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ndard Soft Top, Black (4-door)

블랙 색상 소프트 탑
캔버스 소재, 갑작스런 소나기 등의 비상시에도  
간단하게 탑을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음

82212605 / 특별판매가 : \1,835,500> \1,284,900
82213651 / 특별판매가 : \2,450,000> \1,592,500

FRONT AIR DEFLECTOR

블랙색상, 전면 그릴 위 풍절음 감소 및 드레스 업

82210277AB / 판매가 : \190,300> \114,200

1. Chrome Grille

세련됨이 돋보이는 전면 크롬 그릴은 JEEP®의 상징인 세븐그릴의  
강인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며, 크롬 그릴은 당신의 랭글러를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변화시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82210558AD / 특별판매가 : \588,600> \264,900

2. Black Coated Mesh Grille (후드락 적용)

블랙색상 그릴 인서트 안쪽 드레스업 
후드락 미적용 파트는 82212624.
82212625 / 특별판매가 : \1,128,100> \394,800

3. FRONT / END COVER

블랙색상 전면 그릴 및 후드 드레스 업

82210318AB / 특별판매가 : \251,000> \113,000

5. HOOD COVER, BLACK

블랙색상 후드 커버

82210316 / 특별판매가 : \110,800> \66,500

6. Chrome Grille

크롬, 전면 그릴 드레스 업

82210558AC / 특별판매가 : \400,300> \200,200

4. Sun Bonnets (4-door)

블랙색상 선보닛, 직사 광선 노출 보호
도어 프레임이 아닌 스포츠 바에 지지하는 형식으로 장착, 하드탑 및 소프트탑 모델 모두 장착이 가능

82210542 / 특별판매가 : \511,900> \128,000

Off-Road LED Light Kit
6 LED / 4 LED Spot Pattern

블랙색상 오프로드 라이트 
6구 2개, 와이어 커넥터, 렌즈 커버

82213797 / 특별판매가 : \1,242,300> \310,600
82213798 / 특별판매가 : \746,800> \186,700

Door Handle (2-door)

블랙 색상 소프트 탑  
캔버스 소재, 갑작스런 소나기 등의 비상시에도  
간단하게 탑을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음

82213649 / 특별판매가 : \2,350,000> \1,527,500

BUMPER KI REAR

82213579AB / 판매가 : \1,628,100> \244,200

Premium Soft Top, Black (4 Door)

블랙 색상 소프트 탑
캔버스 소재, 갑작스런 소나기 등의 비상시에도  
간단하게 탑을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음

82213652 / 특별판매가 : \3,450,000> \2,242,500

Jeep Wrangler Hood Lock

블랙색상 후드락
후드를 잠글 수 있는 후드락 키트 입니다

82213051AC / 판매가 : \337,800> \50,700

WRANGLER

EXTERIOR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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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K GREEN

블랙컬러 데님 타이어 커버
랭글러 일러스트를 담고 있음 (문구: FUN IS STANDARD. 
PAVEMENT IS OPTIONAL / 재미는 기본, 포장도로는 옵션)

82210886AB / 특별판매가 : \122,600>  \73,600

1. Tubular Side Steps (2/4-door)

크롬 사이드스탭
알루미늄 소재의 원통 형태, 도어 하단에 넓게 장착되는 특성에 따라  
전면 스플레쉬 가드와 동시에 장착이 어려울 수 있음

82210563AF / 특별판매가 : \537,000> \188,000
82210564AF / 특별판매가 : \1,354,300> \541,700

3. Tubular side steps (4-door)

새틴블랙 색상 사이드스커트
알루미늄 소재의 원통 형태,도어 하단에 넓게 장착되는 특성에 따라  
전면 스플레쉬 가드와 동시에 장착이 어려울 수 있음

82210562AF / 특별판매가 : \899,000> \539,400

5. Front Door Claddings (Front/Rear Door)

블랙색상 도어트림
합성수지 소재로, 별도의 도색작업이 가능한 부품,  
프론트와 리어도어용 품번이 나뉘어 2도어용과 4도어가 모두 적용 가능

ECOP4030 / 특별판매가 : \572,000>  \143,000
ECOP4031 / 특별판매가 : \294,000>  \73,500

2. Tubular Side Steps (2-door)

블랙색상 사이드스탭 
알루미늄 소재의 원통 형태, 도어 하단에 넓게 장착되는 특성에 따라  
전면 스플레쉬 가드와 동시에 장착이 어려울 수 있음

82210561AF / 특별판매가 : \803,500>  \401,800

4. Factory Style Side Steps (2-door/4-door)

블랙색상 사이드스탭
합성수지소재, 탑승 편의성 향상 및 드레스 업

82210565AD(2-DOOR) / 특별판매가 : \781,700>  \429,900
82210571AD(4-DOOR) / 특별판매가 : \829,600>  \497,800

6. Rock rail for Wrangler (2/4-door)

새틴블랙 색상
드레스 업 및 차량 보호, Running Boards와 동시에 장착이 어려움
사이드 스커트에 부착

82210585 / 특별판매가 : \322,200>  \112,800
82210586 / 특별판매가 : \363,300>  \127,200

WRANGLER EXTERIOR ACCESSORIES

7. 스페어 타이어 커버

그레이색상 JEEP 로고가 적용된 타이어 커버 
적용가능한 타이어 사이즈

P255/75R17, LT255/75R17, P255/70R18
82209951AB / 특별판매가 : \79,400>  \35,700

10. SAHARA

사하라 모델 로고가 적용된 블랙컬러 타이어 커버

82212321 / 특별판매가 : \149,500>  \89,700

13. 스페어 타이어 커버

화이트 색상 JEEP 로고가 적용된 타이어 커버 
적용가능한 타이어 사이즈

LT30X9.5X15, P235/70R16, P235/65R17
82206926AC / 특별판매가 : \69,200>  \24,200

8. 스페어 타이어 커버

화이트 색상 JEEP 로고가 적용된 타이어 커버 
적용가능한 타이어 사이즈

P255/75R17, LT255/75R17, P255/70R18
82209953AB / 특별판매가 : \112,900>  \50,800

12. 스페어 타이어 커버

미국 국기가 적용된 블랙 컬러 타이어 커버  
적용가능한 타이어 사이즈

P255/75R17, LT255/75R17, P255/70R18
82208051AD / 특별판매가 : \147,800> \37,000

14. HARD COVER

도색가능 스페어 타이어 하드 커버
합성수지 소재, 최대 31인치 타이어까지 적용 가능

ECOP4035 / 특별판매가 : \397,300>  \178,800

9. NAVIGATOR

블랙컬러 데님 타이어 커버
나침반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음 (문구: ADVENTURE'S 
BEGIN HERE / 모험은 여기서 시작된다)

82210884AB / 특별판매가 : \122,600>  \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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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rome Fuel Filler Door (2-door)

크롬 주유캡
주유캡 위에 장착

82210284AC / 특별판매가 : \349,000>  \87,300
82214788 / 판매가 : \393,400>  \137,700

2. Black Taillamp Guards

블랙색상 램프가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리어 램프 파손 방지

82210270AD / 특별판매가 : \336,300>  \84,100

WRANGLER EXTERIOR ACCESSORIES

1. Chrome Dress-Up Kit - Windshield Bracket

랭글러의 윈드실드 사이드 코너를 크롬 컬러로 데코레이션해 줍니다.  
랭글러의 아날로그적 디자인 감성을 돋보이게 해 주는 동시에 더욱 강인하고  
견고한 인상을 전해드립니다.
111203RR / 특별판매가 : \392,400> \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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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HIELD-MOUNTED OFF 
-ROADLIGHTS

알루미늄 증기 코팅 반사기와 충격 방지 덮개, 가벼운  
소재와 강력한 전구, 스위치 배선, 계전기, 설명서 동봉
(브라켓 별도 판매)

HELLA500 / 판매가 : \233,100>  \81,600

Splash Guard, Front

블랙색상 스플레시 가드

TPO 및 TPR 합성 수지 소재, 진흙 등이 차체로 튀어오
르는 것을 방지, 차량 하부를 일부 범위에서 보호, 사이
드 스탭 일부 모델 및 오프로드 또는 튜브형태 리어 범퍼
와는 동시에 장착이 어려울 수 있음

82210233 / 특별판매가 : \48,600>  \29,200

Lifestyle & Off-Road Accessories - 
Protection & Skid Plates

DANA 44 AXLE SKID PLATES의 디퍼런셜 보호

659744RR / 판매가 : \175,500> \52,700

BAR KIT LIGHT

JEEP COMMANDER LIGHT BAR
82209811 / 판매가 : \1,635,400> \245,300

Exterior Accessories - Locks - 
Locking Gas Cap

키 2개 제공, 도난 및 연료에 의한 오염 방지

68030940AA / 판매가 : \122,200>  \67,200
05278655AB / 판매가 : \32,200>  \12,900

Black Windshield-Mounted Light Bar

LIGHT SYSTEM 장착을 위해선 IGHT(82208488AB)를
추가 구매, 본 LIGHT BAR뿐만 아니라 LIGHT와 
INSTALLATION WIRING KIT을 별도로 구매해야 함.
82213207 / 판매가 : \428,400>  \149,900

9. Emblem Kit - TBD

JEEP 70주년 기념 배지

68089729AB / 특별판매가 : \36,700>  \20,200

5. Chrome Dress-Up Kit - Hood Latch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도어 핸들로, 메탈부분 크롬 컬러, 엄지가 닿는 부위에도 
세심한 커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양산형 도어 핸들위에 부착시키는 
형태로 장착됩니다.
111606RR / 특별판매가 : \274,200> \68,600

6. Door Handle (2/4-door Front)

크롬 도어핸들, 메탈 소재 및 기존의 양산형 도어 핸들 위에 부착

331111RR / 특별판매가 : \133,500> \20,000

7. Door Handle

크롬 도어핸들
메탈 소재 및 기존의 양산형 도어 핸들 위에 부착

82212489(2-DOOR / 4-DOOR FRONT) / 판매가 : \118,600>  \53,400
82212490(4-DOOR REAR) / 판매가 : \143,100>  \35,800

8. MIRROR CAP

도장가능 미러캡(도장비 별도)

ECOP4034 / 특별판매가 : \145,100>  \50,800

10. Jeep Wrangler Hood Lock

후드를 잠글 수 있는 후드락 키트 입니다

82213051AD / 특별판매가 : \337,800>  \168,900

11. 오프로드용 라이트 설치 브라켓

오프로드용 라이트 설치 브라켓

82210556AB / 특별판매가 : \109,000>   \38,200



Interior Trim & Knobs - BLACK (4-door)

PX8 하이글로스 블랙
에어벤트 HVAC 트림 링, 프론트 그립 및 도어 그립 등

82213923 / 특별판매가 : \302,500> \45,400

WRANGLER

INTERIOR
ACCESSORIES

1. CARGO AREA TRAY (4-door)

4도어 모델용 카고 트레이 입니다. 카고 바닥의 오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세척이 용이합니다.
82213184 / 특별판매가 : \171,300> \77,100

2. DOOR SILL GUARD, black (2/4-door)

도어 실 보호, 플라스틱 소재 및 좌우 세트

82210104AB / 특별판매가 : \49,900> \22,500
82210106AB / 특별판매가 : \76,600> \19,200

3. DOOR SILL GUARD, Silver (2/4-door)

세척 용이, 2도어 모델 전용으로 2본 1세트

82210108AC / 특별판매가 : \140,500> \84,300
82210142AC / 특별판매가 : \256,900> \115,600

Slush Mat (4-door)

블랙색상 슬러시 매트
진흙 등으로 부터 차량 내부를 보호, 세척이 용이하며  
4도어 모델 전용으로 3본 1세트

82213860 / 특별판매가 : \246,600  \111,000

Slush Mat (4-door)

블랙색상 슬러시 매트
진흙 등으로 부터 차량 내부를 보호, 세척이 용이하며  
4도어 모델 전용으로 3본 1세트

82210166AD / 판매가 : \122,500>  \42,900

4. INTERIOR LIGHTING

8가지 색상, 실내 간접 조명

82212347 / 특별판매가 : \697,900> \174,500

Slush Mat (2-door)

블랙색상 슬러시 매트
진흙 등으로 부터 차량 내부를 보호, 세척 용이하며  
2도어 모델 전용으로 2본 1세트

82213861 / 특별판매가 : \146,500> \87,900

Cargo area tray (4-door)

4도어 모델용 카고 트레이 입니다.
카고 바닥의 오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세척이 용이합니다.
82214404 / 특별판매가 : \173,400> \104,000

5. Seat Covers with Jeep logo (Rear)

블랙 & 카키 색상 시트커버
시트 에어백 차량에는 장착 불가능

82211630 / 특별판매가 : \365,500> \54,800

Rubber Floor mat (2-door)

블랙색상 슬러시 매트
진흙 등으로 부터 차량 내부를 보호, 세척 용이하며  
2도어 모델 전용으로 2본 1세트

82210164AC / 특별판매가 : \59,800> \29,900

MAT KIT FRONT

82213763AB / 특별판매가 : \68,100> \23,800

Grab Handles

블랙색상 그랩핸들
소프트 & 하드탑에 장착 가능

82211740AC / 특별판매가 : \72,900  \32,800

Interior Trim & Knobs - RED (4-door)

플레임 레드
에어벤트 HVAC 트림 링, 프론트 그립 및 도어 그립 등

82212837 / 특별판매가 : \471,700> \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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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Bike

히치 리시버 마운트 
최대 2대의 자전거 장착

THEUR920 / 특별판매가 : \956,400> \334,700

Bicycle Carrier, Hitch-Mount

최대 3대의 자전거를 장착
자전거를 장착한 후, 테일게이트 작동 불가능,  
HORIZONTAL CROSSBAR가 없는 자전거는 별도의 
프레임 어댑터(82207941)가 있어야 장착할 수 있음 
도어 핸들 위에 부착

THEUR922 / 특별판매가 : \999,300> \349,800

Spare Tyre Mounted Bike Carrier for 2 Bikes

흰색, 최대 2대의 자전거 장착

CROSSBAR가 없는 자전거는 별도의 프레임 어댑터(별도 판매)가  
있어야 장착할 수 있음.
82212832 / 특별판매가 : \553,500> \193,700

Bicycle Carrier

흰색, 최대 2대의 자전거 장착

TSPRO963 / 특별판매가 : \391,700> \97,900

WRANGLER

OUTDOOR
ACCESSORIES

1. Blue Recreation Tent

10  ̀X 10`의 실내 크기, 7  ̀X 6  ̀크기의 외부 캐노피 천막, 
머리 상단의 그물망 제공, 출입문 2개 및 큰 그물망 창문  
3개, 독립 텐트로 사용 가능

82209878 / 특별판매가 : \507,200> \126,800

2. Sunshelter

2~3분안에 설치 가능, 100 % 폴리에스테르 190T, 
1000MM PU 투명 코팅, 자외선 차단 코팅

82213291 / 특별판매가 : \224,900> \78,700

3. Camping Tent Kit

4인용 텐트, 차양 공간 제공, 상단 통풍구 2개, 삼각형 구멍 
2개, 방충망과 방수 재질의 실내 소재, 독립 텐트로 사용 가능

82213290 / 특별판매가 : \407,000> \142,500

5. Detachable Tow Bar

랭글러용 트레일러 전용 일체형 리시버로서, 분리가 가능한 토우바와  
지름 2"사이즈 볼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이즈별 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82210685 / 특별판매가 : \718,500> \323,300

4. Trailer Hitches & Towing Receiver

구조변경과 번호판 사이즈 교체와 범퍼 가공이 필요, 별매인 히치볼(82213565) 및 히치
볼 마운트 어댑터(82213548)가 함께 적용돼야 함, 10주년 RUBICON 또는 RUBICON 
X에는 장착이 불가능, 본 제품은 북미형 히치 리시버

82210230 / 특별판매가 : \320,000> \192,000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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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er Side Replacement Wiring Kit 

MOPAR 7-WAY 트레일러 토우 커넥터

82400554AB / 판매가 : \39,100>  \9,800

Trailer Tow Wire Harness Repair Kit

트레일러 와이어링 수리 키트이며, 커넥터는 7핀 커넥터
를 4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82209771AB / 특별판매가 : \132,700> \33,200

7-Way Round to 4-Way Flat Converter

경량 트레일러 사용을 위한 트레일러 와이어링을 7핀에
서 4핀으로 변환해주는 커넥터입니다.
56019823 / 특별판매가 : \36,700>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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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rriers & Cargo Hauling 
Accessories

트레일러의 7핀 커넥터를 6핀으로 변형해주는 어댑터 입니다.
82401217 / 특별판매가 : \33,400>  \11,700

1. WRANGLER TOW HARNESS

2007-2016 지프 랭글러에 적합한 트레일러 하네스  
키트 입니다. 커넥터는 7핀을 제공합니다.
82210214AB / 특별판매가 : \185,800>  \111,500

4. SWAY BAR WITH POWER 
DISCONNECT

전면 하부에 장착되는 스웨이바 입니다.  
내부 패널 스위치는 별도 주문이 필요합니다.
82210218 / 특별판매가 : \2,793,600>  \698,400

2. Jeep Wrangler Mopar Tow Vehicle 
Wiring Harness

2007 - 2017 년식에 호환되는 7핀 트레일러 커넥터  
하네스 입니다.
82211156AB / 특별판매가 : \222,100>  \77,700

6. Lifestyle and Off-Road - Winches

합성 윈치 로프, WARN WINCHES와 호환되는  
알루미늄 페어리드는 자동 부하 유지 브레이크 및  
무거운 강철 케이블이 장착된 3단 유성 기어 세트가  
특징이다. 손전등과 12개의 리드가 내장된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다.
123RR801 / 특별판매가 : \127,700> \31,900

3. TRAILER TOW WIRING ADAPTERS 
& BRACKETS

트레일러 견인 "L" 브라켓 키트로 배선 및 커넥터를  
깔끔하게 장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82204645 / 특별판매가 : \16,70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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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ALL KIT TRAILER TOW

2와 5/16인치 지름의 트레일러 용 히치 볼

82213657 / 특별판매가 : \55,400>  \13,900

7. Lifestyle and Off-Road - Winches - 
Winch Accessory Kit

윈치와 목적물 연결

510RR211 / 특별판매가 : \760,200>  \190,100

10. BALL KIT TRAILER TOW

2인치 지름의 트레일러 용 히치 볼

82213564 / 특별판매가 : \27,300>  \9,600

8. Bike Frame Adapter

자전거 케리어 거치 어댑터

82207941AC / 특별판매가 : \70,800>  \31,900

12. WIRING KI TRAILER TOW

트레일러 토우 와이어링 키트 (7핀 커넥터)

P255/75R17, LT255/75R17, P255/70R18
82210688AB / 특별판매가 : \238,500> \83,500

9. COVER KIT | TRAILER TOW | NONE

히치 리시버 커버

82208453AB / 특별판매가 : \28,500>  \17,100

SHAFT FRONT DRIVE

77072354 / 판매가 : \1,141,100> \399,600

Winch Mounting Kit

윈치 장착을 보조해주는 철제 브라켓입니다.
82213164 / 판매가 : \659,600> \230,900

WRANGLER OUTDOOR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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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fender flares(2door)

스틸 소재, 앞 9.5" 와이드, 뒷 4.75" 와이드

BWF10919 / 특별판매가 : \1,517,400> \455,200

Skid Plate

오프로드 주행 시, 조향부품과 스웨이바를 보호

82212993 / 특별판매가 : \746,800> \186,700
82213581AB / 특별판매가 : \614,600> \215,00

Fresh Air Scoop

후드 상면 에어벤트의 오염 및 파편물질 유입을 차단해 
주는 용도의 박스 커버입니다.
135212RR / 특별판매가 : \79,800> \35,900

PLATE KIT SKID - FUEL TANK

연료 보관통 보호

800RR340 / 특별판매가 : \287,100> \86,100

Tool Kit | TBD

하드탑 및 소프트탑 용 툴 키트

82214166AB / 특별판매가 : \58,900> \35,300

Wheel Lock Kit

휠 도난 방지를 위한 LOCK KIT
82211405 / 특별판매가 : \93,600> \23,400

TUNE-UP / 

WINCH / 기타
ACCESSORIES

Power dome steel vented hood

엔진룸 환풍

BWF10919 / 특별판매가 : \1,955,400> \684,400

5. EMERGENCY KIT | TIRE REPAIR

타이어 리페어 키트

82214295 / 특별판매가 : \168,000>  \84,000

8. EMERGENCY KIT | ROADSIDE

KL 용

82213726 / 특별판매가 : \243,000>  \109,4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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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판매가 : \3,597,800>  \539,700

4. TYRE INFLATION GEL GLUE

리필용 타이어 접착체병(450ML)

82212934 / 특별판매가 : \57,000>  \14,300

7. HANDS-FREE KIT | CELLULAR 
PHONE | BLUE TOOTH

핸즈프리 키트

82212159 / 특별판매가 : \790,800>  \197,700

2. 미션 오일 쿨러

미션 오일 쿨링 기능

82212486AB / 특별판매가 : \466,8700>  \163,300

6. COVER KIT VEHICLE - CLOTH

차량 커버

82210319 / 특별판매가 : \369,200> \92,300

3. TYRE INFLATOR KIT WITH AIR 
COMPRESSOR

긴급 타이어 수리 키트  
82212932 / 특별판매가 : \204,600>  \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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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프로그램
고객지원센터

보증프로그램
고객지원센터

080-365-2470

사고차량
무상견인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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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기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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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부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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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5-0394 

③ 서울 성동 서비스 렉스 모터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26 (성동구 광나루로 228) Tel. 02) 462-3131 Fax. 02) 462-3133

④ 분당 서비스 빅토리 오토모티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47-3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Tel. 031) 896-0005 Fax. 031) 896-1313

⑤ 일산 서비스 프리마 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52 (일산서구 덕이로 50-20) Tel. 031) 922-0117 Fax. 031) 922-9454

⑥ 수원 서비스 보성 모터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9-3 (권선구 경수대로 359) Tel. 031) 237-4230 Fax. 031) 237-8622

⑦ 인천 서비스 제이케이모터스서비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0-15번지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 Tel. 032) 881-3006 Fax. 032) 881-3007

⑧ 천안 서비스 비전 오토모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90-3 (서북구 백석3로 13-6) Tel. 041) 523-2211 Fax. 041) 523-2215

⑨ 대전 서비스 비전 오토모빌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5 (동구 한밭대로 1265) Tel. 042) 637-8000 Fax. 042) 637-0999

⑩ 전주 서비스 라온 모터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07-2 (덕진구 두간2길 3-26) Tel. 063) 271-7300 Fax. 063) 271-6500

⑪ 광주 서비스 선일 모터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1-1(송암로24번가길 39) Tel. 062) 676-8371 Fax. 062) 676-8370

⑫ 대구 서비스 대경 모터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59-12 (수성구 희망로 177) Tel. 053) 564-0110 Fax. 053) 564-6191

⑬ 울산 서비스 우진 모터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40-6 (남구 번영로166번길 5) Tel. 052) 272-7600 Fax. 052) 272-7609

⑭ 포항 서비스 경북 모터스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382-2 (남구 새천년대로 230) Tel. 054) 283-5336 Fax. 054) 275-5336

⑮ 부산 해운대 서비스 우진 모터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137-4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Tel. 051) 704-0065 Fax. 051) 703-8572

⒃ 창원 서비스 대경 모터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385-1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Tel. 055) 296-1005 Fax. 055) 296-1015

⒔ 원주 서비스 강원 모터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766-1 (소초면 장막1길 14) Tel. 033) 766-6301 Fax. 033) 746-6302

⒕ 제주 서비스 프리마 모터스    제주도 제주시 오라일동 1066-2 (제주시 오남로 25) Tel. 064) 745-4588 Fax. 064) 745-4788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