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거로운 자동차 수
리는 이제 그만.
그 시간에 삶을 즐기세요. 

제공 서비스 내역.

Schmick Scratch & Dent Assist는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 긁힘, 
덴트 수리에 있어 호주에서 가장 뛰어난 가성비와 고객 편리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공인 기술자를 고용하며 경미한 차량 손상에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어 차량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제외 사항

멤버십을 구매하세요 & 모든 
파트의 수리를 

크롬 및 고광택 합금 휠·  부품 교체  ·  구조적 손상  ·  스타일 라인 덴트  ·  페인트질 안 된 플라스틱 부분  ·  Schmick 멤버십 가입 전에 발생한 손상  ·  루프, 보닛, 
테일게이트 및 부트 패널에 난 흠집이 깊을 경우 

단 50$에 해드립니다*

 » 간단한 수리 요청 과정 

 » 공인 기술사 상시 대기

 » 차량 손실 없음

 » 경미한 손상에 한해 무제한 수리 제공

 » 재판매 가치 극대화 

 » 한정 평생 수리 보증#

* 다음은 작업 시 1회 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 시 청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hmickclub.com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세부 정보 (수리 크기 제한 및 제외 사항 포함)는 schmickclub.com의 Schmick Scratch & Dent Assist 약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Schmick의 멤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손상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멤버십은 종류를 불문하고 그 어떤 자동차 보험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바
디 키트 쓸림 
& 긁힘

거울 케이싱 쓸림 
& 긁힘

차량 내부 위생 관리 차량 내부 가죽 & 비
닐 손상

차량 겉면 자국 & 
스크래치

덴트

앞유리 손상

스톤칩

범퍼 쓸림 & 
긁힘

합금 휠 쓸림 & 긁힘버티컬 패널에 깊게 
긁힌 자국 

60mm까지 가능

60mm까지 가능

500mm까지 가능

터치업은 30회까지 
가능

크기 제한 없음

4개의 패널까지 커버 가능

80mm까지 가능

20mm크기의 스톤칩 1개까지 가능 
(조수석 CVA의 경우 5mm) 

500mm까지 가능

크기 제한 없음

플래티넘 플러스 멤버십



저희 공인 기술자들이 고객님의 일정과 편하신 시간에 맞추어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간편하게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번거로운 수리 과정을 손쉽게 
처리해보세요, 전화로 가격 문의나 상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경미한 수준의 차량 손상은 연간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 차량 대여 추가 비용 없음 – 몇 시간 내로 해결 가능합니다.
 » 거래 가치 손실 없음 – 일상 생활에서 생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덴트나 스크래치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멤버십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편리합니다

절약

걱정 놓으세요

저희는 환경 친화적인 업체입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지 주차하세요. 부주의한 사람들이 차 문을 열거나 
고객님의 새 차에 카트를 박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고 명료한 수리 안내서 – 멤버십의 혜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모르는 비용이 청구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리 
비용은 50$이며,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손상일 경우 다른 할인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기간 동안 모든 수리 
작업에 대해 한정 평생 보증 서비스 제공. #

저희 업체의 친절한 공인 기술자들은 자사의 업무 기준을 준수하며, 
최신 컴퓨터 페인트 매칭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수리소들은 별로 심하지 않은 손상 부위를 감추기 
위해 과도한 양의 페인트와 재료를 사용하여 큰 영역을 도색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저희 Schmick
은 새로운 최첨단 기술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Apple 또는 Google Play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Schmick 앱을 다운로드하
세요

2. 멤버십 정보를 입력하세요.

3. 손상된 부위를 사진 찍어주세요

4. 수리 요청

5. 저희 직원이 고객님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리 날짜를 잡아드립니다. 

Android나 Apple의 앱스토어에서 멤버만을 위한 앱을 다운받아 몇 
초 안에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작업 시 1회 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수리 요청 
과정. 
멤버만을 위한 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님의 절약을 도와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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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ckclub.com 1300 567 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