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세한 사항은 FCA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기본 부품이 아닌 소모성 액세서리로서 1년 또는 20,000km의 개별 제품 보증이 적용됩니다.

완전한 퀄리티, 그리고 안전한 워런티

보증 블랙박스
비상시에도 완벽하게 저장되는 영상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선사합니다.

지프 차종에 최적화된 보증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영상 안정화 시스템 

420X320 풀 패널 
터치스크린

차량 보증에 영향이 없는
MOPAR 인증 부품 WARRANTY

선명한 2채널
HD고화질 녹화

1280×720

all new wrangler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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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EW 
WRANGLER
ACCESSORIES

JEEP®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 어떤 지형이든 물러서지 않고 극복하는 강력한 퍼포먼스의 상징. 
랭글러의 하드보일드한 이미지는 주변의 의식과 개성을 잠재우고 억제하기 충분하기에, 
당신은 어쩌면 조금 위축되고 다른 이들의 시선에 예민해 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랭글러 액세서리 컬랙션의 세계로 진입하세요. 색다른 아이템들로 드레스업하여 
당신만의 에디션으로 길들이는 것이 특별한 랭글러에 어울리는 방법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오프로드를 처음 경험하셨을 때의 기분처럼 특별한 경이로움을 다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DRESS-UP EXTERIOR WR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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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ONT AIR DEFLECTOR
스모크 톤의 프론트 에어 디플렉터로, 날씨와 주행 환경에 따라 흙탕물 등이 후드 및 전방 
유리에 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도어 및 4도어 모델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비상시에도 파편화 되지 않는 안전한 폴리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맞춤 디자인되어 전면
부 끝단에 완벽하게 피팅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82215367 / 특별판매가 : \268,800 > \215,050 

2. FRONT END COVER / HOOD COVER
블랙 컬러의 비닐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도로 주행시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로부
터 프론트 그릴 및 후드 를 보호합니다. 프론트 엔드 커버는 가솔린 모델 전용입
니다.
82215365 (FRONT END COVER) / 특별판매가 : \393,300 > \314,600 
82215369 (HOOD COVER) / 특별판매가 : \164,600 > \131,670 

3. SATIN BLACK GRILLE
세련됨이 돋보이는 전면 크롬 그릴은 JEEP®의 상징인 세븐그릴의 강인한 이
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크롬 그릴은 당신의 랭글러를 개성 넘치는 스타
일로 변화시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82215114 / 특별판매가 : \499,600 > \43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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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ONT AIR DEFLECTOR (JK)
전면 그릴위에 자연스럽게 부착되는 에어 디플렉터는 전면 윈드실드 방향으로의  
기류를 전환시켜 풍절음을 감소시켜 주는 동시에, 차량을 더욱 역동적이며  
스포티하게 데코레이션 해 드리는 액세서리 아이템 입니다.
82210277AB / 판매가 : \209,300

5. CHROME GRILLE (JK)
세련됨이 돋보이는 전면 크롬 그릴은 JEEP®의 상징인 세븐그릴의 강인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크롬 그릴은 당신의 랭글러를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변화시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82210558AD / 판매가 : \647,500

6. GRILLE APPLIQUE, BLACK (JK)
블랙톤의 그릴 인서트는, 차체색상과 대비되는 스모키 톤과 
함께, 적은 비용으로도 차분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존재감의 외관을 보여주는 멋진 액세서리 아이템입니다.
130630RR / 판매가 : \160,800

7. GRILLE APPLIQUE, CHROME (JK) 
전면을 모두 교체하는 크롬 그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릴 인서트 부분만을 세련되게 꾸며보세요.  
적은 비용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130620RR / 판매가 :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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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RONT VIEW DRESS-UP COLLECTIONS
지프의 역동성은 그릴에서 시작됩니다. 
역동적인 스타일을 부여하는 강한 개성의 디자인을 적용해 보세요.  
헤리티지가 반영된 기존 랭글러 전면 디자인 위에 더욱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선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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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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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REMIUM SOFT TOP, BLACK (JK)
트리플 레이어드 방식의 내구성이 높고 방수-방풍성능 및 실내 정숙성이 향상된 소프트 탑 입니다.  
MOAB 스페셜 에디션에 적용된 소프트 탑의 애프터마켓용 모델로서, 한차원 높은  
만족도의 오픈에어링을 선사해 드립니다.
82213650 (2-DOOR) / 82213652 (4-DOOR)
판매가 : \3,685,000 / 3,795,000

1. REMOVABLE ROOF RACK KIT (JL전용)
용이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랭글러용 다목적 크로스 바 키트 입니다.
루프 캐리어 등을 추가로 장착할 때 안정적으로 베이스 역할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82215387 / 특별판매가 : \886,900 > \527,670  

3. MESH SUN BONNET (출시예정)
루프를 탈착 또는 폴딩한 상태에서도 오픈 에어링의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메쉬 소재 커버입니다.
82215390 

2. ROOF-MOUNT SKI AND SNOWBOARD CARRIER
THULE™의 스키-스노우보드 캐리어로서,최대 6세트의 스키 플레이트와 4개의 보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잠금키가 제공되며,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S92725
특별판매가 : \280,800 > \234,850 

4. SUN BONNET (출시예정)
루프를 탈착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커버입니다.
82215392 

6. SOFT TOP, BLACK (JK)
누구라도 편리하게 개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의  
블랙 컬러의 캔버스 소재 소프트 탑입니다. 
갑작스런 소나기 등 비상시에도 간단하게 탑을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으며, 하드탑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오픈 에어링의  
개방감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82213649 (2-DOOR) / 82213651 (4-DOOR)
판매가 : \2,585,000 / \2,695,000

랭글러 스포츠에 장착된 접이식 선라이더 소프트탑은 3중 패브릭으로 구성돼 주행 시 소음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류에 의한 진동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진정한 오프로드의 스페셜리스트, 지프 랭글러의 소프트탑은 2가지 종류의 컬러로 제작되어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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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WRANGLER

7. HOOD LOCK (JK)
열쇠 방식의 후드 잠금 기능을 제공하는 키트입니다. 
82213051AC
판매가 : \371,600

1. SIDE WINDOW AIR DEFLECTORS (출시예정)
앞좌석 및 뒷좌석 도어에 장착되는 스모키 톤의 사이드 에어 디플렉터
입니다. 주행중 통풍을 위해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 및 빗물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82215368 

2. WRANGLER SNORKEL (출시예정)
공기 흡입부의 높이 이상되는 깊은 수심에서 도하 운행하는 조건시,  
외부 공기를 직접 엔진에 유입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JL 전용 스노켈 
입니다. 2.0L 가솔린 엔진을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82215350 

3. FRONT BUMPER SKID PLATE
프론트 범퍼 아래에 장착되는 구조의 스키드 플레이트로,  
오프로드 주행시 바위 등의 돌출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면 하부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82215183 / 특별판매가 : \738,400 > \590,700 

5. FRONT / END COVER (JK)
이 커버 아이템은 JEEP® 랭글러에 적용되는 가장 유니크한  
액세서리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용이하게 장착이 가능하고,  
계절이나 특별한 오프로드 이벤트에 따라 오너의 개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전면 그릴과 후드에 적용됩니다.
82210318AB / 판매가 : \276,100

6. HOOD COVER, BLACK/KHAKI (JK)
랭글러의 유니크한 액세서리 전통이 돋보이는 또 하나의 아이템으로,  
심플하게 후드에만 씌워 고정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2210316 (BLACK) / 82210317 (KHAKI)
판매가 : \121,900 / \124,700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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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NTED AIR DEFLECTORS FOR WINDOW(JK)
JK 전용 사이드 에어 디플렉터 입니다.

82212716 (FRONT) / 판매가 : \146,900
82212717 (4-DOOR REAR) / 판매가 : \107,700

08 09



HARD COVER (JK)
스페어 타이어의 휠 부분을 덮어주는 
타이어 커버 입니다. 합성수지 소재 
이며, 별도의 도색 작업으로 차량의  
외관색상과 일치된 톤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31인치 타이어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ECOP4035
판매가 : \437,000

SPARE TIRE COVER - 
SMILEY FACE (JK)
스마일 아이콘이 적용된 타이어  
커버입니다. JEEP® 브랜드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82212306
판매가 : \140,500

SPARE TIRE  
COVER - CAMPING 
THEME (JL)
캠핑 아트워크 적용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40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TRAIL  
RATED (JL)
트레일레이티드 엠블럼  
디자인의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38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WRANGLER (JL)
WRANGLER 로고 타입  
적용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44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COMPASS 
DESIGN (JL)
나침반 아트워크 적용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46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SAHARA (JL)
SAHARA 로고 타입 적용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47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PARACHUTE (JL)
낙하산 아트워크 적용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32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AMERICAN 
FLAG (JL)
모노톤 성조기 아트워크  
적용 스페어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5439
특별판매가 : \184,600
> \112,090 

SPARE TIRE COVER -  
JK GREEN (JK)
블랙컬러 데님 타이어 커버.
랭글러 일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문구: FUN IS STANDARD.  
PAVEMENT IS OPTIONAL./  
재미는 기본, 포장도로는 옵션)
82210886AB
판매가 : \134,900

HARD COVER (JK)
텍스쳐 블랙컬러의 스페어 타이어 
하드 커버 입니다.
82214306
판매가 : \805,000

SPARE TIRE COVER -  
JK GRILLE (JK)
합성 피혁 소재의 커버로,  
JEEP® DON’T HOLD BACK 로고와
랭글러 전면 그릴의 아트워크가  
적용되었습니다.
SKOTRCOVERGRL
판매가 : \99,000

SPARE TIRE COVER -  
JEEP® CAMP 10TH 
ANNIVERSARY SPECIAL 
ED. (JK)
합성 피혁 소재의 커버로,  
JEEP®  CAMP 10주년 기념 
한정판입니다.
SKOTRCOVERJPC
판매가 : \99,000

17-INCH BEADLOCK (CAPABLE) WHEEL
오프로드 주행시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휠로서,  
스타일 비드링 및 25개의 볼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링과 휠사이에 타이어 비드를  
단단하게 결속시켜 낮은 타이어 압에서도 주행 안정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77072466AB / 특별판매가 : \883,850 > \646,800 

FUNCTIONAL BEADLOCK RING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보장하는 퍼모펀스 전용 비드링입니다.
P5160154 / 특별판매가 : \577,100 > \482,570 

16-SPOKE WHEEL-17"
17인치 사이즈의 캐스트 알루미늄 휠.  
블랙컬러의 8개의 듀얼 스포크가 랭글러의 
강인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특별한 
외관과 개성을 선사합니다.
82211231
판매가 : \486,500

WRANGLER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휠 1개 금액이며, 타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랭글러만을 위한 5개의 휠을 통한 리터칭
차량의 드레스업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다름아닌 휠입니다. 
랭글러에는 예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5개의 휠을 장착할 수 있으며, 
휠 스타일을 교체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연한 바리에이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면, 간단하게 리어휠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지프 오너가 가진 관심을 당당하게 표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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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WRANGLER

4. FRONT DOOR CLADDINGS (JK)
도어와 사이드 패널을 보호하는 클래딩 파츠입니다. 오프로드 또는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을 방지해 주며, 더욱 역동적인 차량  
외관의 디테일 요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합성수지 소재로, 별도의 도색작업이  
가능한 부품입니다. 프론트와 리어도어용 품번이 나뉘어 2도어용과 4도어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COP4030 (FRONT DOOR) / ECOP4031 (REAR DOOR)
판매가 : \629,200 / 323,400

5. MIRROR CAP (JK)
JEEP® 로고가 인그레이빙 된 좌/우 세트의 미러 커버 캡 입니다.
양산형 모델에서 제공되는 기본사양 미러 캡과 다르게,
차량의 외장 컬러에 맞추어 도장이 가능합니다. (도장비 별도)
ECOP4034
판매가 : \187,800

3. RUBICON 10TH ANNIVERSRY EDITION HOOD PKG. (JK)
랭글러 10주년 에디션 후드 액세서리 입니다. 
더욱  공격적인 인상를 부각시켜주며, 랭글러 10주년 에디션의 후드와 동일하게 드
레스업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도장비 별도)
82213656AC
판매가 : \2,863,60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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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

1. FENDER FLARE (출시예정)
35인치 타이어와 함께 적용이 가능한 펜더 플레어 좌/우 세트입니다.  
차체 색상에 맞춘 별도의 도장 작업이 필요합니다.
82215740AC

2. HOOD LATCH (출시예정)
기본 사양 후드 래치 대비, 디테일과 스타일이 한층 돋보이는 후드 래치입니다.  
지프 윌리스 로고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으며 좌/우 1세트입니다. 
82215710

12 13



DRESS-UP EXTERIOR WR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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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ARKING COVER
하드 탑이 개방된 경우에도 빗물, 먼지 및 이물질로부터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하는 
커버입니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82215370
특별판매가 : \493,600 > \394,900 

4,5. SPLASH GUARD, FRONT/REAR (JK)
블랙 색상의 스플레쉬 가드로, 강성이 높은 TPO 및 TPR 합성 수지 소재로 제작되었
습니다. 진흙 등이 차체로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차량 하부를  
일부 범위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갖고 있는 효율적인 아이템 입니다. 단, 사이드 스탭 
일부 모델 및 오프로드 또는 튜브형태 리어 범퍼와는 동시에 장착이 어려울 수 있습
니다.
82210233 (FRONT) / 82210232 (REAR) (구형)
판매가 : \53,500 / \67,500

2,3. MOLDED SPLASH GUARDS - FRONT / REAR
진흙이나 빗물이 차체에 튀어 더럽혀 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의 
스플래쉬 가드입니다. 
82215332AB(FRONT) / 82215333(REAR)
특별판매가 : \140,500 > \69,300 

6. MOAB MOUNTAIN BODYSIDE GRAPHIC
MOAB의 험난한 암석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데칼입니다.  
사이드 도어 패널 하단을을 따라 부착되어 독특한 개성을 선사합니다.
82215732
특별판매가 : \646,100 > \228,580 

7. 1941 SWOOSH BODYSIDE GRAPHIC
도어 패널 상단을 따라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데칼
입니다. 지프의 헤리티지인 1941을 모티브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 
업그레이를 제공합니다.
82215731
특별판매가 : \646,100 > \2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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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WR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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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JEEP PERFORMANCE ROCK RAIL
기능과 스타일을 모두 충족하는 디자인의 퍼포먼스 락 레일은, 부가적인 차체 보호를 원하는  
오프로더를 위한 제품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트레일을 대비한 헤비 게이즈 스틸릉 소재로 
가공 되었으며, 내부식성이 뛰어난 아연 코팅 및 내구성이 높은 듀라벨 코팅이 적용 되었습니다. 
82215165AB
특별판매가 : \2,785,000 > \2,227,940 

8. FACTORY STYLE SIDE STEPS (JK)
차고가 높은 랭글러의 탑승 편의성을 고려한 합성수지소재 제품입니다. 여성 및 어린이의  
차량 승하차시에 유용하며, 일상적인 도심에서의 스타일링을 함께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82210565AD (2-DOOR) 
82210571AD (4-DOOR)
판매가 : \859,900 / 912,600

4. ROBICON ROCK RAILS
블랙 톤의 파우더 코팅 스틸로 제작된 락 레일로 루비콘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제품입니다. 4도어 JL전용입니다. 락 레일은 고강도 스틸로 락커 패널과 도어 사이드  
하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드 스텝과는 함께 적용이 불가합니다.
82215126
특별판매가 : \1,115,600 > \892,540  

6,7. TUBULAR SIDE STEPS (JK)
튜브형태 사이드 스탭 키트로 새틴 블랙의 고급감 넘치는 컬러와 크롬컬러가  
있습니다. 산화코팅된 알루미늄을 소재로 원통형태의 단면 형상을 갖고 있으며,  
외관 디자인면에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가능한 동시에, 기능적으로 차량을 보호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도어 하단에 넓게 장착되는 특성에 따라 전면 스플레쉬 가드와  
동시에 장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 SATIN BLACK 
82210561AF (2-DOOR) / 82210562AF (4-DOOR)
판매가 : \883,900 / 988,900

7. CHROME 
82210563AF (2-DOOR) / 82210564AF (4-DOOR)
판매가 : \1,155,700 / 1,489,700

1. SIDE STEPS
타일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 사양 사이드 스텝입니다. 프론트 휠부터 리어 휠 근방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탑승 및 하차시 안정적으로 딛고 오르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82215164 / 특별판매가 : \1,159,700 > \927,740 

2,3. SIDE STEPS CHROME /BLACK
타원형 단면 형상의 튜브 타입 사이드 스텝으로 발을 딛고 내리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 헥사곤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호에 따라 블랙 또는 크롬타입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82215329 (SIDE STEPS CHROME) / 특별판매가 : \1,789,800 > \1,342,330  
82215327 (SIDE STEPS BLACK) / 특별판매가 : \1,340,400 > \1,072,2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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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   STYLE   �   DRESS-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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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WRANGLER

1. JEEP® PERFORMANCE PARTS BADGE
지프 퍼포먼스 파츠 부품 로고 디자인이 적용된 뱃지입니다.  
차체에 부착 가능합니다.
82215764
특별판매가 : \72,300 > \44,000

2. FUEL FILLER DOORS
캐스트 알루미늄 소재의 연료구 도어로, 지프 브랜드 로고가 음각 
새김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소재와 안정적인 질감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82215122 (CHROME) / 특별판매가 : \521,700 > \296,780 
82215123 (BLACK) / 특별판매가 : \353,100  > \175,890 

3. VALVE STEM CAPS
랭글러의 휠에 또 다른 하이라이팅 감각을 제공하는 아이템입니
다. 공기 주입부 노즐을 장식해 주며, 4개 1세트입니다.
82213628AB (SILVER) / 특별판매가 : \34,400 > \28,820 
82214622 (BLACK) / 특별판매가 : \45,800 > \38,280 

4. DOOR HANDLE (JK)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도어 핸들로, 메탈부분 크롬 컬러, 엄지
가 닿는 부위에도 세심한 커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의 양산형 도어 핸들위에 부착시키는 형태로 장착됩니다.
331111RR / 판매가 : \146,900

5. BLACK TAILLAMP GUARDS (JK)
오프로드 기동중 램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템입니다. 
또한, 도심의 주행환경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차량의 고기능성을 
부각시켜 주는 동시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블랙 톤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0270AD / 판매가 : \369,900 

6. CHROME FUEL FILLER DOOR (JK)
양산형 랭글러의 노출형 잠금장치 주유캡의 위에 장착합니다. 
JEEP® 로고와 크롬소재 연료주입구 마운트링, 마운트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롬의 미래적인 감성이 넓은 면적의 노출  
부위를 통해 전해지는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82210284AC (2-DOOR) / 판매가 : \3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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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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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LACK FUEL FILLER DOOR (JK)
양산형 랭글러의 노출형 잠금장치 주유캡의 위에 장착합니다. 
JEEP® 로고와 블랙컬러의 메탈 소재 연료주입구 마운트링,  
마운트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스업 키트 단일 품목 중에
가장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 입니다.
82210609AC (4-DOOR) / 판매가 : \342,000 

8.  CHROME DRESS-UP KIT 
 WINDSHIELD BRACKET (JK)

랭글러의 윈드실드 사이드 코너를 크롬 컬러로 데코레이션  
해 줍니다. 랭글러의 아날로그적 디자인 감성을 돋보이게 해 주는 
동시에 더욱 강인하고 견고한 인상을 전해드립니다.
111203RR / 판매가 : \431,600

9. CHROME DRESS-UP KIT - HOOD LATCH (JK)
랭글러 고유의 후드 래치를 크롬 컬러로 더욱 돋보이게 해 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간편하게 적용되며, 랭글러의 아날로그적 
디자인 감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111606RR / 판매가 : \301,600

10. CHROME MIRROR CAPS (JK)
도어 마운트 사이드 미러 중 가장 큰 전면 노출 면적을 차지하는 
캡부분에 추가로 적용되는 액세서리 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커버를 크롬 컬러의 메탈톤 미러캡으로 대체하여 액세서리  
전면 그릴과 함께 확연한 데코레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82210469AC / 판매가 : \2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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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WRANGLER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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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LUSH MAT (JK)
실내공간 플로어에 부착할 수 있는 랭글러 전용 슬러쉬 매트입니다.  
진흙 등으로 부터 차량 내부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세척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오프로드 드라이빙에서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신형

82213861 (2-DOOR) 2개 1세트, 
82213860 (4-DOOR) 3개 1세트 (좌/우/뒤)
판매가 : \161,200 / \271,300

구형

82210164AC (2-DOOR) 2개 1세트 ,
82210166AD (4-DOOR) 3개 1세트 (좌/우/뒤)
판매가 : \77,300 / \147,000

8. PREMIUM CARPET (JK)
다크 그레이 톤의 색상으로 제작된 고품질 카펫입니다.  
JEEP®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09495AC (4-DOOR) 3개 1세트
판매가 : \112,100 / \149,200

FRIENDLY CABIN OF ADVENTURE MACHINE
랭글러의 실용적인 인테리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배려감이 돋보이는 액세서리 컬랙션을 선택해 보세요. 
모험을 떠난 동반자들의 환호와 웃음을 함께 나누는 더욱  돋보이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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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OR SILL GUARD - BLACK
블랙 톤의 합성 수지 소재로 제작된 도어 실 가드입니다. 4개 1세트입니다.
82215394 / 특별판매가 : \212,600 > \105,490 

1. DOOR SILL GUARD - STEEL
도어 하단부에 발생하는 스크래치와 도장 손상을 방지해 주는 실 가드입니다. 스테인리스 스
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4개 1세트입니다.
82215396AB / 특별판매가 : \409,300 > \246,180 

3. 4.  GRAB HANDLES
프론트 및 리어 도어 상단의 스포츠 바에 부착되어 탑승 중에 더욱 안정감있는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그립감이 뛰어납니다.
82215523 (FRONT) / 특별판매가 : \108,400 > \86,680 
82215524 (REAR) / 특별판매가 : \108,400 > \86,680

5. ALL-WEATHER MATS
랭글러의 실내 바닥을 수분과 진흙, 먼지와 암석 조각 등으로
부터 보호하는 사계절 매트입니다. 등고선 아트워크와 붉은색 
지프 브랜드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앞좌석 매트는 차량 하
부의 배수구와 피팅됩니다. 3피스 1세트입니다.
82215203AD
특별판매가 : \361,100 > \288,860  

6. PREMIUM CARPET FLOOR MATS
블랙 톤의 프리미엄 카펫 매트입니다. 3피스 1세트입니다.
82215201AB
특별판매가 : \361,100 > \16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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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WRANGLER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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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ET KENNEL
반려견이 더욱 안정적으로 탑승 자세를 유지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동장입니다.
82213729AB
특별판매가 : \445,300 > \320,100 

5. REAR SEAT DOG PARTITION
반려견을 카고에 안심하고 탑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티션입니다.
82215378AB
특별판매가 : \618,000 > \494,340 

2. TAILGATE TABLE
테일게이트의 트레일레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아웃도어 레저활동시,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2215416AB
특별판매가 : \678,200 > \542,520 

4. CARGO TUB
카고 플로어 하단의 보관 공간을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성 수지 소재 용기입니다. 
82215669AB
특별판매가 : \108,400 > \ 80,300 

1. MOLLE BAGS
RUBICON 시트 백에 적용된, MOLLE(MODULAR LIGHTWEIGHT 
LOAD-CARRYING EQUIPMENT) 시스템 부착용 수납 가방 세트입니다.  
3가지 사이즈의 백, 3개로 구성되었습니다.
82215429
특별판매가 : \409,300 > \327,470

3. CARGO NET
카고 플로어 바닥에 물품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용 네트입니다. 
82215379
특별판매가 : \128,500 > \7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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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WRANGLER

1. HARDTOP HEADLINER
8개의 블랙 컬러 PET 인슐레이션 폼 패널들로 구성된 헤드라이너 키트입니다.  
하드탑 내부에 장착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사계절 외부 소음을 10% 이상 개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82215133AC / 특별판매가 : \1,703,200 > \1,362,570 

3. DOOR SILL GUARD, SILVER (JK)
실버 컬러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도어 실 가드 좌/우 세트입니다.
도어 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내구성 높은 소재를 적용하였으며,
고급감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JEEP®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0108AC (2-DOOR) 2본 1세트
82210142AC (4-DOOR) 4본 1세트
판매가 : \154,600 / \282,600

2. HARD TOP HEADLINER (JK)
랭글러 하드탑용 인슐레이션 헤드라이너 입니다. 혹서기 및 혹한기의 실내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시켜 드립니다. 또한, 빗방울소음, 풍절음 등 하드탑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외부 소음을 약 10%정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하드탑의 내측면의 공간에 정확하게 피팅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처짐이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감됩니다. 
82212464AC / 판매가 : \764,000

4. DOOR SILL GUARD, BLACK (JK)
블랙 컬러의 플라스틱 소재 도어 실 가드 좌/우 세트입니다.
거친 노면을 오르내리며 손상되기 쉬운 도어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JEEP®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0104AB (2-DOOR)
82210106AB (4-DOOR)
판매가 : \54,900 / \84,300

※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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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AB HANDLE AND COAT HOOK (JK)
오프로드 주행의 흔들림과 충격이 큰 환경에서 그랩 핸들은 스타일 뿐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코트 훅은 옷걸이
용도로 사용되어 실내 정돈 및 공간 활용을 위해 실용적으로 사용됩니다.
2가지 모두 합리적인 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다른 탑승자들을
배려한 편의사양 옵션입니다.
82207660AC (구성: 핸들 1 / 코트훅 1) 
판매가 : \95,900

6. SUNGLASS HOLDER - STORAGE BAG (JK)
랭글러의 롤케이지에 부착할 수 있는 선글래스 수납용 홀더입니다.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JEEP® 브랜드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310RR152 / 판매가 : \51,400 

7. CARGO AREA TRAY (W. SUBWOOFER) (JK)
4도어 모델용 카고 트레이 입니다. 내구성이 높은 소프트 러버 재질로써  
카고 플로어 바닥에 정확하게 피팅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카고 바닥의 오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세척이 용이합니다.
82214404 / 판매가 :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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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UP WRANGLER

1. POWER DOME STEEL VENTED HOOD (JK)
스틸소재 환풍용 벤트가 적용된 파워돔 후드입니다.
P5155351
판매가 : \2,150,900

2. FLAT FENDER FLARES (JK)
차량의 양산형 펜더와 교체될 수 있는 스틸소재 펜더입니다.
BWF10918
판매가 : \1,709,200

4. SKID PLATES (JK)
조향부품과 스웨이바를 보호해 주는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82213581AB
판매가 : \676,100

3. FRESH AIR SCOOP (JK)
후드 상면 에어벤트의 오염 및 파편물질 유입을 차단해 주는 용도의 
박스 커버입니다.
135212RR
판매가 : \8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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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도장 및 장착 공임비용은 각 딜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공급 및 적용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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