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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EVERY ADVENTURE  
REFRESH INGLY  STYL ISHNEW 2022 

JEEP® COMPASS
완전히 새로워진 2022 지프 컴패스(Jeep Compass).  
개성있고 차별화된 스타일, 혁신적인 기능이 더해진  
컴패스(Compass)가 더욱 특별하고 놀라움이 가득한  
어드벤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시트, 압도적인 편안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다양한 하이테크기술이 집약된  
안전 및 보호기능은 당신의 드라이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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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O WHEREVER CURIOSITY  LEADS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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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4. 

DES IGNED WITH  THE  FUTURE  IN  M IND

5. 

5. 여닫이형 센터콘솔은 다양한 기능과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깊이감 있는 보관공간, 간편한 컨트롤 기능이 장점입니다.

4.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S 트림 적용사양)

3.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10.1인치  
디스플레이는 실내 중앙에 위치해, 스마트한  

인테리어 효과를 더해줍니다.

2.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스티어링 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가벼운 손가락  

터치만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1. 10.25 인치 디지털 프레임리스 풀컬러,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S 트림 적용사양, Limited 트림 7인치 적용).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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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CTILE PERSPECTIVE

블랙 라이브 스티치

밝은 텅스텐 스티치

블랙 나파

리퀴드 크롬

체인메일 하이드로

AUTHENTIC ELEMENTS 시각과 촉각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훌륭한 표면 질감과 고급스러운 소재,  
스티칭의 완벽한 조화는 Jeep® 브랜드의 자유로움을  

트랜디한 감각으로 표현합니다.

DURABLE MATERIALS 정밀하게  

세공된 소재가 실내 전체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안락하고  

조화로운 안식처를 만들어줍니다.

프리미엄 가죽, 콘트라스트 스티칭과 견고한 금속 소재가 적용된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세련된 인테리어가 지프 컴패스 인테리어의  

도시적인 스타일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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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 -AROUND  

COMFORT

WORLD-CLASS LIVING 
지프 컴패스(Jeep® Compass)만의 자유로움이 새로운 모험을 향한 열정을 불러옵니다.  
열정만으로는 쉽게 도전해보지 못했던 여행지도, 최신 기술이 집약된 컴패스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더욱 안락하고 자신감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당신의 여정에 컴패스가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 Jeep® 공기 필터 시스템

• 무선 충전 패드 (S트림 적용사양)

•  1열 USB 포트 2개 제공(A 타입 & C 타입)

•  2열 USB 포트 2개 제공(A 타입 & C 타입)

•  귀중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깊이감 있는  
센터 콘솔

•  슬림 헤드레스트와 개선된 상부 등 지지대를  
포함하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시트

• 열선 내장 앞좌석 시트

• 열선 내장 2열 시트

• 앞좌석 통풍 시트 

•  앞좌석 및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리한 컵홀더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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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FOR 
THE  BACK S EAT

뒷좌석의 안락함 - 지프 컴패스(Jeep® Compass)는 2열 탑승자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에 동승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넉넉한 레그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중앙 암레스트를 전개하면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와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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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편리한 커넥션이 가능하고, 안전 및 보호 기능부터 
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차량 
기능을 액세스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운전자 
프로필, 맞춤형 홈 화면과 동시 듀얼폰 연결 기능으로 개인 
맞춤 설정 저장이 가능합니다.

유커넥트 5(UCONNECT® 5)는 블루투스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와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가 연결 및 지원 됩니다. 

10.1-inch
TOUCHSCREEN DISPLAY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최대 8대의 전화기와 페어링하여 전화를 걸거나 
음성 명령을 사용해 문자를 확인 및 답장4하고, 
미디어 스테이션을 선택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hone®을 사용하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지원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표준을 
포함합니다. 

유커넥트 5(UCONNEC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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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그릴 디자인 - 브랜드의 상징인 세븐 슬롯을 현대적인 
텍스처와 인서트로 강조합니다.

•  NEW 디자인 LED 헤드램프 - 밝은 조명이 시야를  
확보해주어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  NEW 디자인 전면부 -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으로 지프  
컴패스(Jeep® Compass) 전면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NEW 프리미엄 LED 테일램프 - 고휘도 LED 후방 램프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위험한 순간에 가치를 발휘합니다.

•  차체 색상 휠 플레어 및 클래딩 - S 트림의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  NEW 디자인 휠 - 독특하고 스포티한 19인치 휠이  
제공 됩니다. (S 트림 적용사양)

•  NEW 디자인 안개등 - 시선을 사로잡는 밝은 프리미엄 
LED 안개등이 전방 코너링 및 커브 조명과 함께 전방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AN IT INERARY THAT  
COVERS  IMPRESS IVE  GROUND

ICONIC ATTRACTION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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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자외선은 차단하면서도 채광 효과가 뛰어나 실내를 환하게 채워줍니다.  

파워 선셰이드와 함께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픈에어링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보세요.

LOOK,  THE  WORLD’S 
A  B I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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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ROOM FOR MORE
핸즈프리 전동식 트렁크도어는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양손 가득 짐 꾸러미를 든 채로 키를  
찾아야 하는 난감하고 불편한 상황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트렁크도어를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리어 범퍼 아래로 발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높이 조절식 화물칸은 화물에 맞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HANDS-FREE 
CARGO ACCESS

물품 적재 시, 안전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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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COMPASS 
4x4 SYSTEM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Jeep® Active Drive)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전륜 또는 후륜 하나만으로 가용 토크를 100% 전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지형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Jeep®의 4륜 구동 시스템은 4륜 구동(4WD)에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전륜 구동(FWD)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효율성이나 성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단일 PTU(Power Transfer Unit)가 속도의 
제약 없이 4WD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여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전 속도영역 구동력 제어를 포함합니다. (AWD 모델 적용 사양)

CAPABILITY MEETS EFFICIENCY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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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4 시스템을 갖춘 모든 지프 컴패스(Jeep®
 Compass)에는 지프 셀렉- 

터레인(Jeep Selec-Terrain®) 트랙션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자연의 
험난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Sand/Mud(모래/진흙),  
Snow(눈) 및 Auto(자동)의 3가지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모드의 
트랙션 제어 시스템은, 센터콘솔에 토글 스위치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쉽고 빠른 3가지 모드의 트랙션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AWD 모델 적용 사양)

SELEC-TERRAIN® TRACTION 
MANAGEMENT SYSTEM

NEW  TOGGLE SWITCH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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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한 트랙션 제어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맞춰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모드에 맞게 여러 차량 시스템을  
적절하게 조절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Jeep® 브랜드 4륜 구동(4WD)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D 모델 적용 사양)

THE MODES OF SELEC-TERRAIN®

모래로 덮여 푹푹 빠지는 노면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공격적인 
스로틀링과 기어 변속 타이밍을 활용하는 특별하게 조정된 모드로 
전환합니다. 진흙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튜닝된 섀시 컨트롤, 
디퍼런셜, 기어비를 통해 차륜의 추가적인 슬립을 허용함으로써 저속 
접지력을 극대화합니다.

SAND / MUD

이 모드에서는 셀렉-터레인(Selec-Terrain®)이  
차량의 구동을 노면에 가장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최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뒤쪽 드라이브라인 연결이 끊어집니다.

AUTO

차량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오버스티어를 최소화함으로써 눈과 
얼음으로 덮인 도로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드에서 
자동으로 작동 및 관리되는 주요 시스템으로는 잠김 방지 브레이크
(ABS) 및 구동력 제어기능이 있습니다.

SNOW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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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IGERSHARK® MULTIAIR®2 I-4 ENGINE 저소음, 고성능 엔진 제공.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파워의 이 Tigershark® 엔진은 연료 효율성이 뛰어난 컴패스(Compass)용 엔진입니다. 

ENGINE STOP / START (ESS) TECHNOLOGY Jeep® 브랜드 엔진에 탑재된 이 기능은 배기가스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ESS는 정지시,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변속기가 체결되면서 엔진이 
다시 가동됩니다. 

9-SPEED AUTOMATIC TRANSMISSION WITH AUTOSTICK 9단 기어를 통한 부드러운 기어 변속이  
우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성능은 언제나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AWD 모델 적용)

6-SPEED AUTOMATIC TRANSMISSION WITH AUTOSTICK 이 소형 경량 변속기는 부드럽고 반응이 뛰어난  
고정밀 클러치를 제공합니다. 차세대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뛰어난 연비를 실현하는 고효율 고성능 변속기입니다.  
(FWD 모델 적용)

T H E  E L E M E N T S  O F  A  S T R O N G  
P E R F O R M A N C E

완전히 새로워진 지프 컴패스(Jeep® Compass)는 강력한 성능과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필요에 따라 파워를 조절하는 기능을 보유한 지프 컴패스(Jeep® Compass)는 쇼핑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등의 어반라이프,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와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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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LY 
APPEALING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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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INCH, DIGITAL DRIVER INFORMATION DISPLAY (DID) 
운전자의 시선이 머무는 계기판의 전면을 사용하는 이 획기적인 디지털 풀컬러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DID)는 방대한 양의 중요한 차량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 컨트롤을 통해 액세스하는 맞춤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운전자가 핵심 성능 통계, 내비게이션 지침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은 선명하고 밝은 고해상도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S 트림 적용사양, Limited 트림 7인치 적용).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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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디자인 스티어링 휠 - 이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또한 운전자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으며, 컨트롤 버튼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직관적으로 배치된 버튼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및 통신 기능,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 화면에 액세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스톱 & 고 기능을 갖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고속도로 주행안전 시스템 등의 안전 및 보호 

기능 역시 스티어링 휠의 컨트롤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S트림 적용 사양)

상승형 센터 콘솔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이 전용 보관함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기술에는 USB 코드나 연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 트림 적용)

무선 충전 패드

키를 손에 들고있지 않더라도 승차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주머니에 
스마트키를 넣은 채로 도어 핸들을 잡으면 도어가 열립니다. 승차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스톱 버튼을 눌러 엔진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주차 위치에서 바꿉니다. Keyless Enter ’n GoTM스마트키 
시스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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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ACHIEVEMENT 

9-스피커 프리미엄 알파인(Alpine®) 사운드 시스템은 탁월한 음색의 밸런스와 
선명함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은,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해 최상의 오디오 환경을 선사합니다. 본 시스템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12채널 506W 출력의 앰프, 완벽하게 배치된 9개의 스피커, 8인치 
서브우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INE SPEAKERS AND A 12-CHANNEL,  
506-WATT AMPLIFIER

SURROUND YOURSELF  
WITH PRO-QUALITY SOUND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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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IN ALL DIRECTIONS

360° SURROUND-VIEW  
CAMERA SYSTEM9

지프 컴패스(Jeep® Compass)에 도입된 새로운 주요 기능은 대형 
유커넥트(Uconnect®) 화면을 통해 4방향 모두에서 차량의 위치를 
보여 주는 복합 버드 아이 뷰입니다. 주차 조향 시 이 시스템이 
작동하여 주차를 컨트롤 하여,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치에 있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S 트림 적용)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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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CTIVE  
SAFETY AND SECURITY  
FEATURES THAN EVER

•  에어백 6개 (풀사이즈 측면 커튼 에어백 포함)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S 트림 적용)
•  파크센스(PARKSENSE®) 평행/수직 주차 및 출차 보조 시스템 
•  파크센스(PARKSENSE®) 전방 및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고속도로 주행안전 시스템 (S 트림 적용)
•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S 트림 적용)
•  액티브 브레이크를 포함한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  사각 지대 및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  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시스템

• 파크뷰 (PARKVIEW®) 후방 카메라

•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 (S 트림 적용)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 (S 트림 적용)

완전히 새로워진 지프 컴패스(Jeep® Compass)는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능이 
도입되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행 중에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능동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일련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컴패스가 주변의 모든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첨단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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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시스템
카메라와 센서가 전방 도로를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합니다. 문제가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차량을 
자동으로 감속하여 전방에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평행/수직 주차 및 출차 보조 시스템 이 능동형 보조 시스템은 자동으로 스티어링을 조작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며 후진과 전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수월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이탈 지원을 통해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의 스티어링을 제어하면서 기어 및 브레이크 조작 방법을 안내합니다.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차선 경계 내에서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안전 및 보호 
기능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되돌립니다. 

에어백 6개 풀사이드 측면 커튼, 시트 내장형 흉부 보호 사이드 에어백 및 운전자/전방 승객용 전방 에어백이 모두 함께 작동하여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ON GUARD WHEN YOU’RE ON THE GO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 & GO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ACC) (S 트림 적용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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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COMPASS S 컴패스(Compass) 라인업의 최상위 트림입니다. S는 편의성과 
기능성을 자랑하는 많은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합니다. 듀얼 패널 파노라마 파워 선루프가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차체 색상의 하부 몰딩을 배경으로 기본 사양인 뉴트럴 그레이 
익스테리어 액센트 및 배지와 새틴 그래니트 크리스탈로 도색된 19인치 알루미늄 휠이 
돋보입니다. 자동 상향등 헤드램프 제어 및 헤드램프 레벨링 기능이 있는 LED 프로젝터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및 LED 안개등이 프리미엄 조명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기본 
사양인 10.1인치 유커넥트 5(Uconnect® 5)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프리미엄 알파인(Alpine®) 사운드 시스템 및 9개 스피커와 서브우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인 대형 10.25인치 디지털 풀컬러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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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COMPASS LIMITED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프리미엄 기능이 특징인 리미티드(Limited)
는 밝은 익스테리어 액센트, 18인치 도장 알루미늄 휠과 3시즌 타이어, 고광택 듀얼 팁 배기관과 
투톤 글로스 블록 루프로 확실한 개성을 드러냅니다. 차내에는 직물 인서트와 비닐 볼스터 시트 
인테리어, 오디오 컨트롤이 탑재된 프리미엄 래핑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전방 중앙에는 
대시보드를 커버하는 기본 사양 10.1인치 유커넥트 5(Uconnect® 5)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파크센스 (PARKSENSE®) 전방 및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및 파크뷰

(PARKVIEW®) 후방 백업 카메라가 다양한 안전 및 보호 기능을 통합합니다.

본 이미지들은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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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COLORS

※ 실제 국내 재고 현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Jeep® 공식 전시장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Diamond Black Crystal Pearl Coat

2. Billet Silver Metallic Clear Coat

3. Sting-Gray Clear Coat 

4. Granite Crystal Metallic Clear Coat

5. Bright White Clear Coat 

6. Hydro Blue Pearl Coat 

7. Velvet Red Pearl Coat

1

5 7

3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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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제원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S 2.4 AWD

 전장 (mm) 4,420(4,530) ← ←

 전폭 (mm) 1,820 ← ←

 전고 (mm) 1,630 1,650 1,650

 축거 (mm) 2,636 ← ←

 윤거 (mm) - 전/후 1,550 / 1,545 ← ←

 최소 회전 반경 (m) 5.5 ← ←

 내부 
(mm)

 헤드룸 (1/2열) 981 / 978 ← ←

 레그룸 (1/2열) 1,046 / 973 ← ←

 숄더룸 (1/2열) 1,439 / 1,400 ← ←

 히프룸 (1/2열) 1,375 / 1,250 ← ←

 승차 정원 (1/2열) 5인승 (2/3명) ← ←

 Cargo 용량 (l) 770 ~ 1,693 ← ←

 연료탱크 용량 (l) 51 ← ←

 공차 중량 (kg) 1,570 1,650 1,650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S 2.4 AWD

표준 연비 km/l, 등급
9.7 (4등급)  

(도심: 8.4 / 고속: 12.1)
9.6 (4등급)  

(도심: 8.4 / 고속: 11.7)
9.6 (4등급)  

(도심: 8.4 / 고속: 11.7)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171 173 173

엔진 및 트렌스미션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S 2.4 AWD

엔진 형식 2.4L I4 MultiAir Engine w/ ESS ← ←

배기량 (cc) 2,360 ← ←

최고 출력 (ps/rpm) 175 / 6,400 ← ←

최대 토크 (kg·m/rpm) 23.4 / 3,900 ← ←

사용 연료 휘발유 ← ←

구동 방식 FWD
Jeep Active Drive  

Selec-Terrain™
Jeep Active Drive  

Selec-Terrain™

변속기 6단 자동 9단 자동 9단 자동 

서스펜션 전/후 맥퍼슨 스트럿 / 멀티링크 ← ←

타이어 효율 등급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S 2.4 AWD

제조사/모델명 Bridgestone / Dueler H/P Sport ← ←

제조사 규격 225/55R18 98H 225/55R18 98H 235/45R19 95H

회전저항계수 (RRC) /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 (G) 3 / 3 3 / 3 4 / 2

※ 정부 공인 표준 연비는 테스트 모드로 측정된 연비이며, 실제 주행 연비는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지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   Jeep® 공식 웹사이트 www.jeep.co.kr을 통해 자세한 회사 소개, 제품 정보, 뉴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센터   |   080-365-2470 /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전국 (산간 · 도서지역 등 일부지역 제외) 어디에서나 24시간 긴급 콜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AS 및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상담 센터   |   080-365-0500 /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월 ~ 금, 09 : 00 ~ 18 : 00 까지 차량 시승, 견적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품 사진, 사양 및 비교 내용은 이 책자가 출간되는 시점의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가격, 사양, 장비, 색상, 자재 등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특정 모델을 변경하거나 단종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Jeep® 공식 전시장에 연락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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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3-2102T H E R E ’ S  O N LY  O N E

(1) 지원되는 파일 형식에 대해서는 사용자 매뉴얼 또는 DVD의 USB 포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사용 가능한 iPhone이 필요합니다. 전화기의 사용 가능 여부는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이터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Apple의 
상품입니다. Apple CarPlay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iPhone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le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3) 스마트폰 화면에서 Android Auto를 사용하려면 Android 6 이후 버전을 구동하는 Android 전화기와 
Android Auto 앱이 필요합니다. (4) 음성 문자 답장 기능을 사용하려면 문자 메시지 및 Bluetooth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스템 및 기기는 www.UconnectPhon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심을 알지 못할 경우 도하 주행을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 매뉴얼의 도하 등급을 따르십시오. 도하로 인해 신차 품질보증으로 보증되지 않는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은 반드시 허가된 지역에서만 즐기십시오. (6) HAS가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항상 스티어링 휠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시스템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항상 안전 벨트를 매고 지정된 시트 위치에 올바르게 앉으십시오. (8)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시스템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충돌을 방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항상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주행하십시오. (10) 항상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전자식 운전보조 장치가 세심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변상황을 살피십시오. (11) 교통 표지 인식 기능이 안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날씨를 비롯한 요소와 교통 표지판의 상태가 표지판 인식 
및 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행하는 동안 항상 눈으로 교통 표지판을 확인하십시오. (12) 이 경보 시스템은 차량의 전방 상황을 알려줄 뿐,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충돌을 방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차선을 바꾸기 전에 항상 차량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14)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시스템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시스템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충돌을 방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항상 상황에 맞게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17) Uconnect Phone 기능에는 Bluetooth 핸즈프리 프로필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전화기가 호환되는지 확인하려면 www.UconnectPhone.com을 방문하십시오. (18) 이 품목은 딜러가 설치해야 할 수 있는 Mopar 액세서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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