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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거나 부주의한 운전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성능은 눈, 얼음 등 노면의 영향을 받는 구동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SC 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감속하여 노면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항상 주행 환경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시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후진 운행시에는 항상 시야로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3)차량의 블루투스 전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연결하려는 

휴대전화가 Bluetooth Phone Book Access Profile (PBAP)을 지원해야 합니다. (4)수심이 279.4mm 이하 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물길을 가로지르는 도하 

운행을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하 주행은 차량 보증 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허가 받은 지역에서만 적절한 방법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십시오. (5)차량에 장착된 어드밴스드 프론트 에어백은 미국 연방 법규에 의한 새로운 어드밴스드 에어백 규정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12세 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유아는 별도의 아동용 안전좌석을 이용해 뒷좌석에 탑승해야 하며, 에어백이 장착된 조수석에 탑승해서는 

안됩니다. 탑승자는 전원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6)헤드레스트는 항상 정확하게 조정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레스트 앞에는 어떤 물체도 

놓여서는 안됩니다. 

본 카탈로그는 FCA Korea Limit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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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imited의 품질 향상, 디자인, 마케팅 등의 이유로 예고 없이 수정 또는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 및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Jeep, Jeep Grille, Compass, Uconnect는 Chrysler Group LLC의 

등록상표입니다. BluetoothTM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Boston Acoustics®는 Boston Acoustic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2014 FCA Korea 

Limite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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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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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L DOHC 16V D -VVT

FreeDOm DriVe i Tm AWD

6단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수동 변속 기능 제공

크루즈 컨트롤

유커넥트(UCOnneCT®) CD/DVD/HDD 라디오와 6.5인치 터치스크린

운전석 6 - way 파워 시트 앞좌석 열선 가죽 버켓 시트

2열 6 : 4 폴딩, 리클라이닝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오디오 컨트롤 버튼

속도 감응식 파워 스티어링

앞좌석 액티브 헤드레스트

운전석 및 조수석 어드밴스드 멀티 스테이지 에어백, 1열 2열 보조 사이드 커튼 에어백

PArkVieWTm 후방 카메라

브레이크 어시스트, 잠김방지 브레이크 (ABS)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장치 (eSC)

전자식 전복 방지 시스템 (erm)

센트리 키 (SenTry key®) 엔진 이모빌라이저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바디컬러 열선 사이드 미러

18인치 알루미늄 휠

블랙 베젤 Bi-function 할로겐 헤드 램프,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프리미엄 안개등

어쿠스틱 글래스 윈드실드

루프레일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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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YOUR SPIRITED 
ADVENTURES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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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과 효율을 모두 살린 JEEP
®
 COMPASS를 소개합니다. JEEP 브랜드의 전설적인 성능과 파워가 그 어떤 SUV와도 다른 

COMPASS만의 스타일로 진화했습니다. Jeep
®
의 상징인 7 슬롯 라디에이터 그릴과 GRAND CHEROKEE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 

특징을 도입해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자신감, 그리고 가치를 간직한 COMPASS는 모험을 갈구하는 

당신이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SUV입니다.

Socially conSciouS 
Proficiently mi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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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능력 4

Compass는 최고 279.4mm 깊이의 물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전기장치와 
차체를 추가로 보호처리하고 에어 인테이크를 높이 배치했습니다.4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진입하기 전에는 항상 전방의 

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동력

험로주행을 대비한 탁월한 구동력으로 눈 덮인 비포장 도로나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동성

Compass는 험한 지형을 민첩하게 돌파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위한 능력을 
타고난 것은 물론, 정교한 스티어링과 최적화된 휠베이스에 힘입어 언더바디의 
손상을 예방합니다.

휠 트래블 성능

Compass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유연성, 차축 아티큘레이션, 휠 트래블을 

극대화해 탁월한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성능을 뒷받침 합니다. 

최저  지상고

최적의 접근각, 이탈각, 여각을 갖도록 설계된 Compass는 뛰어난 험로 주행 

능력으로 거친 노면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습 니다.

Y O U R  4 x 4  T R A I L  R E A D Y  C O M P A S S 

I N S T I L L S  T H E  C O N F I D E N C E  T O  H E L P 

C O N Q U E R  T H E  M O S T  C H A L L E N G I N G 

R O A D  C O N D I T I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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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ROMANCE WITH MOTHER NATURE JUST GOT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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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의 주행능력과 크로스오버의 경제성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2 .4L  엔진은 놀라운 수준인 170마력의 최고출력과  22.0 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합니다 .  6단 자동변속기와  AWD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뛰어난 효율이 우수한 고속도로 주행연비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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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L DOHC 16V 듀얼  VVT 엔진

다양한 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 엔진은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2.0 kg•m

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엔진에 장착된 듀얼 가변 밸브 타이밍 (VVT)은 

실린더당 4개 인 흡기와 배기 밸브를 전자식으로 제어해 출력을 한층 

높이면서도 경제성을 극대화 합니다.

6단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Compass의 엔진이 새로운 파워텍(PowerTech)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하여, 일반 도로와 오프로드 중 어느 곳을 달리더라도 

한층 부드럽고 정숙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6단 자동변속기의 정교한 

기어비 조율로 출발시에는 더욱 민첩하고, 고속 도로를 달릴 때에는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기어비의 효율적인 구성으로 최적의 

도심 주행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 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가 

유지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가변 밸브 타이밍(VVT) 기술이 적용된 2.4L 4 기통 엔진은 Freedom iTm 

AWD 시스템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눈 덮인 거리와 젖어있는 비포장 

언덕도 가볍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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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 READY GETS YOU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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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는 JEEP
®
 브랜드의 시그니처 그릴에 JEEP GRAND CHEROKEE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 특징을 도입해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합니다. 바이할로겐 프로젝터 헤드램프와 블랙 컬러의 베젤, 밝은 톤의 크롬 그릴 서라운드 그리고  

18 인치 알루미늄 휠은 COMPASS만의 스타일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어쿠스틱 글라스 윈드실드는 주행  

소음을 차단해 편안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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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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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ALL OUT WHEN YOU GO ALL IN
세련된 스타일과 편안하고 넉넉한 공간을 원하셨다면, 더욱 진화된 Compass에 오르는 순간 만족하실 

것입니다. 소프트 터치 표면처리,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고품질 소재, 쾌적한 시트 착화감을 제공하는 

천공 마감 가죽 트림은 프리미엄 디자인과 감성을 뒷받침합니다. 프론트 및 리어 도어 스위치 주변부와 

도어 내장재는 새틴 실버(Satin Silver)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의 소프트 터치 

페인트와 새틴 크롬(Satin Chrome) 색상 액센트, Jeep
®
의 상징인 7 슬롯 그릴을 형상화한 장식이 새로운 

기어 레버 베젤을 돋보이게 하고, 개선된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Compass 배지가 더해져 세련미를 

더합니다. 모든 탑승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 온도 제어 기능 및 간접 

조명 내장 컵홀더,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은 드라이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GRAB FREEDOM BY THE WHEEL 

SOUND THE CALL
Compass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외관의 디테일, 가슴을 

울리는 사운드 시스템의 리듬, 열린 선루프를 통해 전해오는 따뜻한 바람이 주는 편안함이 Compass와 함께 

달리는 당신의 감각을 깨웁니다. Boston Acoustics® 9 -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의 368와트 출력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음역대의 멜로디는 들을 때마다 여유를 더합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음색은 프리미엄 

Boston Acoustics®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또한 빠르고 편리하게 개폐할 수 있는 선루프와 함께라면 신선한 

공기와 햇빛, 그리고 별빛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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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의  실내는 필요에 따라 가장 알맞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  넉넉한  레그룸  덕분에 

최대  3명이  뒷좌석에  탑승하고도  앞좌석  탑승자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60/40 분리  접이식  리클라이닝  뒷좌석은  승객과  장비  구성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큰  짐을  실어야  할  때는  뒷좌석  전체를  폴딩하여  카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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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VIEW® 후방  카메라 2

후진 시 차량 뒤편에 있는 사물의 시각 정보를 6.5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표시합니다. 

프론트 시트 액티브 헤드레스트 5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헤드레스트가 전방 위쪽으로 움직여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함으로써 탑승자가 

입을 수 있는 미연의 경추 상해 위험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차세대 멀티스테이지 프론트 / 사이드 커튼 에어백 5

강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의 에어백이 거의 즉각적으로 팽창하여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열선  내장  파워  사이드  미러

추운 겨울철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동안 사이드 미러에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며, 주행 중 사이드 미러가 

얼어붙지 않도록 유지하여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해드립니다.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 (ESC)1

운전자가 항상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압 브레이크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4휠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ABS), 트랙션 컨트롤, 전복 방지 기능 (erm)이 결합 

되어 차량의 실제 주행방향과 운전자의 컨트롤을 감지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스티어링 조작이 

지나치게 급하거나 휠이 지면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 되는 상황이 감지되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합한 휠에 제동을 가하는 한편 엔진의 출력을 낮춰 차량의 안정성을 회복 시킵니다.

타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내장된 센서가 타이어 공기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기압 수준이 최저 허용 한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즉각 

운전자에게 알려 줍니다.

할로겐  프로젝터  헤드램프  및  안개등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 더욱 밝은 빛으로 도로를 비춰 안전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M o r e  t h a n  3 0  s t a n d a r d  a n d 
a v a i l a b l e  s a F e t Y  &  s e C U r i t Y  
F e a t U r e s  a r e  e n g i n e e r e d  t o  
g i v e  Y o U  p e a C e  o F  M i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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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시스템

필요한 모든 미디어 기기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CD / DVD, mP3, USB 

포트, 오디오 입력단자, 하드디스크, 음성인식, Bluetooth® 스트리밍 오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운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시스템

운전 중의 전화 통화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집니다. 유커넥트(Uconnect®) 차내 

음성인식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Bluetooth® 기능으로 전화기를 페어링해 

핸즈프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할 때마다 당신의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동기화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합니다.

한국형 내비게이션

음성안내와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상세한 교통 및 경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레스토랑, 쇼핑몰, 병원을 비롯한 주요 관심지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인식

시선은 전방에, 그리고 두 손은 스티어링 휠 위에 놓은 상태에서도 다른 

멀티미디어 기능을 컨트롤하며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라디오 채널을 선택하거나, 전화를 걸고 받거나, 음성 메모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장비기술은 당신의 음성을 성공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학습기능을 제공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적용).

S m a r t  t e c h n o l o g y 
t h a t’S  m a S t e r f u l l y  S i m p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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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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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 COMPASS | BUYER’S GUIDE 

본 카탈로그는 FCA Korea Limit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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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imited의 품질 향상, 디자인, 마케팅 등의 이유로 예고 없이 수정 또는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 및 이미지는 실제 국내 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Jeep, Jeep Grille, Compass, Uconnect는 FCA Korea Limi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TM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Boston Acoustics®는 Boston Acoustic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2015 FCA Korea Limited.



* 실제 적용 사양은 제품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의 자세한 사양은 Jeep® 공식 전시장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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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국내 적용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LIMITED
뛰어난 스타일링이 보여지는 디자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우수한 연료 소비 효율을 
제공하는 Limited 모델의 퍼포먼스가 
만족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가변 밸브 타이밍(VVT) 기술이 적용된 
2.4리터 4기통 엔진은 Freedom ITM AWD 
시스템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눈 덮인 
거리와 젖어있는 비포장 언덕도 가볍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립니다.

1   McKinley Leather Trim Vinyl -Saddle  
Tan with Light Frost accent stitching

2   McKinley Leather Trim -Dark Slate Gray  
with Light Slate Gray accent stitching

> 2.4L DOHC 16V D-VVT

> Freedom Drive I TM AWD

> 6단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 수동  변속  기능  제공

> 루프레일

> 크롬 프론트 그릴

> 실버 액센트 인테리어

> ParkViewTM 후방 카메라

> 잠김방지 브레이크 (ABS)

>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장치 (ESC)

> 브레이크 어시스트

> 전자식 전복 방지 시스템 (ERM)

> 크루즈 컨트롤

>  센트리 키 (Sentry Key®) 엔진 
이모빌라이저

> 앞좌석 열선 가죽 버켓 시트

> 운전석 6-way 파워 시트

> 조수석 플랫 폴딩 시트

>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오디오  
컨트롤 버튼

> 속도 감응식 파워 스티어링

>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 잠금식 센터 콘솔

> 차량정보센터 (EVIC)

>  유커넥트(Uconnect®) CD/DVD/ 
HDD 라디오와 6.5인치 터치스크린

> 오토 에어컨

> 12볼트 파워 아웃렛

> 바디컬러 열선 사이드 미러

> 18인치 알루미늄 휠

> 보안 시스템

>  블랙 베젤 Bi- function 할로겐  
헤드 램프,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   유커넥트(Uconnect®)  
Bluetooth®시스템

>  USB 입력 단자

>  프리미엄 안개등

>  어쿠스틱 글래스 윈드실드

>  앞좌석 액티브 헤드레스트

>  운전석 및 조수석 어드밴스드  
멀티 스테이지 에어백, 1열 2열  
보조 사이드 커튼 에어백

>  2열 6 : 4 폴딩, 리클라이닝

>  파워 윈도우 (운전석 원터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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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2 3

8765

4

1   Bright White
2   Deep Cherry Red Crystal Pearl
3   Black
4   Billet Silver Metallic
5   Maximum Steel Metallic
6   True Blue Pearl
7   Granite Crystal Metallic
8   Eco Green Pearl

COMPASS 
EXTERIOR COLORS

* 실제 적용 사양은 제품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의 자세한 사양은 Jeep® 공식 전시장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8-inch polished aluminum wheel  
  with Mineral Gray pockets.

*실제 판매 모델의 인테리어 트림 및 익스테리어 컬러 선택 폭은 재고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Jeep® 공식 전시장을 통해 선택 가능한 트림 및 컬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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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F I C A T I O N S

 EXTERIOR DIMENSIONS

전 장 (mm) 4,440

전 폭 (mm) 1,800

전 고 (mm) 1,670

축 거 (mm) 2,640

윤 거 (mm) (F) 1,520 / (R) 1,520

최소 회전 반경 (m) 5.7

연료탱크 용량 (ℓ) 51

공차 중량 (kg) 1,585

 POWERTRAINS

엔 진 2.4L I4 DOHC D-VVT

배기량 (cc) 2,359

최고 출력 (ps/rpm) 170 / 6,000

최대 토크 (kg·m/rpm) 22 / 4,500

사용 연료 휘발유

TRANSMISSION

구동방식 Freedom Drive I™ 풀타임 AWD

변속기 6단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F)멀티링크 / (R)멀티링크

BODY

차체 디자인
단일형 스틸 구조, 세이프티 케이지, 열간 프레스 및 압연 가공된 이상 구조강 
적용, 강도와 중량 및 NVH가 개선된 조인트 디자인, 전면 크럼플 존 적용

정부 공인 복합 연비 및 등급

복합 연비 (km/ℓ) / 등급 8.7 (도심 : 7.8, 고속 : 10.2), 5등급

CO2 배출량(g /km) 199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TERIOR

헤드램프
블랙 베젤 Bi-function 할로겐 헤드 램프,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주간 주행등, 프리미엄 안개등

글래스 솔라 컨트롤 글래스

휠 18인치 알루미늄 휠

외관

바디 칼러 크롬 액센트 그릴, 바디 칼러 도어 핸들, 루프레일,

도어 사이드 컴패스 앰블렘,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선루프, 크롬 머플러 팁

바디컬러 열선 사이드 미러, 방음 처리 프론트 윈드실드

타이어

제조·수입사 콘티넨탈남서울(주)

모델명 CONTIPREMIUMCONTACT 2

제원 215 / 55R18 95H

회전저항등급 4

젖은노면등급 2

※회전 저항 등급 :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에 대한 회전저항의 비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 : 기준 타이어 대비 시험대상 타이어의 젖은 노면 제동성능 비율

INTERIOR & CONVENIENCE

시트
조수석 플랫 폴딩 시트, 2열 6:4 폴딩 /리클라이닝

가죽 버켓 시트, 1열 열선시트, 운전석 6-way 파워 시트

트림 소프트 터치 도어 트림

에어컨 오토 에어컨, 에어 필터링

스티어링 틸트 스티어링,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오디오 컨트롤 버튼

윈도우 파워 윈도우 (운전석 원터치 다운)

오디오 시스템

CD / MP3 / Radio 헤드유닛, Uconnect® Bluetooth 시스템(3),

스티어링 휠 마운트 오디오 컨트롤 스위치, CD / DVD 플레이어,

Boston Acoustics® 368W 9-스피커 시스템, 리프트게이트 스피커 2개,

6.5인치 터치 스크린 CD / DVD 플레이어, MyGIG™ 40GB HDD

내장 멀티미디어 시스템, 한국형 DMB 및 내비게이션, AUX 단자,

USB 단자

주차보조 장치
ParkSense™ 후방 주차보조 센서

ParkView™ 후방 카메라

편의장치 마이크 내장 ECM 룸미러, 조명식 컵홀더, 트립컴퓨터

SAFETY & SECURITY

에어백
운전석 및 조수석 어드밴스드 멀티스테이지 에어백(2),

1 / 2열 보조 사이드 커튼 에어백, 액티브 헤드레스트

브레이크 (F) V 디스크 / (R) 디스크, ABS, BAS

주행 보조 장치 (1)

ESC, TCS, 전자식 전복 방지 시스템 (ERM), 크루즈 컨트롤,

도어 개폐 장치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차속 연동 자동 도어 잠금,

도난 방지 장치센트리 키 엔진 이모빌라이저, 시큐리티 알람

※ 본 카탈로그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 판매 모델의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사양 및 비교 내용은 이 책자가 출간되는 시점의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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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산간 ·도서지역 등 일부지역 제외) 어디에서나 24시간 긴급 콜 서비스를 통해 차량 AS 및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상담센터  080-365-0500
  월 ~ 금, 09 : 00 ~ 18 : 00 까지 차량 시승, 카탈로그, 견적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