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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PA RED T O DO MORE
CRAFTED TO EX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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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ED ADVENTURES
T A I L O R E D  F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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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P  TO SEVEN OCCUPANTS
RE I MAGINED AN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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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 SURROUNDINGS

EXTRAORDINARY CRAFTSMANSHIP 

2022 Jeep® Grand Cherokee L의 실내는 나파 또는 팔레르모 가죽 시트*로 차별화된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오픈포어 우드 트림*, 정교하게 제작된 베젤, 조수석에 장착된  

10.1인치 인터랙티브 터치스크린까지. 평범함을 거부하는 남다른 럭셔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이 가득한 이 그랜드 체로키 L(Grand Cherokee L)은 프리미엄 편의  

사양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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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NTURES AWAIT
R E F I N E D



•  12방향 조절이 가능하며 메모리 및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앞 좌석 시트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   뒷좌석 모니터링 카메라1*

*참고: 모든 정보 공개 사항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 이미지는 Summit Reserve 모델의 이미지이며,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F SPACIOUS COMFORT
그랜드 체로키 L(Grand Cherokee L)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성능으로 

완성된 최고급 6~7인승 차량입니다.

•  새로워진 2열 벤치 시트 (Overland 모델 적용)  
캡틴 슬라이딩 시트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   새로워진 전동 폴딩 기능의 3열 벤치 시트

•  한 열에 2개씩, 총 6개의 USB 포트 장착



밝은 빛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도와주는 커맨드뷰 

(CommandView®) 이중창 전동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을 갖춘 

 가죽 트림의 앞좌석 시트  

(마사지 기능은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전체 방음 유리 
사용

열선 내장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동 폴딩 기능의 
 3열 벤치 시트로  

트렁크 공간 확장 가능

탑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폴딩 및 슬라이딩 기능의 

2열 캡틴 체어

본 이미지는 Summit Reserve 모델의 이미지이며,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 ES IGNED TO PAMPER THE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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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온도 조절

모두가 쾌적하게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원하는 대로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실내를 최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온도 

및 환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2열 

콘솔에는 옆면의 풍량 조절구를 포함하여 뒷좌석  

2개 구역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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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  t o  f o u r  z o n e s  o f

CLIMATE 
COMFORT



•  완벽하게 배치된 19개의 

스피커

•   10인치 서브우퍼

•  맑고 또렷한 고정밀 

사운드

PREMIUM AUDIO SYSTEM
(매킨토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McINT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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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애호가의 즐거움 우수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매킨토시 

(McINTOSH®) 오디오는 기대 이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미국 럭셔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조사로, 가정용 오디오 및 영화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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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 E R Y  T R I P

IS EXPANSIVE

최대 7명까지 탑승하여 고급 오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옵션과  

놀라운 뷰로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경험해 보십시오.  

성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Jeep®의 전통과 차세대 기술,  

더욱 편안해진 승차감이 어느 곳을 가든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L E V E L  U P

OR DOWN

NORMAL  
RIDE HEIGHT

LEVEL 2
AERO MODE

LEVEL 3
OFF-ROAD 1

LEVEL 1
ENTRY/EXIT 

MODE

LEVEL 4
OFF-ROAD 2

NORMAL  
RIDE HEIGHT

콰드라 리프트(QUADRA-LIFT®) 에어 서스펜션 그랜드 체로키 L의 특별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높이를 낮추거나 도로 상황에 따라 높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에어 서스펜션이 신속한 작동 시간으로 지상고를 높여  

더욱 안전한 도강주행2이 가능해졌습니다. 

*  에어 서스펜션(Air Suspension) 영상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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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SAND / MUDROCK AUTO SPORT

최적의 온로드 및 오프로드 트랙션을 원하는 대로 즉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조정되는 5가지 

옵션과 12가지 차량 제어 시스템으로 노면 상황에 맞춰 트랙션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였을 때나 산간 지형의 언덕을 오를 때 등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자신감 있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S E L E C - T E R R A I N ®  T R A C T I O N  
M A N A G E M E N T  S Y S T E M

ROCK, SAND/MUD, SNOW, 
AUTO AND SPORT5 SETTINGS 

본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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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THROUGH
그랜드 체로키L(Grand Cherokee L)은 믿을 수 있는  

성능으로 어떠한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만 꾸는 곳으로 여행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객의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L(Grand Cherokee L)은 Jeep® 브랜드의 고유한 성능으로 높은 언덕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모두와 함께 멋진 여행을 즐기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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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TE VISTAS AHEAD



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전면은 선셰이드, 후면은 고정 유리창으로 구성된 멋진 뷰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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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ND VIEW



PERFECTION IN EVERY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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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WSY-DRIVER DETECTION3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자가 

휠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거나 차량이 경로를 벗어날 경우 시스템이 청각 경보를 

제공합니다.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  3600 CAMERA4 차량의 전체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대시보드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탑 뷰, 후면 뷰, 파노라마 뷰와 같은 여러 가지 뷰가 

제공되어 수동 혹은 자동 주차를 보조합니다. 

♦  HEAD-UP DISPLAY WINDSHIELD (HUD) 10인치 컬러 투명 전면 유리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가 전방 주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운전 정보가 전면 

유리의 안전한 시각 영역에 투사됩니다. 

♦  NIGHT-VISION CAMERA5 전면 그릴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가 차량 경로를 

지나가는 보행자와 동물을 감지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알림이 제공됩니다.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  INTERIOR REAR-SEAT-MONITORING CAMERA1 2열 및 3열 탑승객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메인 터치스크린을 통해 뒤쪽을 향한 카시트의 아동을 

선명히 볼 수 있고, 시트 확대 및 디스플레이 분할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ACTIVE DRIVING ASSIST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운전 및 도로 상황에 

따라 위험을 감지한 후, 안전을 위하여 운전 조작을 지원합니다.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  ADAPTIVE CRUISE CONTROL (ACC) WITH STOP AND GO3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주행 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루징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사전에 설정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Jeep® Grand Cherokee L을 완전히 정차시킬 수 있습니다. 

♦  FORWARD COLLISION WARNING WITH ACTIVE BRAKING (FCW+)5  
다른 차량에 너무 빠르게 접근할 경우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및  

청각 경고를 제공하며, 운전자가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  BLIND SPOT MONITORING6 AND REAR CROSS-PATH DETECTION4 운전자의 

차와 다른 차들 간의 거리를 모니터링하고, 차량이 측면이나 후방의 사각지대 안으로 

들어갈 경우 알림을 제공합니다. 

♦  PARKSENSE PARALLEL/PERPENDICULAR PARK & UNPARK ASSIST WITH STOP7 

ParkSense® 평행/수직 주차 및 출차 보조 시스템이 주차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스티어링을 조작합니다. ParkSense® 전방 주차 보조7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  ACTIVE LANE MANAGEMENT SYSTEM8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거나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시각 및 청각 경고를 제공합니다.

♦  INTERSECTION COLLISION ASSIST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시스템이 청각 및 시각 

경보를 보냅니다. (Summit Reserve 모델 적용)

AD VANCED  
S A F E T Y  &  S E C U R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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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책임질 보다 다양한 차세대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 실제 국내 재고 현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Jeep
®
 공식 전시장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5

2 4

3

EXTERIOR COLORS

 1. 볼틱 그레이 메탈릭 (Baltic Grey Metallic)

2. 벨벳 레드 펄 (Velvet Red Pearl)

3. 실버 지니스 (Silver Zynith)

4. 브라이트 화이트 (Bright White)

5. 다이아몬드 블랙 크리스탈 펄 (Diamond Black Crystal Pearl)



SPECIFICATIONS

제원

Overland Summit Reserve

전장 (mm) 5,220 (5,330) ←

전폭 (mm) 1,975 ←

전고 (mm) 1,795 ←

축거 (mm) 3,090 ←

윤거 (mm) - 전/후 1,665 / 1,665 ←

최소 회전 반경 (m) 5.8 ←

 내부 
(mm)

헤드룸 (1/2/3열) 1,012 / 1,012 / 947 ←

레그룸 (1/2/3열) 1,050 / 1,000 / 770 ←

숄더룸 (1/2/3열) 1,504 / 1,474 / 1,317 ←

히프룸 (1/2/3열) 1,459 / 1,429 / 1,090 ←

승차 정원 (1/2열) 7인승 (2/3/2명) 6인승 (2/2/2명)

최대 Cargo 적재 용량 (l) 490 ~ 2,390 ←

연료탱크 용량 (l) 87 ←

공차 중량 (kg) 2,285 2,325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Overland Summit Reserve

표준 연비 km/l, 등급
7.7 (5등급) 

(도심: 6.7 / 고속: 9.4)
←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220 ←

엔진 및 트랜스미션

Overland Summit Reserve

엔진 형식 3.6L V6 24V VVT Engine Upgrade ←

배기량 (cc) 3,604 ←

최고 출력 (ps/rpm) 286 / 6,400 ←

최대 토크 (kg·m/rpm) 35.1 / 4,000 ←

사용 연료 휘발유 ←

구동 방식
Quadra-Trac II®

Selec-TerrainTM ←

변속기 8단 자동 ←

서스펜션 전/후 멀티 링크 / 멀티 링크 ← 타이어 효율 등급

Overland Summit Reserve

제조사/모델명 Continental / CrossContact UHP Prillei / PZERO

제조사 규격 265/50R20 BSW 3 Season Perf Tires 275/45R21XL 3 Season Tires

회전저항계수 (RCC) /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 (G)

4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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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lla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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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lla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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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lla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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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기준 기준)



(1) 항상 주변상황을 살피고 상황에 일관적으로 대처하십시오. (2) 수심을 알지 못할 경우 도하 주행을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 매뉴얼의 도강 등급을 따르십시오. 도강으로 인해 신차 품질보증으로 
보증되지 않는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은 반드시 허가된 지역에서만 즐기십시오. (3)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시스템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충돌을 방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항상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주행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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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차선을 바꾸기 전에 항상 
차량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7) 항상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전자식 운전보조 장치가 세심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변상황을 살피십시오. (8)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시스템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FCA US LLC. 모든 권리는 당사가 보유합니다. Jeep, the Jeep grille, Grand Cherokee, Grand Cherokee Summit, CommandView, LaneSense, Overland, ParkSense, ParkView, Quadra-Lift, Selec-Terrain, Uconnect는 FCA US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McIntosh는 McIntosh Laboratory,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는 Stellantis Korea 의 저작물입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각종 제품 사진 및 세부 정보는 출판 승인 시점의 비교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tellantis Korea 는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각종 
제품에 대한 가격, 사양, 색상, 재료를 제품 개선 목적 또는 디자인, 마케팅 등의 이유로 예고 또는 의무 없이 때때로 수정 또는 변경 및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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