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 E W  C H E R O K E E
 T H E  W O R L D  C O M E S  C LO S E R

(1) 항상 운행하는 방향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전자식 운전 보조 장비가 주의를 다하는 운전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차량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2) FCW 시스템은 아무런 조작없이 차량 
스스로 충돌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 또는 모든 형태의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교통 조건을 인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라도 제동과 조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차선을 바꿔 주행하기 앞서, 다른 차량들이 주변 가까이에 근접하여 있는지를 항상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모든 권리는 FCA KOREA가 보유합니다. Jeep, the Jeep grille, Cherokee, ParkSense, Selec Terrain, Tigershark, Uconnect, Jeep Active Drive 및 Keyless Enter’N Go는 KOREA의 등록 상표입니다. Apple CarPlay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MultiAir는 C.R.F. Società Consortile per Azioni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카탈로그는 FCA KOREA의 저작물입니다. 사진 및 세부사항은 출판 승인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각종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색상, 재질 및 각 차량 모델에 대한 생산은 FCA KOREA의 
품질 향상, 디자인, 마케팅 등의 이유로 예고 없이 수정,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 및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GIVE YOUR
CURIOSITY FREE REIN

FRESH STYLE,  
ENHANCED POWER AND  
NEW TECHNOLOGY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전해 드립니다.  
광활한 세계와 연결시켜 드릴 흥미진진한 모험.  
이제 NEW CHEROKEE와 함께 발견해 보십시오.

• 2.4L Tigershark MultiAir2 I4 엔진

• 새로운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안개등

• Apple CarPlayTM

• 차세대 Uconnect® 멀티미디어 시스템

•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EVOLUTION OF STYLE

시원스럽게 일신된 스타일이 NEW CHEROKEE만의  
파워풀한 인상을 더욱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모험심 충만한 시간으로 변모시켜 줄 
대담한 디자인. 이제 그 모험 역시 더욱 

새롭고 경이로운 수준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담한 전면 디자인과 LED 주간주행등이 합쳐진 새로운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주야간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SIGNATURE JEEP® BRAND STYLING
새롭게 변모된 외관 디자인은 Jeep®

의 헤리티지를 품은 고유의 패밀리 룩을 
세련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도로 위에서 당당한 주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9단 자동변속기는 
고속주행에서 한층 더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탁월한 연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POWERFULLY 
EFFICIENT

특별한 엔진 퍼포먼스를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강력한 2.4L Tigershark MultiAir2 I4 엔진은 놀라운 파워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JEEP® BRAND CAPABILITY OPENS POSSIBILITIES
NEW CHEROKEE에는 Jeep® Active Drive I 4WD 시스템을 적용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NEW CHEROKEE는 Selec-Terrain® 지형설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안에 내재된 모험심과 함께 맞이하게 될 험난한 지형들을  
과감히 넘어설 수 있는 Jeep®

만의 역량을 경험해 보십시오.



운전석 공간은 Nappa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함께 
실용성과 안락함을 유지하면서도 우아한 터치를 살려 품격을 높였습니다. 더욱 넓어진 트렁크 공간은 골프 클럽이나 일상적인 쇼핑물들을 싣기에 충분합니다.

MORE CARGO ROOM: LOADS MORE FUN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Uconnect® 테크놀로지는 
풀 컬러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THE STANDARD OF TECHNOLOGY IS RAISED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는 트렁크 아래를 
발로 차는 동작만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하게 분할 조절이 가능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 당신만의 공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셀프 주유시에도 연료가 손에 묻지 않도록 배려해 드리는 
푸쉬-푸쉬 주유구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이즈가 커진 프리미엄 센터 콘솔은 
사용하기 편한 수납공간과 컵 홀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arkSense® 평행/직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1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으로 쉽게 진입하기 위한 조향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Longitude High 모델 적용

풀-스피드 전방 추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FCW-Plus2)은 차량의 빠른 접근을 감지하여  
경고 음향을 발생시키고 차량 제동을 도와줍니다.*

80+ AVAILABLE SAFETY AND SECURITY FEATURES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3*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1*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

SURROUNDED BY SENTRIES ALWAYS ON GUARD ALL-NEW AVAILABLE
2.0L TURBO I-4 ENGINE



SPECIFICATIONS

  
EXPERIENCE FREEDOM 

IMAGINE ALL THAT AWAITS

EXTERIOR 
 Longitude 2.4  Longitude High 2.4

익스테리어

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 •

해드램프 / 등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안개등 • •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 •

LED 데이타임 러닝 램프  • •

사이드 미러

오토 폴딩 사이드 미러 
- 히팅, 사이드 리피터 포함 • •

스포터 미러 (광각 미러) •

INFOTAINMENT
 Longitude 2.4  Longitude High 2.4

Uconnect

9-스피커 + 서브우퍼 Alpi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

8.4인치 터치 스크린 • •

Apple CarPlay • •

한국형 내비게이션 • •

블루투스 및 통합 음성 명령 기능 • •

INTERIOR/CONVENIENCE
 Longitude 2.4  Longitude High 2.4

인테리어

스마트 리모트 스타트 시스템 • •

레인 센서 오토 와이퍼 • •

3.5인치 EVIC 디스플레이 • •

듀얼존 오토 에어컨 및 프리미엄 에어 필터링 • •

Keyless Enter N' Go 스마트키 시스템 • •

시트/트림

Nappa 가죽 버켓 시트 • •

앞좌석 열선 시트 • •

프론트 8-방향 파워 시트 
( 파워 4-방향 럼버서포트) • •

2열 60:40 폴딩 시트 • •

스티어링 휠

틸트 / 텔레스코픽 가죽 스티어링 휠 • •

오디오, 크루즈컨트롤, 음성 인식 등
컨트롤 버튼 내장 • •

열선 스티어링 휠 •

SAFETY/TECHNOLOGY
 Longitude 2.4  Longitude High 2.4

안전사양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 •

ISOFIX 래치 - 어린이 전용 카시트 설치용 • •

타이어 서비스 세트 도구 • •

에어백

차세대 앞좌석 에어백 • •

보조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 • •

보조 앞/뒤 좌석 사이드 커튼 에어백 • •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 •

첨단 기술/
보조 시스템

패들 시프트 • •

크루즈 컨트롤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 (ACC)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풀-스피드 전방 추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FCW Plus) •

차선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
(LDW Plus) •

ParkSense® 평행/직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Sense®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Sense®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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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

 Longitude 2.4

 전장 (mm) 4,660

 전폭 (mm) 1,860

 전고 (mm) 1,690

 축거 (mm) 2,720

 윤거 (mm) - 전/후 1,600 / 1,610

 최소 회전 반경 (m)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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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Longitude 2.4 

표준 연비 km/l, 등급 9.2 (5등급) (도심: 7.8 / 고속: 11.6)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187

CAPABILITY/DRIVER ASSIST
 Longitude 2.4  Longitude High 2.4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 (ESC):
브레이크 어시스트, 트랙션 컨트롤, 전자 제어 전복 
방지, 트레일러 스웨이 포함

• •

언덕 밀림 방지 (HSA) •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

스톱 & 스타트 • •

Jeep Active Drive I AWD 시스템 • •

셀렉-터레인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Auto-Snow-Sport-Sand/Mud) • •

ENGINE & TRANSMISSION

 Longitude 2.4

엔진 형식 2.4L Tigershark MultiAir2 I-4 Engine 

배기량 (cc) 2,360

최고 출력 (ps/rpm) 177 / 6,400

최대 토크 (kg·m/rpm) 23.4 / 3,900

사용 연료 휘발유

구동 방식 Jeep Active Drive I
Selec-Terrain™

변속기 9단 자동 

서스펜션 전/후 맥퍼슨 스트럿 / 멀티 링크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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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견적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