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아함이 풍요로운 세심함으로 나타나는 무성한 영역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클래식하지만 놀랄 만큼 새롭기도 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사려 깊게 창조되어 당신에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감동을  

줄 것입니다. GRAND CHEROKEE의 세련된 세계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F R E E D O M 
B E G I N S 

H E R E



QUADRA-LIFT® AIR SUSPENSION SYSTEM 이 특별한 장치는 최저지상고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차고를 조절하고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공기저항이 개선되면서 연비가 향상되고, 차량에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기가 편해집니다. 
GRAND CHEROKEE의 QUADRA-LIFT 서스펜션 시스템은 최저지상고를 최대로 높여 
508 mm 의 도하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손끝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MASTER ALL THE  
HIGHS AND LOWS

JEEP® BRAND  
4WD SYSTEMS

JEEP 브랜드의 자유를 향해 당신만의 길을 

선택하세요. 오직 JEEP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진정한 온/오프로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UADRA-DRIVE® II 시스템의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ELSD) 는 최대 100%의 토크를 뒷바퀴로 전달해 
주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직관적인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토크를 필요에 따라 좌우 중 단 하나의 
뒷바퀴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QUADRA-TRAC® I I  시스템은 2단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가장 접지력이 큰 차축으로 빠르게 동력을 배분하며, 
바퀴가 헛도는 즉시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고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SELEC-SPEED® CONTROL Selec-Speed® 에는 
잘 알려진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HDC)에 언덕 밀림 

방지(HSA)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단기어를 
선택했을 때, 언덕 밀림 방지(HSA) 기능은 가속 
페달을 조절해 안정적으로 차량을 제어 합니다.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HDC)는 엔진과 브레이크를 제어해 
급한 경사를 내려갈 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RIVEN BY
INTELLIGENT  

CHOICES

UNSTOPPABLE AUTHORITY 모든 GRAND CHEROKEE의 4X4 시스템은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덕분에 거의 모든 지형에 

정확히 맞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이얼을 돌려 SNOW, SAND, AUTO, MUD, ROCK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lec-Terrain® 은 차량에 장착된 12개의 다양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궁극의 자신감을 줍니다. 여기에는 엔진 출력, 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트랙션 컨트롤과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ESC)이 포함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접지력을 제어하며 간단히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SNOW 눈이나 얼음이 덮인 길을 달릴 
때 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오버스티어를 
최소화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안전을 
더합니다.

SAND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헛도는 
바퀴에 반응합니다. 서스펜션은 최적의 
성능을 위해 차고를 올립니다. 바퀴의 
잠김을 일부 허용하는 ABS 와 오프로드 
주행에 맞춘 전자 제어 주행 안전 시스템
(ESC)이 작동합니다. 

AUTO 이 모드에서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이 도로 상황에 맞춰 차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뒤 차축으로 가는 동력을 끊어 
최고의 연비 효율을 발휘합니다.

MUD Quadra-Lift® 에어 서스펜션이 
오프로드 1 모드로 올라가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휠스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엔진의 토크도 최적의 
성능을 위해 조율됩니다.

ROCK 이 모드에서는 최저지상고를 
최대로 올립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렌셜과 엔진 출력 등이 저속 조종을 
위해 맞춰집니다. ESC도 오프로드 
상황에 맞춰 적절히 작동합니다. 

 SELEC-TERRAIN®

TRACTION  
MANAGEMENT

SYSTEM



최고의 예술성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가장 높은 경지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GRAND CHEROKEE SUMMIT® 에서 자동차 디자인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럭셔리의 

정점과 강력한 JEEP 브랜드의 성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당신의 

운전은 살아 움직이는 걸작이 됩니다.

A REMARKABLE
EXPERIENCE



CONFIGURABLE 7-INCH MULTI-VIEW DISPLAY 
CLUSTER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를 이용해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 
성능 상태 및 차의 움직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7-인치 멀티-뷰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UCONNECT® 8.4 Uconnect®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8.4인치 
화면을 통해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통신 및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포함되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 안전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LUXURY AUDIO GRAND CHEROKEE SUMMIT® 모델에 
오르면 harman/kardon® 오디오 덕분에 콘서트홀에 앉은 것처럼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825와트 파워 앰프가 19개의 스피커를 울려 
결점 없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고급스러움이  

실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탑승객을 위한 최고의  

안락감은 GRAND CHEROKEE를 

정의하는 큰 장점입니다. 



EFFICIENT AND 
POWERFUL ENGINES

균형잡힌 파워를 발휘하는 두 개의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8단 자동변속기에 연결되어 빠른 가속과 매끄럽고 

정확한 변속을 제공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당신은 강함과 유연함을 함께 가진 채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3.0 TURBO DIESEL V6 ENGINE 여유있게 경사를 오르며 어떤 지형 

지물도 극복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최대 250ps의 최고출력과 56.0kg.m의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는 이 엔진은 뛰어난 견인력을 제공합니다. 

3.6 PENTASTAR® V6 ENGINE Pentastar® 엔진은 효율성과 파워를 
성공적으로 결합했습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286ps의 최고출력과  
35.4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합니다. 엔진 스톱/스타트(ESS) 기능은 배출가스를 
줄이고 경제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능은 차가 완전히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을 끄고 
출발할 때 다시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SHIFT AND
ADVANCE

ECO-MODE 이 기능은 자동으로 8단 기어의 변속 타이밍과 토크 
컨버터를 조절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엔진 공회전 속도도 
낮추어 항상 연비향상에 기여합니다. 멀티-뷰 디스플레이에서 에코 
모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부드러우면서 빠른 
변속으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적절한 설계로 무게 증가 없이 
강력한 견인력과 가속성, 연비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의 
패들 쉬프터를 사용해 언제든지 기어를 변속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기어 변속과 엔진 출력이 모두 바뀌어 좀 더 스포티한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협 없는 강력한 성능에 모든 것을 
더했습니다.



CONFIGURABLE 7-INCH  
MULTI-VIEW DISPLAY  
CLUSTER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로  
차량의 여러 정보를 계기반의 7인치  
멀티-뷰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LECTRIC POWER STEERING 
WITH SELECTABLE DRIVE 
MODES 스티어링 모드는 NORMAL, 

SPORT, COMFORT로 나눠져 있으며, 

운전 스타일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삶의  소소한  것을  붙잡듯  

손  끝으로  차의  모든  컨트롤  네트워크를  사용하세요 . 

매우  기능적인  가죽  스티어링  휠은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제공하고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ELITE 
TECHNOLOGY



성공의 모든 장점을 누리세요. GRAND CHEROKEE의  

디자인이 가진 훌륭한 약속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실내의 모든 장식들은 전설적인 JEEP 브랜드의 

QUADRA-DRIVE® II의 4WD 능력과 함께 완성 

되었습니다.

HEATED AND VENTILATED SEATS 럭셔리한 감각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세요. 1열과 2열 시트에는 모두 열선 기능이 포함되며 
운전자와 보조석 시트에는 통풍 기능이 더해져 빠르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DUAL-ZONE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ATC) 실내 온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운전석과 
앞좌석 승객이 희망하는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KEYLESS ENTER ’N GOTM 더 이상 키를 찾기 위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은 채로 쉽게 도어를 열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REMOTE START 원격으로 키의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리모트 스타트 기능을 통해 설정된 실내온도를 미리 맞출  

수 있습니다.

ACOUSTIC GLASS WITH ACTIVE NOISE 
CANCELLATION 방음 처리 윈드실드는 풍절음과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확연한 소음 감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Summit 모델 적용). 

COMMANDVIEW® DUAL-PANE  
PANORAMIC SUNROOF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전동식 선쉐이드가 있고 
뒤쪽에는 고정식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OWER LIFTGATE 적재공간에 우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6:4로 나뉘어 접히는 2열 
시트를 접으며 최대 1,689L의 적재공간에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IMMERSIVE SOUND 프리미엄 Alpin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에는 새로운 능동형 소음 
감소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506와트 
앰프와 서브우퍼에 더해 9개의 스피커가 최적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TALK — GRAND CHEROKEE 
WILL RESPOND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편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시선을 떼거나 스티어링 휠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 라디오 채널을 
바꾸거나 전화를 걸고, 실내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SAFETY FIRST

Uconnect®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다운 받아 이름으로 전화를 걸거나 터치  

스크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돌릴 수 있으며 방해 금지  

기능을 작동해 문자 메시지 알림음을 해제할  
수 있어 주행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OUND ADVICE

USB 포트, 오디오 잭, 통합형  
음성 인식 및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CONNECT 
YOUR 
WORLD

당신만의 공간을 통해 더 넓은 커넥티비티의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UCONNECT® 는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당신의 GRAND CHEROKEE에 바로 

이어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FIND THE QUICKEST WAY  

OUT OF TOWN

턴-바이-턴 방식의 음성  
안내를 통해 더욱 도로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TOUCHSCREEN CONTROLS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트 또는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새로운 음악을  

선택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안히 의자에 기대 운전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Uconnect® 만의  

경험을 누리십시오.



WELCOME TO  
TRANQUILITY



GRAND CHEROKEE는 70개 이상의 안전/보안 기능들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모든 기후의 악조건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 장비들로 강화된 강력한 차체 

구조 덕분입니다. 

PREMIUM
PROTECTION

RAIN-SENSING WINDSHIELD WIPERS AND RAIN 
BRAKE SUPPORT 쏟아지는 빗줄기는 결코 즐거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와이퍼는 빗방울이 떨어지면 바로 작동을 시작하고 스마트 
브레이크 시스템은 젖은 노면을 주행할 때 브레이크 로터를 마른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A SECURE AIR BAG1 SYSTEM 안전에 대한 당신의 욕구는 
GRAND CHEROKEE의 전방향 에어백 시스템으로 채워집니다. 1/2
열을 모두 보호하는 측면 사이드 커튼 에어백, 어드밴스드 멀티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과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뛰어난 
보호 성능을 발휘합니다. 

CHASSIS STRENGTH 65%의 고장력 강판이 사용된 차체는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뛰어난 주행 품질 
또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RAILER SWAY CONTROL (TSC)2 옆바람이나 큰 트럭이 
지나가도 GRAND CHEROKEE와 견인 중인 트레일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ESC)의 일환인 TSC 덕에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SENTRY KEY® ENGINE IMMOBILIZER 오직 당신만의 
차를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내장형 키 코드가 주차 시에도 안전하게 
GRAND CHEROKEE를 보호합니다.



FORWARD COLLISION WARNING WITH ACTIVE 
BRAKING (FCW+)5 GRAND CHEROKEE가 전방에 있는 
다른 차에 너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면, 소리와 빛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운전자가 제 시간에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추돌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여줍니다. 
(Overland 및 Summit 모델 적용)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 (ACC 
STOP)6 고속도로 주행 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미리 설정된 앞차와의 거리에 맞춰 이 시스템은 
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완전히 차를 멈춥니다. (Overland 및 

Summit 모델 적용)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2 
자동차 전체에 퍼져 있는 여러 안전 관련 센서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차의 안전한 제어를 돕습니다.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차가 움직이려 할 때 빠르게 개입합니다. 
전자제어 전복 방지 기능(ERM), 잠금 방지 브레이크

(ABS)와 브레이크 어시스트, 트랙션 컨트롤(TCS) 및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TSC) 까지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BLIND SPOT MONITORING3 AND REAR 
CROSS-PATH DETECTION4 당신과 다른 운전자 
사이의 거리를 항상 감시합니다. 측면 혹은 후면의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진입하면,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을 
띄우거나 소리로 알려줍니다. 

LANESENSE® LANE DEPARTURE WARNING  
WITH LANE KEEP ASSIST (LDW+)4 
GRAND CHEROKEE가 차선 경계를 넘어가거나 
스티어링 휠에서 운전자의 손이 떨어지면 소리와 
빛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Overland 및 Summit 
모델 적용)

SENSORY 
SURROUND



2

1

1 ] INTEGRATED VOICE COMMAND 멀티태스킹은 당신이 
도로를 달리더라도 필요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문자 메시지를 듣고 
답을 하거나 전화를 걸수도 있습니다. 

2 ] PARKVIEW® REAR BACK-UP CAMERA4 WITH 
TRAILER VIEW 우아하게 후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쪽에 숨겨진 
장애물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소리와 화면을 통해 경고해줍니다. 
자동차 주행 중에도 트레일러의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ALLEL AND PERPENDICULAR 
PARK ASSIST4 이 능동형 가이드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와 함께 스티어링을 
자동으로 조종해 쉽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뒤 ParkSense® 주차보조 

시스템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verland 

및 Summit 모델 적용) 

PARKSENSE® FRONT AND REAR PARK 
ASSIST SYSTEM4 ParkView® 후방 카메라 시스템과 
함께 이 시스템은 차 뒤쪽에 숨겨진 장애물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소리와 화면을 통해 경고해줍니다. 후진 
중에는 스크린에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리드가 화면에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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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L V6 Turbo 디젤 엔진

> STOP & START

> 8단 자동변속기

>  Quadra-Drive®II 4WD 시스템 및 Quadra-Trac®II 4WD 시스템

> Quadra-Lift®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7인치 멀티-뷰 디스플레이

> Keyless Enter N’ Go 스마트키 시스템

> 리모트 스타트 시스템

>  Natura-Plus 최고급 가죽/오픈 포어 우드 트림 

> Dinamica® 프리미엄 스웨이드 헤드 라이너

>  전좌석 열선 가죽 시트 및 앞좌석 통풍 시트

>  12-방향 파워 시트 (앞좌석 8-방향 포지셔닝, 4-방향 럼버서포트)

> 열선 내장 가죽/우드 스티어링 휠

>  어드밴스드 멀티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전좌석),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시스템 (ACC Plus)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및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풀-스피드 전방 추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FCW Plus) 

>  차선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 (LDW Plus) 

>  ParkSense®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Sense® 평행/직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  19-스피커 harman/kardon® 하이퍼포먼스 

 사운드 시스템

>  8.4인치 터치 스크린 AM/FM 라디오

> 순정 한국형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통합 음성 명령 기능

> 3.6L V6 엔진 또는 3.0L V6 Turbo 디젤 엔진

> STOP & START

> 8단 자동변속기

> Quadra-Drive®II 4WD 시스템 (3.0L 모델 적용)

> Quadra-Trac®II 4WD 시스템

> Quadra-Lift®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7인치 멀티-뷰 디스플레이

> Keyless Enter N’ Go 스마트키 시스템

> 리모트 스타트 시스템

>  Nappa 프리미엄 가죽/오픈 포어 우드 트림 

>  전좌석 열선 가죽 시트 및 앞좌석 통풍 시트

>  12-방향 파워 시트 (앞좌석 8-방향 포지셔닝, 4-방향 럼버서포트)

> 열선 내장 가죽/우드 스티어링 휠

> ISOFIX 래치 - 어린이 전용 카시트 설치용

>  어드밴스드 멀티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전좌석),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시스템 (ACC Plus)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및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풀-스피드 전방 추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FCW Plus)

>  차선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 (LDW Plus)

>   ParkSense®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Sense® 평행/직각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 9-스피커 Alpi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8.4인치 터치 스크린 AM/FM 라디오

> 순정 한국형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통합 음성 명령 기능

SUMMIT® OVERLAND®

1 2 3

1) Perforated Natura Plus Leather – Black

2) Perforated Natura Plus Leather – Jeep Brown

3) Perforated Natura Plus Leather – Black/Dark Sienna Brown 

1 2 3

1) Perforated Nappa Leather – Black

2) Perforated Nappa Leather – Jeep Brown/Light Frost Beige 

3) Perforated Nappa Leather – Jeep Brown

20-inch Full-Polished Aluminum 20-inch Polished Aluminum with 
Technical Gray Painted Pockets 

FABRICS FABRICSWHEELS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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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WHEELS

LIMITED

> 3.6L V6 엔진 또는 3.0L V6 Turbo 디젤 엔진

> STOP & START

> 8단 자동변속기

> Quadra-Trac®II 4WD 시스템

>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커맨드뷰(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7인치 멀티-뷰 디스플레이

> Keyless Enter N’ Go 스마트키 시스템

> 리모트 스타트 시스템

> Capri 가죽 트림

>  전좌석 열선 가죽 시트 및 앞좌석 통풍 시트

>  12-방향 파워 시트 (앞좌석 8-방향 포지셔닝, 4-방향 럼버서포트)

> 열선 내장 가죽 스티어링 휠

>  어드밴스드 멀티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전좌석),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  사각 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및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ParkSense®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 9-스피커 Alpin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8.4인치 터치 스크린 AM/FM 라디오

>  순정 한국형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통합 음성 명령 기능

6

1

3

2

4

7

5

1] Granite Crystal Metallic
2] True Blue Pearl

3] Billet Silver Metallic
4] Walnut Brown Metallic

5] Bright White
6] Diamond Black Crystal Pearl

7] Ivory Pearl Tri-Coat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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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Capri Leather – Black

2) Capri Leather – Black/Light Frost Beige

1) 20-inch Polished Aluminum with Technical  
    Gray Painted Pockets - Limited 3.6 모델

2) 18-inch Premium Polished Aluminum with Technical  
     Gray Painted Pockets - Limited 3.0 모델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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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 TRANSMISSION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엔진 형식 3.6L V6 24V VVT 
Engine 

3.0L V6 Turbo Diesel 
Engine 

3.6L V6 24V VVT 
Engine 

3.0L V6 Turbo Diesel 
Engine 

3.0L V6 Turbo Diesel 
Engine 

배기량 (cc) 3,604 2,987 3,604 2,987 2,987

 ENGINE & TRANSMISSION continued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최고 출력 (ps/rpm) 286 / 6,350 250 / 3,600 286 / 6,350 250 / 3,600 250 / 3,600 

최대 토크 (kg·m/rpm) 35.4 / 4,000 56.0 / 1,800 35.4 / 4,000 56.0 / 1,800 56.0 / 1,800

사용 연료 휘발유 디젤 휘발유 디젤 디젤

구동 방식
Quadra-Trac II 

®
Quadra-Trac II 

®
Quadra-Trac II 

® Quadra-Trac II 
®
 

Quadra-Drive II 
®

Quadra-Trac II 
®
 

Quadra-Drive II 
®

Selec-Terrain™ Selec-Terrain™ Selec-Terrain™ Selec-Terrain™ Selec-Terrain™

변속기 8단 자동 E-시프트 8단 자동 E-시프트 8단 자동 E-시프트 8단 자동 E-시프트 8단 자동 E-시프트

서스펜션 전/후 더블 위시본  / 멀티 링크 더블 위시본  / 멀티 링크 더블 위시본  / 멀티 링크 더블 위시본  / 멀티 링크 더블 위시본  / 멀티 링크

DIMENSION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전장 (mm) 4,820 ← ← ← ←

 전폭 (mm) 1,940 ← ← ← ←

 전고 (mm) 1,810 ← ← ← ←

 축거 (mm) 2,920 ← ← ← ←

 윤거 (mm) - 전/후 1,620 / 1,630 ← ← ← ←

 최소 회전 반경 (m) 6.1 ← ← ← ←

 내부 (mm)

 헤드룸 (1/2열) 1,012 / 994 ← ← ← ←

 레그룸 (1/2열) 1,024 / 980 ← ← ← ←

 숄더룸 (1/2열) 1,491 / 1,474 ← ← ← ←

 히프룸 (1/2열) 1,449 / 1,428 ← ← ← ←

 승차 정원 (1/2열) 5인승 (2/3명) ← ← ← ←

 Cargo 적재 용량 (l) 800~1,689 ← ← ← ←

 연료탱크 용량 (l) 93 ← ← ← ←

 공차 중량 (kg) 2,250 2,465 2,250 2,465 2,465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표준 연비 km/l, 등급 7.3 (5등급) 
(도심: 6.4 / 고속: 8.9)

9.7 (4등급) 
(도심: 8.8 / 고속: 11.1)

7.3 (5등급) 
(도심: 6.4 / 고속: 8.9)

9.7 (4등급) 
(도심: 8.8 / 고속: 11.1)

9.7 (4등급) 
(도심: 8.8 / 고속: 11.1)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238 201 238 201 201

 INFOTAINMENT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스피커
9-스피커 Alpine

®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 • •

19-스피커 Harman/kardon
®
 하이퍼포먼스 사운드 시스템 •

유커넥트

8.4인치 터치 스크린 AM/FM 라디오, 스트리밍 포함 블루투스 시스템 • • • • •

Apple CarPlay • • • • •

미디어 허브 (USB, AUX), 순정 한국형 내비게이션 • • • • •

블루투스 통합 음성 명령 기능, 충전 전용 듀얼 USB 포트 • • • • •

 CAPABILITY/DRIVER ASSIST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성능 /
보조기능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 (ESC)
: TCS, ABS, 전자제어 전복 방지 (ERM), 전자제어 제동력 배분 • • • • •

스톱 & 스타트 • • • • •

에코 , 스포츠 주행 모드 • • • • •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 • • • •

언덕 밀림 방지 (HSA),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 (HDC) • • • • •

쿼드라-트랙 II (Quadra-Trac
®
 II) 4WD 시스템 • • • • •

쿼드라-드라이브 II (Quadra-Drive
®
 II) 4WD 시스템 • •

쿼드라-리프트 (Quadra-Lift
®
)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 • •

셀렉-터레인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 • • •

STANDARD FEATURES

타이어 효율 등급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제조사 / 모델명 Continental / 
Cross Contact

Bridgestone
DUELER H/P Sport 

Kumho / 
SOLUS KL21 

Continental / 
Cross Contact

Continental / 
Cross Contact

제조사 규격 265/50R20 265/60R18 265/50R20 265/50R20 265/50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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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OR/CONVENIENCE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인테리어

7인치 멀티-뷰 디스플레이 • • • • •
Keyless Enter N' Go 스마트키 시스템 • • • • •
리모트 스타트 시스템 • • • • •

시트/트림

Capri 가죽 트림 • •
Nappa 프리미엄 가죽/오픈 포어 우드 트림 • •
Natura-Plus 최고급 가죽/오픈 포어 우드 트림 •
Dinamica

®
 프리미엄 스웨이드 헤드 라이너 •

앞/뒤 열선 가죽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2열 6:4 폴딩 시트 • • • • •
12-방향 파워 시트 (앞좌석 8-방향 포지셔닝, 4-방향 럼버서포트) • • • • •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 •
가죽/우드 스티어링 휠 • • •
패들 쉬프터, 열선 내장 및 파워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 • • • •

 EXTERIOR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익스테리어 커맨드뷰 (CommandViewTM)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 • • •

휠

18인치 테크 그레이 알루미늄 휠 •
20인치 테크 그레이 알루미늄 휠 • • •
20인치 폴리시드 알루미늄 휠 •

헤드램프/등

바이제논 HID 헤드램프 • • • •
AFL 바이제논 HID 시스템 •
AHHC 시스템 (전자제어 하이빔 컨트롤) • • • • •
LED 시그니쳐 데이타임 러닝 램프  • • • • •

사이드 미러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 히팅, 오토디밍, 메모리 • • • • •
사이드 미러 리피터 • • • • •

 SAFETY/TECHNOLOGY
 Limited 

3.6
 Limited 

3.0
Overland 

3.6
Overland 

3.0
Summit 

3.0

안전사양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 • • • •

ISOFIX 래치 - 어린이 전용 카시트 설치용 • • • • •

에어백
어드밴스드 멀티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 • • • •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전좌석) • • • • •

첨단 기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시스템 (ACC Plu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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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 • • •

ParkView™  후방 카메라 • • • • •

※ 제품 사진, 사양 및 비교 내용은 이 책자가 출간되는 시점의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FCA KOR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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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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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는 전국 (산간 ·도서지역 등 일부지역 제외) 어디에서나 24시간 긴급 콜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AS 및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상담센터   |  080-365-0500  FCA KOREA는 월 ~ 금, 09 : 00 ~ 18 : 00 까지 차량 시승, 카탈로그, 견적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TANDARD FEATUR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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