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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FLARES

2. POCKET STYLE FENDER FLARES

브롱코의 스타일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휀더 플레어는   
대형 타이어 및 휠과 잘 어울립니다.

■ 각 플레어는 타이어 덮는 면적을 기존대비 약 0.5-1인치 넓힘
■  내부식성 및 유연성있는 Dura-Flex2000 ABS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매트한 질감소재
■ 간편한 설치를 위해 육각 볼트가 사전 조립되어 있음
■ 최대 35인치 크기의 타이어 및 4도어 모델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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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내구성 강한 Dura-Flex 2000 ABS로 제작된 
휀더 플레어로 외관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1. EXTENDED STYLE FENDER FLARES

브롱코의 스타일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휀더 플레어는  
대형 타이어 및 휠과 잘 어울립니다.

■ 은은한 광택 질감소재의 블랙 플레어 4개가 한세트구성
■ 외부손상(찍힘, 눌림)에 대한 보호
■ 내부식성 및 유연성있는 Dura-Flex2000 ABS 플라스틱 소재
■ 최대 35인치 크기의 타이어 및 4도어 모델에 사용가능



3. AEROSKIN - HOOD DEFLECTOR
매트한 질감으로되어 있는 AEROSKIN 후드 디플렉터는 차량의  
후드 이물질에 의한 외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브롱코 액세서리와 장착 시 뛰어난 외관을 제공합니다.

4.  TRAIL ARMOR-AEROSKIN II -  
HOOD DEFLECTOR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의 후드 디플렉터는 차량의 후드  
이물질에 의한 외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브롱코 액세서리와  장착 시 뛰어난 외관을 제공합니다.

HOOD D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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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ITCH RECEIVER CAP

3D 브롱코 로고가 새겨져 있는 알루미늄소재의  
히치리시버 캡으로  2인치 리시버에 적합합니다.

7. HITCH PLUG

3D 브롱코 로고가 새겨진 고무히치 플러그로 도로 
에서 튀어오르는 이물질로부터 리시버의 손상을  
방지하며 2인치 리시버에 사용됩니다.

HITCHESTIRE C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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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FT SPARE TIRE COVERS

스페어 타이어를 견고한 커버로 보호하면서 차량에 브롱코만의 스타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 32인치 직경의 타이어에 사용가능
■ 바람에 의한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맞춤형 디자인
■ 훅과 벨크로 띠로 타이어 고정가능
■ 자외선 방지 및 견고한 스티치가 특징



8. YAKIMA HD HOOK STRAPS 

견고하게 제작된 YAKIMA HD후크스트랩으로 큰 짐을  
쉽고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견고하게 제작된 스트랩과 내구성이 강한 후크로 구성
■ 10피트의 길이로 다양한 크기의 짐을 고정가능
■ 2개 한 세트 구성

▲장착시 필요한 키트

YAKIMA CARRIERS

RACKS & 
CARRIERS

내구성 강하고 스타일리시한 캐리어 액세서리로

브롱코 외관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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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LE CARRIERS

9.  THULE STAND UP PADDLE BOARD 
(SUP) CARRIER

STAND-UP PADDLE BOARD (SUP) CARRIER는  
별도의 잠금방식을 제공하며 차량에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최대 34인치 너비의 보드까지 가능
■ 부드러운 완충재가 차량 주행 시 적재된 보드를 보호

10. THULE SKI/SNOWBOARD CARRIER
부드러운 고무재질로 제작된 암(ARM)은 스키/스노우보드를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6세트의 스키 또는 4개의 스노우보드를 안전하게 운반가능
■ 큰 버튼이 있어 장갑을 끼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음
■  스키를 캐리어에 고정시키고 캐리어를 차에 고정시키는 잠금 

장치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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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LLE GRATE SYSTEM FOR SWING GATE
테일게이트 패널 보관 시스템은 다수의 소형 공구, 부품, 액세서리를 깨끗한 공간에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MOLLE패널의 사용으로 시스템을 모든 활동에 맞게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INTERIOR
브롱코만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액세서리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 해 보세요.

COMFORT &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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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RGO NET
트렁크 바닥에 CARGO NET을 설치하여 물건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트렁크 바닥의 D링에 연결만 하면 손쉽게  설치될 뿐만  
아니라 큰 물건을 쉽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14. PET BARRIER
좌우 앞좌석 버킷시트 사이에 설치하는 PET BARRIER는 애완동물이  
앞좌석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며 조절식 띠가 있는 메쉬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 MOLLE BAGS
MOLLE(Modular Lightweight Load-carrying 
Equipment,  모듈식 경량물품 보관키트) 백은 장비를  
넣어 보관하기에 편리합니다.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6개의 파우치 세트로 구성됩니다. 
- 11cm X 9.5cm  
- 9.5cm X 11cm  
- 7.5cm X 4.5cm  
- 6cm X 6cm  
- 4.5cm X 2cm  
- 3cm X 3cm

* MOLLE 그레이트 시스템(별도 판매)과 함께 사용가능 합니다.

CARGO & PET SAFETYCOMFORT & CONVENIENCE

*  해당 제품사진에는 PET BARRIER 제품과 활용된 다른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연출을 위한 촬영컷으로 국내판매제품이 아닙니다.

16 17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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