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LISADE
사전계약 실시



공통 사양

파워트레인/성능: 가솔린 V6 3.8엔진, 8단 자동변속기, ISG시스템, 통합 주행 모드,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R-MDPS), 구동선회제어시스템(ATCC)

능동 안전 기술: 전방 충돌방지 보조 &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 하이빔 보조,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안전: 9 에어백 시스템(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앞좌석 사이드, 2열 사이드, 커튼, 운전석 무릎, 전복감지센서 포함),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2열 2개/3열 1개)

외관: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ED 주간 주행등(DRL), LED 포지셔닝 램프, 아웃사이드 미러(LED 방향지시등, 열선, 전동접이, 전동조절 기능 내장), 이중접합 차음유리(앞면/1열 도어), 도어 틴티드 글래스, 도어 포켓 라이팅(앞), 

          싱글 트윈팁 머플러, 18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LED 리어콤비램프, LED 턴시그널(프론트 & 리어), 리어 스포일러(LED 보조 제동등 내장), 크롬 윈도우라인 몰딩, 루프랙

내장: ECM 룸미러, LED 룸램프, 컨버세이션 미러, 가죽 스티어링 휠, 전자식 변속버튼(SBW), 클러스터(3.5인치 모노 LCD), 오르간 타입 엑셀 페달

편의: 버튼시동 & 스마트키 시스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EPB : 오토홀드 기능 포함), 패들쉬프트, 3존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마이크로 에어 필터), 운전석 자동 쾌적 시스템, 공기 청정 모드,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열선 스티어링 휠, USB 충전기(1열 1개, 2열 2개, 3열 2개), 파워 아웃렛(1열/2열/3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운전석/동승석), 후방모니터, 확산형 루프 에어 벤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원격시동, 크루즈 컨트롤

시트: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 파워시트 8WAY & 전동식 럼버서포트 2WAY, 앞좌석 열선시트, 2열 열선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2열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 폴딩, 8인승 시트(1열 2인승, 2열 3인승, 3열 3인승), 

          2열 시트(6:4 슬라이딩, 6:4 분할 폴딩, 리클라이닝 기능 내장), 3열 시트(6:4 분할 폴딩, 리클라이닝 기능 내장)

멀티미디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석 취침모드, 일반 오디오 시스템(6 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 멀티미디어용 USB 단자

구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가격 34,750,000 ~ 35,250,000 40,300,000 ~ 40,800,000
능동 안전 기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 포함) & 전방 차량 출발 알림 ②, ③ ●

고속도로 주행 보조 ③ ●

차로 유지 보조 ②, ③ ●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③ ●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②, ③ ●

안전 하차 보조 ②, ③ ⑦

후석 승객 알림 ②, ③ ⑦

외관

FULL LED 헤드램프 ④ ●

20인치 알로이 휠 & 미쉐린 타이어 ④ ●

퍼들램프 - ⑥

자외선 차단 유리(앞면) - ●

내장

클러스터(7인치 컬러 LCD) - ●

메탈 페달 & 메탈 도어 스커프 - ⑥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 - ⑦

인조가죽 감싸기 및 리얼스티치 - ●

편의

서라운드 뷰 모니터 - ⑨

후측방 모니터 - ⑨

헤드업 디스플레이 - ⑨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 ⑨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⑤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⑤ ●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⑤ ●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2열) ⑤ ●

PALISADE 본 가격표는 사전계약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격 및 일부 사양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기준 (단위 : 원, 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 [● : 기본, ○ : 공통옵션, ①~⑨ : 패키지 옵션, - : 미적용]



본 가격표는 사전계약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격 및 일부 사양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기준 (단위 : 원, 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 [● : 기본, ○ : 공통옵션, ①~⑨ : 패키지 옵션, - : 미적용]

구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가격 34,750,000 ~ 35,250,000 40,300,000 ~ 40,800,000
편의

오토 디포그 & 레인센서 - ●

하이패스 시스템 ① ●

220V 인버터 - ⑧

시트

가죽시트 - ●

나파가죽 시트(버건디 투톤/네이비 투톤  선택), 스웨이드 내장재 - ⑥

운전석 파워시트 8WAY & 전동식 럼버서포트 4WAY & 쿠션 익스텐션 2WAY - ⑦

동승석 파워시트(8WAY) &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 ⑦

3열 파워 폴딩 시트 - ⑦

멀티미디어

10.25인치 내비게이션 + 블루링크 ① ●

후석 대화모드 ① ●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 스피커) - ⑨

커스터마이징(TUIX) 파츠

LED 도어 스팟 램프 & LED 풋 무드 램프 - ⑧

LED 테일게이트 램프 - ⑧

러기지 프로텍션 매트 - ⑧

러기지 스크린 & 러기지 네트 - ⑧

옵션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디젤 2.2 엔진 1,470,000 ○ ○

HTRAC + 험로 주행 모드(Multi Terrain Control) +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2,310,000 ○ ○

7인승(1열 2인승, 2열 2인승, 3열 3인승) + 2열 통풍시트 290,000 ○ ○

듀얼 와이드 선루프 880,000 ○ ○

① 내비게이션 패키지 10.25인치 내비게이션 + 블루링크 + 하이패스 + 후석 대화모드 980,000 ① 미운영

② 현대 스마트 센스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 포함), 차로 유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830,000 ② 미운영

③ 현대 스마트 센스Ⅱ
(내비게이션 선택 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 포함), 차로 유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전방 차량 출발 알림

930,000 ③ 미운영

④ 스타일 FULL LED 헤드램프, 20인치 알로이 휠 & 미쉐린 타이어 1,280,000 ④ 미운영

⑤ 컨비니언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2열) 790,000 ⑤ 미운영

⑥ 디자인 셀렉션
• 내/외장 : 퍼들램프,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 시트 : 나파가죽 시트(버건디 투톤/네이비 투톤  선택), 스웨이드 내장재

740,000 미운영 ⑥

⑦ 패밀리
• 능동 안전 기술 :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 내장/시트 :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 운전석 파워시트 8WAY & 전동식 럼버서포트 4WAY & 쿠션 익스텐션 2WAY, 동승석 파워시트(8WAY),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3열 파워 폴딩 시트

690,000 미운영 ⑦

⑧ 라이프 스타일
• 편의 : 220V 인버터
• 커스터마이징(TUIX) 파츠 : LED 테일게이트 램프, 러기지 프로텍션 매트,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네트, LED 도어 스팟 램프, LED 풋 무드 램프

590,000 미운영 ⑧

⑨ 테크
• 내장/편의 :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 멀티미디어 : 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 스피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1,770,000 미운영 ⑨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로 
정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화이트 크림 (WC9) 스틸 그라파이트 (P7V) 타이가 브라운 (RN7) 문라이트 클라우드 (UB7) 타임리스 블랙 (RB5)

※ 하기 차량 컬러는 인쇄된 것으로 실제 차량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Exterior colors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Always Remarkable, PALISADE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현대 플래그십 SUV의 위용을 보여주는 
강건하고 대담한 스타일

- 풍부한 후드볼륨과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 적용으로 
 강인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외장 디자인
- 와이드하고 안락한 감성을 연출하는 수평형 레이아웃과 
 정제되고 품격있는 인테리어 공간

진보된 능동 안전 기술
핵심 안전기술 기본화와 고객을 배려한 첨단 
능동 안전 기술 적용으로 한 차원 높은 예방 안전 구현

-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핵심 안전기술 기본화
- 차로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주행 신기술 적용

탑승자를 배려하는 첨단 편의사양
간편하고 편리한 조작성의 스마트한 신기술로 
사용자 만족도 극대화

- 전자식 변속버튼, 후측방 모니터,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등 
 첨단 신기술 적용
- 후석 대화/취침 모드, 2열 통풍시트 등 가족을 위한 디테일한 
 배려가 깃든 다양한 편의사양 적용

동급 최고의 주행성능과 공간성
플래그십 대형 SUV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주행감성과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

- 동급 최고의 동력성능과 연비 확보 및 험로 주행 모드(Multi 
 Terrain Control) 적용으로 지형에 최적화된 주행성능 구현
- 우수한 후석 거주성 및 확산형 루프 에어 벤트 등 쾌적한 
 실내를 위한 신기술 대폭 적용

※ 하기 이미지는 사전계약 참고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구입문의구입문의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이벤트
누구보다 먼저 팰리세이드를 선택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기간 2018년 11월 29일 ~ 12월 10일

대상 사전계약 기간 계약/요청 고객(2019년 3월  출고고객)

 ※ 면세, 렌터카, 실차주 정보 미입력(리스), 당사직원, 대리점대표/인원, 계열사/관계사 임직원, 명예사원, 블루핸즈 대표 제외

혜택 2019년 출고 시에도 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개별소비세 3.5%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및 가까운 지점/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 상기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