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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플랜 핸드북



이용 약관
서비스 플랜  |  

서비스 플랜

귀하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하여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랜의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약관 및 제공 해 드리는 서비스 플랜의 서비스 항목 및 서비스 조건을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본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플랜 : 서비스 플랜은 주요 소모품의 교환이나 차량 상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 및 회차는 차량의 모델,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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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플랜은 차량 판매시 제작 회사의 최초 사양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적용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제작 회사가 공급하지 않았거나 품질이 동등하지 않은 부품을 이용하여 변경된 경우,

또는 서비스 플랜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장착 및 개조를 한 경우는 변경된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 요청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외관 변경은 크기 또는 사양 측면에서 제작 회사의 순정 외관과 동일한 경우 인정됩니다.

서비스 플랜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서비스 플랜 핸드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또는 과도한 마모나 오용으로 인하여 교환이나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플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플랜의 적용 시점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과 같으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플랜은 차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매각 후 다음 소유주에게도 유효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비스 플랜을 다른 차량에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플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정비 지침에 따라 명기된 서비스 주기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주의 부주의로 제조사 정비 지침에 의거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플랜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플랜의 조건으로서 차량에 대한 모든 서비스 작업은 재규어 공식 서비스 센터의 우수한 정비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서비스 플랜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차량 소유주는 사용자 설명서의 정비편에 기록되어 있는 오일류 잔량 점검, 타이어 공기압 확인 등과 같은

정기 점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플랜과 관련한 판매 회사의 의무는 서비스 플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적용 범위 및 제외사항  |  서비스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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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시 판매 회사에게 서비스 플랜 핸드북을 제시하여야 하며, 귀하께서는 서비스 플랜 핸드북을 차량 내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으신 경우 판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플랜 항목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제품의 서비스 주기에 맞추어 설계 되었으며, 서비스 주기 또는 차량에 

표시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랜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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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8

모델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회차 서비스 주기

Discovery Sport

Range Rover Evoque TD4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최대 4회까지

매 24개월 또는 34,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 기준

Discovery

Range Rover

Range Rover Sport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최대 5회까지
매 12개월 또는 26,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 기준

Range Rover Evoque Si4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최대 6회까지
매 12개월 또는 16,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 기준

※ 서비스 항목은 차량 모델 및 구매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랜은 아래 소모품의 교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엔진오일 ■ 오일 필터 ■ 스파크 플러그 또는 연료필터 ■ 드레인 플러그  
■ 에어 필터 ■ 에어컨 필터 ■ 브레이크액  ■ 앞 와이퍼 블레이드 
■ 앞 브레이크 패드 ■ 앞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 ■ 뒤 브레이크 패드 ■ 뒤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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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비스센터 전화 주소

서울

 대치 천일 오토모빌 02-569-911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29

 서초양재 KCC 오토모빌 02-6965-606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73

 성수 천일 오토모빌 02-464-1860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12

 성산 아주 네트웍스 02-2038-4700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23

 동대문 선진 모터스 02-2213-2570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283

 강서목동 아주 네트웍스 02-2647-0582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95

 강동 선진 모터스 02-3012-6400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82

 한남 아주 네트웍스 02-749-0582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경기

 일산 KCC 오토모빌 031-926-40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6

 분당 KCC 오토모빌 080-850-8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7

 성남 KCC 오토모빌 031-723-6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2번길 20

 평촌 C&D 모터스 031-423-838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

 수원 천일 오토모빌 031-8007-30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90

인천  인천 아주 네트웍스 032-434-0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63

강원  원주 KCC 오토모빌 033-742-8205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5

충청  대전 JL 모터스 042-637-1400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65

전라
 전주 C&D 모터스 063-251-88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3

 광주 런던 모터스 062-674-6699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51

경상

 대구 인타이어 모터스 053-943-100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74

 부산 한영 모터스 051-625-223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4

 창원 선진 모터스 055-237-210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22

제주  제주 KCC 오토모빌 064-805-9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70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

※ 상기 서비스 센터는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고 수리를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