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상세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2020. 9. 23)에 따름

LEXUS
ES
ACCESSORY

Member Brace
품명 및 모델명

ES TRD 멤버 브레이스

KC 인증 필 유무

대상 외

동일 모델의 출시년월

2018년 7월

수입자

한국토요타자동차㈜

제조자

TOYOTA CUSTOMIZING & DEVELOPMENT Co., Ltd.

제조국

일본

크기(길이 x 높이 x 너비)

1

프론트 서스펜션 중앙 하단부: 696 × 74 × 6(mm)

2

프론트 중앙면, NO.1 : 362.5 × 60 × 15(mm)

3

프론트 중앙면, NO.2 : 319 × 69 × 4.5(mm)

4

리어 서스펜션(좌우) : 504 × 84 × 4.5(mm) × 2

5

리어 서스펜션 하단(좌우) : 290 × 82 × 4.5(mm) × 2

재질

SPHC + ED Coating

적용차종

ES 300h (2019년형 이후 출시 모델)

품질 보증 기준

1년 또는 2만 km (선도래 조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Member Brace / Trunk Mat /
F SPORT Logo Illumination

렉서스 공식 딜러사 제품 판매자
※ 딜러 세일즈 컨설턴트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

Trunk Mat
품명 및 모델명

ES 트렁크 매트

KC 인증 필 유무

대상 외

동일 모델의 출시년월

2018년 7월

수입자

한국토요타자동차㈜

제조자

Toyota Motor(China) Investment Co., Ltd.

제조국

중국

크기(길이 x 높이 x 너비)

1.1m × 1.7m × 0.1m (포장 기준)

재질

PVC

적용차종

ES 300h(2019년형 이후 출시 모델)

품질 보증 기준

보증 외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렉서스 공식 딜러사 제품 판매자
※ 딜러 세일즈 컨설턴트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

F SPORT Logo Illumination
품명 및 모델명

F SPORT 로고 일루미네이션

KC 인증 필 유무

대상 외

동일 모델의 출시년월

2018년 7월

수입자

한국토요타자동차㈜

제조자

Toyota Motor Corporation

제조국

일본

크기(길이 x 높이 x 너비)

0.120m × 0.090m × 0.060m

재질

LED

적용차종

ES F SPORT (2022년형 이후 출시 모델)

품질 보증 기준

1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ㆍ본 인쇄물의 저작권은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있습니다.
ㆍ본 인쇄물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ㆍ본 인쇄물에 게재된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 품목은 가까운 렉서스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렉서스 공식 딜러사 제품 판매자
※ 딜러 세일즈 컨설턴트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

렉서스 고객 지원실 : 080-4300-4300

Published : February 2022

MEMBER
BRACE

TRUNK
MAT

F SPORT LOGO
ILLUMINATION

ES 300h 전용으로 개발된 멤버 브레이스는 ES의 차체 하부 강성을 강화하여

ES 300h 전용 트렁크 매트는 복합 코팅 기술을 적용해 표면의 내마모성과

도어를 개방하자마자 LEXUS F SPORT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크래치 저항성을 높여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로고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또한 노면에서 오는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고온에서 압축된 매트는 방수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청소에 용이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면에 도트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복합 코팅 기술이 적용된 표면
우수한 복원력을 갖춘 내장재(XPE)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도트 패턴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사용 시 유의사항

•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를 제외한 곳에서 장착하거나 셀프 장착(DIY) 중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트 가까이에서 날카로운 물건 및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소비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사고,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 결함 외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입 후 부품을 절대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사고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부품 장착 시 리프트 및 잭은 부품과의 간섭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탈거 및 재장착 시 반드시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 브레이스를 장착할 경우 승차감, 주행감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닷물을 비롯한 염수 또는 겨울철 염화칼슘에 노출된 경우 소재의 백화 현상 방지를 위해
세정제와 맑은 물을 이용하여 세척하십시오.
(백화현상은 제품의 불량이 아닌 소재의 특성이므로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착 전 트렁크 바닥의 먼지와 이물질을 정리하십시오.

사용 시 유의사항
• 소비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파손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