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MOBILITY CARE.
080-269-0001
교통사고를 포함한 긴급상황 발생 시 BMW MOBILIT Y CARE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 5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 지원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700-80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
BMW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bmw_korea BMW 유튜브 www.youtube.com/BMWKorea
BMW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 서울 [강남역] 02-586-3331 [강북] 02-3444-7301 [강서] 02-2661-7401 [교대] 02-3472-7301 [대치] 02-569-7401
[동대문] 02-2244-7601 [방배] 02-3477-7401 [서초 중앙] 02-466-7301 [성산] 02-375-7301 [성수] 02-2170-7100 [송파] 02-415-7601 [양재]
02-575-7602 ■ 경기 [구리] 031-567-7601 [미사] 031-794-7607 [부천] 032-676-7301 [분당 궁내] 031-8016-7301 [수원] 031-206-7501
[오토월드] 031-5173-7100 [동탄] 031-654-3002 [오포] 031-726-7301 [의정부] 031-874-7301 [일산] 031-966-7501 [자유로] 031-994-7401
[평택] 031-656-7501 [인천] 032-881-7401 [송도] 032-710-7401 ■ 충청 [청주] 043-236-7501 [서산] 041-664-7501 [천안] 041-572-7401 [대전]
042-633-7301 [대전 유성] 042-826-7201 ■ 경상 [구미] 054-464-7301 [김해] 055-322-7301 [대구] 053-559-7301 [서대구 중앙] 053-6557301 부산 [광안리] 051-327-7301 [서면] 051-819-7301 [해운대] 051-731-7303 [창원] 055-256-7301 [진주] 055-744-7301 [울산] 052-268-7306
[포항] 054-272-7306 ■ 전라 [전주] 063-211-0505 [광주] 062-675-7301 [광주 평동] 062-383-7301 [목포] 061-287-7501 [군산] 063-451-7501
[순천] 061-745-7301 ■ 강원 [원주] 033-734-7301 ■ 제주 [제주] 064-757-7601
BMW 공식 딜러 패스트레인 서비스 센터 ■ 서울 [도곡] 02-575-7601 [서초] 02-521-7301 [역삼] 02-562-7301 [용산] 02-718-1222 ■ 경기 [분당] 031-711-7401
[BMW 드라이빙 센터] 032-422-7301 ■경상 [대구 수성] 053-768-7301 [서대구] 053-653-7301 부산 [롯데] 051-792-1810 울산 진장 [롯데] 052-702-8361
■ 전라 [광주 상무] 062-384-7301 [광주 광천] 062-367-7301
본 책자는 항상 차 안에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본 책자에 명시된 모든 정보는 출간 당시에 적용된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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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SERVICE INCLUSIVE.

BMW SERVICE INCLUSIVE (BSI) STANDARD
BMW의 혁신적 서비스 패키지인 BSI Standard가 적용되는 차량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까지 주요 소모품의 교환이나 차량 정기 점검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의 우수한 테크니션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BSI Standard는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운전의 즐거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 BSI Standard의 만기는 상기 5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조건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BMW 차량의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서비스 필요 항목에 한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 점검 및 추가 교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BSI Standard는 아래 소모품의 교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엔진 오일 교환 (오일 보충 서비스 포함)
- 에어 필터		
- 마이크로 필터		
- 스파크 플러그 (또는 연료 필터)		
- 브레이크 오일
- 정기 점검 서비스
2. BSI Standard 이용 시 유의 사항
1) B
 MW 차량은 여러 전자 장치와 센서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의 서비스 시기를 차량의 계기판이나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평소 차량에 표시되는 시기를 확인하시어 교환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규정된 서비스 주기에서 벗어나 고객이 임의로 원하는 시기에 교환하셨을 때는 해당 서비스 품목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된 엔진 오일 서비스 주기를 경과하여 발생된 결함의 경우,
BMW 공식 보증 수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2) 컨트롤 디스플레이 및 경고등은 BMW CBS (Condition Based Service)의 진보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적절한 교환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 기능입니다. 컨트롤 디스플레이에서 서비스 필요 항목의 상태가
노란색 경고등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 서비스 주기가 이미 경과된 것으로, 보다 신속히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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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별로 차량에 교환 시기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 함께 받으시는
오너스 매뉴얼에 안내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외부 장착 및 개조에 의해 정확한 서비스 주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BSI Standard 서비스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BSI Standard는 차량 구매 시기 및 모델에 따라 서비스 주기 및 서비스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BSI Standard의 서비스 혜택

컨트롤 디스플레이 확인

3) 서비스 주기를 지키는 일은 고객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된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넘어서면 엔진 오일의 윤활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 심한 경우
엔진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
해당 서비스 항목이 정상인 상태입니다.
서비스 및 법적으로 규정된 검사를 받으십시오.
적절한 서비스 주기가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즉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7) BSI Standard의 서비스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BSI Standard의
서비스 내용은 개정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사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 잔여 BSI Standard 혜택도 함께 소멸되며,
전손처리된 경우 BSI Standard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