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GADE

ACCESSORIES
지프 고유의 혁신적인 기술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갖춘
젊은 감성의 열정으로 가득한 이름 - 레니게이드
함께 출시된 다양한 액세서리 아이템들을 통해
더욱 아이코닉한 당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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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ADE

DRESS - UP EXTERIOR
DRESS-UP EXTERIOR � DRESS-UP INTERIOR � OUTDOOR � COLLECTION � JEE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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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ONT AIR-DEFLECTOR

2. FRONT END COVER

4. MOLDED SPLASH GUARDS, REAR

5. MOLDED SPLASH GUARDS, FRONT

전면 그릴 및 헤드램프 위쪽으로 장착할 수 있는 에어디플렉터 상품입니다.
주행중 노면으로부터의 파편, 진흙 및 벌레 등이 차량의 후드 및 윈드실드로
튀어오르지 않도록 돕는 공기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JEEP® 브랜드 로고가 적용되었으며, 색상은 스모크 톤입니다.

차량 하부에 장착되어 주행중 곤충과 노면 파편에 의한
손상을 방지시켜 주는 커버 입니다. 번호판의 장착에
문제없도록 디자인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2214227 (FOR NON-TRAILHAWK) / 판매가 : \352,700
82214228 (FOR TRAILHAWK) / 판매가 : \323,300

레니게이드의 익스테리어 라인과 완벽한 피팅을 이루도록
몰딩되었으며, 주행중 노면에서 튀어오르는 파편이나 진흙
등으로 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휠하우스에 적용되며, 2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82214127 / 판매가 : \137,600

82214127과 동일한 용도로, 전방 휠하우스에 적용됩니다.
2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82214128 / 판매가 : \137,600

82214055
판매가 : \207,800

3. SIDE WINDOW AIR DEFLECTORS
틴팅 처리된 윈도우 디플렉터 상품이며, 익스테리어 라인을
따라 어색함이 없이 완벽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자유로운 개방감을 경험하시기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82214056 / 판매가 : \2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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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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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ADE

DRESS - UP INTERIOR
DRESS-UP EXTERIOR � DRESS-UP INTERIOR � OUTDOOR � COLLECTION � JEEP® SERVICE

DESIGNED TO TAKE YOU FAR IN MORE WAYS THAN ONE
발길이 닿는 곳 어디든지 새로운 곳으로 당신을 안내할 레니게이드는 넓은 적재공간으로 더한 자유로움을 선사해 드립니다.
다양한 카고 액세서리 아이템과 함께 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출발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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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PET CARGO MAT

2. MOLDED CARGO TRAY

3. CARGO MAT KIT

4. CARGO NETS

카펫재질의 카고 플로어 전체를 덮도록 재단
된 매트입니다. 블랙 톤으로 제작되었으며,
JEEP®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4321 / 판매가 : \184,800

JEEP® 로고가 적용된 레니게이드 전용 몰딩타입 카고트레이
입니다. 바닥에 놓아 적재된 수화물이 미끄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액체등으로 된 적재화물이 흘러나와
카고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커버해 줍니다. 카고 바닥면적 전체에
완벽히 피팅되며, 세척을 위하여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82214195 / 판매가 : \137,600

카고 플로어 및 리어 범퍼 및 페시아까지 연장시켜 덮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매트 입니다. 사이즈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스크래치 등을 방지해 주는 실용성이 높은 아이템 입니다.
82214602 / 판매가 : \162,500

2개의 네트로 구성된 세트 상품입니다. 작은 수화물 또는 단일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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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을 카고 바닥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있는 플로어 네트
와 물품들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포켓형 고정 네
트로 구성됩니다.
82210538AB / 판매가 : \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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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ADE

DRESS - UP INTERIOR
DRESS-UP EXTERIOR � DRESS-UP INTERIOR � OUTDOOR � COLLECTION � JEE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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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OR SILL GUARDS

2. BRAKE AND ACCELERATOR PEDAL KIT

3. ALL-WEATHER MATS

4. PREMIUM CARPET FLOOR MATS

앞좌석 도어프레임 하단에 적용되는 도어실 가드입니다.
JEEP® 로고가 각인되어, 도어를 오픈할 때마다 더욱 모던하고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 디테일을 전해드립니다.
(좌우 2개 1세트입니다.)
82214263AB / 판매가 : \230,300

운전석 하부 풋웰 공간에 볼드한 개성을 가미시켜 주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페탈 커버입니다. 페달에 디자인된 러버소재 몰드가 페달에 적용되는 강력한
그립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이테크적인 스타일의 멋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82214269 / 판매가 : \251,900

실내공간 플로어에 부착할 수 있는 4계절용 바닥 매트 입니다.
결이 깊은 패턴이 적용되어 탑승자가 실외에서 밟고 묻혀들여온 물, 눈, 진흙
등이 실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JEEP® 로고가 적용되었으며,
총 4개 피스로 구성되었습니다.
82214194AB / 판매가 : \189,300

실내 플로어의 사이즈 뿐만 아니라 컬러감과 재질까지도 완벽하게 매칭을
이루도록 디자인된 매트입니다. 후면에는 고무 몰딩이 적용되어,
매트가 마찰력을 갖고 미끄러지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2214324 / 판매가 : \24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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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