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t time on your side

※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각 차량에 따른 Extended Warranty 상품 가격은 2019년 6월 1일 부터 적용되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증에 관한 내용 및 규정은 신차 구매시 지급한 보증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보증 기간 및 부품은 국내 법규에 따릅니다.

extended Warranty 차량별 상품 가격

브랜드 모델
출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고일로부터

13개월~24개월

출고일로부터

25개월~33개월

Jaguar

XE 1,708,000 1,794,000 1,974,000 

NEW XF 2,516,000 2,642,000 2,905,000 

NEW XJ 3,183,000 3,343,000 3,677,000 

F-Pace 2,663,000 2,796,000 3,076,000

E-Pace 2,291,000 2,405,000 2,647,000 

F-Type 3,042,000 3,195,000 3,515,000 



Extended Warranty 상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재규어 콜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T.080-333-8289 ) 

발행일 : 2019 - 06 - 01



Jaguar extended Warranty
상품 안내서



extended Warranty means
extended peace of mind



보증 부품 리스트

※ 배출가스 관련 보증기간 및 부품은 국내 법규에 따릅니다.  
※ 상세한 보증 부품 리스트는 품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     엔진 본체 및 주변장치 / 트랜스미션 본체 및 주변장치 / 리어 액슬 본체 및 주변장치 / 트랜스퍼, 서스펜션, 브레이크, 조향 장치, 에어컨&히터,  클러치, 
트림, 전기 및 전자 시스템, 샤시, 바디 계통 장치 

�     차량을 Jaguar 사용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확인이 될 경우, 
구입하신 Extended Warranty 상품 조건에 따라 기존 3년 또는 10만 km에서 5년 또는 20만 km으로 연장된 보증 기간 동안 최대 신차 구입 당시 소비자가격까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가입 가능 기간 : 신차 등록일로부터 33개월 이내의 차량 (단, 신규 차량에 한함)

�     가입 가능 주행거리 : 주행거리 90,000km 이하의 차량

�     상품 구성 : 기존 보증기간인 3년/100,000km에서 5년/200,000km로 보증 기간 연장 (2년/100,000km 추가 연장)

extended Warranty 상품 서비스 내용

extended Warranty 상품의 장점

�     신차 구입 초기, 한 번의 상품 구입으로 보증 연장된 기간 내에 무상으로 보증 부품을 수리 및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품 잔여기간의 담보는 계승됩니다. (차량 가치 증대)

�     기존 보증기간인 3년/100,000km에서 5년/200,000km로 연장된 보증기간 동안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구입은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신규 차량에만 적용되며, APO출고 차량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tended Warranty 상품 구입 시 유의 사항



�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고장

�     연료 계통의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 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등의 차량 정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점검

�     제조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수리 (상세 내역은 연장 품질 보증서 참조)

�     당사가 지정한 유지류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주기 미준수 및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등)

�      불량 연료 혹은 이종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고장 등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수리

�      정기 점검 주기 및 운행에 따른 소모품

�       차량에 장착된 액세서리

�       기타 상세 보증 미적용 사항은 Extended Warranty 품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extended Warranty 상품 보증 미적용 사항

�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에 의해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본 상품 구입이 불가합니다. 
�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혹은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상품 구입이 불가합니다. 
�     일부 차종은 연장 보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 품질 보증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규정 : Extended Warranty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고객의 변심, 고객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연장보증이 개시되지 않은 서비스 가입자(3년/100,000km 이내의 차량): 전액 환급

- 연장보증이 개시된 서비스 가입자(3년 또는 100,000km 중 선 도래한 차량): 일할 계산 차감 후 환급

- 연장 보증 개시 후 연장보증 수리내역이 있는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