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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oots  
have run deep  

since 1941

WWII의 최전방을 누비며 달릴 수 있는 목적으로 1941년에 탄생한 JEEP
®

의 4X4 자동차는, 곧 전장으로부터 농지와 비포장된 지방도로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업과 여가생활을 위한 거칠고 끊임없는 임무들에 

맞추어 진화되어 왔습니다. 지난 80년간 경험해 온 모든 종류의 지형과 악천후를 

통해 성장한 JEEP
®
의 4X4 모델들은, 그 어떤 사륜구동 SUV 차량들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한 우위를 점하는 강력한 구동 시스템과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고품질의 부품들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4X4의 기준을 높여왔습니다.



primed for boundless discovery
모방할 수 없는 스타일과 성능을 이어받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Jeep

®
 Cherokee를 소개합니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해 온 Cherokee는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된, 브랜드 고유 설계의 엔진으로 파워를 발휘하며, 

Jeep
®
만의 4x4 구동 시스템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각 트림 레벨마다 모델들을 더욱 돋보이도록 강화시키는 

프리미엄 사양들의 혜택이 반갑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제 Cherokee는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온-오프로드의 

감동 가득한 세계로 인도할 준비가 되었으며, 항상 기꺼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our standards are high

이제 당신이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의 지평은 확장되었고, 그 어떤 조건도 계획된 길을 돌리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탁월한 디자인이 스타일의 아이콘과 접목된 Jeep Cherokee®와 함께라면, 당신이 만족하며 앉아 계신 운전석은 또 

다른 탐험을 위한 시작점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킬 기본 사양 및 각 모델별 프리미엄 기능들은, 진정한 

성능과 광범위한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언제나 자신감으로 가득하며, 그 

길에는 Jeep
®
 브랜드의 장인정신을 선도하는 자부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timeless style drives into 
a promising future



technology-driven

*주의 사항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Limited 모델에 적용된, 8.4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및 두 손가락으로 화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한 핀치투줌(Pinch-to-Zoom) 

기능이 적용된 Uconnect® 시스템, 그리고 Apple CarPlay®1* 및 Android AutoTM2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커넥티비티 등의 

프리미엄 기술들이 당신의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 버튼을 스크롤하여 즉각적인 차량 정보 확인 및 기능 

설정이 가능한 7인치 풀 컬러 멀티 뷰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의 편의를 한결 향상시켜 드립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오프로더로서의 브랜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Jeep
®
 고유 스타일이, 

Cherokee가 보유한 대담한 디자인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과 자유로움의 상징이며 즉각적으로  

그 존재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븐 

슬롯 그릴에서 그 스타일은 시작됩니다.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 데이타임 러닝 

램프 및 테일 램프는 전 트림 레벨에서 

적용됩니다. Cherokee Limited 모델에서는 

18인치 알루미늄 휠과 외관에 품격 있는 

엑센트를 가미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크롬 

장식이 돋보입니다. 내부로 이동해 보면, 

프리미엄 가죽 소재의 열선 시트,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시스템들의 각종 기본 

사양 및 고급 기능들로 구성된 실내 공간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laden with extras



welcome to touring class

상기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Jeep Cherokee Limited 모델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고급 실내 편의 사양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파(Nappa) 가죽 트림으로 마감된 앞좌석 열선 시트 사양부터, Uconnect® NAV 시스템, 8.4인치 대형 

컬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그리고 Alpi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구성된 사운드 테크 그룹 사양까지, 

Limited 모델은 모든 여정에 더욱 강화된 안락함과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합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  

Keyless Enter’n GoTM 스마트키 시스템과 원격 시동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를 배가시켜 드립니다.



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와 파워 선셰이드는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방법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유로움의 새로운 세계로 당신을 인도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기능만큼이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Jeep
®
 Cherokee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전해 드립니다.

crafted to impress the senses



4x4 시스템이 장착된 모든 Jeep
®
 Cherokee에는 Jeep Selec-Terrain 트랙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함께 적용되어,  

대자연의 가장 험난한 환경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Jeep 4x4 시스템과 함께 페어링되어, 트랙션 성능 조정을 도와줍니다. 

다이얼을 돌려 일반도로(Auto), 눈(Snow), 모래(Sand) 및 진흙(Mud)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Trailhawk® 모델 전용인 바위(Rock) 모드에서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주행에서 마주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트랙션 컨트롤 성능을 제공합니다. 셀렉-터레인 시스템은  

스로틀 제어 모듈,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트랙션 컨트롤,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ESC)3 등 12개의 차량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합니다.

AUTO 셀렉-터레인 시스템이 작동하며, 도로 여건에 따라 차량의 구동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SNOW 차량 안정성을 최대화하며 오버스티어를 최소화시켜, 눈길 및 빙판길 

상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SPORT 선택시, 더욱 어그레시브한 드라이빙 스타일에 맞게 자동으로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SAND/MUD 특별히 튜닝된 섀시 컨트롤, 디퍼렌셜 및 변속기어비 조절을 통해 

추가적인 휠 슬립을 허용하여, 저속에서 가장 좋은 접지력을 유지해 줍니다.

ROCK Trail Rated® 리어 디퍼렌셜 잠금장치가 험준한 지형을 적정 속도에서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railhawk® 모델 적용)
T H E  F I V E  M O D E S  
O F  S E L E C - T E R R A I N

ROCK  
(Trailhawk® exclusive)

Selec-Terrain® Traction 
Management System

SNOW SANDAUTO MUD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은 Trail Rated® 엠블럼 안에는, 이 세상에 향한 분명한 전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Jeep
®
 Cherokee는, 독보적인 사륜 구동(4WD) 성능을 바탕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Go Anywhere,  

Do Anything®)’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Trail Rated 차량은 트랙션, 아티큘레이션, 기동성, 최저지상고  

및 도하능력4의 5가지 성능 범주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Trailhawk® 모델에서는 기본사양입니다. 

Trail Rated를 부여받은 Jeep Cherokee Trailhawk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은 이제 그 어떤 도로 조건이라도 자신 있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Go Anywhere, Do Anything® mastery



Jeep
®
이 제공하는 모든 액티브 드라이브 사륜 구동(4WD) 시스템들은, 리어 액슬을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과 함께 뛰어난 

성능 위에 효율성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속도에서도 부드러운 4WD 전환을 구현하여 완벽한 전천후 퍼포먼스와 만족스러운 

경제성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액티브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라도, 눈과 비, 진흙, 빙판, 모래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Jeep 브랜드의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Jeep
®
 Cherokee 4x4 systems

   전자동 시스템으로, 어떤 속도에서도 부드럽게 4 와 2 를 전환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토크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이 포함되어 

어떠한 날씨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돕습니다.

    2단 동력전달장치 가 토크 관리와 4   모드를 제공하며, 앞과 뒤 구동축을 잠가 저속이나 견인 모드에서 추가적인 파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동 중립 모드는  에 를 연결해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적용된 3.2  6 엔진과 함께 험로에서 48:1의 낮은 기어비를 

제공하여,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큰 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오프로드 혜택을 선사합니다.  모델 적용) 

Active Drive I 전자동 시스템으로, 어떤 속도에서도 부드럽게 4WD와 2WD를 전환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토크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이  

포함되어 어떠한 날씨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돕습니다.(Limited 2.4AWD, Overland 3.2AWD 모델 적용)

Jeep Active Drive II 2단 동력전달장치(PTU)가 토크 관리와 4WD Low 모드를 제공하며, 앞과 뒤 구동축을 잠가 저속이나 견인 모드에서 추가적인 파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동 중립 모드는 Jeep Cherokee에 RV를 연결해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적용된 3.2 Pentastar® V6 엔진과 함께 험로에서  

낮은 기어비를 제공하여,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큰 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오프로드 혜택을 선사합니다. (Trailhawk® 모델 적용) 



discovery  
has a style of its own 



3.2 Pentastar® V6 Engine  어떤 지형이나 날씨도 극복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하는 엔진으로 

Cherokee 운전석에 앉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엔진 스톱/스타트(ESS)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2.4 Tigershark MultiAir2 I-4 Engine  Tigershark® 엔진은 정숙하고 정제된 승차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목적지를 손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엔진 스톱/스타트(ESS)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Selec-Speed® Control  아무리 험난한 오프로드 환경도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힘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Auto, Sport, Snow, Sand/Mud 모드와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한 Rock 모드까지  

5가지 주행모드가 12개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Trailhawk® 적용)

Electric Power Steering  부드럽고 정밀한 스티어링 휠 응답성으로 연료 효율을 개선합니다.  

Electric Parking Brake  버튼을 눌러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Jeep
®
 Brand powertrains 



actively on guard at all times

평행/수직 주차 보조 시스템8

LANESENSE® 차선 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7

PARALLEL AND PERPENDICULAR PARK ASSIST8  

전/후면 및 사이드에 부착된 ParkSense가 쉽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RKVIEW® REAR BACK-UP CAMERA6 

후진 시 후방의 보이지 않는 물체를 UCONNECT®  

스크린에 표시해 대응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 AND  

GO (ACC STOP)9  고속도로 주행 중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시스템은 미리 설정된 앞 차와의 거리에 맞춰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완전히 차를 멈추어 추돌을 피합니다.

BLIND SPOT MONITORING (BSM)5 AND REAR 

CROSS-PATH DETECTION6 SYSTEMS 당신과 상대 

차량 사이의 거리를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측면 또는 

후면 사각 지대에서 차량이 감지되면, 사이드 미러에 경고 

아이콘을 띄우거나 경고음을 울립니다.

PARKSENSE® REAR PARK ASSIST SYSTEM8 후방 

초음파 센서가 후진 경로 상의 장애물을 찾아 거리를 

측정합니다.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에 장애물과의 거리를 

알림으로 표시하고 경고음을 울려 줍니다.

FULL-SPEED FORWARD COLLISION WARNING10  

앞 차량에 너무 빠르게 접근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경고음과 시각적 신호를 보냅니다.

LANESENSE® LANE DEPARTURE WARNING PLUS7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거나 운전자의 손이 스티어링 

휠에서 떨어졌을 때 촉각, 시각, 청각적 경고를 보냅니다.

Jeep
®
 Cherokee는 사각지대 모니터링5, 후방 교행 감지6 시스템, 풀 스피드 전방 추돌 경고 액티브 제어3 시스템, 

LaneSense® 차선 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7, 레인 센서 오토 와이퍼 등 더욱 다양해진 안전 보안 사양을 제공합니다.  

각종 사고 방지 및 탑승자 보호 시스템 사양들과 함께 기능하며, 어떤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  

(ACC STOP) 9



RAIN BRAKE SUPPORT 젖은 노면은 안전한 여행의 장애물입니다. 본 시스템은 우천 시에도 브레이크 로터를 마른 상태로 유지해 최적의 제동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SIDE-DISTANCE WARNING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차량 주변에 물체가 감지되면 청각 및 시각 경고를 보내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를 지원합니다.

TRAILER SWAY CONTROL (TSC)12 측풍이나 와류에도 당신의 차량과 견인 중인 트레일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본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한 견인을 보장합니다.

STANDARD AIR BAGS11 측면 전체를 보호하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11과 운전석 및 조수석 무릎 에어백11, 흉부 보호 사이드 에어백11, 어드밴스드 멀티 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11 등이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LED HEADLIGHTS 어두운 밤에도 더 멀리 전방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기존 램프 대비 57프로 더 밝게 비춰줍니다. 



스튜디오 퀄리티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해 보십시오.

audio perfection

Alpi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놀라운 음조의 밸런스와 해상력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본 시스템은 

인상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 

경험을 전달하며, 환상적인 음감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최적의 위치에 배치된 9개의 

스피커와 앰프 및 서브우퍼가  

최적의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60:40 분할 폴딩 뒷좌석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좌석을 최대 6도까지 뒷방향으로 
젖히거나13 앞뒤로 이동시키는 조정이 가능해 넉넉한 
레그룸을 확보해 줍니다. 분할 좌석 1개 또는 2개를 
접으면, 탑승자와 필요한 물품을 수납할 공간을 
선택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는 적재 공간에 짐을 실으며 
손으로 키를 찾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도록 해 드립니다. 
리어 범퍼 밑에서 발을 움직이는 동작만으로 리프트게이트를 
자동으로 열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싣고 출발하십시오. 바쁘게 
이동하며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만들어지는적재 
공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돈된 생활을 가능 
하게 합니다.

당신의 여행 일정을 연장하세요. Cherokee가 더 많은 가방과 더 많은 추억을 함께 하겠습니다.

make the most  of  your  t ravels

물품 적재 시, 안전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모든 짐을 안전하게 고정하십시오.

물품 적재 시, 안전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키는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둔 채 

리어 범퍼 밑에서 발을 

움직이는 동작만으로 

리프트게이트가 

부드럽게 열립니다.



scenic, in  
every way

Trail Rated®를 부여받은 Cherokee Trailhawk® 모델은 험준한 정상을 정복한 탐험가의 품격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프론트 페시아, 매트 블랙의 후드 데칼, 그리고 레드 토우 후방 후크는, 마치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전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풀 컬러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Uconnect® 시스템과 7인치 풀 컬러 멀티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제공하는 첨단 테크놀로지 기능들과 실시간 주행 정보가 제공됩니다. 듀얼 존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쾌적한 실내 온도 

환경 컨트롤 기능을 선사합니다.



The Available Configurable 7-inch Multi-View Display Cluster 스티어링 휠의 컨트롤 버튼을 통해 화면을 스크롤하면 다음의 

차량 정보를 계기판에 적용되는 7인치 컬러 스크린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vailable Navigation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정보가, 안전 운행을 위해 정면 중앙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Vehicle Info 엔진 온도, 연료, 엔진 오일 및 브레이크 오일 레벨 등과 같이 차량 성능에  

핵심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Vehicle Dynamics 타이어의 공기압 모니터링과 속도 관련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Vehicle Alerts 안전을 위한 시각적 알림이 제공됩니다.

Fuel Consumption 연비 효율 및 연료 보충 시점에 대한 실시간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COMPATIBILITY YOUR WAY
Uconnect®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능으로 매우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선사합니다.

UCONNECT® PHONE

끊김 없이 연결된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드립니다. Bluetooth®로 

핸드폰을 페어링하고, 핸즈프리14로 전화를 송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   DO NOT DISTURB 수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하고 문자15를 

차단합니다.

•  VOICE RECOGNITION 음성 인식 핸즈프리14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15를 듣고 답장을 보내며, 음성 메모 녹음, 방송 채널 및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RAG-AND-DROP MENU BAR 

유커넥트 메뉴 화면 상에서 선호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바에서 Uconnect 아이콘을 터치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개인 설정 메뉴 바 위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8.4인치 UCONNECT®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드래그 앤 드롭 메뉴 바

위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iPhone® 앱을 Uconnect® 터치스크린 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행 도중에 당신의 iTunes® 라이브러리에 접속하고,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발신하며, Siri®5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길 안내, 전화 발신, 메세지 전송, Apple Music 접속 등,  

이 모든 것이 운전을 멈추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Uconnect® 시스템에서 Google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십시오. 

Android AutoTM6에서 Google 음성 명령을 활용하면,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일을 해결하며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신, 방향 

탐색, 미디어 컨트롤 등 많은 것들이 손쉽게 처리됩니다. ‘헤이 구글

(Hey Google)’이라고 말하거나 스티어링 휠의 음성 제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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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
 CHEROKEE OVERLAND® 3.2L V6 엔진과 부드러운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Overland® 모델은 풍성한 프리미엄 인테리어 사양과 기능들이 가미되어 한 차원 높은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는 적정량의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시켜 줍니다. 대형 8.4인치 풀컬러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Uconnect® 

NAV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JEEP
®
 CHEROKEE LIMITED 2.4L Tigershark® MultiAir®2 I-4 엔진과 엔진 스톱/스타트(ESS) 

기술이 부드러운 9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파워를 발휘하는 Limited 모델은, LED 헤드램프와 

포그램프, 유광 그릴 가장자리 장식 및 루프 레일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를 적용하여, 리어 범퍼 밑에서 발을 움직이는 동작만으로 후방 적재 

공간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는 모두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JEEP ® CHEROKEE TRAILHAWK® 모델은 3.2L Pentastar® V6 엔진, Jeep 액티브 드라이브 

4x4 시스템과 사륜구동(4WD) Low 모드 및 어떠한 날씨에도 자신 있는 주행을 약속하는 리어 

디퍼렌셜 잠금 기능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도로 조건과 오프로드에서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모델의 적용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s
1] Sting-Gray 

2] Velvet Red Pearl 

3] Billet Silver Metallic

4] Granite Crystal Metallic

5] Olive Green Pearl

6] Diamond Black Crystal Pearl

7] Bright White

1 2 3 4

6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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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ATIONS

제원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Trailhawk 3.2 4WD Overland 3.2 AWD

 전장 (mm) 4,660 (4,740) ← ← ←

 전폭 (mm) 1,860 ← ← ←

 전고 (mm) 1,690 ← ← ←

 축거 (mm) 2,720 ← ← ←

 윤거 (mm) - 전/후 1,600 / 1,610 ← 1,620 / 1,630 1,600 / 1,610

 최소 회전 반경 (m) 5.8 ← ← ←

 내부 
(mm)

 헤드룸 (1/2열) 965 / 978 ← ← ←

 레그룸 (1/2열) 1,045 / 1,023 ← ← ←

 숄더룸 (1/2열) 1,462 / 1,400 ← ← ←

 히프룸 (1/2열) 1,367 / 1,268 ← ← ←

 승차 정원 (1/2열) 5인승 (2/3명) ← ← ←

 Cargo 용량 (l) 731~1,549 ← ← ←

 연료탱크 용량 (l) 60 ← ← ←

 공차 중량 (kg) 1,740 1,835 2,010 1,900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Trailhawk 3.2 4WD Overland 3.2 AWD

표준 연비 km/l, 등급
10.0 (4등급) 

(도심: 8.5 / 고속: 12.5)
9.3 (5등급) 

(도심: 8.1 / 고속: 11.5)
8.1 (5등급) 

(도심: 7.0 / 고속: 10.0)
8.3 (5등급) 

(도심:7.1 / 고속: 10.3)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172 184 215 212

엔진 및 트랜스미션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Trailhawk 3.2 4WD Overland 3.2 AWD

엔진 형식 2.4L MultiAir2 
Tigershark I4 Engine 

← 3.2L Pentastar V6 Engine ←

배기량 (cc) 2,360 ← 3,239 ←

최고 출력 (ps/rpm) 177 / 6,400 ← 275 / 6,500 ←

최대 토크 (kg·m/rpm) 23.4 / 3,900 ← 32.1 / 4,300 ←

사용 연료 휘발유 ← ← ←

구동 방식 FWD
Jeep Active Drive I

Selec-Terrain™
Jeep Active Drive II

Selec-Terrain™
Jeep Active Drive I

Selec-Terrain™

변속기 9단 자동 ← ← ←

서스펜션 전/후 맥퍼슨 스트럿 / 멀티 링크 ← ← ←

 타이어 효율 등급

Limited 2.4 FWD Limited 2.4 AWD Trailhawk 3.2 4WD Overland 3.2 AWD

제조사/모델명 미쉐린타이어 / Primacy 3 ← 요코하마 / Geolandar SUV
콘티넨탈타이어 / 

ContiSportContact 5

제조사 규격 225/55R18 98V ← 245/65R17 107H 235/50R19 99V

회전저항계수 (RCC) /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 (G)

3 / 2 ← 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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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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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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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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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기준)



Jeep
®
 FCA US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1) 호환되는 iPhone이 필요합니다. 딜러를 방문해 핸드폰 호환성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차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Apple의 제품입니다. Apple CarPlay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iPhone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애플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핸드폰 화면에서 Android Auto를 사용하려면 Android 5.0 이상과 Android Auto App이 필요합니다. Google, Android, Android Auto, YouTube 및 기타 
마크와 로고는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3) 항상 상황에 맞게 주의해 운전하십시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십시오. (4)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취급 설명서에 따라 도강 가능 
깊이를 숙지하고 운행하십시오. 도강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신차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승인된 지역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하십시오.  
(5)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눈으로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6) 항상 주변 전체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전에 살펴야 합니다. (7) 이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 시스템으로 능동적인 운전자의 개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해야 합니다. (8) 항상 이동하기 전에 참고하십시오. 전자 운전보조시스템은 운전자의 의식 있는 주행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9) 이 시스템은 단순한 차량 정면 경보 시스템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작하지 않으며, 능동적인 운전자의 개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 이 시스템은 단순한 차량 정면 경보 시스템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작하지 않으며, 능동적인 운전자의 개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1)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지정된 좌석 위치에 올바르게 앉으십시오. (12) 항상 상황에 맞게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13) 안전벨트가 
느슨하고 상반신에 밀착되지 않을 정도로 등받이가 젖혀진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마십시오. (14) Uconnect Phone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프로파일이 설치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www.UconnectPhone.com을 방문하십시오. (15) 음성 텍스트 응답 기능은 문자 메시지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호환 가능한 모바일 기기가 필요합니다. 시스템과 장비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www.UconnectPhone.com을 방문하십시오. 
(16) Siri가 장착된 iPhone이 필요합니다. 차량 이동 중에는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Phone 사용시 반드시 통신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지원 기능에는 고객의 기존 iPhone 데이터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2020 FCA US LLC. 무단 전재 금지. Jeep, Mopar, the Jeep grille, Cherokee, Go Anywhere, Do Anything, CommandView, LaneSense, ParkSense, ParkView, Pentastar, Selec-Speed, Selec-Terrain, Sentry Key, Tigershark, Trailhawk, Trail Rated, Uconnect 및 Willys는 FCA US LLC의 등록상표이며, Jeep Active Drive, Jeep Active 
Drive I, Jeep Active Drive II, Jeep Active Drive Low 및 Keyless Enter ’n Go는 FCA US LLC의 상표입니다. 

MultiAir는 FCA US LLC의 라이선스 하에 사용되는 C.R.F. Società Consortile per Azioni의 등록상표입니다. Alpine과 Alpine logo는 Alpine Electronic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Apple, Apple CarPlay, Apple Music, Apple Watch, iPhone, iTunes 및 Siri는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Google, Android, YouTube 및 Android Auto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본 브로슈어는 FCA US LLC의 저작물입니다. 모든 사진 및 사양은 출판 승인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브로슈어에 수록된 각종 제품에 대한 가격, 사양, 색상, 재질 및 각 차량 모델에 대한 생산을 품질 
향상, 디자인, 마케팅 등의 이유로 예고 없이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FCA US LLC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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