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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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ACCESSORIES



강력한 성능과 함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제 당신만의 자유로운 디자인과 더욱 다양한 가능성에도 

시선을 돌려 보십시오.

JEEP®   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 없이 많은 조합의 개성과 놀랍도록 독특하게 진화된 실용성에 주목해 주세요. 
당신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지프는 단지 하나의 양산형 모델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당신만의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쉬크한 매력으로 때로는 다이내믹한 에너지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는 지프 액세서리 컬랙션 안에서, 
가슴 설레이는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본 카탈로그는 FCA KOREA LIMITED의 저작물입니다. 사진 및 세부사항은 출판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각종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재질, 적용 차량 모델, 가격, 판매조건 등은 FCA KOREA LIMITED의 품질 향상, 디자인, 마케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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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미세/초미세먼지 여과 성능부터 
탁월한 박테리아 억제 향균 및 실내 탈취 성능까지

※ 자세한 사항은 FCA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를 위한

프리미엄 캐빈 헤파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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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필터링



JEEP®브랜드의 진정한 팬은 지금도 전세계를 달리고 있는 수 백만대의 지프와 함께하는 오너 고객님들입니다.
오너와의 특별하고 독특한 유대감을 가능하게 해 온 지프 SUV를 선택한 고객님들의 자유로움, 열정과 진정성은,

단지 지난 75년의 시간안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지프와 함께 할 수 많은 모험을 통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JEEP®란, 브랜드 이상의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의 진정한 JEEP STORY를 만들어 보십시오.

#MYJEEPSTORY는 지금 JEEP KOREA FACEBOOK 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jeepkorea
www.jeep.co.kr

서핑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녀는 자연과 지구,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다. 괜한 과장이 아니라 서핑이 품고 있는 철학이 작게는 옷과 맥주, 
노래부터 크게는 자연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심플하지만 거대한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RENEGADE 오너이자 영혼 깊은 곳까지 서퍼의 마음을 
간직한 김수영 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수영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마케터 / RENEGADE

“아직 국내에 서핑의 물결이 상륙하기 전에 서핑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하와이에서 서핑을 배웠어요. 좀 더 적극적인 서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게 5년 전인데, 파도를 탈 때마다 좋고 바다에 있는 그 자체가 
편안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게 맞겠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겠다, 다음엔 이걸 해봐야지 하면서 운동좀 해본 
사람 특유의 성취욕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좋은 
파도는 또 엄청 고대하긴 하죠.”
“여러 모로 운이 좋았어요. 모범생의 삶이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제가 쥐고 있던 욕심을 살짝 내려놨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일과 
취미 양쪽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주중에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마케터로 전심을 다해 일하고, 주말에는 어김없이 양양에 
와서 서퍼로 살아요. 벌써 4년째네요. 남들은 그녀의 이중생활이라고 
하지만 제겐 양쪽의 지향점이 같아요. 친환경이 모토인 회사다보니 
서퍼로서 제가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과 늘 어느 한 부분이 닿아있죠.”
“양양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서핑의 메카가 되었어요. 전국에 서핑 명소가 
여러 곳 있지만 이곳만큼 환경이 좋고 커뮤니티가 발달한 곳도 드물어요. 
RENEGADE를 만난 건 올해 3월 14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찾고 기다려 
만난 저의 첫 Jeep랍니다. 고작 3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양양을 
매주 오가고 휴가도 열심히 다녀서 주행거리가 벌써 7,000km가 
넘어요. 단순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동행한다는 점에서 
제게 RENEGADE는 서핑과 닮은 점이 많아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시야각도 좋고 운전이 편해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은 보드 두 개에 각종 캠핑 장비를 싸들고 다니는 
저 같은 서퍼들에겐 그야말로 딱이죠.”

SURFING AND JEEP
CAN TAKE ME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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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준  
Cafe737 대표, 미술작가 / WRANGLER

윤재연  
영화감독 / CHEROKEE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물 때, 오로라 보러 옐로나이프를 찾았다가 
그곳에 반해 아예 이사를 결심했어요. 극지방이다 보니 체감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차들이 미끄러지거나  
고립되기 일쑤였죠. 그때 지인 소유의 WRANGLER를 얻어 탔는데,  
다른 차들이 오가지 못해 난감해 하는 와중에 혼자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WRANGLER 앓이’를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구입했어요.  
경주는 옐로나이프처럼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에요.”
“개인 작업이나 카페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큰 목재를 
나를 일이 많아요. 한때 픽업트럭을 살까 고민도 했는데, 아무래도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WRANGLER는 하드탑이 분리되고 
뒷좌석이 폴딩되니 큰 자재도 너끈히 실을 수 있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선을 강탈하는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전까지 운전하는 즐거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동료 감독들은 
스토리가 안 풀릴 때면 혼자 멀리 드라이빙을 다녀오던데, 저는 영화제 
때문에 가까운 제천을 갈 때도 운전하기 싫어 다른 감독 차를 얻어타고는 
했어요. 그런데 CHEROKEE의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니  
그제야 드라이빙의 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좋은 차를 몰고 
싶어하나봐요. 이번에 준비하는 영화가 성공하면 무조건 CHEROKEE를 
사려고요. 그걸 동력 삼아 시나리오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후반 작업 차 광양에 내려왔어요. 광양시에서 백운산에 있는 
캐빈을 마련해줬는데, 호젓하니 작업하기에 정말 좋네요. 지척에 옥룡사 
동백나무숲도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섬진강 매화마을도 둘러볼 수  
있어요. 두 꽃은 정말 느낌이 달라요. 제가 공포영화를 즐겨 찍어서  
그런지 빨간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을 보면 피로 물든 섬뜩한 장면이, 
매화는 예쁘지만 왠지 모르게 처연한 애정 신이 떠올라요.  
여러모로 저한테 영화적 영감을 주는 장소들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차들이 미끄러지거나 고립되기 일쑤였죠.  
그때 지인 소유의 WRANGLER를 얻어 탔는데, 다른 차들이 오가지 못해  
난감해 하는 와중에 혼자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WRANGLER 앓이’를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구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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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박봉희  
회사원 / WRANGLER

김태현  
회사원 / CHEROKEE

김현준  
오디오 프로듀서 / RENEGADE

“WRANGLER는 우리 부부가 마흔이 된 기념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안겨준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디자인이 정말 다른 차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에 들고, 둘이서 캠핑 다니는 걸 즐기기  
때문에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Jeep Camp에 참여하며 Jeep 오너
로서 자부심이 한층 더 두터워졌어요. 평소 도심에서는 WRANGLER의 
디자인을 즐겼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별화된 기능 과 Jeep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었죠. 벌써부터 내년 행사가 기대돼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CHEROKEE를 애지중지 타셨어요. 
CHEROKEE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 뒷모습을 동경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첫 차는 무조건 아버지 차와 같은 모델을 사야지, 다짐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빈티지에 마음이 가고, 
그중에서도 밀리터리 감성에 끌려 한때는 이 차뿐 아니라 같은 모델의 
골드 칼라 차량, CHEROKEE 트럭까지 소장했었어요. 
Jeep Camp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는데,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량이
한데 모여 있으니 괜히 흐뭇하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 좋은 연대감이 드네요.”

“지난 10월에 RENEGADE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Jeep Camp에 참가 
했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나 몰라요. 아마 제가 일등으로 
예약했을 걸요. 티켓 오픈하자마자 바로 참가 신청하고 이 친구에게 전화 
했어요. 좀 전에 오프로드 체험을 했는데, 왜 Jeep 가 아니면 안됐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WRANGLER 전용 코스가 가장 스릴 넘쳤는데, 제 차로는 진입이 
어려워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WRANGLER 차량을 빌려 타고 
WRANGLER 전용 코스를 한바퀴 도니, 이번에는 또 WRANGLER가 
Jeep를 상징하는 모델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음 차는 무조건 
WRANGLER입니다.”

VOICE OF
JEEP CAMP 2017         
Jeep Camp 2017의 주인공은 참가자들이다. Jeep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길을 Jeep와 함께
온몸으로 달리는 사람들. Jeep Camp 2017에서 열기 가득한
현장을 온몸으로 즐긴 참가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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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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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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NGLER 10 BEST ITEMS

CHROME MIRROR CAPS

CHROME MIRROR CAPS
크롬 컬러의 메탈톤 미러캡으로 대체
하여  전면 그릴과 함께 확연한 데코
레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27 PAGE

SIDE STEPS
외관 디자인에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가능한 동시에, 기능적으로 차량을  
보호하는 구조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 24 PAGE

FRONT/END COVER
계절이나 특별한 오프로드 이벤트에 
따라 오너의 개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전면 그릴과 후드에 적용됩니다.
참고: 18 PAGE

SOFT TOP
혁신적인 기능의 블랙 컬러의 캔버스 
소재 소프트 탑으로 오픈 에어링의  
개방감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   
참고: 16 PAGE

CHROME GRILLE
미래지향적인 세련됨이 돋보이는  
전면 크롬 그릴. 랭글러를 개성 있고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로 만듭니다.
참고: 15 PAGE

HALF DOORS
윈도우 및 프레임이 제거된 오프로드
용 하프 도어 좌/우 세트입니다.  
기본사양 도어를 탈거후 장착 가능. 
참고: 17 PAGE

WHEEL FLARE
합성수지소재 플랫 타입 휠 플레어. 
강인한 외관으로 꾸며줄 뿐 아니라 
파편 등으로 부터 보호 합니다. 
참고: 33 PAGE

GRILLE APPLIQUE 
전면을 모두 교체하는 크롬 그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릴 인서트  
부분만을 세련되게 꾸며보세요.  
참고: 15 PAGE

CHROME TAILLAMP GUARDS
오프로드에서의 차량 부품 파손 방지. 
도심 주행환경에서도 차량의 고기능
성을 부각시켜 주는 디자인 요소.
참고: 26 PAGE

FUEL FILLER DOOR
노출형 잠금장치 주유캡의 위에 장착.  
로고와 블랙컬러의 메탈 소재 연료 
주입구 마운트링, 마운트캡으로 구성. 
참고: 27 PAGE

CHROME GRILLE HALF DOORS

FUEL FILLER DOOR

TAILLAMP GUARDSSIDE 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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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T
WRANGLER

SOFT TOP

액세서리의 선택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무한의 자유로움
JEEP® 브랜드의 아이콘인 랭글러를 위한 더욱 다양한 아이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오프로드와 모험에 맞는 최적의 액세서리를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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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WRANGLER

2. SATIN BLACK GRILLE
차체의 색상으로부터 독립된 강인한 개성을 전하는  
사틴-블랙톤의 전면 그릴입니다.
82213772AB / 판매가 : \802,300

3. BLACK COATED MESH GRILLE
그릴 인서트 안쪽으로 적용되는 블랙톤 코팅처리의  
메쉬 그릴 입니다. 후드락을 장착하는 경우를 위하여  
별도의 품번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82212624 (후드락 미적용) 판매가 : \1,235,600
82212625 (후드락 적용) 판매가 : \1,240,900

4. CHROME GR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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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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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GRILLE APPLIQUE,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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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ONT AIR D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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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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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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S-U

P EXTERIO
R   �   DRESS-UP IN

TERIOR   �   OUTDOOR   �   COLLECTION
   �   JEE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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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ALF DOORS
윈도우 및 프레임이 제거된 오프로드용 하프 도어 좌/우 세트입니다.  
랭글러의 기본사양 도어를 탈거하고 장착할 수 있으며, 고정용 경첩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82212124 (2-DOOR/4-DOOR FRONT) / 82212123 (4-DOOR REAR)
판매가 : \2,827,600 / \2,957,800

기타 적용 액세서리 
- 하프도어용 좌/우 미러 세트 (82213079),  
- 열선미러 배선 커넥터 키트(82212943),  
- 하프도어용 윈도우 (82212132, 82212134)

6. VEHICLE COVER CAB
랭글러의 상부용 커버입니다. 소프트 탑 장착 또는 탑 오픈 후 주차하는 경우,  
습기나 외부 이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하며, 열반사 기능이 있는 나일론 소재로서,  
방수 코팅 및 주름 방지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SILVER
82210322AB (2-DOOR) / 82210324AB (4-DOOR)
판매가 : \342,500 / 354,500
BLACK
82210321 (2-DOOR) / 82210323 (4-DOOR)
판매가 : \323,000 / 32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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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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T TOP, KHAKI
혁신적인 개방성과 오픈에어링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카키컬러의  
캔버스 소재 소프트 탑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 소프트 탑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82212264 (4-DOOR)
판매가 : \2,759,700

5. SUN BONNETS
3중 프리미엄 고품질 소재의 루프 커버로, 탑승자들을 직사 광선의  
노출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오픈 에어링의 오프로드가 가능한 특별한  
느낌을 선사하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도어 프레임이 아닌 스포츠 바에 지지하는 형식으로 장착되며,  
하드탑 및 소프트탑 모델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82209928 (2-DOOR) / 82210542 (4-DOOR)
판매가 : \505,600 / \563,100

DRESS-UP EXTERIOR

1. PREMIUM SOFT TOP,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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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OFT TOP,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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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OFT WINDOWS STORAGE BAG
소프트탑 폴딩 시 분리되는 윈도우 패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제작된 백입니다.
82210548
판매가 : \191,600

8. FRONT/REAR WINDOW KIT FOR HALF DOOR
하프 도어용 윈도우 아이템입니다. 창문은 투명 프리미엄 수지 소재이며,
하프도어의 편의성과 일상에서의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82212132 (FRONT) / 82212134 (REAR)
판매가 : \887,700 / 908,900

6. HOOD LOCK
열쇠 방식의 후드 잠금 기능을 제공하는 키트입니다. 
82213051AC
판매가 : \371,600

1. TINTED AIR DEFLECTORS FOR WINDOW
앞좌석/뒷좌석 도어에 장착되는 스모키 톤의 에어 디플렉터입니다.  
주행중 통풍을 위해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 및 빗물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82212716 (FRONT)
판매가 : \146,900
82212717 (4-DOOR REAR)
판매가 : \107,700

2. FRONT / E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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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OOD COVER, BLACK/KH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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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TOP STORAGE BAG
오픈 에어링을 위해 하드탑을 개방하는 경우, 분리된 탑 패널을 
보관할 수 있는 백입니다. 2단 수납공간으로 구성 되었으며, 
내구성 높은 헤비듀티 패브릭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분리된 하드탑 패널을 담아 리어시트의 헤드레스트에 
고정시켜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또한 타이어 캐리어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82210325AD
판매가 : \212,300

7. HALF DOOR INTERIOR TRIM KIT
랭글러 하프도어를 장착하는 경우, 편의성을 고려한 인사이드면 구성의 보강 소재 
아이템입니다. 핸들 그립, 포켓 등 일반 도어의 구성에 기준한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하프도어용 윈도우 및 미러세트 등과 함께 적용하여, 더욱 자유롭고 개성넘치는 
당신만의 랭글러로 커스터마이징될 수 있습니다.
82212639 (FRONT) / 82212638 (REAR)
판매가 : \264,900 / \2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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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RA
사하라 모델 로고가 적용된  
블랙컬러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2321
판매가 : \164,500

NAVIGATOR
블랙컬러 데님 타이어 커버로서, 
나침반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문구: ADVENTURE'S BEGIN HERE / 
 모험은 여기서 시작된다)
82210884AB
판매가 : \134,900

HAR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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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Y FACE
스마일 아이콘이 적용된 타이어  
커버입니다. JEEP® 브랜드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82212306
판매가 : \140,500

CLOTH
랭글러 전면 이미지  
모티브 디자인의 블랙  
컬러 데님 타이어 커버 
입니다.
82213864
판매가 : \211,100

WILLYS
윌리스 로고가 적용된 
블랙 컬러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4219
판매가 :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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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B
모압 버젼 로고가 적용된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3325
판매가 :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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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ICON
루비콘 로고가 적용된 블랙 컬러  
타이어 커버입니다.
82212429 (기본) 
82213743 (RED)
판매가 : \168,400 / \216,200

MOPAR
MOPAR® 로고가 적용된 블랙
컬러 타이어 커버입니다.
(문구: AUTHENTIC JEEP® 
ACCESSORIES)
82212461
판매가 :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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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TH ANNIVERSARY JEEP®  
CAMP SPECIAL EDITION 
합성 피혁 소재의 커버로,  
JEEP®  CAMP 10주년 기념 
한정판입니다.
SKOTRCOVERJPC
판매가 : \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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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SPOKE WHEEL-18"
18인치 사이즈의 캐스트 알루미늄 휠.  
7개의 실버톤 스포크로 디자인되어  
다이내믹하고 경쾌한 외관을 완성시킵니다.
82210001
판매가 : \860,400

5-SPOKE WHEEL-17"
17인치 사이즈의 캐스트 알루미늄 휠.  
5개의 넓은 실버컬러 스포크들은 험난한  
오프로드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도심에서의 
세련된 스타일링을 함께 선사합니다. 
82210355AB
판매가 : \535,500

STAMPED STEEL WHEEL-17"
복고풍의 스틸 휠 아이템으로,  
센터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2124455AB
판매가 : \227,900

BLACK WHEEL-18"
18DLSCL 사이즈의 캐스트 
알루미늄 제트 블랙휠로, 
블랙 센터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219010AB
판매가 : \61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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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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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RONT DOOR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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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IRRO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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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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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ACK HOOD DECAL
랭글러의 후드에 부착 가능한 디자인 데칼입니다.  
JEEP® 로고와 함께 개성있는 커스터마이징 스타일이 특징이며, 매트 피니쉬 컬러와 함께 더욱 고급스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82212890
판매가 : \3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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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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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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UBULAR SID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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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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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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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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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SPLASH GUARD, FRONT/REAR
블랙 색상의 스플레쉬 가드로, 강성이 높은 TPO 및 TPR 합성 수지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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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82210233 (FRONT) / 82210232 (REAR)
판매가 : \53,500 / \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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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NGLER

1. DOOR HANDLE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도어 핸들로, 메탈부분 크롬 컬러,  
엄지가 닿는 부위에도 세심한 커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양산형 도어 핸들위에 부착시키는 형태로 장착됩니다.
82212489 (2-DOOR/4-DOOR FRONT)
82212490 (4-DOOR REAR)
판매가 : \130,500 / \157,400

2. DOOR GUARD
도어 핸들의 내측에 적용하는 접시모양의 크롬소재 도어가드로, 
도어을 개방할 때 차체에 스크래치나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도어 핸들 액세서리 아이템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더욱 특별한 액세서리 컴비네이션으로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331115RR / 판매가 : \112,300

3. BLACK TAILLAMP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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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HROME TAILLAMP GUARDS
테일램프 가드는 오프로드 기동중 차량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운행과 거리가 있는 도심의 
주행환경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차량의 고기능성을 부각시켜주는 
디자인 요소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82210268AD / 판매가 : \617,100

5. CHROME FUEL FILL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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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210608AC (4-DOOR)   
판매가 : \383,900 / \407,900

6. CHROME DRESS-UP KIT - HOOD L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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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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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FUEL FILL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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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10285AC (2-DOOR) / 82210609AC (4-DOOR)   
판매가 : \342,000 

8.  CHROME DRESS-UP KIT 
 WINDSHIELD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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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ROR C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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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HAUST TIP, CHROME
크롬 컬러로 마감처리된 배기관 머플러 팁으로 강력한 엔진  
파워의 랭글러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도심에서  
세련되고 멋진 인상을 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82208439AB / 판매가 :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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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WRANGLER

1. INTERIOR TRIM & KNOBS - RED
에어벤트 HVAC 트림 링, 프론트 그립 및 도어 그립 등의 디테일을 강화시켜주는 인테리어  
액세서리 키트입니다. 플레임 레드 컬러의 선명한 색감과 함께 더욱 열정적인 개성의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82212837 (4-DOOR) / 판매가 : \51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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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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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LUSH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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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REMIUM CARPET
다크 그레이 톤의 색상으로 제작된 고품질 카펫입니다.  
JEEP®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0125AC (2-DOOR) 2개 1세트
82209495AC (4-DOOR) 3개 1세트
판매가 : \112,100 / \149,200

2. INTERIOR TRIM & KNOBS - BLACK
하이글로스 블랙의 외장 컬러로 하이라이팅 된 구조감을 전하는 키트입니다.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82213923 (4-DOOR) / 판매가 : \332,800

3. INTERIOR LIGHTING
차량 실내에 간접 조명을 적용하여, 야간 드라이빙시 더욱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드립니다. (앞/뒤 좌석 세트)
82212347 / 판매가 : \76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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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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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WRANGLER

1. HARD TOP HEAD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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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OG GUARD
반려동물 이동시 실용적인 카고 파티션 아이템 입니다.  
탑승과 카고공간을 분리시켜 반려동물의 탑승공간 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 줍니다. 그리드 형태로 제작되어 후방시야를 확보하고,  
장착상태에서도 뒷좌석을 폴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단과 하단 가드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82212718 (상단 가드) / 82212720 (하단 가드)
판매가 : \580,000 / \453,100

3. DOOR SILL GUARD,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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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OOR SILL GUAR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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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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RGO AREA TRAY (W. SUBWO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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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RAB HANDLE AND COAT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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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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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UBWO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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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13184 / 판매가 : \18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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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UP WR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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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RESH AIR SCOOP
후드 상면 에어벤트의 오염 및 파편물질 유입을 차단해 주는 용도의 
박스 커버입니다.
135212RR
판매가 : \87,800

2” LIFT KIT
차고의 상향 조정에 따른 구조 변경 승인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 오프로드용 튜닝 키트입니다. 
랭글러의 오프로드용 오버사이즈 타이어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품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2인치 리프트 키트는,  FOX RACING SHOX 2.0 PERFORMANCE SERIRES IPF 
쇼크업소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제 쇼크바디는 일반적인 스틸소재 제품보다 빠른 
속도로 열을 발산하고 페이드에서 자유로운 퍼포먼스와 정밀하고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총 4개의 튠업 코일스프링 및 브레이크 라인, 트랙 바 브라켓, DOUBLE CARDIN 프론트 드라이브 
샤프트 등 완벽한 세팅을 위한 부품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77070088AC (2-DOOR) / 판매가 : \3,320,600
77070095AC (4-DOOR) / 판매가 : \3,320,600

*주의:  본 아이템은 퍼포먼스 부품으로, 차량의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보증되는 구동계 관련  
 WARRANTY 사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매전,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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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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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CHES
윈치는 원통형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장치로서,  
어떤 조건에서도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WINCH, WARN 9.5TI
견인력: 4.31톤, 과열방지 온도계장치, 물유입 방지장치, 
스틸케이블(길이 38m, 지름 8mm), 플래시라이트가 
달린 3.7미터 유선 리모트 컨트롤러 포함
82209325AD
판매가 : \3,957,600

WINCH, WARN M 8000
견인력: 3.63톤, 자동브레이크, 3단 기어트레인(216:1의 
기어비), 스틸케이블(길이 24m, 지름 8mm),  
3.7미터 유선 리모트 컨트롤러 포함
82202191AD
판매가 : \2,091,000

WINCH 사용시 주의사항

윈치 장치의 사용에 앞서 적용될 사물의 견인력 대비 중량,  연결부의 지지력, 윈치 케이블의 장력 및 상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적용될 사물의 파손 또는 작동중 균형 상실 등으로 인한 충돌 및 추락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케이블이 장력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윈치와 연결되는 고정부가 파손되어 사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거나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안전 거리 및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윈치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스틸케이블이 감아지며 원통 장치가 회전하는 상황은 더욱 세심한 주의와 안전 의식이 요구됩니다. 작동시 운전자는 주의

깊게 장치와 주변환경을 관찰하며 천천히 작동해야 하며, 관심을 보이는 어린이 또는 제3자가 윈치 장치 또는 케이블 가까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작동을 재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에서 구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 및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윈치 케이블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도로상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목적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윈치 장치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연결하여 견인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윈치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주변 환경이 원활치 않거나 기타 안전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FCA KOREA가 제공하는 24시간 긴급 출동 (080-365-2470) 또는 사회 안전망을 통한 긴급 
구조 조치를 요청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WRANGLER WINCH

DRESS-UP EXTERIOR   �   DRESS-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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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EP®  SERVICE

WINCH ACCESSORY KIT
윈치 작업에 필요한 소품 장비 및 용품들을 모아 놓은 
키트로 스내치 블록, 리커버리 체인, 나무 보호용 프로텍터, 
D-링 2개, 윈치라인 댐퍼, 가죽소재 안전 장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나일론 보관백과 함께 제공됩니다.
510RR425 / 판매가 : \4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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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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EGADE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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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RENEG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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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AIR-D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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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14055 
판매가 : \207,800

2. FRONT E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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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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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OLDED SPLASH GUARDS,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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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OLDED SPLASH GUARDS, FRONT
82214127과 동일한 용도로, 전방 휠하우스에 적용됩니다. 
2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82214128 / 판매가 : \1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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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R HOOD/DOOR DECAL, BLACK
블랙 컬러의 펜타스타와 원호에 웨더링 효과를 적용한 후드 데칼입니다. 
STAR DOOR DECAL과 세트 상품입니다.
지프의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모티브로 한 레트로 타입 데칼입니다.
블랙 컬러의 펜타스타와 원호로 구성된 디자인위에 웨더링 효과를 
적용하여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해 보이는 감성을 선사합니다.
좌우 프론트 도어에 적용할 수 있는 2개 세트로 구성됩니다.
82214617 (HOOD) / 82214733 (DOOR)
판매가 : \200,800  /  \286,000

2. STAR HOOD/DOOR DECALS, WHITE
화이트 컬러의 펜타스타와 원호에 웨더링 효과를 적용한 후드 데칼입니다. 
STAR DOOR DECAL과 세트 상품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펜타스타와 원호로 구성된 디자인위에 웨더링 효과를 
적용하여 밝고 더욱 높은 주목도를 기대할 수 있는 데칼입니다.
좌우 프론트 도어에 적용할 수 있는 2개 세트로 구성됩니다.
82214618 (HOOD) / 82214734 (DOOR)
판매가 : \200,800 / \286,000

1

3

2

1. WHITE SNOWBOARDING HOOD & BODYSIDE GRAPHIC DECAL KIT
스노우보드/스키 캐리어와 함께 겨울스포츠의 팬의 열정 가득한 감성을 
표현해 드리는 스노우보딩 모티브의 후드 및 리어 바디 사이드 데칼입니다. 
82214822 / 판매가 : \483,700

2. BLACK HOOD & BODYSIDE GRAPHIC WITH BMX LOGO DECAL KIT
자전거 캐리어와 함께 오너의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울림있게 전할 수 있는 
사이클링 모티브의 후드 및 리어 바디 사이드 데칼입니다.  
82214823 / 판매가 : \483,700

3.  AMERICAN FLAG BODYSIDE GRAPHIC DECAL KIT
브랜드 탄생의 홈베이스인 아메리칸 오리진을 강조한 개성넘치는 그래픽 키트 입니다. 
특히 윈도우 베이스 라인을 따라 세련되게 적용되는 레드 라인이 사이드뷰의 독특한 
개성을 보강시켜 줍니다.  
82214821 / 판매가 : \483,700

DARE, DREAM AND SEEK
상상을 넘는 놀라운 성능이 잠재된 레니게이드는 
익스테리어부터 당당한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자유로움을 더욱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데칼 아이템을 선택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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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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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LDED CARGO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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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ARGO MAT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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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ARGO NETS
2개의 네트로 구성된 세트 상품입니다. 작은 수화물 또는 단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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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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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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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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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SILL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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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RAKE AND ACCELERATOR PEDA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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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LL-WEATHER 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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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REMIUM CARPET FLOOR 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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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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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
ACCESSORIES

컴패스의 돋보이는 장점은 양립하는 관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뛰어난 활용성과 가치에 있습니다. 
헤리티지와 모던한 스타일, 오프로드의 모험과 도심에서도 돋보이는 실용성,
그리고 SUV의 주행성능과 뛰어난 경제성까지. 컴패스 액세서리 컬랙션에서 당신만의 테이스트를 
반영한 만족도 높은 개성을 구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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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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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SS

6 7 8

4

5

4. BLACK & SILVER WHEEL-18"
블랙과 실버의 세련된 바이컬러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컴패스 전용 10 스포크 
18인치 휠입니다.
82210160AB
판매가 : \459,100

5. CHROME CLAD WHEEL-18"
간결하면서도 스포티한 개성을 전해주는  
5 스포크 18인치 휠로, 크롬 클래드  
알루미늄 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82210606
판매가 : \503,500

6.  SPLASH GUARD 
휠하우스 안쪽에서 타이어에 묻어 차체로 튀어오르는 진흙이나 
노면의 오염물질을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전면 2개 세트 및 
후면 2개 세트 단위로 선택하여 각각 구매가 가능합니다.
82212513 (FRONT) / 82212514 (REAR)
판매가 : \115,200

8. VALVE STEM CAPS
타이어 벨브의 디테일을 더해주며, JEEP® 
로고가 적용되어있습니다. (4본 1세트)
82213628
판매가 : \39,100

7. JEEP® EMBLEM
JEEP® 엠블램과 'AUTHENTIC ACCESSORIES'의 
문구가 새겨진 입체적인 배지 입니다.
82211201  
판매가 : \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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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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금액은 휠 1개 금액이며, 타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FRONT AIR-DEFLECTOR
전면 그릴위에 부착되는 에어 디플렉터는 전면 
윈드실드 방향으로의 기류를 전환시켜 풍절음을 
감소시켜 주는 동시에, 차량을 더욱 역동적이며 
스포티하게 데코레이션 해 드리는 액세서리 
아이템 입니다.
82212563AB
판매가 : \252,600

2. CHROME MIRRORS
크롬 컬러의 미러 케이스 입니다. 컴패스 기본 
사양인 바디컬러의 케이스와 대체할 수 있으며,  
도회적이고 쉬크한 스타일로 변모시켜 줍니다.
82210470AC
판매가 : \171,500

3. FUEL FILLER DOOR
크롬 톤의 알루미늄 연료 주입구 커버입니다.  
다른 크롬 드레스업 아이템들과 함께 적용하면  
더욱 개성적이며 특별한 컴패스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82210056AC
판매가 : \265,100

1

2 3

GRAB FREEDOM BY THE WHEEL
컴패스에는 세련된 스타일과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뿐만 아니라, 
어디론가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시작하고 싶은 자유로운 개성이 요소요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행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드릴 스타일링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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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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SS

4. PEDAL KIT
별도의 드릴링 작업이 필요없는 컴패스모델 전용  
액세서리로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러버 패드로 이루어져 
운전석 풋웰의 느낌이 몇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확실한 제동과 가속이 가능하도록 페달을 
접하는 느낌이 편안하며 마찰력도 뛰어납니다.
82210243AB
판매가 : \1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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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SILL GUARD
도어를 개방했을 때 더욱 디테일한 마감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컴패스 전용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도어  
실 입니다. 총 4개의 실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됩니다.
82209618
판매가 : \206,100

2. CARGO NET
바구니 타입 및 플로어 타입의 2개의 네트들로 구성. 바구니 
네트에는 각종 수화물을 넣어 보관, 플로어 네트는 물품이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82210538AB
판매가 : \92,200

5. CARGO AREA MAT, CARPETED
카고 플로어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카페트로, 
그레이 색상이며 JEEP®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82210795AB / 판매가 : \160,800

3. COMPARTMENT PARTITION
카고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그리드형 스틸 파티션으로, 장착한 
상태에서도 후방 시계를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폴딩하여 수납하기에도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운전중 반려동물이 탑승공간으로 진입하지 않고 카고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컴패스 전용이며 블랙컬러입니다.
82210742
판매가 : \567,700

6. CARGO AREA TRAY, MOLDED
카고 플로어에 적용되는 실용적이며 마찰력이 뛰어난 TPR소재의 몰드형 매트입니다. 
블랙 색상이며 JEEP®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82212646 / 판매가 :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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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EMIUM CARPET
고급스런 프리미엄 카페트로서, 4개 1세트 입니다. 컴패스 모델의 실내 
플로어에 맞도록 완벽하게 재단되어 가공되었으며, JEEP®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82210119AE / 판매가 : \214,800

8. SLUSH MAT
실내공간 플로어에 부착할 수 있는 몰드형 슬러쉬 매트 입니다. 실외에서 탑승자에 
의해 유입된 진흙 등이 플로어 카펫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주며, 쉽게 세척하여 
떨어 낼 수 있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유용한 제품입니다.
82210598AC / 판매가 :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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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지프 브랜드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신형 체로키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지형에도 도달시킬 퍼포먼스가 내재된 동시에 폭넓은 확장성까지 고려하고 
설계된 모델입니다. 체로키 액세서리 컬랙션과 함께 가장 감각적이고 미래적인 
지프 오너로 스타일링 해 보세요.

CHEROKEE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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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CHEROKEE

4. CHROME ACCENT
B-C 필러 크롬 드레스업 아이템입니다.  
체로키 모델의 기본 디자인인 윈도우 크롬 가니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디테일을 가미하여 더욱 고급스런 이미지로 
사이드뷰를 업스타일링 해 줍니다.
82213865
판매가 : \248,500

5. ROCK RAILS
체로키용 락레일로서, 험난한 오프로딩의 환경에서도 문제없도록 내구성이 높은 헤비-게이지
스틸 튜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차체의 하단부와 도어측면을 바위 등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블랙톤으로 파우더 코팅 처리되었으며 좌우 1세트입니다.
82213941
판매가 : \3,49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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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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OD DECALS
매트 블랙의 전면 후드 데칼로, 국내에 미출시된 트레일호크 
에디션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체로키를 더욱 강인하고 다이내믹하게 연출해 줍니다.
82213775
판매가 : \518,900

2. CENTER CAPS
MOPAR® 로고가 적용된 휠 캡입니다.  
63MM 센터 캡 홀더의 휠에 적용되며, 4본 1세트입니다.
82212508
판매가 : \98,200

3. SPLASH GUARDS, FRONT
체로키용 몰드형 디럭스 머드 가드로서, 휠하우스 안쪽에서 타이어에  
묻어 차체로 튀어 오르는 진흙이나 노면의 오염물질울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체로키 전용으로 TPO 수지와 TPR을 소재로 제작
되었으며 2개 1세트입니다.
82213880AB
판매가 :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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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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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OKEE

1. FRONT / END COVER
아웃도어 활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벌레 충돌자국 등의 오염 및 노면의 파편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전면 커버입니다. 하이퀄리티 소프트 합성수지를 재질로 
제작되고 차량의 곡면라인에 완벽하게 피트되는 2-피스로 구성되었으며,  
후드 개방시 커버를 해체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82213882
판매가 : \412,700

2. VALVE STEM CAPS
타이어 벨브의 디테일을 더해주며,  
JEEP® 로고가 적용 되어있습니다. (4본 1세트)
82213628
판매가 : \39,100

3. CHROME MIRROR COVERS
체로키용 크롬 사이드 미러 커버로 미러 상단을 대체하는  
아이템입니다. 사이드 리피터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하며, 2개 1세트입니다.
82213890
판매가 : \4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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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WHEEL-17"
체로키 전용 17인치 알로이 휠 아이템입니다.  
듀얼 레이어드 디자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외면에 각각 블랙톤 10-스포크와 실버톤  
10-스포크가 입체감 있는 세련된 굴곡의 휠, 다크 그레이 톤의 휠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JEEP® 센터캡이 적용된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TRAILHAWK 모델 미적용)
82213873 (BLACK) / 82213874 (GRAY)
판매가 : \634,800 / 58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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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금액은 휠 1개 금액이며, 타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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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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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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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MIUM CARPET MATS
CHEROKEE 로고가 적용된 프리미엄 플로어 매트로서, 
플로어 카펫의 오염을 방지해 줍니다. 고급스러운 직물  
디자인이며 앞뒤좌석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크-슬레이트 톤으로 4본 1세트 입니다.
82213946
판매가 : \166,400

2. CARGO AREA TRAY
카고 플로어 전체에 적용되는 보호용 라이너 트레이 입니다.  
일반적인 오염보다는 스크레치 등의 손상에 대한 적재 용도가  
많은 아웃도어 활동 등에 적합합니다.  
CHEROKEE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4032
판매가 : \302,700

1. CARGO MAT
프리미엄 카펫과 동일한 재질로 카고 플로어 전체를 덮도록 재단 
되었습니다. 블랙톤과 CHEROKEE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4007
판매가 : \263,300

3. DOOR SILL GUARD
도어를 개방했을 때, 모던하고 쉬크한 감성을 선사하며 스크레치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도어 실 입니다. 프론트 도어 용으로 CHEROKEE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개 1세트)
82214008AB
판매가 : \428,500

5. PREMIUM CARPET MATS
82213926과 유사한 디자인의 프리미엄 플로어  
매트로서, 블랙톤이며 CHEROKEE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4본 1세트 입니다.
82213989
판매가 : \298,800

6. SLUSH MAT
체로키용 몰드형 실내 슬러쉬 매트입니다. 3개의 블랙색상 매트로 
구성되어, 1열과 2열에 적용됩니다. 탑승자가 실외에서 밟고 묻혀 
들여온, 물, 눈, 진흙 등이 슬러쉬 매트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머금어 주며 쉽게 세척하여 떨어 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TPR 소재 제작으로, 4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유용한 제품입니다.
82214098AC
판매가 : \230,900

7. INTERIOR AMBIENT LIGHTING
야간 주행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전해 선호도가 높은  
엠비언트 라이팅 키트입니다. 앞좌석의 풋웰 공간과 시트 
뒷면 하단에 LED 조명을 적용하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조성합니다. 또한, 8가지의 조명 색상과 명암  
세팅이 가능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조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82212347
판매가 : \767,700

INSPIRED BY THE WORLD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인하게. 
지구상 어느 곳도 체로키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체로키 액세서리 컬랙션 
역시 어떤 공간에서도 지프다운 명확한 
감성이 충만한 아이템의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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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분에서도 프리미엄의 섬세함으로 빚어낸 품격. 
그리고 고유한 DNA에 더욱 진화된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최정상의 JEEP®. 
그랜드 체로키를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뛰어난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액세서리 컬랙션과 함께 당신만의 플래그 쉽으로 디자인해 보세요.

GRAND CHEROKEE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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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GRAND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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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에어 디플렉터는 날아오는 곤충을 막아주거나 좋지 못한  
도로 사정에서도 와이퍼 또는 직접적인 부속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드와 앞 유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 흐름을 분산시키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 입니다.  
균열에 강한 폴리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습니다.
사이드 윈도우 에어 디플렉터는 비가 튀어들어 오는것을 막아주고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신선한 공기유입은 되면서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내보는, 과학적인 구조의 아이템 입니다.

1

1

3 4

2

3. EYELINER DECAL KITS
매트 블랙톤의 헤드램프용 데칼 키트로서,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 듯 한 강한 전면 인상을 심어줍니다.
82212925 / 판매가 : \167,100

4. APPLIQUE-DECAL KITS
차량의 전면 후드에 적용되는 매트 블랙톤의 데칼입니다. 양 사이드에 JEEP® 로고가 적용되어 있어, 
마치 당신만을 위해 커스터마이즈 된 듯한 개성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82212889 / 판매가 : \429,400

1. FRONT AIR DEFLECTOR
전방 후드의 끝단에 장착되는 윈드 디플렉터는 주행중에 후드 상향쪽으로  
기류를 형성시켜 윈드실드 위로 튈 수 있는 벌레 또는 진흙 등을 방지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깨짐 방지 처리 된 폴리머 소재로 제작되어,  
전면 스타일링을 돋보이게 해 줍니다. 크롬 또는 틴트 블랙 톤으로 제공되며  
중앙 부분에 JEEP®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2046 (크롬) / 판매가 : \236,500
82212047AB (틴트블랙) / 판매가 : \231,900 : 236,500 / 226,490

2. SIDE WINDOW AIR DEFLECTOR
아크릴 합성수지 소재로 제작되고, 틴트 색상 처리된 사이드 윈도우 디플렉터입니다.  
도어 프레임 상부에 부착되며, 악천후에도 윈도우를 개방하여 실내 공기를 통풍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개 세트 단위로 판매됩니다.
82212049AC
판매가 : \227,200

D
RESS-U

P EXTERIO
R   �   DRESS-UP IN

TERIOR   �   OUTDOOR   �   COLLECTION
   �   JEEP®  SERVICE

MATCH YOUR CAPABILITY TO THE ROAD AHEAD
그랜드 체로키의 순정 익스테리어 그 자체로도 이미 오프로더의 혈통을 내재한 강력한 퍼포먼스의 
비쥬얼과 압도적인 볼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가미된 액세서리는 당신이 지향하는 삶과 가치와 안식의 종착지를 투영하게 됩니다. 
일상은 단지 잠시 머무르는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을 표현하면, 결국은 다다르게 됩니다.

62 63



DRESS-UP EXTERIOR GRAND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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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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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PLASH GUARDS
휠하우스 안쪽에서 타이어에 묻어 차체로 튀어오르는 진흙이나 노면의  
오염물질을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전면 2개 세트 및 후면 2개 세트 단위로 선택하여 각각 구매가 가능합니다.
82212019AD (FRONT) / 82212020AD (REAR)
판매가 : \108,500

SUMMIT 전용
82214084 (FRONT) / 82214085 (REAR)
판매가 : \45,300

3. GRILLE APPLIQUE
그릴 안쪽으로부터 장착하는 메쉬 형태의 그릴 어플리크입니다.  
프론트 뷰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인 그릴을 더욱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드레스업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BLACK,14MY부터 적용) 82214081 / 판매가 : \164,300
(CHROME,14MY부터 적용) 82214082 / 판매가 : \197,100

5. BUMPER APPLIQUE
그랜드 체로키의 리어뷰를 오프로더 스타일로 드레스 업 시켜주는 플레이트입니다.  
브라이트 실버 톤으로 디자인 되었으나, 바디컬러로 별도의 컬러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SUMMIT 모델 미적용)
82212681 / 판매가 : \401,500

4. JEEP® EMBLEM
JEEP® 엠블램과 'AUTHENTIC ACCESSORIES'
문구가 새겨진 입체적인 배지 입니다.
82211201 / 판매가 : \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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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EXTERIOR GRAND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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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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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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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EL-18"
JEEP® 로고가 휠 스포크에 인그레이빙되어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매트 블랙 컬러의 18인치 휠입니다.
82212377 / 판매가 : \606,000

4. 10-SPOKE CHROME WHEEL-20"
화려하게 디자인된 10-스포크 20인치 대형 휠로 JEEP®   
로고센터 캡을 포함하는 브라이트 실버 버전 입니다.
82212334 / 판매가 : \951,000

6. VALVE STEM CAPS
타이어 벨브의 디테일을 더해주며, JEEP® 로고가 적용 
되어있습니다. (4본 1세트)
82213628 / 판매가 : \39,100

3. OFF-ROAD WHEEL-18"
휠 림의 안쪽으로 전개된 스포크로 설계되어 험한 오프로드  
길에 적합한 18인치 휠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에  
중앙의 밝은 실버톤 JEEP® 센터 캡의 포인트가 돋보입니다.
82212154 / 판매가 : \579,300

5. 10-SPOKE WHEEL-20"
10-스포크 20인치 대형 휠로 JEEP® 로고센터 캡을 포함한나
이트 훼버 블랙을 메인으로 한 바이컬러 버전입니다.
82212221 / 판매가 : \856,500

1. 10-SPOKE WHEEL-20"
화려하게 디자인된 10-스포크 20인치 대형 휠로 
JEEP® 로고센터 캡을 포함합니다. 
블랙 피니쉬 버전입니다.
82213541 / 판매가 : \815,700

ARTS OF WHEELS
일반적으로 휠은 가격대가 높아 쉽게 선택하게 되지 않는 
액세서리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휠은 가장 인기가 
높고 주목받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그랜드 체로키의  
휠 컬렉션을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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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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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1. CHROME MIRRORS
차량의 좌/우측에 장착되는 크롬 소재의 미러입니다. 
바디컬러 사이드 미러 기본장착 모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스타일링을 제공 
하는 아이템입니다. (사진의 방향지시등 미적용 사양)
82212218
판매가 : \236,500

4. EXHAUST TIP, CHROME
차량의 배기구에 또 다른 디자인적 요소로 가미될 수 있는  
블랙 크롬 배기관 팁 아이템 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지나치게 
튀어보이지 않는 진중함 그리고 스포티하게 변모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사해 드립니다. 
(DIESEL 및 SRT 모델 미적용)
82212760
판매가 : \424,800

2. CHROME GRILLE
고급스럽고 강인한 외관의 업스타일링을 제공하는 크롬 소재 전면 그릴 드레스업 아이템입니다. (13MY까지 적용)
82212796
판매가 : \991,300

3. CHROME DRESS-UP KIT
밝은 크롬 톤의 링과 사틴 크롬톤의 내측면으로  
디자인된 포그램프용 베젤 액세서리 입니다.
2개 세트로 구성됩니다. (14MY 미적용)
82212341AB
판매가 : \187,000

5. EXHAUST TIP, CHROME
안쪽사이즈 3인치 , 바깥사이즈 3.5인치의
크롬소재의 배기관 팁 아이템입니다. 
(DIESEL 모델 미적용)
82212400
판매가 : \181,700

GRAND CHEROKEE ACCESSORIES
GRAND CHEROKEE는 강한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감을 
보일만큼 유니크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여행을 준비하는 당신과 함께할 
순정 액세서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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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GRAND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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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3

4

3. INTERIOR LIGHTING
야간 주행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전해 선호도가 높은  
엠비언트 라이팅 키트입니다. 앞좌석의 풋웰 공간과 시트뒷면 하단에 LED 조명을 
적용하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조성합니다. 또한, 8가지의 조명 색상과 명암 
세팅이 가능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조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82212347
판매가 : \767,700

1. DOOR SILL GUARD
도어를 개방했을 때, 더욱 고급스런 감성을 선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도어 실 입니다. 프론트 도어 용에는 GRAND CHEROKEE의 로고가 적용되어 있으며, 
총 4개의 실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됩니다.
82212118
판매가 : \212,500

2. SIDE STEPS, TUBULAR
원통 튜브 형상의 사이드 스탭으로 유아나 노약자도 쉽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 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좌-우 1세트 입니다. 
(SUMMIT 모델 장착 불가)
82212130AC (블랙)
판매가 : \1,305,000
82212129AC (크롬)
판매가 : \1,698,200

4. PEDAL KIT
드릴링 등의 복잡한 공정없이도 기본사양 페달에 완벽히 피팅되는 페달 커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산트프렌 수지를 소재로 제작되어, 확실한 제동과 가속이 가능
하도록 페달을 접하는 느낌이 편안하며 마찰력도 뛰어납니다.
82212055
판매가 : \130,200

5. SIDE STEPS
크롬악센트가 포함된 블랙색상의 사이드 스텝입니다.  
합성 수지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좌-우 1세트 입니다. (SUMMIT모델 미적용)
82212685AB
판매가 : \1,7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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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UP INTERIOR GRAND CHERO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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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GO AREA TRAY, MOLDED
JEEP® 로고가 적용된 몰딩타입 카고트레이입니다.  
TPR소재로 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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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12085
판매가 : \188,500

2. DOG GUARD INTERIOR
스틸소재로 제작된 그리드 타입 탈착용 반려동물 보호 가드입니다.  
차량에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카고 공간에 머무르도록 하며, 갑작스럽게 
승차공간이나 운전공간으로 진입하여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운전중 후방 시야 확보 및 뒷좌석 폴딩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드의 고정 문제로, 듀얼파노라마 선루프 장착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2212304
판매가 : \437,000

5. CARGO LINER
JEEP® 로고가 적용된 카고 라이너로서, 정확하게 카고에 피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약 10CM 높이의 트레이 형태의 라이너는 카고가 손상 및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척을 위하여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82212688
판매가 : \225,100

4. REVERSIBLE CARGO MAT
한쪽 면은 연성 폴리머 소재, 다른 한면은 카페트의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필요시  
리어페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덧대어 펼칠 수 있는 매트입니다.  
폴리머 소재의 표면은 각종 용액 및 연료, 오일류, 윤활제 등에 대해서 얼룩이 지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소성 섬유로 이루어진 카페트 표면도 각종  
산성류, 솔벤트류, 석유제 또는 화학물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82212233 / 판매가 : \1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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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EMIUM CARPET MATS
JEEP® 로고가 적용된 실내용 프리미엄 카페트로, 앞,뒷좌석 4개  
1세트입니다. 플로어 바닥과 완벽하게 피팅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염과 손상을 방지해 주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82213685AB
판매가 : \290,800

6. SLUSH MAT
실내공간 플로어에 부착할 수 있는 몰드형 슬러쉬 매트 입니다.
결이 깊은 패턴은 탑승자가 실외에서 밟고 묻혀들여온 물, 눈,
진흙 등이 슬러쉬 매트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머금어 주며 쉽게
세척하여 떨어 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TPR소재로 제작 
되었으며, 4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유용한 제품입니다.
82213686
판매가 : \234,200

3. CARGO NET
카고 네트는 블랙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카고 플로어 및  
사이드의 고리에 연결함으로써, 각종 잡화들을 안전하고 말끔하게  
카고내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와 제거가 용이하며,  
사용하지 않을때도 카고에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82213308
판매가 : \7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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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ACCESSORIES

아웃도어와 캠핑 및 레저활동을 위해 특화된 지프 아웃도어 액세서리 컬랙션을 소개합니다. 
여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에서 JEEP® 는 가장 세련되고 진보된 액세서리 아이템들을 보유한 브랜드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장거리 크루즈를 가거나 스노보드와 서핑보드를 싣고 트레일링을 하시더라도, 
정답은 지프의 액세서리 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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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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F RACKS & CARRIERS

8. SKI & SNOWBOARD CARRIER
THULE™의 스키-스노우보드 캐리어로서, 최대 3세트의 
스키 플레이트와 4개의 보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높이 조절 세팅이 가능합니다. 잠금키가 제공되며,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727DEL
판매가 : \367,000

JEEP® OUTDOOR & LEISURE
한정된 적재 공간 내에서 레저와 아웃도어의 일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당신의 차를 더욱 폭 넓게 사용하는 더욱 진보된 방법에 주목해 주세요. 
생각에만 멈춰 있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깜짝놀랄 경험을 선사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EEP® 캐리어 아이템들과 함께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바람과 멋진 경치를 동반자 모두와 공유해 보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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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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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2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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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ADE / GRAND CHEROKEE / CHEROKEE / COMPASS 

4. SURF CARRIER
서핑보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용 캐리어 입니다. 
보드를 장착하기 위한 소프트한 특성의 러버수지 소재의 
크레이들이 적용되었으며, 스트랩과 함께 고정됩니다. 
최대 2개의 서핑보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인 크로스바가 필요합니다.
TCSBC832 
판매가 : \229,500

5. CANOE CARRIER
THULE™의 카누 보트 캐리어로서, 한쌍의 래치형 고정장치, 
고정용 스트립, 보호 버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CAN819
판매가 : \214,800

6. KAYAK CARRIER
THULE™의 카약 보트 캐리어로, 한쌍의 래치형 고정장치, 
고정용 스트립, 보호 버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KAY883
판매가 : \282,8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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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OF RACK (MK)
컴패스용 다목적 크로스 바 키트 입니다. 너트 8개를 조이고 푸는 것 만으로도 
쉽게 장착과 탈착이 가능합니다. 아웃도어 장비를 설치하는데 필수 아이템입니다.
82212352
판매가 : \717,900

2. ROOF RACK (WK)
용이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그랜드 체로키용 다목적 크로스 바 키트 입니다.  
루프 캐리어 등을 추가로 장착할 때 안정적으로 베이스 역할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82212072AC
판매가 : \649,000

3. ROOF RACK (BU/KL)
레니게이드 및 체로키용 크로스 바 키트입니다.
TRAB4553
판매가 : \562,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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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 SKI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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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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I & SNOWBOARD CARRIER
랭글러용 스페어 타이어 마운트 스키-스노우보드  
캐리어입니다. 최대 6세트의 스키 플레이트 또는  
4개의 스노우보드를 장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82212834AB
판매가 : \908,400

1. BICYCLE CARRIER
THULE™의 랭글러용 스패어 타이어 마운트 캐리어입니다.
스패어 타이어를 장착한 위에 최대 2대의 자전거들을 폴딩하거나 분해할 필요없이 
용이하게 장착하고 탈착시킬 수 있습니다. 
TSPRO963
판매가 : \479,600

3.  HITCH-MOUNT BIKE CARRIER FOR 2 BIKES
THULE™의 랭글러용 히치리시버 마운트용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최대 2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THEUR920
판매가 : \1,097,900

4.  HITCH-MOUNT BIKE CARRIER FOR 3 BIKES
THULE™의 랭글러용 히치리시버 마운트용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최대 3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THEUR922
판매가 : \1,147,200

SKI & SNOWBOARD CARRIER
JEEP® 캐리어 제품들은 실용성과 품질, 디자인에서 모두 뛰어나 
고객님의 여행길을 보다 즐겁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캐리어 아이템으로 다이내믹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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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MP FOR E-BIKE CARRIER
THULE™의 랭글러용 스패어 타이어 마운트 자전거 캐리어와  
함께 적용되는 램프입니다. 자전거를 누구나 쉽게 상하차  
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바이크 캐리어 보조품입니다.
THRAM915
 판매가 :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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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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P® BICYCLE CARRIERS
JEEP®   캐리어 제품중 자전거 캐리어 제품들은 목적에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당신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탈부착이 쉽고 편하며, 고품질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스타일과 디자인도 만족스럽습니다. 
캐리어 아이템으로 다이내믹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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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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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TCH-MOUNT BIKE CARRIER FOR 3 BIKES
트레일링용 토잉 바에 장착되는 경량 알루미늄소재 THULETM 자전거 캐리어 장치입니다.  
최대 3대의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은 TH920EUR과 동일합니다.
THEUR922
판매가 : \1,147,200

3. FORK MOUNT BIKE CARRIER
자전거 앞 휠를 탈착하고 포크에 캐리어를 고정하여 장착하는 포크마운트 방식의  
경량 알루미늄소재 전문가용 THULETM 자전거 캐리어 장치입니다.  
운전중의 공기저항이 적으며 상하차 작업시에도 쉽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식의 자전거 포크에 적용되며,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의 자전거 휠과 카본과  
같은 특수한 프레임 소재의 자전거를 장착하는데 적합합니다. 2중 잠금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허용하중은 대당 17KG입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561OUT
판매가 : \332,100

1. HITCH-MOUNT BIKE CARRIER FOR 2 BIKES
트레일링용 토잉 바에 장착되는 경량 알루미늄소재 THULETM 자전거 캐리어 장치입니다.  
최대 2대의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으며, 13핀 커넥터를 연결하여 차량의 후미 테일램프  
대신 후방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 운전을 돕습니다.
TH920EUR
판매가 : \1,143,600

4. HITCH MOUNTED BIKE CARRIER
트레일링용 토잉 바에 장착되는 THULETM 자전거 캐리어 장치로서, 차량 후미의  
2인치 또는 1.25인치 리시버에 모두 적용됩니다. 스윙 방식의 캐리어 시스템 및  
히치 스위치는 자전거가 캐리어로 쉽고 신속하게 상하차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자전거가 거치되는 크레이들 구조는 자전거들이 운반중에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거치되도록 보관해 줍니다.
THVE9028 (2대 장착) / THVE9029 (4대장착)
판매가 : \434,700 / 500,400

5. UPRIGHT BIKE CARRIER
자전거의 바퀴를 탈착하지 않고 그대로 루프에 고정하는 경량 알루미늄소재  
정립식 THULETM 자전거 캐리어 장치입니다. 최대 100MM의 프레임(타원형 
80X100MM, 원형 22-80MM)의 자전거에 적합하며, 적재시 프레임 홀더를  
움직여 좌우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루프바에 직접 연결되는 
T-TRACK 어댑터(20X20M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591PRO / 판매가 : \288,400

RENEGADE / GRAND CHEROKEE / CHEROKEE /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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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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ER HITCH ITEMS

TRAIL YOUR JOURNEY ANYTIME
트레일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레일링을 통해 JEEP®의 강력한 파워 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된 차량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캐러밴부터 모터스포츠와 소형 카고까지 JEEP® 트레일러 히치 아이템은 새로운 관심사를 향한 
매개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1. HITCH RECEIVER
그랜드 체로키 전용 유럽형 히치 리시버 입니다. 트레일링을 위한 
소정의 구조변경 및 번호판 사이즈 교체 작업이 함께 요구됩니다. 
트레일링을 위해서는 별매인 히치 볼 및 히치볼 마운트 어댑터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세 스펙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4MY 모델 이전
82212113 (고정식) / 판매가: \1,223,400
82212114AB (탈착식) / 판매가: \1,825,300
82212115AD (전동식) / 판매가: \4,127,400
14MY  모델 이후
82213857AC (고정식) / 판매가: \1,194,800
82213858AD (탈착식) / 판매가: \1,313,000
82213859AD (전동식) / 판매가: \3,345,400

2. TRAILER TOW WIRING HARNESS
체로키용 트레일러 와이어링 키트입니다.  
13핀 EU 소켓형이며,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하이퀄리티 
계전장치와 전기단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2213825
판매가 : \401,500

3. HITCH RECEIVER PLUG
레니게이드용으로, 트레일링을 하지 않는 일상의  
드라이빙 조건에서, 히치 리시버가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꽂아놓을 수 있는 플러그 아이템입니다. 
JEEP® 로고가 인그레이빙된 플러그 커버와 스트랩 
및 와이어링 플러그 홀더로 구성되었습니다.
82208453AB
판매가 : \31,400

4

1 2

8

3

9

5 6

DRESS-UP EXTERIOR   �   DRESS-UP IN
TERIOR   �   O

U
TD

O
O

R   �   COLLECTION
   �   JEEP®  SERVICE

4. TRAILER HITCH
랭글러용 트레일러 전용 일체형 리시버로서, 분리가 가능한 토우바와  
지름 2"사이즈 볼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이즈별 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82210685 / 판매가 : \790,400

5. TRAILER TOW-DETACHABLE
체로키용 분리형 트레일링 파츠로서, 
2" 지름의 볼과 일체화된 토우바가 적용되었습니다.
82213738 / 판매가: \936,800

6. TRAILER TOW
체로키용 고정형 트레일러 토우 바 입니다. 트레일링을 위해서는 별매인  
와이어링 키트, 히치 볼, 히치볼 마운트 어댑터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 제품별 최대 견인중량 등 상세 스펙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82213737 / 판매가 : \726,400

7. HITCH RECEIVER
레니게이드용 히치리시버로, 트레일링을 위해서는 히치 볼 및 히치볼 마운트 어댑터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뒷범퍼의 절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BEZEL (5VX02LXHAA) / WIRING HARNESS (82215047)
는 별매 입니다. 최대 견인중량 및 총 장착 비용, 그리고 상세 스펙 등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리시버 플러그는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82214682 / 판매가 : \533,600

8. HITCH BALL
트레일러를 직접 차량에 거는 용도로 사용되는 액세서리. MOPAR®가 제공하는 본 제품은 헤비듀티 스틸을  
소재로 단조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크롬 색상으로 마감처리 되었습니다. 스펙은 볼지름 2인치, 볼자루는  
직경1인치, 길이 2.78인치 입니다. 별매인 볼 마운트 어댑터 및 히치 리시버와 함께 차량에 연결됩니다.
82213565 / 판매가 : \39,800

9. HITCH BALL MOUNT ADAPTER
직경이 1인치, 히치볼 지름 2인치의 82213565제품과 세트를 이루는 볼 마운트 어댑터 입니다.  
MOPAR®가 제공하는 본 제품은 최적의 토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헤비듀티 스틸을 소재로 냉간압연 공법 및 파우더 코팅 페인트로 견고하게 마감되었습니다.
82213548 / 판매가 : \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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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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GO CONTAINERS

3. CARGO MANAGEMENT SYSTEM
카고에 탑재하여 소형 수화물을 담아 보관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개방형 수납백으로, 실용성이 돋보이는 아이템입니다. 
완전히 펼치면 60CM X 81CM 의 사이즈로 카고 바닥 
면적을 차지하며, 필요시 컴팩트한 사이즈로 접거나 세척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82208566
판매가 : \64,500

2. ROOF BASKET CARGO NET
TCBOX624에 적용되는 루프 바스켓용 커버 
네트 입니다.
82209422AB
판매가 : \101,800

7. LUGGAGE CARRIER
높이 사이즈가 조절 가능한 캐리어로, 기본적으로 
슬림하게 밀착시켜 유지하다가 필요시 최대 
500리터의 큰 적재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쇼핑한 물품부터, 골프백, 유모차, 악기,  
대형 수트케이스 등 부피가 큰 물품도 적재 가능합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크로스 바 등이 필요합니다.
82213714
판매가 : \1,664,000

8. ROOF CARGO CARRIER, SOFT SIDE
루프 소프트 백으로 THULE™ 제품입니다.  
약 425리터의 적재공간을 제공하며, 이동용 스트랩,  
스토리지 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INT869
판매가 : \472,900

9. LUGGAGE CARRIER
방수가 가능한 블랙 색상의 고강도 나일론 소재 캐리어 
입니다. 지퍼 개폐형으로 약 317리터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4개의 스트립으로, 루프에 고정
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량의 크로스 바 적용여부에 
따라, 별매의 루프 랙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2207198
판매가 : \283,100

1. ROOF BOX CARGO CARRIER, BLACK
하드 케이스 타입의 루프 박스로 THULE™ 제품입니다. 
약 438리터의 적재공간을 제공하여 장거리 또는 동반인원이 
많은 아웃도어 및 스포츠 여행 등에 유용합니다.  
가스 실린더 방식의 개폐 장치가 적용되어 커버를 열고  
닫기 편리합니다. 스타일리쉬한 공기역학 디자인이  
돋보이며, 잠금장치가 함께 제공됩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BOX624
판매가 : \1,085,900

4. CARGO BASKET, ROOF
개방형 루프 바스켓으로 THULE™ 제품입니다.  
쉽게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별매용 네트(82209422AB)를 함께 구매하면  
오프로딩에서도 안전하게 적재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루프 랙이 필요합니다.
TC690MOA
판매가 : \877,500

1

2

7

3

8

4

9

DRESS-UP EXTERIOR   �   DRESS-UP IN
TERIOR   �   O

U
TD

O
O

R   �   COLLECTION
   �   JEEP®  SERVICE

6. ROOF TRANSPORT SOFT BAG
루프탑 박스형 캐리어의 넓은 수납공간과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최소한의 부피로 유지되는 장점을 동시에 가진 실용성 높은 
제품입니다. 방수 재질 및 마감처리가 적용되었으며, 최대 
17M3의 추가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TCINT869
판매가 : \472,900

5. SILVER ROOF BOX (460L)
양산형 모델의 크로스 레일 및 스포츠 유틸리티 
바에 적용되는 잠금기능의 하드박스 입니다. 
왠만한 소형 세단의 트렁크 용량과 맞먹는 460L의 
넓은 적재용량을 제공하여, 당신의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과 레저를 위한 놀라운 확장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별매의 크로스바가 
필요합니다. (사이즈: 205CM X 84CM X 45CM) 
82213715
판매가 : \1,304,900

65

RENEGADE / GRAND CHEROKEE / CHEROKEE /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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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MANAGEMENT SYSTEM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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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OKEE

1. PET KENNEL
반려동물과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도와주는 이동장으로, 
카고 용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려동물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JEEP®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82213729AB / 판매가 : \445,300

2. JEEP® SHOPPING BAGS
JEEP®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쇼핑백으로 3개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착하여 차량밖에서 백으로 활용하다가, 필요시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걸어 고정하여 안정적으로 물품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82213900 / 판매가 : \59,000

3. STORAGE LOCKER
JEEP® 로고가 적용된 카고 정리함입니다.
체로키의 카고 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반영되어, 어떤 SUV보다 
편리하고 부담없는 수화물 정리를 도와줍니다.
82213725 / 판매가 : \412,700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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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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EP®  SERVICE

CHEROKEE

5. CARGO SLUSH MAT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카고용 플로어 매트입니다. TPR소재로 
카고 플로어 카펫의 오염을 방지해 주며, 마찰력으로 적재한 
수화물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82214032 / 판매가 : \302,700

6. CARGO AREA LINER
체로키의 카고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
입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내릴시에 뒷범퍼 및 내부를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82213724 / 판매가 : \290,800

7. GROCERY BAG HOLDER KIT
탄성력이 있는 홀더로서, 카고 공간에 쇼핑백 및 응급처치 
키트 등을 거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지프의 아이콘인 
세븐 그릴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습니다. (4본 1세트)
82213728 / 판매가 : \6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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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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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STORAGE TOTE
체로키 고유의 유니버설 모듈 랙에 장착되는 
수화물 정리백 입니다. 부피가 큰 물품도 쉽게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82213732
판매가 : \247,600

3. ROADSIDE ASSISTANCE KIT 
체로키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용 비상용 차량 
구난 키트입니다. 점프 케이블, 플라이어, 2종류의 
스크류드라이버, 고신축성코드, 안전장갑, 손전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213726
판매가 : \267,300

2. COOLER
체로키의 카고 공간에 장착되는 쿨러백으로 
아웃도어에서의 식음료품의 신선도와 냉기를 
장시간 유지시켜 줍니다.
82213723
판매가 : \141,500

4. OFF-ROAD ACCESSORY KIT 
체로키의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적용되는 
오프로드 액세서리 아이템 키트입니다. 
2개의 고장력 스트랩, 가죽장갑, 손전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톤의 TRAILHAWK
로고 적용 백에 담겨 제공.
82213731
판매가 : \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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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 CAPS /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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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JEEP® HOOD SHIRT
지프 공식 라이센스 올리브화이트 색상 후드 티셔츠 입니다. 라이더 자켓이나 
코트, 패딩점퍼 코디에도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SKOGI2THU055S (S), SKOGI2THU055M (M),
SKOGI2THU055L (L), SKOGI2THU05XL (XL) 
판매가: \69,000

04  JEEP® SPIRIT HOOD SHIRT
'JEEP SPIRIT' 프린팅이 된 블랙 후드 티셔츠로 스트릿 패션 코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프의 모험정신을 뽐내보세요.
SKOJI1THU001S (S), SKOJI1THU001M (M),
SKOJI1THU001L (L), SKOJI1THU00XL (XL) 
판매가: \79,000

05  JEEP®  SWEAT T-SHIRT
지프 공식 라이센스의 블랙색상 맨투맨 티셔츠로 안감이 부드럽고 따듯하며  
어떠한  코디에도 깔끔한 코디 연출이 가능합니다. 
SKOGI1TSU854S (S), SKOGI1TSU854M (M),
SKOGI1TSU854L (L), SKOGI1TSU85XL (XL) 
판매가: \59,000

03 HOOD
SHIRT

04 SPIRIT
HOOD 
SHIRT

05 SWEAT
T-SHIRT

01  JEEP®  SQUARE BACKPACK
지프 공식 라이센스 제품으로 깔끔한 코디 연출이 가능한 블랙  
색상의 스퀘어 백팩입니다.
SKO0JI1GAU103 
판매가: \169,000

02  JEEP® STAR CAP
지프 스피릿 컬렉션의 모자로 가운데 두터운 별의 스티칭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지프의 빈티지한 감성을 느껴보세요.
SKO0GI2GCU129 
판매가: \49,000

01 SQUARE 
BACKPACK

02 STAR
CAP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지프 공식 라이센스 컬렉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와 캐주얼 코디에 여러분의 지프 감성을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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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DISE  COLLECTION
CLOTHES / CAPS / BAGS 

01 T-SHIRTS

03 T-SHIRTS

01  T-SHIRT 
SNEAKERS   
JEEP®    브랜드 로고가 전면 프린트된, 블루컬러의 면 소재 티셔츠 입니다.
SKOJPTSHTGRIS (S), SKOJPTSHTGRIM (M),
SKOJPTSHTGRIL (L), SKOJPTSHTGRXL (XL) 
판매가: \33,000

SUMMER ADVENTURE  
랭글러 모델의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테마로 디자인 된 프린트로, 
그레이 컬러의 면 소재 티셔츠 입니다. 
SKOJPTSHTSUMS (S), SKOJPTSHTSUMM (M),
SKOJPTSHTSUML, (L), SKOJPTSHTSUXL (XL) 
판매가: \33,000

7 GRILLE    
JEEP®    브랜드 헤리티지인 세븐 그릴을 테마로 컬러풀한 색상과 
재치있는 프린트가 돋보이는, 블랙컬러의 면 소재 티셔츠 입니다.  
SKOJPTSHTSNTS (S), SKOJPTSHTSNTM (M)
SKOJPTSHTSNTL (L), SKOJPTSHTSNXL (XL) 
판매가: \33,000

02  PONCHO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또는 야간에 착용하기 편안한 플리스 판초형  
상의입니다. 단추를 결속시켜 슬리브를 만드는 형태이며,  
머리 위에 쓸 수 있는 후드 일체형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SKOJPPANCHOM (LARGE)
판매가 : \66,000
SKOJPPANCHOW (MEDIUM)
판매가 : \66,000
SKOJPPANCHOC (유아용)
판매가 : \55,000

05 CAPS

DRESS-UP EXTERIOR   �   DRESS-UP IN
TERIOR   �   OUTDOOR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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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JEEP®  SERVICE

07

0608
05  CAP
SNAPBACK CAP
국내유일의 JEEP®    공식 스냅백입니다. 전면의 윌리스 지프 및 펜타스타 문양, 후면 코너의 
재치있는 랭글러 프론트뷰가 자수되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프만의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SKOJPSNABKCAP / 판매가 : \33,000

MILITARY CAP
빈티지한 윌리스짚 감성이 모티브 된, 50년대 GI 스타일 밀리터리 작업모입니다.  
프론트 코너면에 작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세븐 그릴이 자수되어 있습니다.
SKOJPWIMILCAP / 판매가 : \33,000

JEEP®  BASEBALL CAP 
루비콘 아이콘의 간결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베이스볼 캡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자유로움 가득한 감성을 내재한 스타일로 지프다운 개성을 선언해 보세요. 
SKO75BALLCAPW (WHITE), SKO75BALLCAPB (BLACK) / 판매가: \25,000

06  URBAN BAG 
세븐 그릴과 JEEP®   로고가 적용된 도심형 백팩으로 노트북가방 이너 포켓과 상단의  
스마트기기 지퍼 포켓이 적용되어, 실용적인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과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SKOJPBACKPACK / 판매가 : \79,200

07  CARGO BAG
트렁크, 카고 공간의 잡화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백입니다.  
지퍼와 다수의 포켓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물품을 넣고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SKOJPCARGOBAG / 판매가 : \49,500

08  RASH GUARD 
서핑을 위한 자외선 차단과 체온 유지를 위한 아이템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워터스포츠 전반을 위한 의상으로 인기가 높은 래쉬가드입니다.  
국내산으로서 세심한 마감처리와 함께 제작되었으며, 네이비 블루 컬러의  
부드러운 촉감의 재질로 디자인되어 고급감이 뛰어납니다.
SKO0JPRGUARDS (S),  SKO0JPRGUARDM (M),
SKO0JPRGUARDL (L), SKOJPRGUARDXL (XL)
판매가 : \45,000

04  JEEP® FLEECE JACKET  
그레이톤 단일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볍고 편안한 소재로  
재단되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플리스자켓입니다.
SKO075FLEECES (S), SKO075FLEECEM (M),  
SKO075FLEECEL (L), SKO75FLEECEXL (XL) 
판매가: \50,000

02 PONCHO

03 75TH ANNIVERSARY T-SHIRTS  
75주년 기념 스페셜 아트가 전면 프린트된, 면 소재 셔츠입니다.  
남녀 공용이며, 한정수량 판매됩니다.
GREEN - SKO75TSHIRTGS (S), SKO75TSHIRTGM (M),
 SKO75TSHIRTGL (L),  SKO75TSHRTGXL (XL)

BLUE - SKO75TSHIRTBS (S), SKO75TSHIRTBM (M),
 SKO75TSHIRTBL (L), SKO75TSHRTBXL (XL)

WHITE - SKO75TSHIRTWS (S), SKO75TSHIRTWM(M),
 SKO75TSHIRTWL (L), SKO75TSHRTWXL (XL)

판매가 : \28,000

04 FLEECE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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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ECAL STICKER, 1EA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개성있는 스티커.
취향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부착해 보세요.
SKOJEEPDECALS / 판매가 : \3,000

03  JEEP® DECAL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 오프로드의 자유로움, 
지프만의 고유한 헤리티지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스티커 
7종 세트입니다. 방수 및 오염방지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SKO0JEEPDECAL / 판매가 : \9,000

01  JEEP® NON-SLIP PAD
차량의 대쉬보드 위에 올려 두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을  
가진, 소품 바스켓형 논슬립 패드입니다. 연질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유니크한 지프 휠하우스 디자인을 패턴화한  
고급스런 디자인과 브론즈 톤의 75주년 뱃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홈이 적용되어 모바일기기용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도 실용적입니다. 
SKO75NONSLPAD / 판매가: \5,000

04  JEEP® TUMBLER
바닥에는 흡착되어 쉽게 넘어지지 않는 특수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오프로드와 같은 거친 환경에서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SKO075TUMBLER / 판매가: \17,000

05  75TH ANNIVERSARY EMBLEM BADGE
랭글러 전용 75주년 기념 뱃지 입니다. 
한정수량으로, 사이드 도어 및 리어 도어 등 플랫한 표면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다른 차종에 대한 부착은 위치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68328052AB / 판매가: \88,000

06  75TH ANNIVERSARY KEY RING
75주년 기념 스페셜 키링 입니다. 75주년 기념 모델에 적용된  
기념 인시그나아 뱃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SKOJPKEYRING6 / 판매가: \15,000

07   KEY RING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열쇠 고리입니다.
심플하지만 진솔한 레더 러프 스트립이 키링을 감아 라운딩 
처리되었습니다. JEEP® 로고가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SKOJPKEYRING1 / 판매가 : \15,000

08  GREEN/RED KEY RING
굵게 직조된 텍스타일 소재의 열쇠고리로 시원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주머니 등에 수납했을 때에도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납작한 디자인
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키링을 감싸는 가죽에는 JEEP® 로고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습니다.
SKOJPKEYRING2 / 판매가 : \15,000

09  KEY RING LEATHER TWIST
웨빙 매듭으로 이루어진 블랙컬러 가죽제 열쇠고리 입니다.
매듭이 이루는 아크형 폐곡선 스타일로 그립감이 뛰어나며, 키링 
연결부위를 마감하고 있는 메탈에는 JEEP® 로고가 에칭되어 있습니다.
SKOJPKEYRING3 / 판매가 : \19,000

MERCHANDISE  COLLECTION
NON-SLIP PAD / DECALS / TUMBLER / KEY RINGS / BADGE

DRESS-UP EXTERIOR   �   DRESS-UP IN
TERIOR   �   OUTDOOR   �   CO

LLECTIO
N

   �   JEEP®  SERVICE

03

02

07

08

09

04 TUMBLER

01 NON-SLIP
PAD

06

05 BADGE

9594



CAMPING COLLECTION
TENT  / FURNITURE /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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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UNRISE II
실용적인 디자인의 헥사 타프
규격: 550X560X280 CM / 5.6 KG
SKO00JPTP0101 / 판매가:  \329,000

06,07 COMFORT WIDE 2IN1 COT 
(NIGHT/CAMEL)
컴포트 와이드 투인원 코트
플랩을 열면 통풍이 되며, 접으면 베개로 활용가능합니다.

설치: 201X75X49 CM
수납: 102X14 X20 CM / 9.8 KG
SKOJPFT170107 / SKOJPFT170108 
판매가: \169,000

08,09 HIGH RELAX 2IN1 CHAIR 
(NIGHT/CAMEL)
하이릴렉스 투인원 체어
플랩을 열면 메쉬소재의 등받이가 되며, 통풍성이 뛰어납니다.

설치: 58X55X96 CM
수납: 116X14X14 CM / 3.6 KG
SKOJPFT170105 / SKOJPFT170106 
판매가: \99,000

01  TENT BIGBEN II 
전실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견고한 블랙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폴이 적용된 4인용 돔 텐트 
규격: 플라이 450X260X165 CM / 이너 260X260X165 CM / 11.5 KG
SKOJPTE170102 (4인용) 
판매가:  \530,000

02  FULL GROUND SHEET 
TENT BIGBEN II 용 그라운드 시트
규격: 425X255 CM / 1.36 KG
SKOJPAC171105 / 판매가:  \59,000

TENT BIGBEN I 용 그라운드 시트
SKOJPAC141102 / 판매가: \49,000

03  SUNCAP III
전 후면 풀 오픈 가능한 그늘막 텐트
규격: 220X210X130 CM / 4.63 KG
SKOJPTE170106 (3인용) / 판매가:  \139,000

04  TENT POP 1S
빠르고 간편한 모드에 적합한 2인용 팝업 텐트
규격: 250X150X107 CM / 3.6 KG
SKOJPTE170107 (2인용) / 판매가:  \159,000

01 TENT 
BIGBEN II

05 SUNRISE II

02 FULL 
GROUND 
SHEET 

04 TENT 
POP 1S

03 SUNCAP 

06,07 COMFORT 
COT

08,09 RELAX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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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COLLECTION
COOLER / SLEEPING GEAR / STAGE SHELVE / CHAIR

07  RELAX BASIC 1.0 SLP BED
릴렉스 베이직 1.0 슬리핑 베드
SKOJPSG150102 / 판매가: \95,900

08  WILLYS SUMMER 0.5
윌리스 섬머 0.5 (패딩 500G)
SKOJPSG170101 / 판매가: \49,000

09  RELAX CASUAL 1.0
릴렉스 캐주얼 1.0 (패딩 1000G)
SKOJPSG170102 / 판매가: \99,000

10 CAMP GARLAND
캠프 가랜드
규격: 4 M / 재질: 폴리 타페타
SKOJPAC161801 / 판매가: \19,000

11 CAMP BLANKET L (CALIFORNIA)
캠프 블랭킷 
규격: 200X140 CM / 재질: 폴리에스터 100%
SKOJPSG170106 / 판매가: \79,000

12 TABLE CLOTH
테이블 보
SKOJPAC140601 / 판매가: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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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TAGE SHELVE II (WILLYS)
스테이지 쉘브
3단 수납장으로 다양한 소품보관이 용이합니다.

설치: 76X66X100 CM / 0.9 KG
SKOJPAC171109 / 판매가: \39,100

02 WILLYS BBQ CHAIR (CREAM / GREY)
윌리스 비비큐 체어 (2개1세트, 캐리백 포함)
설치: 42X30X34 CM
수납: 46X42X2.5 CM / 1.3KG
SKOJPFT170104 / 판매가: \29,000

03 HARD COOLER (CLASSIC)
하드 쿨러 (클래식)
SKOJPCW170108 
판매가: \230,000

04 SOFT COOLER (12L)
소프트 쿨러 (12L)
SKOJPCW160301 
판매가: \34,000

05  APRON
앞치마

SKOJPAC140501 / 판매가: \29,000

06 CAMP CARABINER SET (GRAY)
캠프 카라비너 세트 (2개1세트)
규격 - 6.7 X 3.8 CM / 재질 - 알루미늄
SKOJPAC161602 / 판매가: \6,10005

03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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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P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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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R 

07

01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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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지프 모빌리티 개런티 프로그램

대차 서비스 (Courtesy Car Assistance)
지프 공식 딜러에서 판매된 차량으로 보증 수리 기간내 도로상에서 주행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식 딜러를 통한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우선 대차 대상입니다. (본 서비스는 예약 상황 및 딜러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부품 대기에 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24hours Roadside Assistance)
고객님의 차량이 보증 기간내에 주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여, 다음과 같은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예비 타이어 교환 서비스 (일부차종 제외)  
- 비상 급유 (일반 휘발유 및 경유, 1회 10리터, 연 2회 한정)

- 배터리 방전 지원 서비스    
- 비상 차량 견인 서비스

사고차 무상 견인 서비스 (Car Accident Assistance)

갑작스러운 충돌 및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여, 지정된 공식 
서비스센터로의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긴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님과의 
협의에 따라, 희망하시는 거주지역과 가까운 공식 
서비스 센터로의 장거리 견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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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서비스 프로그램

FCA 보증 프로그램 (FCA Warranty Program) 
FGA Korea에서 수입, 유통한 차량은 국내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정에 부합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차량이 사용자 메뉴얼에 명기된 사용 방법, 점검 및 정비 주기에 따르는 경우 안전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그 품질을 보증해 드립니다. 전 차량은 및 해당 부품은 구매일자 기준하여, 3년 또는 60,000km 
(선도래기준) 기간의  보증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단,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1년 또는 20,000km 
(선도래기준) 의 보증 기간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제품 보증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EEP® 고객 지원 센터 (080-365-2470)
고객님의 니즈를 신속하게 파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스템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항목: 기술 상담 안내, 차량 구매 상담 연결, 클레임 접수, 견인 및 배터리/비상급유 등의 긴급 출동 응대

- 상담센터 운영 시간.  평일 09:00 ~ 20:00,   토요일 09:00 ~ 13:00, (일요일 휴무)

- 긴급 출동 / 견인 서비스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프리 메인터낸스 프로그램 (Free Maintenance Program, FMP)

FCA Korea는 유효 보유 기간 또는 주행거리 (선도래기준)까지 주요 소모성 부품 교환 및 점검 서비스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엔진오일 교환 등 각종 점검 및 부품 교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개런티 프로그램 (Mobility Guarantee Program, MGP)
고객님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또는 보증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차량의 입고 및 수리기간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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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ETWORKS 
① 서울 강남 서비스 씨엘 모터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2-4 (강남구 도곡로 224) Tel. 1588-4450 Fax. 02) 574-8907
② 서울 영등포 서비스 프리마 모터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길 30 (양평동 6가 82-2) Tel. 02) 6925-0393 Fax. 02) 6925-0393 
③ 서울 서초 서비스 빅토리 오토모티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5 (서초구 잠원로 183) Tel. 02) 3478-0009 Fax. 02) 3476-0008
④ 서울 성동 서비스 렉스 모터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26 (성동구 광나루로 228) Tel. 02) 462-3131 Fax. 02) 462-3133
⑤ 분당 서비스 빅토리 오토모티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47-3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Tel. 031) 896-0005 Fax. 031) 896-1313
⑥ 일산 서비스 프리마 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52 (일산서구 덕이로 50-20) Tel. 031) 922-0117 Fax. 031) 922-9454
⑦ 수원 서비스 보성 모터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9-3 (권선구 경수대로 359) Tel. 031) 237-4230 Fax. 031) 237-8622
⑧ 천안 서비스 비전 오토모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90-3 (서북구 백석3로 13-6) Tel. 041) 523-2211 Fax. 041) 523-2215
⑨ 청주 서비스 렉스 모터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62 (흥덕구 직지대로 642) Tel. 043) 277-3320 Fax. 043) 277-3321
⑩ 대전 서비스 (임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391-8 (중구 대종로 626) Tel. 042) 256-4600 Fax. 042) 256-4601
⑪ 전주 서비스 라온 모터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07-2 (덕진구 두간2길 3-26) Tel. 063) 271-7300 Fax. 063) 271-6500
⑫ 광주 서비스 선일 모터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1-1(송암로24번가길 39) Tel. 062) 676-8371 Fax. 062) 676-8370
⑬ 대구 서비스 대경 모터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59-12 (수성구 희망로 177) Tel. 053) 564-0110 Fax. 053) 564-6191
⑭ 울산 서비스 우진 모터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40-6 (남구 번영로166번길 5) Tel. 052) 272-7600 Fax. 052) 272-7609
⑮ 포항 서비스 경북 모터스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382-2 (남구 새천년대로 230) Tel. 054) 283-5336 Fax. 054) 275-5336
⒃ 부산 해운대 서비스 우진 모터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137-4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Tel. 051) 704-0065 Fax. 051) 703-8572
⒔ 창원 서비스 대경 모터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385-1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Tel. 055) 296-1005 Fax. 055) 296-1015
⒕ 원주 서비스 강원 모터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766-1 (소초면 장막1길 14) Tel. 033) 766-6301 Fax. 033) 746-6302
⒖ 제주 서비스 프리마 모터스    제주도 제주시 연동 2420 (제주시 일주서로 7822) Tel. 064) 745-4588 Fax. 064) 745-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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