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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단순한 주행 기계에서 일상의 파트너로 탈바꿈시킨 첨단 기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운전자에게 더욱 흥미롭고 자신감 넘치는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내가 운전하는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궁극적

으로는 사회와 더욱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과 자동차가 운전을 나누어 하든, 운전 중에 자동으로 전기차가 

충전되는 고속도로를 달리든 이 놀라운 기술은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닛산의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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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특별한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여행에 함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도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패스파인더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든든합니다. 이제 Intelligent 4X4 4륜구동 시스템과, 최대 2,268kg의 견인 능력을

갖춘 패스파인더와 함께 출발하세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언제나 기억에 남을 모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LAN AN EXTENDED STAY 
패스파인더에 타면 프리미엄급의 안락함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트라이 존 클라이밋

컨트롤과 앞좌석 통풍/열선 시트, 2열 열선시트, 히팅 기능이 포함된 스티어링 휠과 

혁신적인 닛산 인텔리전트 키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Start and Stop 버튼, 

8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며, 운전석 메모리 

시트, 프리미엄 우드 톤 트림 장식 및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가 더해져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한층 즐거워집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와 함께라면 울퉁불퉁한 도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직면하는 현실의 일상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곱 명을 태울 

수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가능하여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며 동급 경쟁모델 중 유일하게 3열에 리클라이닝 시트가 제공됩

니다. 어떠한 여행이라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인테리어, 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 스트리밍 오디오는 어떠한 목적에도 

안성맞춤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BECAUSE EVERYONE SHOULD COME ALONG 

TRYING A NEW TOY 

HOME IMPROVEMENT

GAME DAY

•차량 이동 중에는 좌석을 눕힌 상태에서 탑승하지 마십시오. •Bluetooth®의 상호명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사가 소유하며 닛산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

합니다. 화물 및 적재용량은 화물 무게와 분산된 정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모든 화물은 안전한 방식으로 적재해야 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NISSAN EZ FLEX® SEATING SYSTEM
INNOVATION THAT GIVES EVERYONE  
AN OPEN INVITATION

•차량 이동 중에는 좌석을 눕힌 상태에서 탑승하지 마십시오.  •화물 및 적재용량은 무게와 차량 내 적재 방식에 따라 제한됩니다. 모든 화물은 안전한 방식으로 적재해야 합니다.

RECLINING  
2ND AND 3RD ROW

SLIDING  
2ND ROW

SLIDE
TILT

2,004mm  
(78.9")

1,167mm 
(45.9")

Fold-flat Rear Seats.
화물이 있다면? 패스파인더라면 짐을 싣는 일

도 쉽습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접으면 

사실상 평면 플로어가 조성되어 최대 2,260
리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짐칸이 탄생합니다. 

Under-floor Storage.
패스파인더에는 소중한 물건을 보이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언더 플로어가 있습니다. 3열 좌석 등을 세운 상태

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최대 7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화물을 실을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때 유용

합니다. 

Motion Activated Liftgate.
양손에 짐이 가득한 상태라면? 패스파인더라면 문제

없습니다. 주머니 안에 닛산 인텔리전트 키®를 지닌 

상태에서 리어 범퍼 하단에 발을 가져다 대면 모션 

액티베이티드 리프트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려 패스파

인더의 내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좌석이라도 쉽게 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혁신적인 EZ 플렉스 시팅 시스템이 적용된 패스파인더에서는 2열 시트를 뒤로 부드럽게 

밀고 비스듬히 눕히면 넓은 뒷좌석에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열에 적용된 리클라이닝 시트 덕분에 탁월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가족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패스파인더의 LATCH AND GLIDE 기술 덕분에 유아용 시트를 안정적으로 

장착한 상태에서 쉽게 2열 시트를 기울이거나 밀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NISSAN ADVANCED DRIVE-ASSIST® DISPLAY
INNOVATION THAT’S RIGHT IN FRONT OF YOU

YOUR WORLD AT YOUR FINGERTIPS

DRIVING AIDS

4WD TORQUE DISTRIBUTION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주행 모니터링부터 4륜구동 시스템의 토크 분산 그리고 공기압 모니터링까지. 첨단 주행 지원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눈앞에 

제시됩니다. 스티어링 휠 컨트롤 버튼을 사용하여 여러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주행 중 Nissan Advanced Drive-Assist Display 기능과 연결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최대한 조심하여 차량 조작으로부터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는 차량에 어떠한 

장치가 탑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TPMS는 정기적인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타 모든 등록상표는 각 상표권자의 재산입니다.  •Bluetooth®의 상표명과 로고는 Bluetooth SIG사의 소유이며 닛산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핸즈프리 콜 기능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세요. 터치스크린을 통해 음악을 손가락으로 넘기거나 탭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핸즈프리 문자 작성 

지원 기능을 사용하여 문자 전송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스트리밍 오디오와 두 개의 iPod®/USB 연결 포트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 내내 기쁨을 선사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lance of Power.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트 디스플레이는 패스파인더가 전륜과 후륜의 축 사이에 파워를 분산시키는 

것을 보여주어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사용 가능한 구동과 제어력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Ups and Downs.
가파른 길 주행 시, 힐 스타트 지원 기능이 경사면에서 시동을 켜고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속도와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해 주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2,268 Kg . MAXIMUM

TOWING

SNOWED IN IS NO LONGER AN EXCUSE 3.5
263
33.2

패스파인더의 Intelligent 4X4 4륜구동 시스템은 온-오프 로드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선택 가능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동급 유일의 모델입니다. 효율적 연비를 위해 풀 타임 2W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o Mode는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를 모니터 

하여 최상의 구동을 위해 전륜과 후륜 간의 동력 균형을 조절합니다. 도로의 상태가 주행하기 힘든가요? 4WD Lock Mode를 선택하십시오. 

패스파인더가 직장까지 무사히 에스코트할 테니 눈 오는 날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세요. 

BRING A BIGGER BOAT JUST  
BECAUSE YOU CAN 

IT ALL ADDS TO A BETTER DRIVE
패스파인더에서는 파워와 효율성이 결합되어 모든 주행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효율적인 연비로 많은 Passing Power를 제공하는 3.5
리터 V6엔진 등 보다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차세대 Xtronic CVT® 변속기가 더해져 주행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속기는 엔진을 이상적인 rpm에 맞춰 유지해주어 운전자가 필요

할 때는 동력의 흐름을 제공하고 필요 없을 때에는 조용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낮은 rpm을 유지합니다. 

패스파인더는 263ps와 33.2kg.m의 토크로 2,268kg이라는 동급 

최고 수준의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을 가져오세요. 패스파인더는 당신에게 한 층 더 신나는 모험을 선사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닛산 견인 가이드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운전 시 모든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주행 중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할 경우, 최대한 조심하여 차량 조작으로부터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륜구동에 한합니다. 화물 및 적재용량은 무게와 차량 내 적재 방식에 따라 제한됩니다. 모든 화물은 안전한 

방식으로 적재해야 합니다.

LITRE

V6

PS

      kg.m

   TORQUE



1 2 3 4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NISSAN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SO SMART, YOU’D THINK IT  
WAS FROM THE FUTURE

NISSAN AROUND VIEW® MONITOR
360 WAYS TO BE MORE AWARE

NISSAN INTELLIGENT 
SAFETY SHIELD TECHNOLOGIES
YOUR PARTNER, NO MATTER  
WHERE THE ROAD TAKES YOU

1.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유지하고 앞선 차량과의 근접성을 모니터

하는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 시 음향 경보와 시각 디스플레이 경고를 통해 언제 감속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충돌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전방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이 기능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충돌 시 속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Intelligent Blind Spot Intervention. 인텔리전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다른 차량이 사각지대에서 감지되면 운전석이나 프런트 조수석 도어 필러 그리고 첨단 주행 

지원 디스플레이에 인디케이터가 나타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인디케이터는 경고음을 

내며 깜빡입니다. 

3.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인텔리전트 후측방 경고 시스템

주차공간에서 후진으로 빠져나갈 때 이 기능은 패스파인더 후면 주위를 살피고 양방향

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될 경우 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감을 갖고 후진

하세요.

4.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사용 중인 상태에서 이동 물체 감지 기능(MOD)이 차

량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고를 시각과 음향을 통해 제공합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충돌 방지 시스템 또는 경고장치가 아닙니다. 이 기능은 제한적인 제동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 보조/편의사양. 이 기능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동 전 반드시 주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360˚가상의 뷰입니다.  •FEB는 부주의나 위험한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경고를 제공하거나 제동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 및 기타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각지대 경고 기능은 적절한 차선 변경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나 

사고를 예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및 기타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이동 물체 감지 기능(MOD)이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속 8km 미만의 속도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 이동 전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Bose®는 Bose Corporation의 등록상표 입니다.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만 하는 전통적인 시스템과 달리, 패스파인더의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여러분의 패스파인더와 전방 차량 사이의 조정 가능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저속 주행을 하거나 속도를 높일 

경우, 패스파인더는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Nissan Safety Shield TechnologiesTM가 운전자가 차량 주변을 한눈에 파악하고, 교통의 흐름을 살피고 

심지어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 시스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후진 시 리어뷰 모니터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주차 시 차량 후방 이상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파인더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네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에 대해 버드 아이 뷰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의 클로즈 업 뷰

를 분할 화면을 통해 제공하여 운전자가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속도에 상관없이 차간거리 유지 지원



NISSAN INTELLIGENT  
SAFETY SHIELD TECHNOLOGIES
INNOVATION THAT  
LOOKS OUT FOR YOU

MONITOR
주행상태에 대한 모니터를 지원하도록 고안된 스마트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 안에 차량이 감지될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경고음이나 적절한 공기압인 상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Available Features: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Intelligent Blind Spot Intervention. 인텔리전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인텔리전트 후측방 경고 시스템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RESPOND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피해 갈 때, 기본 Active safety 사양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ehicle Dynamic Control (VDC).  차체 자세 제어 장치(VDC)는 주행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

합니다.  

Traction Control System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은 접지력이 낮은 상황에서 휠 스핀을 

줄이도록 지원합니다. 

Anti-lock Braking System (ABS).  브레이크 잠금 방지 시스템(ABS)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 상태

에서 장애물을 피할 때 스티어링 제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EBD).  전자식 제동력 배분 장치(EBD)가 뒷좌석에 탑승자나 

화물이 추가되면 후방 브레이크에 추가로 제동력을 보냅니다. 

Brake Assist.  브레이크 지원 기능은 급제동과 비상상황 감지 시 제동력을 최대한 적용하도록 지원합니다.

PROTECT
Six Standard Airbags.  닛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 (Nissan Advanced Air 
Bag System)은 안전벨트와 탑승자 인식 센서가 장착된 듀얼 스테이지 보조 프런트 에어백

을 제공합니다. 또한 롤오버(rollover) 센서가 장착된 루프 탑재 커튼 사이드 충격 방지용 

보조 에어백과 함께 운전석과 조수석용 사이드 보조 에어백도 제공됩니다.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지면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 ®

Nissan Safety Shield 기술은 닛산이 제작한 모든 차량의 엔지니어링과 개발의 지침이 되는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법입니다.

Nissan Safety Shield 기술은

첫째, 차량의 시스템과 주변 환경에 주의하고,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지원하고,

셋째, 불운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운전자, 탑승자 및 차량 보호를 

지원합니다.

•FEB는 부주의나 위험한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경고를 제공하거나 제동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속도 및 기타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각지대 경고 기능은 적절한 차선 변경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나 사고를 

예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차량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및 기타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이동 물체 감지 기능(MOD)이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속 8km 미만의 속도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 이동 전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이 정기적인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VDC)는 진흙이나 눈밭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행

을 제외하고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급작스러운 핸들 조작,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제동 지원 기능

은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지원 기능일 뿐이며, 추돌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방지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차량에 대한 통제는 항상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팽창된 에어백은 예시용임으로 실제 에어백의 크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백은 작동 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lmond Leather

* 본 카다로그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색상은 인쇄 과정 및 주변 조명에 따라 실제 차량의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닛산 매장에서 실제 차량의 색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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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SPECIFICATION

구분 PATHFINDER

제원

전장 (mm) 5,045 

전폭 (mm) 1,965 

전고 (mm) 1,795 

윤거 전륜 / 후륜 (mm)  1,670 / 1,670 

축거 (mm) 2,900

공차중량 (kg) 2,105 

승차정원 7

엔진

형식 VQ35

총 배기량 (cc) 3,498 

최고출력 (ps/rpm) 263 / 6,400

최대토크 (kg∙m/rpm) 33.2 / 4,400

연료 탱크 용량 (ℓ) 73.8 

타이어 규격 235 / 55R20

사용연료 휘발유

연비

(km/ℓ)

복합연비 8.3

도심연비 7.3

고속도로연비 9.9

복합 CO2 배출량 (g/km) 208

등급 5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카다로그에 나오는 이미지 및 제품 사양은 특정 모델에만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카다로그에 나오는 이미지나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닛산 고객 케어 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트레일러 토우 패키지 : 견인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리시버 제공 (견인고리 미포함)

Engine PATHFINDER
VQ35DE : 3.5리터 DOHC 24밸브 V6 엔진 ●

연속 가변 밸브 타이밍 제어 시스템 (CVTCS) ●

이리듐 점화 플러그 ●

전동식 Drive-by wire 스로틀 ●

Drivetrain
Intelligent 4X4 intuitive 4WD system ●

오르막길 주행 제어 장치 (Hill Start Assist) ●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 (Hill Descent Control) ●

Xtronic CVT ●

Wheels / Tires
20" 알루미늄 휠 ●

P235 / 55R20 타이어 ●

Brakes
프론트/리어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4륜 휠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ABS, Anti-locking Braking System) ●

전동식 제동력 배분 시스템 (EBD, 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

제동 보조 기능 (BA, Break Assist) ●

Suspension / Steering
전 : 독립식 스트럿 ●

후 : 멀티링크 ●

Dual Flow Path 쇼크업소버 ●

전, 후 스태빌라이저 바 ●

차량 속도 감응형 전동식 스티어링 휠 ●

EHPS (Electronic Hydraulic Power-assisted Steering) ●

  

Exterior
LED 헤드램프 및 LED 주간 주행등 ●

안개등 ●

루프 레일 ●

트레일러 토우 패키지 ●

열선 내장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연동 포함) ●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

UV 저감 틴티드 글래스 ●

신차보증  닛산의 모든 차량은 3년 / 100,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24시간 고객님의 즐겁고 편안한 운전을 위하여 3년 또는 100,000km 이내

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본 서비스에는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 스페어타이어 교체, 비상 연료 공급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무상 대차 서비스  보증 수리로 예약을 하시고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 후 수리가 3일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상 대차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대여 가능한 차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품 대기 중인 경우는 제외) 

✽ 위 서비스는 고객만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 www.nissan.co.kr / 고객센터 : 080–010–2323

Comfort / Convenience PATHFINDER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트 디스플레이 (Advanced Drive-Assist Display) ●

3D 내비게이션 및 DMB ●

8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 ●

후방 파킹 센서 ●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Intelligent Around View Monitor) ●

인텔리전트 키, 푸쉬 버튼 시동 기능 ●

헨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

3-존 오토 에어컨 ●

속도 감응형 파워 도어 록 ●

앞좌석 원터치 파워윈도우 (Up/Down) ●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

속도감응형 간헐식 와이퍼 ●

리어 와이퍼 ●

눈부심 방지 ECM 룸 미러 ●

맵 램프 및 뒷좌석 독서등 ●

웰컴 라이팅 ●

12볼트 DC 파워 아울렛 (4개) ●

선바이저 화장 거울 및 조명 ●

앞좌석 연장식 선바이저 ●

전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핑 스티어링 컬럼 ●

오버헤드 선글라스 홀더 ●

  

 Audio / Entertainment

12 스피커 Bose 오디오 시스템 (AM/FM, MP3/WMA CD 재생가능) ●

DVD 플레이어 ●

AUX 단자 ●

USB 포트 (iPod 연결 가능)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및 핸즈프리 ●

스티어링 휠 오디오 컨트롤 스위치 ●

Seating / Appointments PATHFINDER
운전석 8방향 파워 시트 및 럼버 서포트 ●

메모리 시스템 : 운전석,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

조수석 4방향 파워 시트 ●

EZ Flex Seating System (2열) ●

LATCH AND GLIDE (2열) ●

슬라이딩 & 리클라이닝 2열 시트 ●

리클라이닝 3열 시트 ●

6 : 4 폴딩 2열 시트 ●

5 : 5 폴딩 3열 시트 ●

가죽 마감 시트 ●

앞좌석 냉난방 시트 ●

열선 내장 2열 시트 ●

가죽 마감 스티어링 휠 & 기어 레버 ●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스커프 ●

Safety / Security
닛산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 (탑승자 식별 센서 포함) ●

운전석 / 조수석 프론트 사이드 에어백 ●

루프 내장형 사이드 커튼 에어백 ●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Vehicle Dynamic Control) ●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Traction Control System) ●

Active Brake Limited Slip (ABLS) ●

운전석 / 조수석 3점식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로드리미터 포함) ●

2열 및 3열 좌석 3점식 안전벨트 ●

LATCH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

존 바디 구조 (Zone Body Construction) ●

충격 흡수형 스티어링 휠 칼럼 ●

고강도 스틸 사이드 도어 가드 빔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

All Location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 ●

인텔리전트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 (Intelligent Distance Control) ●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

인텔리전트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Intelligent Blind-spot Intervention) ●

인텔리전트 후측방 경고 시스템 (Intelligent Back-up Interven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