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NTURE
P L U G  I N T O  M O R E

Jeep®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중, 국내 첫번째로 선보이는 Wangler 4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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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R A N G L E R  C H A R G E S  A H E A D
Jeep

®
 Wrangler 4x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량(PHEV)은 하이브리드 혁신의 빛나는 모범입니다.  

미래의 진보된 테크놀로지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거친 바람을 마주하는 오픈 에어링의 자유로움과 전설적인 퍼포먼스,  

전세계가 흠모해 마지 않는 Jeep Wrangler.

4-도어 모델에  
적용된 특징

- 15kWh 배터리

- 230볼트 코드 충전 포트

- 충전 상태 바

- 독특한 휠

- 일렉트릭 블루 액센트

- 4xe 배지 장식

상기 이미지와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강력한 파워, Jeep차원이 다른 강력한 파워, Jeep®® Wrangler 4xe는   Wrangler 4xe는  

가솔린, 전기 모드.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가솔린, 전기 모드.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파워를 선사합니다. 무거운 장난감을 순간에 놀라운 파워를 선사합니다. 무거운 장난감을 

끌던 어린시절 놀이가 이제, 더욱 광활해진 필드로 끌던 어린시절 놀이가 이제, 더욱 광활해진 필드로 

확장되어 어른들을 위한 놀이가 됩니다.확장되어 어른들을 위한 놀이가 됩니다.

출시 즉시 Trail Rated출시 즉시 Trail Rated®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기차 모드에서 원하는 상황에 따라 충전을 업/다운 전기차 모드에서 원하는 상황에 따라 충전을 업/다운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E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E--Selec Selec 

모드는 가솔린모드는 가솔린--전기 혼용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주행, 전기 혼용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주행, 

또는 배터리 사용을 절약하는 또는 배터리 사용을 절약하는 EE--Save 모드 중에서 Save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4xe 전기차 모드의 고요함에 가까운 가벼운 주행은 4xe 전기차 모드의 고요함에 가까운 가벼운 주행은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경친화적 사운드 주행은 100% 가솔린 파워 엔진에 환경친화적 사운드 주행은 100% 가솔린 파워 엔진에 

비해 배기가스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높은 언덕을 비해 배기가스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높은 언덕을 

오를 때 조차도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조용하고 오를 때 조차도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조용하고 

신선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신선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가속이 필요할 때, 8단 자동 변속기는 2.0L 순간 가속이 필요할 때, 8단 자동 변속기는 2.0L 

터보차저 엔진과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 부드러운 터보차저 엔진과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 부드러운 

가속을 구현해 냅니다. 오프로드를 달릴 때나 가속을 구현해 냅니다. 오프로드를 달릴 때나 

고속도로의 추월 차선을 통과할 때, 당신이 원하는  고속도로의 추월 차선을 통과할 때,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 파워트레인은 순간 파워를 폭발할 것입니다.그 순간 파워트레인은 순간 파워를 폭발할 것입니다.

STRONG
QUICK

EASY ON THE
PLANET

EXPANSIVE

최고출력 (PS/RPM)  / 엔진 272/5,250  모터1 45/3,000  모터2 136/6,000

최대토크 (KG·M/RPM)  / 엔진 40.8/3,000  모터1 2.3/2,700  모터2 5.4/2,200

순수 전기 주행 거리  약 32KM 1 (완충 시) /  예상 총 주행 거리  약 630KM
1

(완충 시)

배기가스 감소 / 조용한 전기차 모드
* 브로셔 주석: 마지막 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와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PLACE TO RECHARGE
넓은 실내는 모던하면서도 거친 디자인과 최정상의 테크놀로지를 제공합니다.  

8.4인치 Uconnect® 4C NAV는 충전 퍼센트와 배터리 잔량 등과 같은 하이브리드 디테일을 표시하며,  

대시보드 장착 인디케이터는 충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기 이미지와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4x4, 
FIRST AND FOREMOST

4xe 시스템은 이미 검증된 Jeep® 4×4 하드웨어의 최고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2.0L I4 DOHC 직분사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량(PHEV)엔진을 채택했습니다. Jeep® 4×4 하드웨어는 Selec-Trac® 4WD가 

제공됩니다. 15kWh 리튬 이온 배터리 팩, 회생 제동 부스터 시스템, 8단 PHEV 자동 변속기가 조화롭게  

작동하여 각각의 휠에 강력한 파워와 토크를 전달하고, 모든 부품들에 극대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상기 이미지와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2개의 전기모터

당신이 직접 eCONTROL을 선택하세요.

도심 배기 가스 규제 지역을 운행하거나 최대 토크와 마력으로 오프로드의 고요한 탐험을 선택하듯이.. 

당신이 직접 하이브리드 드라이브트레인을 사용할 최적의 장소와 시기를 선택하세요. 배터리 파워만을  

사용할 때는 ELECTRIC을, 두가지 모두에 적합할 때는 HYBRID를, 그리고 나중을 위해 배터리 파워를  

남겨 두고 싶다면 E-SAVE를 선택하세요.

상기 이미지와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TERIOR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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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ght White

Black

Hydro Blue



SPECIFICATIONS

제원

Overland 4-door

 전장 (mm) 4,880(5,000)

 전폭 (mm) Hard Top: 1,935     Power Top: 1,895

 전고 (mm) 1,850 (1,990)

 축거 (mm) 3,010

 윤거 (mm) - 전/후 1,635 / 1,635

 최소 회전 반경 (m) 6.0

 내부 
(mm)

 헤드룸 (1/2열) Hard Top: 1,036 / 1,023      Power Top: 1,087 / 1,082

 레그룸 (1/2열) 1,038 / 970

 숄더룸 (1/2열) 1,417 / 1,417

 히프룸 (1/2열) 1,370 / 1,421

 승차 정원 (1/2열) 5인승 (2/3명)

 Cargo 용량 (l) 780 ~ 1,910

 연료탱크 용량 (l) 65.1

 공차 중량 (kg) 2,345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Overland 4-door

표준 연비 (km/ℓ or  
km/kWh, EV mode)

휘발유: 도심(9.0), 고속(9.4), 복합(9.2) 
전기: 도심(2.5), 고속(2.3), 복합(2.4) 

합산: 도심(12.7), 고속(12.7), 복합(12.7)

이산화탄소배출량 g/km 59

엔진 및 트렌스미션

Overland 4-door

엔진 형식 2.0L I4 DOHC DI Turbo PHEV Engine

배기량 (cc) 1,995

최고 출력 (ps/rpm) 272 / 5,250

최대 토크 (kg·m/rpm) 40.8 / 3,000

사용 연료 휘발유 + 전기

구동 방식 Selec-Trac 풀타임 4WD

변속기 8단 자동

서스펜션 전/후 5-링크  / 5-링크

 타이어 효율 등급

Overland 4-door

제조사/모델명 Bridgestone / Dueler HT 

제조사 규격 255/70R 18 

회전저항계수 (RCC) /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 (G) 2 / 4

※ 정부 공인 표준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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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기준)

모터 및 배터리

Overland 4-door

 모터 형식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배터리 형식 Lithiume Ion

1회 충전 전력량 (kWh) 15.23

1회 충전 소요시간 (h) 2.47

1회 충전 주행거리 (km) 32

P1f P2

45 / 3,000 136 / 6,000

2.3 / 2,700 5.4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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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의해 실시된 테스트에 근거합니다. 공식적인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시점과 브로셔 출판 시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1 Stellantis US LLC. All Rights Reserved. Jeep, the Jeep grille, Rock-Trac, Rubicon, Selec-Trac, Trail Rated, Uconnect and Wrangler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Stellantis US 
LLC BFGoodrich는 Goodrich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문서는 Stellantis Korea 의 출판 제작물 입니다. 모든 제품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제원은 출판 승인 시점의 최신 경쟁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Stellantis Korea 는 사전 통보없이 제품의 사양, 
가격, 장치, 디자인 등을 언제든 변경하거나 모델을 단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