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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i

Empower
The Drive
인피니티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모두가 자동차 개발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운전자의 드라이빙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며 보다 생동감 있는 드라이빙 경험을 위한 성능을 연구합니다. 인피니티가
전달하는 생동감 넘치는 드라이빙 감각을 경험하십시오.

INFINITI Q30
현대적인 예술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공존하는 준중형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Q30으로 감각적인 스타일의 드라이빙을 경험하십시오.
시그니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드라마틱한 외관 디자인, 엑센트
컬러의 스티치가 돋보이는 가죽과 블랙 래커 트림으로 마감된
인테리어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terior design

YOU. OUT IN
FRONT. DEFINING
A NEW STYLE
도시는 당신의 무대입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높이와 당신을
닮은 감각적인 곡선의 Q30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높아진 시야 유려한 곡선과 스포티한 감성의 Q30은 높은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감각적인 휠 디자인 Q30 스포츠의 역동적인 라인과 통일성을 위해 특별히

5도어 프리미엄 준중형 크로스오버 입니다. 검정 유광 트림의 휠 아치와 낮은 사이드

설계된 19인치 스포츠 휠은 다크 피니쉬로 Q30의 도전적인 스타일링을 여과없이

실은 높은 지상고와 대조를 이뤄 시각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Q30만의 이상적인

보여줍니다.1 City Black에는 휠 표면에 특수 레이저 각인 공정으로 정밀하게

지상고는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한 시야 확보와 승하차시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조각된 퍼플 컬러 엑센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1 퍼포먼스를 위한 경량
휠은 Q30 스포츠에 기본 적용 됩니다.

인피니티 아이덴티티 서로 닮은 상단과 하단 곡선이 인피니티 고유의 더블 아치
그릴을 만듭니다. 초승달 모양의 C필러 디자인은 정지해 있어도 움직이는 듯한

인피니티 시그니처 LED 라이트 사람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인피니티만의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에서 후면부에 이르기까지, Q30의 모든 곡선에서

라이트는 차량 전면부와 측면부 모두에서 보입니다. 헤드램프와 일관된 디자인

인피니티 DNA가 느껴집니다.

테일램프를 통해 Q30만의 개성이 모든 각도에서 표현됩니다.

역동적인 라인 높은 숄더라인이 Q30 차체를 따라 부드럽게 흐릅니다.
도어의 깊고 날카로운 곡선은 새로운 3D 제조 공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Q30은 도로의 다른 차량과는 차별화되는 인상을 남깁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erior design

The NEW
FEEL OF
Nonconformity
Q30의 내부는 프리미엄 소재로 마감되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높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시티 블랙 블랙과 퍼플의 조합의 섬세한 어반 스타일. 블랙의 인조 가죽과 알칸타라Ⓡ

검증된 터치감 인피니티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손끝에서 느껴지는 최적의

소재의 시트, 암레스트, 대쉬보드의 퍼플 스티치가 돋보입니다. 휠, 키킹 플레이트,

감촉을 찾아내어, 이를 기반으로 소필레즈(Sofilez)를 개발했습니다. 촉감과

스마트 키에도 퍼플 색상이 사용되어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내구성이 중요한 모든 부분에 소필레즈가 사용되었습니다.1

스웨이드와 같은 부드러움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친환경 소재가 자주 접촉하게 되는

나파 가죽 최고 품질의 옷감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감촉을 위해

인테리어와 헤드라이너에 적용되어 스웨이드와 같은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1

나파 천연 가죽이 좌석 이외에도 대쉬보드 등 실내 곳곳에 사용되었습니다.1

1

The NEW
shape of
individuality
아름다운 비대칭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가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첫 인상 차량 내부를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곡선의 흐름 뿐 아니라, 전면부와 측면부
모두에서 강렬한 첫 인상을 남깁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erior design

IN TOUCH
WITH YOUR
CONNECTED
WORLD
인피니티 인터치가 당신과 세상을 연결합니다.
인피니티 인터치가 차 안에 당신만의 세상을
열어줍니다. 음성, 문자, 이메일은 물론, 일정
관리, 음악 스트리밍까지 언제나 앞서
나가십시오.

프리미엄 커넥션 Q30에 탑승할 때마다 스마트폰처럼 반응하는 커넥션을
경험하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확인, 음악 스트리밍 또는 음성 통화까지,
인피니티 인터치TM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운전 중에도 바깥 세상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1,2
완벽한 개인 공간 Q30의 개인 설정을 통해 앞서 나가세요.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Q30으로 연동하여 이메일, 일정 검색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
운전자 설정 인피니티 인터치™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고 나면 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인피니티 컨트롤러, 음성 명령 등 운전자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최첨단
시스템과 자유로운 인터랙션이 가능해집니다.1,2

플러그인의 편리함 두 개의 USB 포트로 활용도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음악 라이브러리를 바로 검색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USB나
드라이브에서 음악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3 보스Ⓡ 오디오 시스템의 10
개 스피커로 Q30이 음악이 흐르는 당신만의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스마트폰을 연동하면 Q30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재생 목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4
핸즈프리의 자유로움 인피니티 블루투스Ⓡ 핸즈프리 통화 시스템(Infiniti
BluetoothⓇ Hands-free Phone System)은 음성 인식을 통한 전화
송수신을 지원합니다. 운전대의 버튼 하나로 헤드셋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4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ndling

QUICK
RESPONSES
FOR THE
URBAN
STREETS
도시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많습니다.
민첩하고도 부드러운 Q30의 섬세한 핸들링으로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세요.

안정적인 코너링

날카로움 속에 느껴지는 부드러움 스포티함과 부드러움. Q30 쇽업소버
튜닝에 쏟아진 노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회 시 쇽업소버는 Q30 차체를
단단하고 안정감있게 잡는 동시에 거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여, 높은
반응성의 핸들링과 부드러운 승차감의 절묘한 균형감을 선사합니다.
정밀 조향 기술 Q30은 빠른 페이스의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높은 반응성으로, 정밀한 조향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서스펜션 Q30 스포츠의 날카로운 반응성과 공격적인 모습은 낮고
견고한 서스펜션을 장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제동 퍼포먼스를
위해 더욱 커진 브레이크와 열 발산이 쉬운 전륜 타공 로터가 장착됩니다.
시트 디자인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과 시트를 통해 Q30과 연결됩니다. 무중력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인체공학적 설계는 척추를 최대한 지지하고 근육이 받는
압박을 줄여,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가 받는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gineering

EVERY SENSE
IS HEIGHTENED
AND QUICKENED
가속 시 엔진의 소리에 맞춰 전달되는 느낌. 한층 증폭된 파워와
사운드를 Q30에서 경험하세요

끝없는 쾌감 액셀러레이션 스웰(Acceleration Swell)은 인피니티가 추구하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짝수 기어와 홀수 기어를 위한 두 개의 클러치를

파워에 대한 비전입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사용하여 다음 기어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기어 전환으로 순수하고

토크를 제공함으로써 속도가 올라갈수록 가속감이 배가되어,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강렬한 힘이 느껴집니다.

상승하는 속도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민첩한 변속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변속 패들 버튼 하나로 간편한 기어 선택을

주행 모드 선택 연비 효율, 안정적인 승차감, 스포티한 주행 등 매 순간에 맞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기어를 변경할 수 있어

주행 경험을 조절하세요. 당신의 니즈에 맞춰 퍼포먼스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빠른 듀얼 클러치 변속이 더욱 빠르게 느껴집니다.

있도록 Manual, ECO, Sport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ETROL
2.0

ㅆTURBO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 n v e n i e n c e

EASY TO
PARK FROM
ANY ANGLE
Q30의 혁신적인 주변 환경 인지 기술과 주차
지원 기술을 통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도
자유로워집니다.

전방위 시야 확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이동 물체 감지
(Moving Object Detection)와 전후방 소나 시스템(Front and Rear Sonar
System)이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Around ViewⓇ Monitor)1,5,6를 통해
총 4대의 카메라와 차량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가상의 360° 뷰를
제공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주변 인지와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동 물체 감지(Moving Object Detection)1,7 4대의 카메라는
운전자의 주변 시야를 확대해 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합니다.
장애물이 차량 후미에 있거나 가까워지는 것이 식별되면 경고음을 내보내고,
장애물이 있는 방향의 카메라를 비춰줍니다.
인텔리전트 파크 어시스트(Intelligent Park Assist)1,8

12개 센서를

사용하는 인텔리전트 파크 어시스트 시스템은 스스로 주차공간을 계산합니다.
운전자가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로 속도만 조절하면, Q30이
스티어링 휠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안전하게 주차합니다. 평행주차, 후진주차를
모두 지원합니다.

12

SENSORS

360°
VIEW

4

CAMERAS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 r a f f i c t ec h n o lo gy

MASTER THE
WAY YOU MOVE
THROUGH TRAFFIC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에도 인텔리전트 기술은 적절한 주행 안내를
제공합니다.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1,9

차선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고음과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통해 주행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행 속도 조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전속구간)은 운전자가 원하는 속력과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 정체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여 필요에
따라 정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체가 해소되면 다시 운전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속도로 돌아갑니다.1,10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a f e t y

innovative
technology
helps you
see and
avoid
혁신적인 안전 테크놀로지로 운전자의 주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위험 감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Forward Collision Warning)11은 전방 차량을
주시하다가 앞 차와의 간격이 빨리 좁혀지는 경우 시청각 경보를 내보냅니다.
제동 보조 기능 전방 충돌 정지(Forward Collision Stop)12로 차량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주행 차선의 앞 차량들에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가속 페달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조향 컨트롤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VEHICLE DYNAMIC CONTROL)13 기능은
운전자의 의도와 차량의 실제 코너링 움직임을 비교하여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각 휠에 개별적으로 적절한 제동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를 보정하고 운전자가 의도한 조향 경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제동 시 방향 안정성 향상 전자제어 제동력 분배시스템(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이 전륜과 후륜에 가해지는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안정된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앞쪽이 순간적으로 숙여지는 다이브(dive)
현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사각 지대 감지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Blind Spot Warning System)1,14이
적용되어 인접 차선의 사각 지대에 차량 진입 시 센서가 이를 탐지합니다. 먼저
경고등이 켜지고, 차량이 있는 차선으로 진입 시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강화된 탑승자 안전 인피니티 차량에는 듀얼 스테이지 프론트 에어백, 앞좌석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과 루프 내장형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 등 다양한 에어백이
장착돼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무릎 에어백으로 전방이나 후방 충돌 시 안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15
더 강하고 가볍게 충돌 시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루프 필러, 차량 하부와
루프의 크로스멤버, 도어 빔 및 기타 주요 부분에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철이
적용됐습니다.
충격 흡수를 위한 설계 전 ·후방의 크럼플존이 단계적으로 접혀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실내공간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 lo r / t r i m

Make it
uniquely yours

GLOSS BL ACK L ACQUER

INTERIOR TRIM

CIT Y BL ACK ALCANTARA Ⓡ

SPORT BL ACK ALCANTARA Ⓡ

CHESTNUT BRONZE (CAN)

BL ACK OBSIDIAN (KH3)

MALBEC BL ACK (GAC)

MAGNETIC RED (NAJ)

INK BLUE (RBN)

LIQUID COPPER (NA X)

GRAPHITE SHADOW (KAD)

INTERIOR COLOURS

BL ADE SILVER (KY0)

MAJESTIC WHITE (QAB)

Exterior colors

Wheels
인피니티는 본 카달로그에 제시된 조견표의 색상이 실제 색상과 최대한 가깝게 표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견표의 색상은 인쇄 공정이나 조명 종류(일광, 형광등, 백열등 등)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실제 색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달로그는 일반적인 설명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피니티 코리아를 직접적으로 대표하거나 동 회사의 실제적 제안 또는 워런티(직간접적)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들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카달로그의 정보의 정확성을 인피니티 전시장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피니티 코리아는 사전 예고 없이 언제라도 가격, 색상, 자재, 장비, 제원 및 모델을 변경하거나 특정
모델 또는 장비의 생산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지속적인 상품 개발 및 기타 생산 전후의 요인으로 인해 실제 차량, 자재 및 제원이 본 카달로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카달로그에 소개된 일부 모델은 옵션이 장착돼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차량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모델 또는 장비의 판매 여부와 배송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추가 옵션 및 액세서리, 정확한 차량 정보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9 X 8.0-INCH DOUBLE 5-SPOKE ALLOY WHEELS

19 X 8.0-INCH RE-SURFACED ALLOY WHEELS WITH PURPLE ACCENTS

1. 특정 모델에만 해당됩니다. 2.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운전중 인터치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안전한 상황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량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결 가능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 활성화 되지 않는 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컴퓨터 기기와 마찬가지로
처리 속도와 시스템 응답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글을 포함한 네트워크, 앱, 서비스 등은 각각의 회사에서 제공되며, 인피니티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제공 기업과 제휴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www.infinitiusa.com/intouch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운전 중 연결된 기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차량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정 기능의 사용여부는 휴대폰의 블루투스Ⓡ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휴대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블루투스의 워드마크 및 로고는 블루투스 SIG 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인피니티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사용권 계약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nfinitiusa.com/bluetooth 에서 확인하세요. 5. MOD 기능은 주행속도 8km/h 미만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언제나 주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6. 소나 시스템은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써, 온전한 주차 및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이동 전에 항상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MOD는 사각지대를 모두 제거할 수 없으며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물체감지 기능은 주행속도 8km/h 미만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언제나 주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8. 주차 보조 및 편의 장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언제나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도로 위의 차선이 분명하게 표시돼 있을 때만 작동됩니다.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10.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충돌 회피
시스템 또는 경고 장치가 아닙니다. 제한된 감속 목적의 사용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FCW의 목적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충돌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및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12. FCS는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경보나 브레이크 작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13. VDC는 진흙길이나 눈 덮인 길에서 빠져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급격한 조향,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 방법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 14.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은 적절한 차선 변경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주변 모든 차량이나 사물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 에어백은 단지 보조
안전 시스템이므로 항상 시트 벨트와 함께 사용해 주십시오. 승객 식별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방을 향하는 유아용 보조장치는 앞좌석 시트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체형에 따라 유아용
보조장치, 부스터 시트 또는 시트 벨트 등으로 적절히 고정하여 뒷자석에 승차시켜야 합니다. 에어백은 사고 형태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ose는 보스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lcantara는 Alcantara S.p.A.의 등록상표입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p ec i fc at i o n s

POWER

exterior

엔진

FULL LED 오토 레벨라이징 헤드램프 			
LED 안개등 및 LED 시그니쳐 주간 주행등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AFS)			
하이 빔 어시스트 (HBA)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및 중앙 고정식 LED 보조제동등 (CHMSL)
UV 저감 틴트 글라스
전동 접이식 열선 내장 아웃사이드 파워 미러, 블랙 옵시디언 마감					
전동 접이식 열선 내장 아웃사이드 파워 미러, 새틴 크롬 마감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 램프, 방향 지시등 및 눈부심 방지 기능 (운전석)					
속도 감응형 레인 센싱 플랫 블레이드 와이퍼			
리어 윈도우 디프로스터 (인디케이터 라이트 및 타이머 내장)				
새틴 크롬 윈도우 몰딩
듀얼 다크 크롬 머플러 및 스포츠 디퓨저			

2.0리터 (배기량 1,991cc)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록과 헤드, 경량 피스톤 설계

밸브트레인
DOHC 방식, 실린더 당 4밸브, 가변 밸브 타이밍 및 리프트

최고 출력
211 마력 @ 5,500rpm

최대 토크
35.7 kg.m @ 1,200 - 4,000rpm

변속기
전자 제어식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운전자 적응식 학습 알고리즘이 운전 스타일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변속 패턴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INterior

수동 변속 모드를 통해 패들 쉬프터를 사용, 순차적으로 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동 방식
전륜구동

공차 중량
1,537kg

공인 표준 연비1
복합연비 11.1km/l (도심연비 9.6km/l, 고속도로연비 13.6km/l, 등급:4, 복합CO2 배출량: 154g/km, 연료: 휘발유2)

Handling
조향 장치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현가 장치
전륜 스포츠 튠드 스트럿 서스펜션
후륜 스포츠 튠드 멀티 링크 서스펜션			

제동 장치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트리플 탑승자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아웃사이드 미러 통합 조절 및 조수석 메모리 기능)			
블랙 래커 인테리어 트림
블랙 & 퍼플 인테리어 (인텔리전트 키 포함)		
다이나미카 소재 그라파이트 루프라이닝 및 A 필러				
알칸타라 소재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패널 및 시트				
나파 가죽 소재 대시보드 및 시트, Sofilez 센터 콘솔 및 도어 패널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 시트		
앞 좌석 8방향 전동 조절 및 전동식 럼버 서포트, 열선 시트
60:40 분할 접이식 뒷 좌석, 센터 암레스트 및 스키 스루 기능
D 컷 가죽 스티어링 휠 및 기어 노브,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칼럼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에코, 스포츠, 매뉴얼)			
듀얼 존 오토매틱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뒷 좌석 에어 벤트				
자동 눈부심 방지 룸 미러		
글라스 루프 및 전동식 선 블라인드		
전 좌석 오토 업/다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0개 스피커 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AM/FM, MP3 재생 CD/DVD 플레이어, 오디오 AUX 입력 단자
블루투스 모바일 연결 및 오디오 스트리밍			
액티브 사운드 크리에이터 (ASC)		
모노크롬 계기 디스플레이		
컬러 LCD 계기 디스플레이
7인치 LCD 컬러 모니터 (터치 스크린 기능 포함)			
가이드 디스플레이 리어 뷰 모니터			
이동 물체 감지 (MOD) 기능 어라운드 뷰 Ⓡ 모니터			

전륜 브렘보, 320mm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타공 로터 적용				

SAFETY & TECHNOLOGY

후륜 브렘보, 295mm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휠과 타이어
더블 5스포크 19인치 다크 틴티드 알루미늄 합금 휠, 235/45R19 19인치 런 플랫 타이어 (Q30S 2.0t Premium, Q30S 2.0t Exclusive)
5스포크 퍼플 액센트 19인치 알루미늄 합금 휠, 235/45R19 19인치 런 플랫 타이어 (Q30S 2.0t Premium City Black, Q30S 2.0t Exclusive City Black)

DIMENSIONS
외장
전장 4,425mm / 전폭 1,805mm / 전고 1,475mm / 휠베이스 2,700mm

1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사양 및 제원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인피니티는 최고의 차량 성능을 위해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이들 스톱 & 고 시스템 (ISG)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전 · 후방 소나 시스템
인텔리전트 파크 어시스트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 (AABS)			
앞좌석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 / 루프 내장형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 / 운전석 무릎 에어백			
앞좌석, 외측 뒷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및 로드 리미터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TPMS)			
4륜 4채널 ABS
전자 제어 제동력 배분 시스템 (EBD)		
적응형 제동 보조 기능 (ABA)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힐 스타트 어시스트 (HSA)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조절식 속도 제한 시스템 (ASL)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FCW)		
전방 충돌 정지 시스템 (FCS)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BSW)		
크루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CC)		

Q30S 2.0t Q30S 2.0t Q30S 2.0t Q30S 2.0t
Premium
Exclusive
Premium City Black Exclusive City B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