 표시, 초 표시, 생활 방수.

·선물용 박스 포장.

572,000원	
Stainless steel, Black     80 26 2 365 454

#3 BMW M Watch.
·스포티하고 모던한 M 손목시계.

·하이퀄리티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블랙 컬러의 알루미늄 다이얼 링, 카본 페이스.

·미네랄 강화 글라스, RONDA 스위스 
Quartz 무브먼트.

·가죽 안감 처리된 튼튼한 카본 패턴 스트랩.

·아날로그식 날짜 표시, 생활 방수.

·선물용 박스 포장.

385,000원
Nylon, Black 80 26 2 365 453

RACE AGAINST TIME.
BMW M WATCH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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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INSTINCT
INCLUDED.
BMW M COLLECTION ACCESSORIES.

#2 BMW M Carbon Key Ring 
Pendant.
·정밀하게 완성된 최고급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카본 키링 펜던트.

·BMW M 로고, 뒷면은 실제 카본 세공.

56,100원	
Silvertone/Carbon 80 27 2 304 189

#3 BMW M Pin.
·화려한 입체감을 구현한 M 핀 배지. 

9,500원	
Silvertone  80 23 2 152 291

#4 BMW M CFRP Key Ring 
Pendant.
·편리한 잠금 방식의 한정판 키링 펜던트. 

·BMW M 컬러 로고, 뒷면은 실제 카본 세공.

48,400원	
Silvertone/Carbon  80 27 2 304 190

#5 BMW M USB Key, 8 GB.
·BMW M 자동차 키 모양의 USB 스틱.

·카본 패턴, 뒷면 BMW M 로고.

·블랙 컬러의 목걸이 줄 부착.

·USB 케이블 포함, 선물용 박스 포장.

56,100원	
Black 80 23 2 212 807

#1 BMW M Sunglasses.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의 남녀공용 선글라스. 

·그레이 컬러의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카본 트림의 프레임 위에 BMW M 로고. 

·자외선 차단지수(SPF) 400nm.

·선글라스 케이스와 파우치 제공. 

·프레임 : 메탈, 블랙, 광택 마감.

·렌즈 : 그레이. 

165,000원	
Black/Grey    80 25 2 289 192

#6 BMW M Smartphone Sleeve.
·스타일리시한 스마트폰 커버.

·바깥면 레드 스트라이프 포인트.

·소재 : PU 가죽, 마이크로 파이버.

49,500원	
iPhone 5 80 21 2 333 806
Galaxy S3  80 21 2 333 807

#7 BMW M Hard Cover.
·핸드폰을 외부의 충격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드커버. 

·BMW M 스트라이프 장식, BMW M 로고.

·소재 : 플라스틱 쉘, PU 가죽.

49,500원	
iPhone 5 80 21 2 351 095
Galaxy S3 80 21 2 351 096
Galaxy S4 80 28 2 357 963

#8 BMW M Rollerball Pen.
·스타일리시한 프리미엄 펜.

·BMW M 워드 마크.

·캡 끝부분 BMW M 로고.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선물에 적합.

165,000원	
Chrome/Carbon 80 24 2 217 299 

BMW M Rollerball Pen Refill, single.
3,300원	 Blue     80 24 2 280 133
 Black   80 24 2 280 134

#9 BMW M Business Card Wallet.
·가죽 소재의 모던한 BMW M 명함 카드 지갑.

·2개의 카드 수납공간 제공.

·BMW M 스트라이프 장식, BMW M 로고.

·소재 : 가죽 100% (외부), 

폴리에스테르 100% (내부).

66,000원	
Black 80 21 2 344 406

#10 BMW M Wallet.
·부드러운 감촉의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블랙 컬러 지갑.

·지폐 수납공간과 동전 수납공간 제공.

·비즈니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8개의 섹션, 2개 슬롯.

·소재 : 가죽 100% (외부), 

폴리에스테르 100% (내부).

·크기 : 가로 11.5 x 세로 9.5 x 폭 2.5cm.

165,000원	
Black 80 21 2 344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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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YOUR DRIVE? 

지금	이	순간의	
기적.
알렉산드라 클레버 | 사진 작가

사진 작가 알렉산드라 클레버는 아이들이 그녀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줄 압니다. 몇 가지 유용한 트릭이 있거든요. 이 영리한 사진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욕심없는 모델들과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 살펴보시죠. 

BMW KIDS’ 
COLLECTION.
BMW 키즈 컬렉션에는 리틀 BMW 팬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동안

함께 해줄 자전거는 물론 아이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작은 BMW 자동차에 미니어처 RC카까지. 

당신의 아이들이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BMW의 품격으로 첫 발을 디디도록 해주세요. 

모든 제품은 안전 승인을 받았기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클레버가 어린 아이 하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까지, 아이의 장난기 어린 에너지가 즐겁게 춤춥니다. 아이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아이는 다시 뛰기 시작하고, 알렉산드라 클레버는 그런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그녀의 카메라로 아이의 가장 완벽한 순간을 담아

내기 위해 그녀는 그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거침없는 추진력, 

열정,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끊이지 않는 호기심은 항상 그녀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이런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 전문 사진 

작가가 되었죠.

“진정성 있고 생생한 사진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기적같은 순간이죠!”

알렉산드라 클레버의 사진들은 보는 사람에게 깊이 각인됩니다. 그녀의 

사진들은 파워풀하면서도 다이내믹하고,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창조적인 

즐거움을 전해줍니다. 그 이미지들을 보고있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단히 개인적이어서 아주 

친밀하고,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입니다. 사진 작품에서도 촬영 현장

에서도 그녀 고유의 아우라는 언제나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촬영 

중인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항상 장난감을 준비해둡니다. BMW 
M6 컨버터블 전동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이들은 이걸 타고 속도의 

즐거움을 경험하죠. 아이들이 놀이에 푹 빠져서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녀가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땐 오로지 그 순간만 존재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녀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다시 떠올

립니다. 사실 아이들의 순수한 즐거움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애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나 자신도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남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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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ND A HALF YEARS OLD.
AND ALREADY
A SEASONED TRAVELLER.
BMW KIDS’ COLLECTION.

#1 BMW Baby Racer II, Motorsport.
·미래의 운전자들을 위한 BMW 베이비 레이서 II 모터스포츠.

·스포츠 스티어링 휠, 속력계, 회전속도계 장착.

·소음방지 고무 타이어 장착, TŰV 승인 획득. 

·크기 : 가로 73 x 세로 32.5 x 폭 40cm.
·휠베이스 : 44cm, 무게 : 6.4kg, 사용연령 : 18개월-3세.

187,000원	 Blue/White   80 93 2 163 090

#2 BMW Baby Racer II, M3.
·후방 스포일러에서 경적까지 오리지날 버전과 대등한 디자인.

·온도계와 연료계, M 핸들, 주행기록계, 속도계 등 뛰어난 디테일.

·소음방지 고무 타이어 장착, TŰV 승인 획득. 

·크기 : 가로 70.5 x 세로 32.5 x 폭 40cm.
·휠베이스 : 44cm, 무게 : 4.5kg, 사용연령 : 18개월-3세. 

165,000원	 Orange/Black   80 93 2 296 563

#3 BMW Baby Racer II.
·우수한 품질로 제작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클래식 모델. 

·레드 컬러의 패딩시트로 안락함 제공. 

·소음방지 고무 타이어 장착, TŰV 승인 획득. 

·크기 : 가로 70.5 x 세로 32.5 x 폭 40cm.
·휠베이스 : 44cm, 무게 : 4.5kg, 사용연령 : 18개월-3세. 

154,000원	 Black/Red        80 93 0 446 003
Blue/Orange   80 93 0 006 909 #7 BMW M6 Convertible.

·BMW M6 실제 모델을 재현한 제품.

·메탈릭한 느낌의 블루 컬러.

·오리지널 M 모델의 앞/뒤 범퍼.

·제품 전면과 후면에 M6 모델의 

휠 스티커 부착.

·경적과 속도계 장착.

·도색한 스틸 프레임과 유해물질이 제거된 

플라스틱으로 제작.

·최대중량 : 50kg. 

·사용연령 : 4-7세.

페달카 

·시트 위치 조절 가능.

·무게 : 약 10kg.

561,000원  Blue   80 93 0 444 852

#4 BMW Cruise Bike Junior.
BMW 크루즈 바이크 주니어는 8-10살의 취학 후 아동들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아이의 체형과 동선에 대한 BMW의 끊임없는 

연구는 실용적이고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각도로 설치되어 손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체중에 최적의 반응을 보여주는 고품질의 

프런트 포크와 시마노 그립 시프트 6단 변속 시스템으로 아이들은 

더 쉽고, 더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퀴, 페달, 안장 등에 

장착된 반사기와 경쾌하게 울리는 벨 소리로 아이들의 안전 또한 

책임집니다. BMW 크루즈 바이크 주니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라이딩의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Weight : 12.5kg. 
High-strength aluminium frame (AL 6061-T6), 
made from four-chamber extrusion profile, smooth-welded seams.

590,000원	 White/Green          80 91 2 315 519
  Black/Orange        80 91 2 315 518

#5 BMW 3 Series Convertible.
·좌석 위치 조절 가능, 고무 바퀴.

·유해물질이 제거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

·사용연령 : 3-5세.

배터리	전동카	

·최고속도 : 4km/h. 

·구동 시간 : 최소 연속 1시간 30분. 

·충전 시간 : 15시간. 

·무게 : 약 12.5kg.

616,000원	 Silver   80 93 2 158 899

#6 BMW M3 Motorsport.
·80년대 영광의 DTM모델.

·모터스포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

·사용연령 : 3-5세.

배터리	전동카	 	

·최고속도 : 4km/h.  

·구동시간 : 최소 연속 1시간 30분.  

·충전시간 : 15시간. 

·무게 : 약 12.5kg.

671,000원 Black     80 93 2 320 203

페달카

·시트 위치 조절 가능.

·무게 : 약 8kg.

385,000원	 Black     80 93 2 32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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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INIATURES.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당신의 책상 위에서 즐겨보세요.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BMW 미니어처는 새로운 기준의 생산 공정과 100번 이상의 성능 테스트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BMW 507 컨버터블처럼 귀한 클래식 모델에서 BMW i8처럼 미래적인

모델까지, BMW 미니어처는 수집가들과 BMW 애호가들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WHAT’S YOUR DRIVE?

차가 건네는 이야기.
플로리언 모제르 | BMW 그룹 클래식

플로리언 모제르는 BMW 그룹 자료실에 소속된 역사 연구원입니다.

BMW 미니어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자동차 마니아이기도 하죠.

BMW라는 브랜드는 지금까지 인상적인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역사는

BMW 미니어처의 역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

들이 바로 BMW 그룹의 자료실 직원들입니다. 수많은 컬렉터들이 갖고 싶어서 애태우는

BMW 아트 카 미니어처를 매일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니까요.

플로리언 모제르와 그의 팀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컬렉터들에게 매우 요긴합니다. 역사

적인 BMW 차의 미니어처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BMW 자료실이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플로리언 모제르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한 열성 팬이 1967년-68년 유럽의 베스트셀링 카 몬티 마운틴 스파이더의 후면부 사진을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하자 플로리언 모제르의 팀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자료실의 정확한

기록 문서와 연구 자료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수많은 미니어처들 중에서도

플로리언 모제르가 손에 꼽는 미니어처는 BMW 328과 507입니다. 그는 미니어처의

제작 기술도 실제 차의 제작 기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어처들이 오리지널

차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강 겉모습만 비슷한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BMW 차를 디테일하게 다시 만드는 작업에 헌신합니다.”

플로리언 모제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미니어처는 고성능 세단 BMW M 535i
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결혼식 웨딩카가 무려 BMW M 535i 였거든요. 하지만

신부는 이 무시무시한 마력의 세단을 타는 것 자체를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마력의 웨딩카를 타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동료들이 깜짝 선물로 이 커플에

게 BMW M 535i 미니어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BMW M 535i의 미니어처 덕분에

그의 결혼식은 더더욱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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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OUR BMW.
ON YOUR DESK.
BMW MINIATURES.

#1 BMW 3 Series Touring (F31).
·열정으로 탄생된 BMW 3시리즈 투어링.

·곡선미 넘치는 프론트와 조각한듯한 헤드라이트.

·보닛, 트렁트, 도어 오픈 가능.

132,000원   Scale 1 : 18
Sapphire Black 80 43 2 244 216
Alpine White 80 43 2 244 242
Sparkling Bronze 80 43 2 244 243

56,100원   Scale 1 : 43
Alpine White 80 42 2 244 249
Imperial Blue 80 42 2 244 254
Glacier Silver 80 42 2 244 265

#2 BMW 3 Series Saloon (F30).
·최고를 자부하는 세단의 풍부한 디테일을 

반영한 외장 디자인.

·세련된 감각의 본체, 완벽하게 재현된 

1:18 모델의 실내 디자인.

·6세대 F30은 가장 성공적인 판매 실적의 

BMW 모델.

·미니어처 수집가 팬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132,000원   Scale 1 : 18
Sapphire Black  80 43 2 212 865
Glacier Silver  80 43 2 212 867

56,100원   Scale 1 : 43
Alpine White  80 42 2 212 868
Melbourne Red  80 42 2 212 870

#3 BMW 3 Series GT (F34).
·BMW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의 우아함과

역동성을 잘 살린 미니어처.

·BMW만의 스포티함을 표현한 긴 보닛과

넓은 테일게이트, 입체적인 키드니 그릴.

·엔진룸과 섀시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재현,

브레이크 디스크도 휠과 함께 회전됨.

56,100원   Scale 1 : 43
Alpine White  80 42 2 297 634
Sapphire Black  80 42 2 297 635
Melbourne Red  80 42 2 297 636

#4 BMW 6 Series Gran Coupé
(F06).
·섬세한 디테일을 선호하는 수집가를 위한 

BMW 6시리즈 그란쿠페.

·감각적인 라인과 BMW만의 인테리어

스타일이 살아있는 디자인.

·당신의 데스크를 장식할 최고의 아이템이자 

독보적인 아이콘.

·도어, 보닛, 트렁크 오픈 가능.

132,000원   Scale 1 : 18
Sapphire Black  80 43 2 218 740
Mineral White  80 43 2 218 741
Frozen Bronze  80 43 2 218 742

#5 BMW 507 Convertible (1956).
·역사적인 클래식 카의 미니어처.

·알브레히트 폰 괴르츠의 오리지널 디자인.

·1956년 당시 획기적이었던 2인승 로드스터.

·넓은 키드니 그릴과 사이드 그릴 등

차별적 디자인.

·오리지널 차는 현재 220여 대만 남아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빈티지 모델.

55,000원   Scale 1 : 43
Grey/Red  80 42 2 240 329

#6 BMW 6 Series Convertible M
(F12M).
·시선을 압도하는 BMW M6 컨버터블을 

그대로 구현.

·M 키드니 그릴, 특유의 M 트윈 테일파이프.

·정교하게 구성된 차량 내부.

154,000원   Scale 1 : 18
Sakhir Orange 80 43 2 253 655
Silverstone  80 43 2 253 656
San Marino Blue                80 43 2 253 657

#7 BMW 6 Series Coupé M (F13M).
·강렬한 외관 디자인과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BMW M6 쿠페 미니어처.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카본 루프와 

리어 에이프런.

·섬세한 디테일로 완성된 M 키드니 그릴과

M 헤드라이트, M 외장 미러.

154,000원   Scale 1 : 18
San Marino Blue                 80 43 2 218 737
Sakhir Orange  80 43 2 218 738
Alpine White  80 43 2 218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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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IN
AESTHETICS.
BMW MINIATURES.
#1 BMW M4 Convertible (F83).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퍼포먼스의 
   BMW M4 컨버터블 미니어처. 

·오리지널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안전벨트, 
   발판, 부트 등의 섬세한 실내 디테일.

·기능성 스티어링 휠과 회전이 가능한 
   브레이크 디스크. 

·도어, 보닛, 부트 리드 오픈 가능.

143,000원   Scale 1 : 18
Mineral Grey  80 43 2 339 610
Austin Yellow  80 43 2 339 611
Yas Marina Blue 80 43 2 339 612

#2 BMW M4 Coupé (F82).
·M 시리즈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M4 
   쿠페 미니어처.

·파워풀하면서도 유려한 쿠페라인.

·보닛 및 트렁크 개폐, 스티어링 휠 회전 가능.

·M4 쿠페와 같은 재질의 안전벨트.

143,000원   Scale 1 : 18
Sapphire Black  80 43 2 339 605
Austin Yellow  80 43 2 339 606
Yas Marina Blue 80 43 2 339 607

55,000원   Scale 1 : 43
Yas Marina Blue  80 42 2 348 799
Sakhir Orange  80 42 2 348 800
Silverstone  80 42 2 348 801

#3 BMW 4 Series Gran Coupé 
(F36).
·BMW 4시리즈 그란 쿠페(M 스포츠 패키지)
   의 미니어처.

·오리지널 모델의 우아함과 스포티한 매력을 
   완벽하게 재현.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루프라인.

·보닛과 트렁크는 개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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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MW 4 Series Convertible 
(F33).
·모든 각도에서 완벽한 자태, BMW 4시리즈 
  컨버터블의 미니어처.

·오리지널 모델의 스포티한 비율과 독특한 
   키드니 그릴을 그대로 재현.

·내부 공간의 섬세한 디테일까지 구현.

·보닛과 트렁크 개폐 가능, 브레이크 디스크 
   회전 가능.

·분리 가능한 소프트 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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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MW 4 Series Coupé (F32).
·새로운 BMW의 에스테틱 세그먼트인 
   4시리즈 쿠페 미니어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동급 유일의 
   새로운 스타일.

·인상적인 키드니 그릴과 짧은 오버행, 
   긴 보닛, 유려한 루프 라인은

차의 역동성을 표현.

·트렁크 부트 리드 오픈 가능, 브레이크 
   디스크 회전 가능.

56,100원   Scale 1 : 43
Sapphire Black  80 42 2 318 856
Estoril Blue  80 42 2 318 858
Melbourne Red  80 42 2 318 860

#6 BMW X4 (F26).
·다이내믹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BMW X4 
   미니어처.  

·M 스포츠 패키지의 공기 흡입구, 컬러, 
   인테리어 트림을 그대로 구현. 

·오리지널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안전벨트, 
   발판, 부트 등의 섬세한 실내 디테일.

·도어, 보닛, 부트 리드 오픈 가능, 회전 가능한
   브레이크 디스크와 스티어링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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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원   Scale 1 : 43
Glacier Silver 80 42 2 348 787
Sapphire Black  80 42 2 348 788
Melbourne Red 80 42 2 348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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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X5 (F15).
·파워풀한 외관과 우아한 실루엣으로

위엄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BMW X5
미니어처.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재현.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디스크 회전 가능.

143,000원   Scale 1 : 18
Sapphire Black  80 43 2 318 987
Space Grey  80 43 2 318 988
Sparkling Brown                80 43 2 318 989

56,100원   Scale 1 : 43
Sparkling Brown                80 42 2 318 969
Alpine White  80 42 2 318 973
Sapphire Black  80 42 2 318 974

7,700원   Scale 1 : 64
Box, mixed colours          80 42 2 321 993

#2 BMW 2 Series Coupé (F22).
·매력적인 BMW 2시리즈 쿠페의 미니어처.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과 탄탄한 휠 아치

디자인.

·내부 역시 세심한 디테일을 원형 그대로 재현.

·보닛과 트렁크 개폐 가능.

·브레이크 디스크 디스크 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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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MW Vision EfficientDynamics.
·전문가들에게 정평이 난 BMW Vision

Efficient Dynamics의 미니어처.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디자인의 제품.

7,700원   Scale 1 : 64
White/Blue  80 45 2 209 951

#4 BMW 1 Series 5-Door (F20).
·완벽하게 재현된 BMW 1시리즈의 내부 장치들.

·완벽한 비율이 돋보이는 보닛과 독특한 뒷면.

·전 모델에 엔진칸 포함, 트렁크 오픈 가능.

132,000원   Scale 1 : 18
Sapphire Black  80 43 2 210 020
Glacier Silver  80 43 2 210 022

56,100원   Scale 1 : 43
Midnight Blue  80 42 2 210 023

#5 BMW Z8 Convertible (E52).
·고전에서 영감을 얻은 클래식한 미니어처.

·완벽하게 재현된 내부 좌석과 디테일한 장치.

·BMW Z8의 넓고 긴 보닛.

·돋보이는 블랙 컬러의 바디.

56,100원   Scale 1 : 43
Carbon Black  80 42 2 297 422

#6 BMW M5 (F10M).
·다이내믹한 디자인의 BMW M5 미니어처.

·실제 BMW M5 모델을 완벽하게 재현.

·전문가들의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정교함.

132,000원   Scale 1 : 18
Monte Carlo Blue              80 43 2 186 352

#7 BMW i3 (i01).
·미래에서 태어나 오늘을 달리는 BMW i3.

·BMW i3의 혁신적이며 미래적인 디자인 재현.

56,100원   Scale 1 : 43
Ionic Silver  80 42 2 320 102
Solar Orange  80 42 2 320 105
Andesite Silver  80 42 2 320 106

9,900원   Scale 1 : 64
Box, mixed colours          80 42 2 320 228
* 랜덤 배송 제품으로, 색상 선택은 어렵습니다.

#8 BMW i8 (i12).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BMW i8.

·도어 개폐 가능, 고무 소재 타이어.

·오리지널 차의 카펫을 재활용한 운전석 및 

트렁크 바닥.

154,000원   Scale 1 : 18
Protonic Blue 80 43 2 336 840
Crystal White 80 43 2 336 841
Sophisto Grey 80 43 2 336 842

56,100원   Scale 1 : 43
Ionic Silver  80 42 2 336 837
Protonic Blue  80 42 2 336 838
Crystal White  80 42 2 336 839

9,900원   Scale 1 : 64
Box, mixed colours          80 42 2 336 843
* 랜덤 배송 제품으로, 색상 선택은 어렵습니다.

BMW 
MINIATURES.

BMW M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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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ING FOR
POLE POSITION.
IN YOUR COLLECTION.
BMW DTM MINIATURES. #1 BMW M3 DTM 2013 (E92).

·모든 경쟁자를 따돌리는 위닝 카,

BMW M3 DTM 2013의 미니어처.

·컬러, 스폰서 마크, 드라이버 이름,

타이어 위의 제조사명까지 재현.

·브레이크 디스크 탈착 가능.

154,000원   Scale 1 : 18
M. Tomczyk, White  80 43 2 327 855
B. Spengler, Black 80 43 2 327 856
M. Wittmann (ice)  80 43 2 360 449

66,000원   Scale 1 : 43
M. Tomczyk, White  80 42 2 351 055
B. Spengler, Black  80 42 2 351 056

#2 BMW M3 DTM 2012 (E92).
77,000원   Scale 1 : 43
M. Tomczyk, White  80 42 2 348 081
B. Spengler, Black  80 42 2 348 082

#3 BMW M3 DTM (E92).
·DTM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M3 미니어처.

·메인 스폰서별 차량 디자인 그대로 구현.

(메인 스폰서 : Epost, Crown Plaza,
BMW Bank, BMW M Performance,
Exide, Castrol EDGE/Ultimate Aral)

·단품 구매 및 세트 구매 가능.

11,000원   Scale 1 : 64
Racing livery, single        80 42 2 321 992
* 랜덤 배송 제품으로, 색상 선택은 어렵습니다.

#4 BMW M3 GT2 (E92) – Light & Sound.
·라이트와 사운드 기능을 겸비한 BMW M3 GT2 (E92) 미니어처.

·버튼을 터치하면 엔진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도어를 열면 경적이 울림.

·오리지널 컬러로 불을 켤 수 있는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28,600원   Scale 1 : 43  80 43 2 219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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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F THE ORIGINAL SIZE.
100% ORIGINAL FREEDOM.
BMW MOTORRAD MINIATURES.

#1 BMW R 1200 GS (K50).
·장거리 레이스의 상징,

BMW R 1200GS의 미니어처.

·오리지널 모델의 균형감과

강력함을 그대로 전달.

·체인과 핸들바 탈착 가능.

149,600원   Scale 1 : 10
Racing Red  80 43 2 361 588
Thunder Grey  80 43 2 299 093

#2 BMW S1000 RR (K46).
·오리지널 모델 1/10크기의

BMW S1000 RR 미니어처.

·테일업, 노즈다운 디자인 그대로 재현.

·서스펜션, 체인, 메탈 브레이크 디스크 구현.

·스티어링 휠 등 350여 개 이상의

부품 수작업 조립.

149,600원   Scale 1 : 10
Racing Red  80 43 2 222 497
Racing livery  80 43 2 222 495

#3 BMW R NINE T (K21).
·BMW  모토라드 90년의 역사,
   BMW 최초의 모터사이클 R NINE T 
   미니어처.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BMW만의 
   특징 전달.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

·체인과 핸들바 탈착 가능. 

149,600원   Scale 1 : 10
Black                                 80 43 2 35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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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OR iDEA. 
BMW i COLLECTION.
BMW i는 기술의 진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생산부터 디자인, 그리고 

재활용까지. 전 자동차 산업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 온 BMW i는 아이디어 

그 자체입니다. BMW 라이프스타일은 앞선 생각과 새로움을 더해 BMW i를 대변하는 

가장 완벽한 디자인의 BMW i 라이프스타일 콜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철학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은 우아한 디자인,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생산 

방식, 그리고 실용성까지 겸비했습니다. 미래에서 태어나 오늘을 달리는 BMW i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SUSTAINABILITY IN STYLE.

For intelligent use of raw materials.
환경을 위한 자원의 활용. 이것이 BMW i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제품은 재생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만을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 inspiring.
BMW i 라이프스타일 콜렉션은 BMW i만의 깔끔한 
라인과 밝고 따뜻한 컬러가 주는 경쾌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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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i Urban Mega Shopper.
·지퍼가 있는 펠트 느낌의 모던 쇼퍼백. 

·작은 소품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지퍼 포켓과 핸드폰 등을 

넣을 수 있는 오픈형 포켓이 장착된 내부. 

·소재 :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 

올리브 잎으로 무두질한 가죽.

·사이즈 (L x W x D) : 63 x 36 x 15 cm.

\ 143,000     Blue/Grey/Brown                    
80 22 2 352 219

BMW i Tablet Case.
·패셔너블한 태블릿 케이스.

·펠트 느낌의 친환경 소재, 항알레르기 처리.

·브라운 색상의 가죽 덮개.

·대부분의 태블릿 모델에 사용 가능.

·BMW i 로고.

·소재 : 재활용 PET, 그을린 올리브잎

추출물로 염색한 가죽.

·사이즈 (L x W x D) : 28 x 22 x 0.6cm.
\ 66,000     Blue/Grey/Brown                    
80 22 2 359 290

BMW i Mobile Phone Case.
·휴대폰 케이스

·현대적인 감각의 펠트 느낌 친환경 소재

·흠집을 방지하고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

·스타일리시한 브라운 가죽 덮개.

·BMW i 로고.

·소재 : 재활용 PET, 그을린 올리브잎

추출물로 염색한 가죽.

·사이즈 (L x W) : Small 13.5 x 8cm.
Medium 15 x 9cm.

\ 55,000     Blue/Grey/Brown
Small  80 28 2 359 291
Medium  80 28 2 359 292

BMW i Laptop Pouch.
·세련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

·재생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최고급 BMW i 랩톱 파우치.

·브라운 컬러의 가죽 덮개와 펠트룩이 돋보이는 바디의 조화.

·아연 합금으로 제작한 블루 컬러의 금속 BMW i 로고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캔버스 라벨. 

·서류 폴더로도 사용 가능.

\ 77,000        Blue/Grey/Brown                 80 22 2 352 220

BMW i Notebook. BMW i Pen.
·블루 컬러의 플렉서블 스트립 BMW i 노트. 

·안쪽 덮개를 이용한 노트는 새 노트로 교체 가능.

·BMW i 장식, 캔버스 라벨과 BMW i, Born electric 레터링. 

\ 33,000        Blue/Grey/Brown                 80 23 2 352 221

·동 소재에 알루미늄 코팅을 한 BMW i 펜. 

·BMW 로고가 있는 캡부분과 바디 아랫부분은 아연 합금 소재.

·블루 컬러의 클립과 펜 바디의 BMW i, Born electric 메시지.

·볼펜심은 리필 가능. 

·잉크 색상 : 검정

\ 28,600        Silver/Blue                                  80 24 2 352 226

BMW i8 Computer Mouse.
·BMW i8 콘셉트카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무선 마우스.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그립감 제공.

·블루 LED 조명, 자동 절전 모드로 약 30% 에너지 절감 효과.

·수신기 내장 슬롯. 

·사이즈 : 120 X 58 X 34mm.

\ 66,000                                                                  80 29 2 352 624

URBAN
MEGA
SHOPPER

TABLET
CASE

MOBILE
PHONE
CASE,
MEDIUM

MOBILE
PHONE
CAS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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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i Solar Charger.
·미래지향적인 BMW i 디자인 특징이 반영된 최고급 태양열 충전기. 
·넓은 충전판과 내장형 축전지가 탑재.

·USB 이용 시 완전충전에 걸리는 시간 약 2-3시간. 

태양열이나 인공광 이용 시 약 12-15 소요.

·소형 USB 충전 케이블이나 USB 포트로 전화기 연결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 가능. 

·애플, 블랙베리, 노키아, 삼성의 스마트폰 소켓 이용 가능.

·충전전류 : 60V. 출력전류 : 5V.

·출력전력 : 3Watts. 
·사이즈 (L x W) : 13 x 6.5 cm.

\ 66,000     Silver/Blue                                 80 29 2 352 222

BMW i USB Stick.
·BMW i 로고 형태의 USB.

·스타일리쉬한 매트 알루미늄 바디.

·16기가 USB 스틱. 

·USB에 있는 고리에 BMW i 스트립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 

\ 56,100     Silver/Blue                                      80 29 2 352 224

BMW i Key Lanyard.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BMW i 키 랜야드.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와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가공한 가죽.

·매튜 알루미늄 컬러의 분리형 링과 분리가 가능한 BMW 로고.

\ 28,600     Blue/Grey/Brown               80 27 2 352 225

BMW i Key Ring.
·깔끔하고 세련된 매트 알루미늄 컬러의 BMW i 키링.

·“일렉트릭 블루” 컬러의 BMW i 로고.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 

\ 39,600     Silver/Blue                               80 27 2 35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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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ED 
JACkET

DESKTOP
ORGANZER

CAP

BMW i HOODED JACKET.
·BMW i8에서 영감을 받은 후드 재킷.  

·BMW i 프린트가 새겨진 안감. 

·오가닉 코튼과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 일렉트릭 블루 색상의 후드와 포켓. 

·소재 : 100% 오가닉 코튼과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 110,000        Heather Grey / White / Blue
unisex                S–L   80 14 2 359 281 – 283

BMW i CAP.
·3D BMW i 로고가 새겨진 스타일리시한 야구 모자. 

·길이 조절용 금속 버클 적용.

·소재 : 100% 코튼.

\ 38,500        Grey / Blue
one size    80 16 2 359 286

BMW i DESKTOP ORGANIZER.
·스테인리스 스틸 도금과 고무 베이스가 적용된 데스크톱 오거나이저. 

·펠트룩 소재로 깔끔하고 체계적인 사무실 연출. 

·내용물은 포함되지 않음. 

·사이즈(L x W x H) : 18 x 10.5 x 8 cm.

\ 79,200       
 Grey / Blue    80 24 2 359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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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BIKES & EQUIPMENT.
BMW의 다이내믹이 BIkE를 만났을 때 새로운 즐거움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더욱 스타일리시하고 더욱 강력해진 BMW BIkES CoLLECTIon을 만나보세요. 

BMW DesignworksUSA가 디자인한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프레임은 BMW의 

드라이빙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변속기, 브레이크,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엄선된 전문 바이크 부품 브랜드의 기술력이 더해져 보다 강렬한 

다이내믹을 선사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BMW의 즐거움, 

새로운 BMW BIkE를 경험하십시오.

New Frame
새로워진 BMW 바이크의 프레임은 모터사이클을 
연상케하는 “Bull neck” 디자인으로 더욱 다이내믹한 
감성을 전합니다. 케이블을 프레임 내부로 연결시키고 
용접 라인을 매끄럽게 처리하여 한층 더 깔끔한 룩을 
선보입니다.

BMW Design Philosophy
디자인만으로도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 바로 BMW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BMW Design
worksUSA는 3세대 바이크에 이러한 디자인 철학을 
담아 특유의 역동적인 스타일로 완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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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감성으로 더욱 새로워진 BMW Cruise Bike를 경험해 보십시오. 
새롭게 개발된 BMW의 'Bull neck' 프레임은 BMW의 다이내믹을 극대화하고 
강렬한 첫인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변속기에서부터 브레이크,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전문 바이크 브랜드의 엄선된 부품을 사용하여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이내믹한 디자인과 진보적인 기술력의 만남, BMW Cruise Bike.
자동차와는 또 다른 스타일리쉬한 라이딩의 즐거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Blue Rims
M (46cm, height 170–185cm)  80 91 2 352 289
L  (51cm, height 185–190cm)  80 91 2 352 290

White Rims
M  (46cm, height 170–185cm)  80 91 2 352 285
L  (51cm, height 185–190cm)  80 91 2 352 286

\ 1,190,000

BMW CRUISE BIKE.

Shift System 
빠르고 정교한 변속이 가능한 30단

Shimano Deore 변속 시스템.

Disc Brakes
뛰어난 제동력의 Shimano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Fork
고르지 못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75mm 트레블의 SR Suntour XCT.

Tyres
견고한 트레드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Continental CruiseCONTACT 타이어.

Frame
BMW DesignworksUSA에서 개발한, 황소의 

목을 닮은 독특한 'Bull neck' 프레임 디자인.

FRAME   Aluminium, front suspension. 
FORK  SR Suntour XCT. 
TYRES  Continental CruiseCONTACT.
DISC BRAKES  Shimano BR-M395, 180mm. 
SHIFT SYSTEM  Shimano Deore, 30 gears. 
SADDLE   Selle Royal Freccia, white, with black rails. 

HANDLES   Velo VLG-719 Ergonomic, black/white. 
RIMS  Rodi Airline Plus 4 lacing, white or blue.
SIZE   26". 
WEIGHT   15kg.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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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의 다이내믹 유전자를 두 바퀴의 BMW Cruise M-Bike로 만나보십시오. 
BMW M에서 영감을 받은 BMW Cruise M-Bike는 과감한 컬러와 날렵한 디자인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이드로포밍 공법으로 제작한 프레임, 카본 부품 등의 
최첨단 기술력은 이 바이크가 M으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이름 M. BMW Cruise M-Bike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라이딩을 경험해 보십시오. 

Anthracite/Red 
M (46cm, height 170–185cm)  80 91 2 352 293
L  (51cm, height 185–190cm)  80 91 2 352 294

\ 1,390,000 

BMW CRUISE M-BIKE.

Carbon Components
카본 소재를 사용한 시트포스트와 스페이서로 

경량화와 견고함을 동시에 실현.

Tyres
견고한 트레드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Continental CruiseCONTACT 타이어.

Shift System 
빠르고 정교한 변속이 가능한 30단

Shimano Deore 변속 시스템.

Disc Brakes
뛰어난 제동력의 Shimano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Fork
리모트락아웃 기능이 적용된 SR Suntour 
XCR로, 핸들바에 탑재된 스위치를 이용해 

쉽게 리바운드 조정 가능.

FRAME  Aluminium, front suspension. 
FORK  SR Suntour XCR RL-R. 
TYRES  Continental CruiseCONTACT. 
DISC BRAKES  Shimano BR-M395, 180mm. 
SHIFT SYSTEM  Shimano Deore, 30 gears. 
RIMS  Rody Airline 4 Plus lacing, red.
SADDLE  Selle Royal Setta S1, black/red. 

HANDLES  Velo VLG-719 Round grips, 
 black/red.
CARBON COMPONENTS   Seat support / spacer. 
SIZE  6". 
WEIGHT   14.8kg. 
COLOR  Anthraci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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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Aluminium. 
FORK  Fox Talas 3 QR. 
TYRES   Schwalbe Fat Albert. 
BRAKES   Shimano XT.
SHIFT SYSTEM  Shimano XT, 30 gears. 
REAR SUSPENSION  Fox CRD. 
SADDLE  fi’zi:k Nisene  Sport.

HANDLEBAR  Humpert MTB Lowriser X-TAS. 
WHEELS   Crank Brothers Cobalt . 
HANDLES  Crank Brothers Cobalt.
SIZE  6". 
WEIGHT  13.4kg. 
COLOR  Black with green accents.

BMW Mountain Bike All Mountain은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프리라이드 등 당신이 어떤 길을 계획하든 이 바이크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
을 것입니다. BMW Mountain Bike All Mountain의 스포티한 디자인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그 어떤 바이크도 따라올 수 없는 
다이내믹한 주행감과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풀 서스펜션으로 험난한 지형에서도 최상의 안전성을 실현합니다.

Black 
M (46cm, height 170–185cm)  80 91 2 334 037

\ 4,390,000 

BMW MOUNTAIN BIKE
 ALL MOUNTAIN.

Shift System 
험난한 루트에 적합한 30단 

Shimano XT 변속 시스템.

Front & Rear Suspension 

Fox Talas 32 QR 포크와 Fox CRD 

리어 서스펜션으로 풀서스펜션 구현.

Brakes
안전하고 정교한 제동력을 제공하는 

Shimano XT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Wheel 
두개의 스포크로 연결되는 화려한 

디자인의 Crank Brothers Cobalt 2 휠셋.

Saddle 
두툼한 패딩의 스포츠 안장으로, 험난한 

지형에서도 편안한 라이딩을 제공하는 

fi’zi:k Nisene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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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Full carbon with BMW M logo
Fork:   Full carbon
Handlebar:  Syntace Racelite 31.8 7075, Black; handlebar 

widths: 52–56 420mm, 58–60 440mm
Stem:  Syntace F119 Force with shim, Black; stem 

lengths: 52 90mm, 54–56 100mm,  
58–60 110mm, incl. BMW logo

Crank set:  Shimano Ultegra FC-6750 50/34 teeth; crank 
arm lengths: 52–56 172.5mm, 58–60 175mm

Brakes:  Shimano Ultegra BR-6700
Wheel set:  Specially made for BMW, 32-hole, with 

single eyelets, Red
Tyres:  Specially made for BMW, 32-hole, with 

single eyelets, Red
Shift system:  Shimano Ultegra, 20-speed derailleur system
Rear derailleur:  Shimano Ultegra RD-6700
Front derailleur: Shimano Ultegra FD-6700, 34.9mm
Shifter/brake lever: Shimano ST-6700
Cassette: Shimano CS-6700, 11–28 teeth, 10-speed
Chain: Shimano CN-6600
Saddle: fi’zi:k Tundra 2 MG Red/Black
Seatpost: Kalloy SP-248
Pedals:  Wellgo R120
Additional equipment: Carbon drinks bottle holder

BMW M Bike Carbon Racer. 
총 중량 7.4kg의 초경량으로 다시 탄생된 BMW M Carbon Racer Bike. BMW의 초경량 
설계로 완성된 두 휠은 세계를 여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짙은 회색의 카본 프레임과 바이크 
전면의 BMW M 로고는 BMW의 M 모델을 연상시키는 요소입니다. 오랜 여행시간에도 
편안함을 보장하는 피직툰드라(fi’zi:K Tundra ) 안장과 높은 하중에도 신속한 변속을 
가능케 하는 시마노 울테그라(Shimano Ultegra) 브레이크/쉬프트레버, 최대 0단의 
기어비는 급한 오르막길에서도 최적의 주행을 보장합니다. BMW M만의 독자적인 
디자인과 성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M Bike Carbon Racer를 만나보십시오.

\ 4,900,000

Weight: 7.4kg. 
Carbon frame.
Color: Carbon
Frame size:
52cm (height up to 170cm)
54cm (height 165–175cm)

80 91 2 211 849 
80 91 2 211 850 

Bike Rucksack.
· 자전거 투어의 필수 럭색.
·헬멧은 물론 다양한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실용적 디자인.
· 디테일한 메쉬 마감처리와 다양한 수납공간.
· 인체와 에어플로우의 특징을 살린 강철 프레임 구조. 
· 반사 소재를 사용하여 약한 불빛에서도 가시성 확보.
· 용량 : 10-1 l.  소재 : 나일론.

\ 154,000 Grey/Black 80 92 2 295 840
   Grey/Green   80 92 2 298 995

#1 #2 #3

BMW Cable Lock.
220g 초경량 케이블락.

2m 길이 네자리 잠금장치.

\ 48,400     80 93 2 222 111 
       

#1l #2 l #3lSpiral Lock.   
일반적인 홀더로 바이크에 고정하는 잠금장치. 

길이 : 200cm.

\ 57,200     80 92 0 427 707     

Battery Lights Set.   
실용적인 배터리 라이트 세트. 

유니버설 어답터를 사용해 설치가 용이함.              

모든 BMW 바이크에 사용가능. 

조절 가능한 앞, 옆면 앵글. 

조명밝기 : 15럭스.    

구동시간 : 30시간. 

충전기와 교체용 배터리 사용가능.

\ 94,600     80 92 0 431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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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바다 : 
큰 파도를 즐기는 서퍼이자 
스탠드업 패들보더인 Chris 
Berish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Athletics Sports T-Shirt,  
ladies and men. Page 99

Athletic Sports Tights, short, 
ladies and men. Page 98/99

Athletics Sports Cap,  
unisex. Page 106.

#1

청록색으로 빛나는 맑은 바다. 18m에 이르는 

높은 파도. Chris Bertish는 집채만 한 파도가 

덮쳐오면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타고 유유히 파

도를 즐긴다. 뼛속까지 “바다의 남자”인 그에게 

바다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험대 그 이

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놀이터이자, 휴식처이

자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Chris는 사람들이 때

로는 미쳤다고 말하는 목표를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앞으로 나아

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어 낸다. 

“꿈 꾸세요, 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루세요.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부여 강사로 전 

세계 기업이나 단체에서 강연하고 이를 통해 사람

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한다.

보드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이 그의 목표

이다. 모로코에서 출발해 카나리아 제도, 카리브

해를 거쳐 최종 목적지 마이애미까지.

이번 여행 수익은 모두 남아프리카 지역의 마을

학교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인 런치박스펀드 후원에 사용된다. 대서양 횡단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수중훈련, 윈

드 서핑, 수영, 러닝, 근력운동 등을 포함해 일주

일에 6번씩 훈련을 한다. 이렇듯 다양한 훈련체

계는 매우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일의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이 된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연습만큼이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또한 장비

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특히 BMW Athletics 
Collection의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의 1초는 성공과 실패

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

다. 인생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순간순간이 중요

하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삶에 대

한 태도는 모험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

고 그것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 

WHAT’S YOUR DRIVE?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1 Athletics Sports Sunglasses.
·완벽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초경량 스포츠 선글라스. 

·고무소재의 다리각도 조절형.

·견고한 파쇄방지 렌즈.

·UVA, UVB, UVC 차단 렌즈.

·초극세사 케이스, 헝겊 클리너 포함.

·Alpina(알피나) 제작.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프레임: 폴리아미드.

132,000원 Black   80  25 2 36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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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3 #2 / 3

#3

#1 Athletics Sports Tights, short,
ladies.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몸에 꼭 맞는 7부 팬츠

· 통기성 향상을 위한 엉덩이와 무릎 뒤 부분 
   메쉬 처리

· 등을 받쳐주는 넓은 허리밴드와 앞부분 립처리로 
   높아진 활동성, 편안한 착용감

· MP3 등 소형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가 있는 뒷주머니 

· 소재 : 85% 나일론, 15% 엘라스틴. 

· 메쉬 소재 : 85% 나일론, 15% 엘라스틴.

55,000원 Black
Ladies XS–M 80  14 2 361 117-119

#2 Athletics Sports Tights, short,
men.
· 몸에 완전하게 피팅되는 편안한 디자인

· 놀라운 땀 흡수력, 편안한 착용감

· MP3 등 소형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가 있는 뒷주머니 

· 편안하고 신축성이 뛰어난 허리밴드

· 소재 : 85% 나일론, 15% 엘라스틴. 

· 메쉬 소재 : 85% 나일론, 15% 엘라스틴.

55,000원 Black
Men S–L 80  14 2 361 087-089

#3 Athletics Sports T-Shirt,
ladies and men.
·통기성을 위한 메쉬처리, 빠른 건조.

· 인체공학적 디자인, 대비를 이루는 컬러의 
   플랫락 처리.

· 안경을 닦을 수 있도록 셔츠 안쪽에 초극세사 

   헝겊 클리너 부착.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메쉬 : 86% 나일론, 14% 엘라스틴.

55,000원 Ladies
Ocean Blue XS–M 80 14 2 361 107-109

55,000원 Men
Royal Blue S–L 80 14 2 361 072-074 
Black S–L 80 14 2 361 077-079

DESIGNED FOR
ATHLETES.
BMW ATHLETICS CoLLECTIon.
100% 몸의 움직임을 생각한 디자인 : 최첨단 기능성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포티한 BMW 디자인 언어의 만남 

- Athletics Collection

Highlights
- 편안한 움직임을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우수한 착용감, 정교한 피팅.

- 이음새 부분이 말리지 않도록 플랫락처리,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심리스 처리(무봉제).

- 대비를 이루는 컬러의 플랫락처리 등 세련된 디자인.

- 몸에 꼭 맞는 완벽한 피팅을 위해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 사용. 열을 방출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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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2

#2

#2

ALWAYS ONE  
STEP AHEAD.
BMW ATHLETICS CoLLECTIon.

#1 Athletics Performance
Long-Sleeved Shirt, 
ladies and men.
· 따뜻한 후드셔츠, 소매 밑단의 썸홀.

· 브러쉬 처리된 부드러운 안감으로 
   추운 날에도 따뜻함 유지.

· 통기성을 향상시키는 소매 밑단 부분 
   레이저컷 천공 처리.

· 인체공학적 디자인, 여성용은 슬림핏.  

·소재 : 85% 폴리에스테르, 15% 엘라스틴.

·후드 안감 : 89% 폴리에스테르, 
   11% 엘라스틴.

77,000원 Ladies  
Ocean Blue XS–M 80 14 2 361 112-114

77,000원 Men 
Royal Blue S–L 80 14 2 361 082-084

#2 Athletics Sports Wind Jacket,
ladies and men.
· 초경량 윈드재킷.

· 카라비너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용 파우치 제공.

· 파우치 잠금 장치를 이용해 BMW Athletics 
   Performance 백팩 등에 안전하게 고정.

·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초경량 방수 및
   방풍 재킷.

· 통기성을 위한 등쪽의 레이저 컷 천공처리.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피부쓸림 방지.

· MP3 등 소형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뒷주머니. 

· 여성용은 슬림핏.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후드 안감 : 100% 폴리에스테르.

143,000원 Ladies
Ocean Blue XS–M 80  14 2 361 102 -104

143,000원 Men
Royal Blue S–L 80  14 2 361 067 -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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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 
THOUGHT OF 
EVERYTHING.
BMW ATHLETICS 
CoLLECTIon.

#3

#1 / 3

#2

#1 / 2 Athletics Performance 
Functional Jacket, ladies and men.
· 현대적인 감각의 다목적 재킷.

· 탈부착 방식 소매를 적용해 조끼로도 활용.

· 따뜻하면서도 통기성이 뛰어난 3겹 방풍/
   방수 재킷.

· 인체공학적 디자인, 어깨 및 측면 심리스처리.

·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소재로 안감 처리된 

   스탠드업 칼라.

· 썸홀이 있는 소매 밑단과 허리핏 조절.

· 등과 소매에 주머니.

· 여성용은 슬림핏.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안감 : 100% 폴리에스테르 메쉬.

187,000원 Black : Lining in Ocean Blue
Ladies XS–M 80  14 2 361 097 -099
Men S–L 80  14 2 361 062-064

#3 Athletics Sports Tights, long,
ladies and men.
· 인체공학적 디자인, 몸에 꼭 맞게 피팅되는 

   10부 팬츠.

· 무릎 뒤쪽 메쉬처리.

· 여성용은 넓은 허리밴드와 앞부분의 립처리.

· 뒷주머니.

· 소재 : 85% 나일론, 15% 엘라스틴.

· Mesh 소재 : 85% 나일론, 15% 엘라스틴.

66,000원 Black
Ladies XS–M 80  14 2 361 122-124 
Men S–L 80  14 2 361 09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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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ACH FOR YOUR  
SPORTING GEAR.
BMW ATHLETICS CoLLECTIon.

#3

#2

OGIO 제작의 다용도, 최고급 스포츠 러기지.

Highlights
- 내구성이 뛰어난 경량 소재.

- 아이템을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납 공간.

- 내구성, 방수, 하단의 마모방지 처리.

- 쉽게 열리는 넓은 지퍼.

-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소재 지퍼 익스텐더.

- 통풍, 물에 젖은 신발이나 옷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방수처리 수납 공간.

#1 Athletics Performance 
Duffle Bag.
· 넉넉한 크기의 메인 수납공간이 있는 더플백

· 형태를 유지하는 혁신적인 플랙스폼(Flexform) 
   방식으로 항상 깔끔한 상태 유지.

· 상단 지퍼가 부착된 사이드 포켓 2개, 와이드 

   오프닝 방식의 바깥쪽 수납 공간, 소형 포켓.

·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탈부착 할 수 있는 

   패딩처리로 편안한 어깨끈.

·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TPU 코팅 처리된 바닥.

121,000원 
Black / Royal Blue      80  22 2 361 131

#2 Athletics Performance Backpack.
·기능성 스포츠 백팩.

· 메인 수납 공간, 젖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드라이 섹션, 음료수와 소형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사이드 포켓.

· 안경 또는 스마트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내충격 하드케이스 포함.

· 통기성을 위한 등쪽 패딩처리,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인체공학적 어깨끈과 가슴 스트랩.

· 타올이나 스포츠 매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사이드 스트랩.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TPU 코팅 
   처리된 사이드.

88,000원 
Black / Royal Blue      80  22 2 361 133

#3 Athletics Performance 
Sports Bag.
· 3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다용도 백.
   (럭색, 숄더백, 토트백 방식)

· 통기성을 위한 메쉬 소재 드라이 섹션.

·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내충격 하드케이스.

· 헬멧을 고정시킬 수 있는 웨빙 스트랩, 
   음료수 보관 네트.

· 물건을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넓은 수납 공간.

· 다용도 포켓, 지퍼가 있는 기타 수납 공간.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TPU 코팅
   처리된 바닥.

143,000원 
Black / Royal Blue      80  22 2 36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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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4

#4 Athletics Functional Towel.
· 테리직물 소형 기능성 타올, 헬스클럽에서 유용.

· 키, 멤버쉽 카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퍼식 전용 파우치.

· 와이드 고리.

· 소재 : 100% 면.

· 사이즈 : 55 x 83 cm.

25,000원 
Front: Royal Blue 
Back: Green.   80  23 2 361 135

#3 Athletics Sports Towel.
· 테리직물 대형 기능성 타올.

· 중앙 부분의 넓고 큰 고리, 대조를 이루는 

   그린컬러의 아플리케 스트라이프.

·소재 : 100% 면.

·크기 : 80 x 155 cm.

35,000원 
Front: Royal Blue 
Back: Green.   80  23 2 361 134

#1 Athletics Sports Beanie,
unisex.
· 초경량의 플리스 비니.

·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 통기성을 위한 
   메쉬 안감.

· 편안한 착용을 위한 플랫락 처리.

· “BMW Athletics” 레터링.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25,000원 Black 80  16 2 361 129

#2 Athletics Sports Cap,
unisex.
·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방수, UV 차단 캡.

· 통기성을 위한 메쉬 안감.

· 크기 조절이 용이한 후크 앤 루프
   (hook-and-loop) 방식.

· 캡 끝단 처리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캡 가장 윗부분 : 100% 면.

29,000원 Black    80  16 2 361 127
 Royal Blue  80  16 2 36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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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Rottenfußer
독일 투어링 카마스터스(DTM) 정비사. 

그와 같은 팀 멤버가 없다면 문자 

그대로 자동차 휠은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호켄하임, 모스코바, 잔드보르트, 부다페스트, 

발렌시아 - 22살의 나이에 Thomas Rotten-
fußer는 외교관 자녀들보다 더 많은 세상을 보

았다. 그는 모터레이스를 사랑하는 수 많은 정비

사들의 살아있는 꿈이다. 

“뉘르베르크링은 저의 우상입니다. 

BMW처럼요.”

그가 BMW에 정착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BMW에서 근무했고

언제나 BMW를 운전했다. 이런 것을 성장기 

발달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혹은, 다이내

믹 드라이빙에 대한 유전적 요소라고 부를 수도.

그의 열정은 많은 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쥔 

MTEk 팀의 드라이버들이 경쟁을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이들은 Thomas Rottenfußer를 

100% 신뢰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드라이버

들에게 집중한다. “내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따금씩 실수를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가 하는 일의 중요성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건 피트 스톱을 할 때이다. 가장 완벽한 팀워크

를 발휘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다. Thomas는 전

자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매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BMW 
Motorsport Collection 중 Ice Watch 제품을 가

장 좋아한다. 성공의 비결? 그의 답은 분명하다. 

팀원 하나하나가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

내는 것이다.

#1

#1

WHAT’S YOUR DRIVE? 

승리를 꿈꾸며

#1 Motorsport Fan Polo Shirt,
ladies and men.
· 모터스포츠 팬을 위한 모터스포츠 트럭 
   디자인의 폴로셔츠. 

· 아플리케 스트랩 처리와 M 스트라이프를 
   형상화한 사이드 슬릿.

· 랩어라운드 트럭디자인, 등과 어깨의 Team Blue
   Color와 대조를 이루는 High Risk Red의 솔기처리.

· 여성용은 슬림핏.

·소재: 95% 면, 5% 엘라스틴.

55,000원 White / Team Blue
Ladies XS–M 80  14 2 285 799-801
Men S–L 80  14 2 285 8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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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torsport Soft Shell Jacket,
ladies and men.
· 견고하고 부드러운, 방수/방풍처리 소재.

· 육각너트 모양의 스냅 버튼이 부착된 
   스탠드업 칼라.

· 모터레이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안감, 
   소매, 어깨부분의 아플리케 처리, 
   심리스 숄더 요크 등 섬세한 디자인.

· 여성용은 스모크 레이싱 스타일.

· 소재 : 94% 폴리에스테르, 6% 엘라스틴.

187,000원 White 
Ladies XS–M 80 14 2 285 814-816

187,000원 Team Blue
Men S–L 80 14 2 285 849-851

#2 Motorsport Sunglasses,
unisex.
· 초경량 선글라스.

· 스프링 경첩으로 안정되고 쓰고 벗기가 편리.

· 거울 같은 반사형 렌즈.

· UVA, UVB, UVC 차단 렌즈.

· 하드케이스와 초극세사 파우치 포함.

· 소재 : 
   프레임 : 스테인레스 스틸. 
   안경다리 : 아세테이트.
   렌즈 : 폴리카보네이트.

132,000원 
Team Blue     80  25 2 285 875

THIS SOUND  
HAS A LOOK.

#1

BMW MoToRSPoRT  
CoLLECTIon.

#1

#2

BMW 모터스포츠 팬이라면 스스로를 팀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터스포츠 컬렉션, 

BMW 레이스카의 엔진 사운드가 디자인으로 완성됩니다. 

Highlights
- BMW 모터스포츠 레이스카의 특징을 형상화한 디자인.

- 뉴 BMW Motorsport Collection의 핵심: 역동적인 M 스트라이프 모터스포츠카의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스트라이프.

- 스타일리쉬한 레이스트랙의 아웃라인과 모터스포츠의 매니페스토 “팀원이 된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TEAM)”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엄선된 아이템.

- 3D BMW 로고 아플리케, M 스트라이프, “Power by M”로고가 콜렉션의 스포티한 

  디자인 강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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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S YOUR PULSE.
TO 300 KM/H.

#1

BMW MoToRSPoRT CoLLECTIon.

#4

#2

#3

#4

#1

#1 Motorsport Drift Cat 5 Shoes,
unisex.
· 레이싱의 디자인 언어를 가미한 세련된 
   디자인의 PUMA 가죽 운동화.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바닥과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

· 다이내믹한 라인과 섬세한 디테일, 

· 모터스포츠 룩을 강조한 BMW Motorsport 
   로고와 PUMA 로고.

·상단 : 가죽. 바닥 : 고무

143,000원 White
38–43 80 16 2 354 992-997

143,000원 Team Blue 
38–43 80 16 2 355 001-006

#2 Motorsport Sweat Jacket,
ladies.
· 부드러운 면혼방 후드 스웨터 재킷.

· 컬러 액센트를 가미한 이음새, 
   High Risk Red 컬러의 드로우스트링

· 날씬해 보이는 슬림핏의 허리라인, 
   스포티하면서도 여성적인 피팅.

· 드라이버의 의상을 연상케하는 BMW 
   모터 레이싱 룩.

· 지퍼 클립 위 M 스트라이프, 주머니 
   아래 수를 놓은 BMW 로고. 

· 소재 : 80% 면, 20% 폴리에스테르

110,000원 
White XS–M 80 14 2 285 809-811

#3 Motorsport Sweat Jacket,
men.
· 스탠드업 칼라, 편안한 레이싱 스타일의 
   집업 스웨터 재킷.

· 부드러운 소매와 칼라 안쪽의 
   레드 스트라이프.

· 사이드 포켓.

· 주머니 아래 로고 등 모터스포츠 룩을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

· 소재 : 80% 면, 20% 폴리에스테르.

110,000원 
Team Blue S–L 80 14 2 285 844-846

#4 Motorsport Rain Jacket,
unisex.
· 이음새를 깔끔하게 테이프로 감싼 
   스포티한 레인재킷.

· 재킷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제공.

· 통기성을 위해 등쪽에 바람이 통하도록 
   디자인.

· 활동성을 위해 끝단, 소매, 후드 립 처리.

· 후드와 앞면에 강렬한 레드 테이핑으로 

   시선을 사로 잡는 디자인 완성.

· 소재 : 100% 면.

99,000원 
Team Blue XS–L 80 14 2 285 85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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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5

#3

#5

#1

#6

#2

#1 Motorsport Fan T-Shirt,
ladies and men.
· 모터스포츠 팬을 위한 앞쪽의 3D. 
   “ Motorsport” 프린트가 새겨진 티셔츠.

· 라운드넥, 목선 안쪽 M 스타일의 
   부드러운 테이핑 처리.

· 여성용은 슬림핏.

·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38,500원 Light Blue
Ladies XS–M 80  14 2 285 794-796

38,500원 White
Men S–L 80  14 2 285 829-831

#2 Motorsport Team Cap for 
Collectors, unisex.
· BMW 모터스포츠 로고와 레터링이 있는   
   면 소재 캡.

· 강렬한 레드로 끝단 테이핑 처리.

· 섬세한 M 스트라이프 가미.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메탈 캡 잠금으로 
   크기 조절.

· 겉면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면.

38,500원 
White / Team Blue 80 16 2 285 866

#3 Motorsport Graphic T-Shirt,
men.
· 모터 레이싱 트위스트를 더한 스포티한 
   라운드넥 티셔츠.

· Team Blue 컬러의 섬세하고 세련된 
   BMW Motorsport 매니페스토 프린트.

· 라이트 블루 컬러로 이색 처리한 글자. 

· 스타일리쉬한 레이스 트랙 모양의 레드 라인.

· 소재 : 100% 면.

49,500원

White S–L 80 14 2 285 824-826

#5 Motorsport Fashion T-Shirt,
ladies and men.
· 세련된 스타일의 티셔츠.

· 앞면에서 뒷면까지 이어지는 Motorsport 
   트럭 디자인.

· 시선을 사로 잡는 어깨 라인의 레드 
   라이닝 처리.

· 레이싱 룩을 강조한 소매 처리.

· 앞부터 뒤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프린트. 

·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49,500원 Team Blue
Ladies XS–M 80 14 2 285 804-806

49,500원 Team Blue
Men S–L 80 14 2 285 854-856

#6 Motorsport Long-Sleeve Shirt,
men.
· 스포티한 디자인의 긴팔셔츠.

· Y자형 플래킷, 윗단추 2개는 오픈 방식.

· 플래킷을 따라 강렬한 High Risk Red 
   아플리케 처리.

· 모터레이스 룩을 강조한 소매장식.

· 앞부터 뒤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프린트.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59,000원 
Team Blue S–L 80 14 2 285 839-841

#4 Motorsport Graphic T-Shirt,
ladies.
· 모터 레이스 감성의 시원한 셔츠.

· 실버 컬러 BMW Motorsport 매니페스토 

   프린트, M 특유 컬러로 이색 처리한 레터링.

· 앞면에서 뒷면까지 이어지는 스타일리쉬한 
   레이스트랙 아웃라인 프린트.

· V넥, 슬림핏.

· 소재 : 96% 면, 4% 엘라스틴.

49,500원

White XS–M 80 14 2 285 81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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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4

#1 Motorsport Sports Bag.
· 넉넉한 라지사이즈의 다기능 백.

· 숄더백과 토트백의 느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탈부착 가능한 어깨 스트립 또는 
   안전한 벨트 스타일 손잡이. 

· 모터 스포츠 감성이 배어 있는 스타일리쉬한
   레이스트랙 아웃라인 프린트.

· 겉감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폴리아미드.

99,000원 White 80 22 2 285 880

#2 Motorsport Rucksack.
· 모터스포츠 트럭 디자인의 스포티한 럭색.

· 물건을 체계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입구가
   넓은 수납 공간.

· 패팅, 플리스 처리한 노트북 보관 공간.

·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플리스처리 앞 포켓.

· 겉감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폴리아미드.

77,000원 White 80 22 2 285 879

#3 Motorsport Messenger Bag.
· 안전벨트 스타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끈으로 스포티한 감성의 캐리백. 

· 물건을 쉽고 편리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지퍼가 달리 안쪽의 메쉬 수납 공간.

· BMW 모터스포츠 레터링.

·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 레드로 마감한 
   후크 앤 루프(hook-and-loop).

· 겉감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폴리아미드.

66,000원 White 80 22 2 285 881

#4 Motorsport Fan Cap,
unisex.
· 모터스포츠 트럭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자동차 모양의 라인을 더한 스타일리쉬한 캡.

· 캡 상단과 아래쪽의 Team Blue 컬러의 
   장식 스티치.

· 크기 조절 가능.

· 3D BMW Mortorsport 마크

· 겉감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면.

27,500원 

White / Team Blue 80 16 2 285 865

A POWER BOOST  
FOR TRUE FANS.
BMW MoToR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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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W M3 DTM 2013 (E92). 
Driver: M. Tomczyk, 1 : 18 miniature.

White 80 43 2 327 855

#1

#3

#4 #5

#7

#6

#2#1

#1

#2

#1 Motorsport Umbrella.
· 최고의 안정성과 강렬한 모터스포츠 룩을
   강조한 장우산.

· 강력한 돌풍도 막아 낼 수 있는 레드 컬러의 
   플라스틱 코팅 스틸 프레임, 섬유유리 
   스트레처.

· 손에 잡히는 그립감: 타이어 스타일 디자인, 
   아래쪽 3D BMW 로고가 새겨진 고무 
   손잡이. 

· 전용 보관용 파우치, 스트랩 포함.

· 소재 :

·프레임 : 코팅 처리한 플라스틱과 스틸.

·스트레처 : 섬유유리.

·손잡이 : ABS, 고무 코팅.

·캐노피 : 100% 폴리에스테르 폰지.

55,000원 White  80 23 2 285 873 #4 Motorsport ICE Watch,
unisex.
· 플라스틱 케이스의 스타일리쉬 시계.

· Team Blue 컬러의 시계 페이스, 
   화이트 컬러 시침과 분침, 레드 컬러 초침.

· 100m 생활방수.

· 케이스 : 100% 폴리아미드.

· 스트랩 : 100% 실리콘.

143,000원 

Team Blue / Red 80 26 2 285 900

#2 Motorsport Folding Umbrella.
· 한 손으로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편리한 
   버튼방식 자동 접이식 우산.

· 타이어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그립감이 
   뛰어난 고무코팅 손잡이.

· 독특한 레드 프레임.

· 보관용 파우치, 고리 포함.

·소재: 

·프레임 : 코팅 처리한 플라스틱과 스틸.

·스트레처, 우산살:  섬유유리플라스틱.

·핸들: ABS, 고무코팅.

·캐노피: 100% 폴리에스테르 폰지.

66,000원 White 80 23 2 285 874

#5 Motorsport ICE Watch Chrono.
· 날짜 표시가 있는 스포티한 크로노그래프, 
   모터레이스 디자인.

· 플라스틱 케이스.

· Team Blue 컬러 페이스, 화이트 시침과 
   분침, 레드 초침,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컬러.

· 100m 생활방수. 

· 케이스 : 100% 폴리아미드.

· 스트랩 : 100% 실리콘.

187,000원 

Team Blue / Light Blue   80 26 2 285 901

#6 Motorsport ICE Watch Steel,
unisex.
· 매트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프리미엄 
   시계.

· White, Tema Blue 컬러를 혼합한 
   가죽 스트랩.

· Team Blue 페이스, 실버 컬러 시침과 
   분침, 라이트 레드 초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컬러.

· 날짜 표시.

· 100m 생활방수.

· 케이스: 100% 스테인레스 스틸.

· 스트랩: 100% 가죽.

264,000원 

White / Team Blue  80 26 2 285 902

#7 Motorsport ICE Watch Steel 
Chrono.
· 모터레이싱을 형상화한 프리미엄 크로노그
   래프 디자인,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 안쪽 M 레드, 바깥쪽 Team Blue 컬러의 
   스트랩.

· Team Blue 페이스, 레드 시침과 분침

· 3개의 크로노 스타일 디스플레이와 
   날짜 표시.

· 100m 생활방수.  

· 케이스 : 100% 스테인레스 스틸.

· 스트랩 : 100% 가죽.

330,000원 

Team Blue / Red  80 26 2 285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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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

#1

#5

#5

#1 Motorsport I ///M FAN T-Shirt,
ladies and men.
· 라운드넥의 스포티한 티셔츠.

· 독특한 앞면의 “I ///M FAn” 프린트.

· 여성용은 슬림핏.

·소재 : 100% 면.

44,000원 Black
Ladies S–L 80  14 2 344 017-019

44,000원 Black
Men S–L 80  14 2 344 013-015

#2 Motorsport Mobile Phone 
Case.
· BMW 모터스포츠 디자인의 핸드폰 하드
   케이스.

· iPhone 5 / 5S / 6, 삼성 갤럭시 S4/ S4 mini.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33,000원 

iPhone 5 / 5S  80 28 2 358 090
iPhone 6   80 28 2 406 092

#3 Motorsport I ///M FAN Mobile 
Phone Case.
· “I ///M FAn” 디자인 적용 내구성이 뛰어난 
   핸드폰 케이스.

· iPhone 5 / 5S / 6, 삼성 갤럭시 S4/ S4 mini.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33,000원 

iPhone 5 / 5S  80 28 2 357 966
iPhone 5C  80 28 2 357 967
iPhone 6   80 28 2 406 091

#4 Motorsport Beach Towel.
· 부드러운 벨루어 소재 프리미엄 비치 타올.

· 스타일리쉬한 레이스트랙 아웃라인 프린트. 

· 모터스포츠 매니페스토 “WELCoME To 
   THE TEAM” 프린트.

· M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편리한 화이트 
   행거 루프.

·소재 : 100% 면.

·사이즈 (L x W) : 160 x 80 cm.

49,500원 

Team Blue  80 23 2 285 872

#5 Motorsport Tent.
· 독특한 모터스포츠 디자인의 견고한 텐트.

· 편리한 펼침 메커니즘 채용, 단 몇 분내에 
   설치 가능.

· 초경량, 견고한 섬유유리 폴.

· 내수압 : 5000 mm.

· 스타일리쉬한 레이스트랙 아웃라인 
   프린트가 새겨진 이너텐트.

· 모터스포츠 매니페스토 레터링, 일체형 
   테이블 백.

· 통풍을 위한 측면 환기구멍.

· 캐리백과 안내서 포함.

·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PU 코팅.

·총 중량 : 4kg.

275,000원 

Team Blue  80 23 2 285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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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torsport Ballpoint Pen.
·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위한 터치 펜 기능이 
   있는 볼펜.

·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그립 패드.

· 편리한 스크류 방식.

·소재 : 알루미늄, 플라스틱.

·리필 : 다크블루, 교환가능.

5,500원 White 80 24 2 285 871

#3 Motorsport Key Ring Pendant
“Victor”.
· BMW 레이싱 유니폼을 입은 귀여운 마우스
   인형 모양의 키링 펜던트.

· 키링 또는 가방에 부착시킬 수 있는 
   카라비너 클립.

·마우스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기타 소재 : 100% 면. 

28,600원 
Grey / White overall 80 27 2 285 877

#5 Motorsport Key Ring Pendant.
· 최고급 자카드 키링 펜던트. 

· 특히,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사용.

· 폭이 넓은 키링.

· 키링에 새겨진 BMW Mortorsport 로고, 
   3D BMW 로고. 

·스트랩 : 100% 나일론. 고리 : 메탈.

·키링: 메탈(아연/알루미늄)

22,000원 
Silver-coloured  80 27 2 285 867

#2 Motorsport Lanyard.
· 키홀더가 있는 최고급 랜야드.

· BMW 로고와 “powered by M” 레터링이 
   새겨진 견고한 알루미늄 클립.

· 폭이 넓은 키링. 

·스트랩 : 100% 나일론. 고리 : 메탈.

·키링 : 메탈(아연/알루미늄).

19,500원 
Silver-coloured  80 27 2 285 868

HIGH-SPEED 
ACCESSORIES.
BMW MoToRSPoRT CoLLECTIon.

#5

#4

#3

#1

#2

#4 Motorsport Racing Mouse
“Victor”.
· 부드러운 재질의 모터스포츠 시크니처  
   마우스 인형.

· 모터스포츠 레이싱 유니폼이 돋보이는   
   디테일.

·마우스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기타 소재 : 100% 면. 

44,000원 
Grey / White overall 80 45 2 285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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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YOUR DRIVE? 

규칙을 다시 쓰다

Neil Matthews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케이

프타운에 있는 골프코스를 갔을 때가 7살이었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업무와 관련해 뉴

욕, 런던 등 세계의 수 많은 도시를 여행했다. 이 

경험으로 그는 어반 골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업무가 끝난 뒤 가볍

게 몇 샷을 치기에는 골프 클럽이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반 골퍼

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 탄생하게 된 스포츠는 사

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그가 가장 

좋아하지만, 종종 소수를 위한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던 골프가 어반 골프를 통해 이제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는 이전에

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곳들, 이를테면 버

려진 공단, 호수 중앙에 있는 플랫폼 등등의 장

소에서 골프를 즐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를 
골라요. 그리고 그곳을 골프 코스라
고 상상하는 거죠.”

그가 어반 골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

반 골프처럼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 Matthews가 가장 좋아하는 복장은 BMW 
Golfsport Collection의 폴로셔츠다. 어반 골프

를 칠 때도, 가족 모임에서도 잘 어울려 활용성

이 매우 높다.

그가 골프클럽을 들지 않는 날은 거의 없지만 그

래도 출장 등 일을 할 때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쪼그려뛰기 등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

로 운동을 한다.

“사람들이 ‛티타임’이라는 소리를 들
었을 때 골프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골프클럽을 손에 쥐게 되면 그는 어디서

든 100티숏을 친다. 지붕 위, 해변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 있는 플랫폼에서까지.

5 THINGS YOU WILL NEED.

골프 클럽 하나 또는 두 개.

발포고무 소재의 작은 골프공.

간식거리, 공, 토치 등을 가져갈 가방.

골프를 즐길 장소! 공원이나 일반 도로 등등.

어반 골프를 좋아하는 동료나 친구.

1
2

5

3
4

Neil Mattews는 스포츠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스포츠 매니저로 

남아프리카 내 축구팀과 럭비팀의 경기 

결과를 분석한다. 업무외 시간에는 

전문 어반 골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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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스윙. 최상의 편안함.

골프를 즐기려면 골퍼도 장비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MW Golfsport Collection이 골퍼들의 요구에 딱 맞는 제품을 선보입니다.

Highlights
- 신선하고 스포티한 컬러,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눈길을 
  사로잡는 아플리케 스트라이프 처리, 딤플 메쉬 삽입.

- 편안한 활동성과 착용감을 위한 신축 소재.

-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돕기 위한 디자인.

#2

#1

#2

#1 #2 #4

#3

#1 Golfsport Polo Shirt,
ladies.
· 통기성이 뛰어나고 건조가 빠른 초경량 
   극세사 폴로 셔츠.

· 활동성을 고려해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 사용.

· 사이드와 숄더의 심리스 처리.

· 이중 립처리된 소매 끝단으로 세련된 
   스타일 완성.

· 딤플 메쉬처리.

· 입고 벗기 편한 롱 플래킷 처리.

· 안쪽에 스트립을 가미한 립처리 칼라.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피케.

·메쉬 : 100% 폴리에스테르.

69,000원 
White XS–M 80 14 2 285 697-699
Aqua XS–M 80 14 2 285 702-704

#2 Golfsport Polo Shirt,
men.
· 통기성이 뛰어나고 건조가 빠른 초경량 
   극세사 폴로 셔츠.

· 활동성을 고려해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 사용.

· 사이드와 숄더의 심리스 처리.

· 이중 립처리된 소매 끝단으로 세련된 
   스타일 완성.

· 딤플 메쉬처리.

· 입고 벗기 편한 롱 플래킷 처리.

· 안쪽에 스트립을 가미한 립처리 칼라.

·소재 : 100% 폴리에스테르 피케.

·메쉬 : 100% 폴리에스테르.

69,000원 
White S–L 80 14 2 285 727-729
Aqua S–L 80 14 2 285 732-734

#3 Golfsport Basic Cap,
unisex.
· 빠른 건조, 초경량 캡, 땀 흡수를 위해 
   안쪽에 스웨트 밴드처리.

· BMW 로고가 새겨진 스타일리쉬한 메탈 캡
   잠금으로 사이즈 조절. 

· 아쿠아 컬러로 마감된 캡 내부. 

· 우븐 그린 테잎 처리된 캡 상단.

· 겉감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면.

33,000원 White  80 16 2 285 752

#4 Golfsport Functional Cap,
unisex.
· 빠른 건조, 방수, 초경량 캡.

· BMW 로고가 새겨진 스타일리쉬한 
   메탈 캡 잠금으로 사이즈 조절.

· 캡 옆면의 그린 파이핑 장식.

·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룩을 돋보이게 하는  
   사이드의 스트라이프 장식.

· 겉감 : 100% 폴리에스테르.

· 안감 : 100% 면.

38,500원 Black  80 16 2 285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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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lfsport Functional Umbrella.
· 빨리 펴지는 자동 스포츠 우산.

· 초경량의 견고한 섬유유리 프레임 적용으로 
   뛰어난 핸들링과 내구성.

· 강풍으로 인한 우산 뒤집힘을 방지하는 
   더블 캐노피.

· 인체공학적 디자인, BMW 로고가 하단에 
   새겨진 경질 고무 소재의 손잡이.

· 안쪽의 빛을 반사하는 실버 컬러 캐노피.

· 외부 캐노피 : 100% 폴리에스테르.
· 크기 : 1.35 m.

· 내부 캐노피 : 실버컬러 PU 코팅.

80,000원 Black  80 23 2 285 754

#2 Golfsport Bag.
· 초경량 기능성 스포츠 백, 메인 수납공간, 
   외부 포켓 2개, 조절이 가능한 젖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드라이 섹션.

· 안에 들어 있는 아이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와이드 오픈 방식의 메인 수납공간.

·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앞쪽의 
   와이드 포켓, 옆쪽의 작은 수납칸.

· 탈부착 가능한 패딩 어깨끈으로 
   이동 편의성 제공. 

·소재 : 50% 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사이즈 (L x W x H) : 66 x 28 x 30 cm.

143,000원 
Black / White  80 22 2 285 764

EVERYTHING 
READY TO GO.
BMW GoLFSPoRT CoLLECTIon.

#3 Golfsport Shoe Carry Bag.
· 액세서리 보관 포켓과 공기가 잘 통하는 
   실용적인 신발 가방.

· 안쪽에는 신발 분리 시스템, 안정적인 
   고정을 위한 오염방지 코팅.

· 쉽게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는 와이드 
   오픈 방식.

· 소재 : 50% 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 사이즈 (L x W x H) : 25 x 11x 36 cm.

49,000원 Black  80 22 2 285 760

#2

#1

OGIO- 최고급 스포츠 백 전문업체

Highlights
- OGIO 아쿠아 테크 소재.

- 우수한 내구성. 초경량.

-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과 컬러의 조화.

#4 Golfsport Travel Cover.
· 초경량 소재, 뛰어난 내구성, 세련된 
   블랙컬러의 여행용 커버.

· 캐리백 2개 또는 카트백 1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

· 외부 포켓 2개, 핸들링과 이동성이 
   뛰어난 바퀴.

· 패딩을 넣어 편안한 어깨끈.

· 지퍼에 가하는 압력을 줄여주는 
   와이드 스트랩.

· 견고한 운반용 손잡이.

· 안전한 운반을 위해 잠글 수 있는 메인 지퍼.

·소재 : 50% 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사이즈 (L x W x H) : 136 x 33 x 34 cm.

165,000원 Black  80 22 2 285 763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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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lfsport Rain Pants,
ladies and men.
· 초경량, 부드러운 레인 팬츠.

· 주름이 가지 않는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가 
   주는 편안함, 마찰 소음이 없는 활동성.

· 방수/방풍 소재, 테이핑 처리로 깔끔한 
   이음새.

· 조절이 가능한 허리밴드.

· 골프스포츠 디자인의 스트라이프를 더한 
   벨트 루프.

·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지퍼.

· 통을 조절할 수 있는 후크-앤-루프 
   스트랩이 있는 밑단.

·겉감 : 100% 폴리에스테르.

·안감 : 100% 나일론.

·메쉬 : 100% 폴리에스테르.

110,000원 Aqua
Ladies XS–M 80 14 2 28 5 717-719  
110,000원 Black
Men S–L 80 14 2 28 5 747 -749

#2

#1

#2

#2

#2 Golfsport Fleece Jacket,
ladies and men.
· 기분 좋은 부드러움, 따뜻하고 포근한 
   플리츠 재킷.

· 뛰어난 신축성으로 활동성이 좋은 소재,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착용감.

·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지퍼, 어깨, 
   소매 위의 섬세한 아플리케 처리.

· 깔끔한 심리스 숄더, 플랫락 처리.

· 허리밴드, 칼라의 스토퍼가 있는 조절 밴드.

121,000원 White
Ladies XS–M 80 14 2 28 5 692-694  
121,000원 Black
Men S–L 80 14 2 28 5 722 -724 

#2 / 3

#3
#1

#1

#1 Golfsport Functional Jacket,
ladies and men.
·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긴팔 재킷.

· 방수소재, 딤플 디자인의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지퍼.

· 깔끔하고 견고하게 테이핑 처리한 이음새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어깨부분에 
   신축성 소재 사용.

· 통풍을 위해 안감에 메쉬 소재 사용.

· 안팎에 대비를 이루는 컬러로 파이핑 처리.

·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쪽에 넓은 
   줄무늬 테이프 적용.

· 어깨 위의 줄무늬 아플리케 테이프.

· 서포터가 있는 보이지 않게 감춰진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

· 편리한 보관용 파우치. 

·겉감: 100% 폴리에스테르.

·안감: 100 % 폴리에스테르, 메쉬.

·테이프 강화 이음새.

165,000원 White
Ladies XS–M 80 14 2 28 5 712 -714
165,000원 Black
Men S–L 80 14 2 28 5 742 -744

READY FOR THE MASTERS.
BMW GoLF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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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Golfsport Cart Bag.
· 초경량 방수 oGIo 카트 백, 손 안에 꼭 
   들어오는 편안한 핸들, 패딩 처리한 어깨끈.

· 15개 클럽 구획, 밑단까지 이어지는 
   칸막이로 깔끔한 정리.

· 외부 포켓 6개, 내부 포켓 6개.

· 타올 고리, 우산 홀더, 레인 커버.

· 겉감: 50% 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사이즈 (L x X x H) : 28 x 37 x 93 cm.

530,000원 
Black / White  80 22 2 285 761

#1 Golfsport Carry Bag.
· 편안한 4포인트 숄더 스트랩 시스템의 
   초경량, 방수 oGIo 캐리백, 패딩 처리한 
   어깨끈과 개별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 자동 펼침 방식의 알루미늄 다리, 빠짐 
   방지처리 스탠딩 발이 안전한 지지력 제공.

· 손 안에 꼭 들어오는 편안한 핸들.

· 클럽 구획 7개, 외부 포켓 5개, 내부 포켓 
   2개, 단열 처리된 음료수 홀더.

· 편리한 후크-앤-루프 글러브 패치.

· 귀중품과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는 
   부드러운 플리츠 안감을 댄 수납 공간.

· 겉감 : 50% 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 사이즈 (L x X x H) : 25 x 41 x 90 cm.

500,000원 
Black / White  80 22 2 285 762

WELCOME TO THE CLUB.
BMW GoLF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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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tleist Pro V1 Golf Ball.
· BMW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Titleist제작, 

   전문가용 골프공.

· 전세계 골프 투어에서 입증된 성능.

· 얇고 부드러운 우레탄 엘라스토머 커버.

·소재 : 고무, 우레탄 엘라스토머.

·3개 한 세트. 

28,600원 White  80 23 2 284 799

#2 Golfsport Cap Clip.
· BMW 로고가 새겨진 실버 컬러 캡 클립 및 
   어느 모자에나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트. 

· 소재 : 메탈, 에폭시 수지.

12,000원 Metal  80 33 2 207 969

#3 Golfsport Club Towel.
· 편리한 클럽 타올.

· 바깥쪽은 최고급 벨루어 소재, 안쪽은 
   흡수성이 뛰어난 테리 직물, 3겹.

· 탈부착할 수 있는 카라비너 고리.

· 물병, 그린 세트, 티백과 완벽한 조화.

·소재 : 면.

·사이즈 (L x W): 43.5 cm × 19 cm (folded).

16,500원 Black  80 23 2 285 757

#5 Golfsport Green Set.
· 피치포크, 연필, 티 4개가 포함된 최고급 
   그린 세트. 

· 딤플형 겉면, 카라비너, 피치포크

· 쉬운 핸들링을 위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썸레스트가 있는 피치포크.

· 골프백에 쉽고 간단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견고한 메탈 카라비너. 

· BMW 로고가 새겨져 있는 핀.

·소재 :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사이즈 (L x W x H) : 10.5 x 2 x 6.5 cm.  
   (without carabiner)

23,000원 
White / Black  80 23 2 285 755

#1

#4 Golfsport Tee Bag.
· 와이드 오픈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최적화된 
   스타일리쉬한 티백.

· 견고한 카라비너 고리, 독특한 공기 흡입 
   디자인으로 골프 백에 쉽게 탈부착 가능.

· BMW Golfsport 레트링이 새겨진 지퍼와
   BMW 로고가 새겨진 메탈 핀.

· 2개 사이즈의 핀 포함.

· 소재 :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 사이즈 (L x W x H): 14 x 2 x 14 cm.

23,000원 
White / Black  80 23 2 285 756

#3

#2

#6 Golfsport Gift Set.
· 골프공을 확대한 모양의 멋스런 선물세트

· 기능성 캡, 피치포크, Titleist Pro V1 
   골프공 포함.

· 견고하고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있는 티 
   모양 스탠드.

· 골프 공 디스플레이 포함.

· BWM 로고가 새겨진 클립온으로 스탠드 
   대체 가능.

·소재 : 플라스틱.

77,000원 
White  80 23 2 285 759

#6#5#4

THE DIFFERENCE 
IS IN THE DETAILS.
BMW GoLFSPoR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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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y Panovic가 치고, 차고, 뛰어오른다. 그는 

공격하고, 방어하고, 바닥을 구른다. 그리고 다

시 공중으로 훌쩍 떠올라 제비넘기를 한다. Duy
는 모델이자 스턴트우먼인 동시에 영화제작을 

위한 아크로바트 전문가이기도 하다. 아크로바

트를 전문 직업으로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낸 

그의 묘기는 가히 인상적이다. 동작 하나하나는 

육체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크로

바트, 무술, 오랜 노력과 고된 훈련을 필요로 한

다. Duy는 다리, 복부, 등 근육강화를 위한 강

도 높은 스트레칭과 연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한다. 이 두 가지는 유연성과 완벽한 안정감

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나는 날 수 있어요. 단,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요.”

Duy Panovic
STUnTWoMAn

그는 새로운 동작을 개발하거나 연습할 때 무릎

과 팔꿈치 보호를 위해 스턴트 패드를 사용한

다.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할 때 갑작스런 일들

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팀과 장비

를 100%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BMW Activity Luggage Collection의 더플백

은 그에게 완벽하다. 필요한 보호장비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먼지가 많은 곳이

나 물이 있는 곳 등 어디에 놓아도 무방하며, 뛰

어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그에게 무엇보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력이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사람만
이 결국 끝까지 갈수 있어요.”

Duy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또 다른 중

요한 사항은 육체와 정신의 균형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휴식도 운동만큼 중요하다.

그의 취미는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이다. 전문 스

턴트우먼답게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든다.

BMW Trolley. Page 57

최상의 다이내믹 퍼포먼스 : 
Duy Panovic의 스턴트는 움직임에 대한 완벽한 자유, 그 자체를 표현한다.

묘기는 무술과 아크로바트가 혼합된 예술이다.

카타라고 잘 알려져 있는 화려한 묘기 동작은 체조와 브레이크댄스 그리고 쿵푸, 카포에이라, 킥복싱 등 다양한 무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묘기는 앞으로 공중제비 넘기, 뒤로 공중제비 넘기 등 아크로바트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WHAT’S YOUR DRIVE? 

중력을 거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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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 Rucksack.
· 스포티한 메신저 스타일 럭색, 짐의 부피나 
   양에 따라 가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롤탑 방식.

· 공기순환 시스템을 적용한 등부분, 부드럽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어깨끈 외에도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최적의 무게배분으로 
   편안함을 향상시켜 주는 허리벨트와 가슴끈.

·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부착된 후
   크-앤-루프 방식으로 더욱 편리.

· 안쪽에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  

· 소재 : 420 D TPU 나일론.

·사이즈(L x W x D) : 51.25 x 26.25 x 16 cm.
·용량 : 26 l. 무게 : 1 kg.

143,000원 
Anthracite / Black / Light Blue  
80 22 2 359 842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각양각색 다기능 여행 가방, OGIO 제휴.

Highlights
- 개성있고 독특한 여행용 가방을 위한 스포티한 기능성과 순수 디자인의 만남.

- 방수소재, 지퍼, 롤탑.

- 초경량, 우수한 내구성, 방진처리 소재를 사용해 어디에서나 가장 완벽한 여행의 동반자.

- 편리한 롤탑방식으로 짐의 부피나 양에 따라서 가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단거리 여행 및 장거리 여행에 적합.

- 긴 지퍼와 고무소재 지퍼풀로 편리한 사용.

- 디자인 핵심: 브라이트 블루 안감과 섬세한 BMW 레터링

BMW FUnCTIonAL LUGGAGE. 

#1

FOR WILDERNESS  
AND URBAN JUNGLE.

#1

144



BMW LIFESTYLE  I  BMW FUNCTIONAL LUGGAGEBMW LIFESTYLE  I  BMW FUNCTIONAL LUGGAGE

#1 BMW Bag.
· 초경량, 넉넉한 크기의 더플백, 
   크기 조절 가능.

· 짐의 부피나 크기에 따라 가방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롤탑 방식.

· 패딩 처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탈부착 방식 어깨끈.

· 소재 : 420 D TPU 나일론.
   (L x W x D) : 51.25 x 26.25 x 16 cm.

· 용량: 26 l. 중량: 1 kg.

132,000원 
Anthracite / Black / Light Blue  
80 22 2 359 844

#3

#1

#2

#3

#2 BMW Messenger Bag.
· 초경량, 별도 패팅처리된 노트북 보관 섹션이
   있는 높은 내구성의 메신저 백.

· 원하는대로 상단을 빠르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롤탑방식.

· 내부에 수납 구획이 있어 아이템을 
   깔끔하게 보관.

· 패딩 처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탈부착
   방식 어깨끈. 

· 편안함을 더해 주는 회전 조인트.

·소재 : 420 D TPU 나일론.

·사이즈 (L × W × D) : 42 × 40 × 12.5 cm.
·용량 : 25 l. 중량: 0.8 kg.

121,000원 
Anthracite / Black / Light Blue  
80 22 2 359 843

#3 BMW Trolley Bag.
· 방수, 방진처리 소재로 만든 견고한 
   대형 트롤리.

· 특허받은 oGIo SLED 시스템 적용- 
   내구성이 뛰어난 견고한 베이스, 계단 등 
   기타 장애물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보호.

· 독특한 디자인에 견고하고 핸들링이 
   부드러운 휠.

· 다양한 수납을 위한 패딩처리한 외부 포켓과 
   내부 수납공간.

· 수납을 위한 조임끈.

· 편리한 운송을 위해 완벽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캐리 스트랩, 높이 조절 손잡이. 

· 소재 : 420 D TPU 나일론. 

·사이즈 (L × W × D) : 87 × 41.4 × 33 cm.

· 용량 : 120 l. 중량: 6.2 kg.

330,000원 
Anthracite / Black / Light Blue  
80 22 2 359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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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LIFESTYLE SHOP.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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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능성과 고품격 소재,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라이프스타일 샵, 

당신의 일상에 BMW의 감각을 더하십시오. 

BMW 드라이빙 센터 라이프스타일 샵 032) 74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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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SIZE?

A

B

C

LADIES

International XS S M

가슴둘레 (cm) 82 – 85 86 – 89 90 – 93

허리둘레 (cm) 66 – 69 70 – 73 74 – 77

엉덩이둘레 (cm) 92 – 95 96 – 98 99 –101

MEN

International S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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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SIONS

LADIES XS S M

유럽 34 36 38

아시아 85 90 95

INTERNATIONAL CLOTHING SIZE CONVERSIONS

MEN S M L

유럽 48 50 52

아시아 95 100 110

의류 미착용시의 신체 사이즈입니다.

A : 가슴둘레   B : 허리둘레   C : 엉덩이둘레

* 사이즈는 제품 디자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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