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피니티의 다양한 모델 및 가격에 관한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infiniti.co.kr

CONNECT 커뮤니티에서 인피니티 관련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Infiniti.korea

DISCOVER 아이패드용 인피니티 포트폴리오 앱은 앱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용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초정밀 디지털 기술로 향상된 인피니티 모델들을 경험해보세요.

항상 시트 벨트를 착용하시고 음주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E EPIC

당신의 가슴에 품은 꿈과 열망의 스케일을 만족시켜줄 럭셔리 SUV의 탄생.
인피니티 QX80은 깊은 만족감과 최상의 능력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존재감으로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산시켜 줍니다. QX80과 함께 당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DEPARTURE

넓은 시야와 주도권으로 인생의 기회를 넓혀갑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 (AROUND VIEW ® MONITOR ) 2

QX80이 선사하는 새로운 통제감은 기회를 만들고 즐거움을

주차 시에 주변 전방위 360도를 보여주는 인피니티

추구하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혁신 기술입니다. 차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차량 주변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시야가 최대한 확보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맞춰 전조등의 방향과 각도를

자동 조절해 운전자의 시야를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스마트한 LED 헤드램프가 안전운전을 도와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럭셔리 인테리어가 당신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 (INTELLIGENT

훌륭한 음악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럭셔리는 다양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CRUISE CONTROL AND DISTANCE CONTROL ASSIST )3,4

때때로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인피니티 QX80의 인테리어는 당신을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속도가 줄어들 때 그에 따라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

편안하게 감싸주고 혁신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에너지 소모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EXHALE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ANE DEPARTURE PREVENTION )6

제로 양력(ZERO-LIFT )의 공기역학적 디자인 차체 주변으로

카메라로 차선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가 신호 없이 주행차선에서

흐르는 난류의 불안정한 영향을 막아주고, 고속 주행 시에

이탈할 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핸들링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QX80이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해 운전자가 주행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도로에 밀착해 달릴 수 있도록 공기의

도와줍니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제어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UNCOMPROMISED

당신을 회복시켜 주고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당신만의

전동 접이식 3 열 시트(POWER FOLDING THIRD-ROW

파워 리어 리프트게이트(POWER REAR LIFTGATE )

공간, 당신이 원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SEATING ) 활발한 라이프스타일을 단순하게 정리하도록

실용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리프트게이트

당신의 취향에 맞게 그 공간을 꾸며보세요. 인피니티 QX80은

도와줍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3열 분할 시트를 평평하게

핸들이나 대시보드 버튼을 이용해 트렁크를 편리하게

세련된 아름다움과 한계를 모르는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접을 수 있어 넉넉한 실내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LICENSE

5.6 리터 V8 엔진 출력 405마력, 토크 57.1 kg·m의

올 모드 사륜구동 (ALL MODE 4WD ® ) 불안정한 주행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강력한 파워로 흥분과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VVEL 밸브

환경이나 거친 노면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확보하도록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컨트롤과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해 효율성과 만족감을

도와주며, 주행 목적에 맞도록 동력배분비율을 고정시켜

높입니다.

다이내믹하면서도 통제된 핸들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거친 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시트 (CLIMATE-CONTROLLED SEATS )
앞좌석을 통해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편안한
운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정확한 실내 온도를
맞춰주어 목적지까지 쾌적하고 여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압식 자세 제어 장치 (HYDRAULIC BODY MOTION CONTROL )
승차감과 통제감을 좋게 해줍니다. 연속되는 코너링 시에도 서스펜션을
자동 조절해 차체 쏠림 현상을 줄여줍니다. 커브가 심한 도로에서도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EEL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 속 갈망의 속삭임,

보스 캐빈 서라운드 (BOSE ® CABIN SURROUND )

운전석 오디오 스테이지 (AUDIO STAGE ) 오디오

기회가 오는 소리, 묻어놓았던 생각들. 이곳에서는 당신의

풍부하고 생생한 사운드가 QX80의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시스템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조절해 운전자만을 위한

만족감이 최우선입니다. QX80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마치 라이브 공연을 듣는 것처럼 힘있는 음악이 앞좌석에서

최적의 음향을 구현합니다. 다이내믹하고 생생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녹아 있습니다.

뒷좌석 방향으로 퍼져 탑승자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사운드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ESCAPE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BJECT OF ATTRACTION
INFINITI QX80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MBIANCE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이 당신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PASSENGER LEGROOM

28.8"
ROW 3

41.0"

39.6"

ROW 2

ROW 1

넉넉한 편안함 키가 큰 뒷좌석 탑승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넉넉한 레그룸으로 탑승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최고급 소재 팔걸이를 만져보면 즉시 손끝에 기분 좋은 촉감이 느껴집니다.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실내 공간 QX80에 앉으면 넉넉한 공간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만족스러운 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간을 들여 전세계 360명을

각 좌석마다 넉넉한 헤드룸이 확보되어 있고, 높은 그린하우스와 넓은 문루프를 통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소재만을 사용했습니다.

들어온 빛이 실내를 채웁니다. 대시보드와 콘솔은 운전자를 향해 개방되어 있고 그 외

지문 융선의 깊이와 간격에 맞는 긴장감과 질감으로, 당신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을

중요한 컨트롤 버튼들도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통제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세심하게 제작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CCOMMODATION
화려함에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세심하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채워
탑승자의 개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유 있는 승차 정원 성인이 최대 명까지 탈 수 있도록 시트를
편안하게 배치했습니다. 또한

의 넓은 도어를 통해 편리

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열 측면의 레버를 당기면
시트가 즉시 접혀 열 탑승객들도 쉽게 차에 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적재 공간

은 최대

ℓ 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공간은 일상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캐빈 곳곳에 다양한 저장 공간이 편리
하게 배치돼 있으며, 리어 게이트를 열면 거대한 적재 공간이
나타납니다. 열을 평평하게 접으면 부피가 큰 짐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이 적용된 열

열 시트에도 앞좌석과 동일한

최고급 사양이 적용됐습니다. 정교하고 푹신한 가죽 시트는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탈 때에도 편안하게 몸을 감싸줍니다.
열선 내장 시트와 시트별 온도 조절 장치, 넉넉한 크기의
우드 트림 센터 콘솔 같은 편의 장치도 제공됩니다.

다양한 활용도 다양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살다 보면
여러 명의 탑승자와 짐을 동시에 태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 시트 배치는 변경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 시트는 버튼 하나로
으로 접을 수 있어 부피가 큰 화물을 싣기에 충분합니다. 열 시트도
더블 폴딩이 가능해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ERFORM
스포티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럭셔리카의 외관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인피니티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링의 최첨단 다이내믹입니다.
최대화된 잠재력 파워와 효율성은 공기 흡입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피니티만의 VVEL(가변식 흡기 밸브 리프트) 기술은 엔진 효율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VVEL이 흡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와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더 빠른 응답과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며 탄소배출량을
10%까지 줄여줍니다.

올 모드 사륜구동 도로 환경이 변하면 올 모드 사륜구동 시스템(ALLMODE 4WD )이 필요합니다. ‘자동 모드’에선 전륜과 후륜에 동력을
적절히 배분해 통제력을 높여줍니다. 바퀴가 미끄러질 때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TRACTION CONTROL SYSTEM)이 덜 미끄러지는 바퀴
쪽에 구동력을 집중시킵니다. 비포장 도로나 비탈길 등 접지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2WD, 4WD high, 4WD Low 세팅이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오지나 험한 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상고가 23.5cm인 QX80은 거친 도로나
움푹 패인 땅, 포트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자신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높은 시야에서 도로 상황을 굽어볼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 QX80의 대형 5.6리터 V8 강화 엔진은 인피니티 엔진 중
최강의 힘을 자랑합니다. 405마력의 출력으로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달릴 수 있으며 57.1 kg·m의 토크로 최대 3.9톤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8 또한 VVEL 기술과 결합되어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튜닝됐습니다.

유선형 바디 QX80은 웅장한 차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차의 위와
아래, 주변으로 흐르는 기류의 방향을 통제해 차체 밑 압력과 그로
인한 “흡입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전후방 제로 양력의 공기역학을
실현했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 난류의 영향을 감소시켜 도로 밀착력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향상된 코너링 및 안정성 최첨단 유압식 차체 제어 시스템으로 인피니티 QX80의
힘과 크기에 더욱 힘을 실어 줍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을 달릴 때 나타나는 바퀴의
수직 운동과 코너링 시의 차체 쏠림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가변 압력을
안쪽이나 바깥쪽 서스펜션으로 적절히 분배해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줌
유압식
차체 제어 장치
적용

유압식
차체 제어 장치
미적용

으로써 핸들링과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SSIST/ENTERTAIN
인피니티 인스위트(InSuite™ )는 직관적인 기술들을 다양하게 결합해
단순하면서도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트라이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Tri-Zone
Entertainment System)11 은 탑승자들이 각자 원하는 콘텐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세 개의 구분된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좌석 탑승자가
음악을 들을 때 뒷좌석에선 듀얼 7인치 스크린과 와이파이 헤드폰으로
안전 주차 보조 시스템 전후방 소나 시스템(SONAR SYSTEM)9 과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MOVING OBJECT DETECTION)10 이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2 는 주차시에

360˚

영화나 게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의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주변 전방위 360도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 주변의 물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에 경고도 해줍니다. 차 주변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통제하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체 구간 운전 지원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전속구간)12 은 운전자가
원하는 속력과 차간 거리를 선택하도록 해 앞차의 속도가 줄어들 때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정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체가 해소되면
다시 운전자가 미리 세팅해놓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간단한 버튼 조작
으로 이처럼 혁신적인 맞춤형 편의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터치식 내비게이션 인피니티 내비게이션 시스템5 은 최첨단의
직관적 기술을 적용해 정보성을 높이면서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운 맵을 제공하여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목적지를 능숙하게 찾도록 도와줍니다.

생생한 사운드 보스 캐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5.1채널 스피커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밀 기술을 이용해 QX80 실내의 특성에
맞게 스피커 위치를 결정하여 소음과 음향 왜곡을 막아주고 콘서트
현장과 같은 생생한 음향을 선사합니다. 운전석 오디오 스테이지를
작동시키면 사운드가 운전자 위치 쪽으로 집중되어 완벽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의 힘 인피니티 컨트롤러(Infiniti Controller)는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차량정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위치했으며, 선명하게
표시된 버튼들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 하나만으로 여러 시스템을 차례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OTECTION
인피니티의 종합적 안전 개념인 ‘인피니티 세이프티 쉴드’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사고 시에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350 MPa

U LT R A - H I G H T E N S I L E
STRENGTH STEEL

제동 성능 최적화 전자식 제동력 분배(EBD: ELECTRONIC BRAKE

590 MPa

FORCE DISTRIBUTION)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조절하여 제동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브레이크의 균등한 마모를

CONVENTIONAL
STEEL

도와주며, 급제동 시에 차량 앞쪽이 순간적으로 숙여지는 “노즈 다이브”
현상을 감소시켜 안정성과 차량 통제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EBD는
차량 하중 상태를 감지해 필요 시에 후륜 브레이크에 추가 제동력을
배분합니다.

더 강하고 가볍게 충돌 시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장력

충돌 위험 감지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IBA)13와 전방 충돌 경고

강철이 사용됐습니다. 초고장력 강철은 특수 공정을 거쳐 제작돼

장치(FCW)14는 센서로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 분석해 충돌 위험을 감지

일반 강철보다 인장강도가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차체의

합니다. 충돌이 임박했을 때는 2단계 경고음을 울려 충돌 위험을 경고하며

탄성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반적 중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자동 조절해 충격을 감소시켜 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DP)6은 카메라로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 특정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최첨단 에어백 인피니티 차량에는 사고 시 충격 감소를

차선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전자가 신호 없이 주행 차선에서

밟을 경우나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13

위해 다양한 에어백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인피니티

이탈할 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스템이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작동됐을 때

첨단 에어백 시스템(AABS: ADVANCED AIRBAG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해 운전자가 주행 차선으로

앞좌석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PRE-CRASH SEAT

SYSTEM)15의 듀얼 스테이지 보조 프론트 에어백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LDP는 운전자를

BELT)가 앞좌석 시트 벨트를 자동으로 팽팽하게

충격의 강도와 시트 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팽창 압력을

보조할 뿐, 차량 통제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유지해주어 운전자를 보호하고 에어백 같은 기타

다르게 조절합니다.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과 루프

보호 장치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내장형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도 제공됩니다.

SELECTION
조명과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 각 계절의 특별한 에너지와 무드를 반영해
매칭되는 실내 및 실외 컬러. 인피니티 디자인 컬러가 감정을 자극하고 개성을
표현하며 감성의 본질을 형상화하는 방법들은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MOCHA BURL

INTERIOR TRIM

GRAPHITE LEATHER

BLACK OBSIDIAN (KH3)

HERMOSA BLUE (BW5)

GRAPHITE SHADOW (KAD)

LIQUID PLATINUM (K23)

INTERIOR COLORS

MOONLIGHT WHITE (QAB)

EXTERIOR COLORS

WHEELS
본 카탈로그는 일반적인 설명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 닛산을 직접적으로 대표하거나 동 회사의 실제적 제안 또는 워런티(직간접적)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들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카탈로그 정보의 정확성을 한국 닛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닛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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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소개된 일부 모델에는 옵션이 장착돼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차량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모델 또는 장비의 판매 여부와 배송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원, 옵션 장비 및 액세서리는 하와이, 미국령 국가 및 기타 국가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추가
옵션 및 액세서리, 정확한 차량 정보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2 X 8.0-INCH FORGED ALUMINUM-ALLOY WHEELS WITH ALL-SEASON TIRES

1. 특정 모델에만 해당됨. 2. 주차 보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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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충돌 회피 또는 경고 장치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주행용으로 혼잡 지역 또는 도심 주행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를 자동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은 특정 상황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회피 장치가 아니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위치 정보는 지역에 따라 상세 정보나 현 도로 규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도로 위의 차선이 분명하게 표시돼있을 때만 작동됩니다.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통제력 상실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SUV 차량, 특히 지붕에 과도한 화물을 실을 경우에 핸들링과 차량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최대 견인 중량
(maximum trailer weight) 또는 그에 가까운 중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결차량 총중량(GCWR)과 차축 총중량(GAWR) 제한으로 인해 허용 적재량 및/또는 승객 정원이 감소됩니다. 차에 짐과 승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견인
중량이 감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피니티 견인 안내서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9. 전후방 소나 시스템은 편의장치이나 적절한 주차 절차 및 후진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진 또는 후진 전에 항상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은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MOD 시스템은 시속 8km 이하로 움직이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출발 전에 언제나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후진 시에 언제나 후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트라이존 시스템을 조작할 때에는 보조 미디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2.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전속구간)은 충돌 회피 시스템 또는 경고 장치가 아닙니다. 제한된 브레이크 사용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IBA는 충돌 회피 장치가 아니며
특정 환경에서 경고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A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14. FCW의 목적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충돌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5. 에어백은 단지 보조 안전 시스템이므로 항상 시트벨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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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좌석에 승차시켜야 합니다. 에어백은 사고 형태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피니티는 본 카탈로그에 제시된 조견표의 색상이 실제 색상과 최대한 가깝게 표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견표의 색상은 인쇄 공정이나 조명 종류(일광, 형광등, 백열등 등)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컬러 및 트림은
특정 모델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실제 색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스토어는 애플 사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아이패드는 애플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는 구글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포뮬러 1은 포뮬러 원 그룹사인 포뮬러 원 라이센싱 BV의 등록상표입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POWER

INTERIOR

엔진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5.6리터(배기량 5,552cc) 32 밸브 V8,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록과 헤드, 저마찰 몰리브덴 코팅 피스톤

푸시 스타트· 스톱 버튼 (조명 기능 포함)
트라이 존 오토매틱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밸브트레인

마일드 플로우 통풍구

DOHC 방식, 실린더 당 4밸브, VVEL & CVTCS 흡기 밸브 컨트롤, DIGTM 직분사 방식

웰컴 라이팅 시스템

최대 출력

세미 애널린(Semi-Aniline) 프리미엄 가죽 시트

405마력 @ 5,800 rpm

10방향 운전석 통풍 파워 시트 (럼버 서포트 포함)

최대 토크

8방향 조수석 통풍 파워 시트 (럼버 서포트 포함)

57.1 kg· m @ 4,000 rpm

이지 엔트리 시스템

변속기

우드+가죽 스티어링 휠 및 기어 노브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

7단 자동변속기 및 다운시프트 레브매칭 (Downshift Rev Matching) 기능 포함

알루미늄 킥 플레이트

구동 방식

리모트 폴딩 2열 캡틴 시트 (히팅,리클라이닝 기능 포함), 고정식 암레스트

올 모드 인텔리전트 4WD (4H, 4L 모드 포함)

60/40 파워 폴딩 3열 벤치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 포함)

공차 중량

15개 스피커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2,738kg

드라이버 오디오 스테이지 기능

공인 표준 연비1

9.3GB 하드 드라이브 뮤직 박스

복합연비 6.1km/l (도심연비: 5.3km/l, 고속도로연비: 7.5km/l, 등급: 5, 복합CO2 배출량:289g/km, 연료:휘발유 )
2

CD/DVD 플레이어 및 USB 포트
AUX 단자

HANDLING
조향 장치
속도 감응형 랙 앤 피니언 방식 가변보조 파워 스티어링
현가 장치
전륜 코일 스프링과 쇽 업소버 및 스테빌라이저 바를 포함하는 독립 더블 위시본
후륜 코일 스프링과 쇽 업소버 및 스테빌라이저 바를 포함하는 독립 멀티 링크

전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컬럼
파인 비젼 계기판
인피니티 아날로그 시계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8인치 LCD 컬러 모니터 (터치 스크린 기능 포함)
트라이 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듀얼 7인치 컬러 모니터)

제동 장치

어라운드 뷰 모니터

벤티드 디스크

크루즈 컨트롤 기능

휠과 타이어
22인치 알루미늄 휠, 275/50R22

SAFETY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

DIMENSIONS
외장
5,305mm / 2,030mm / 1,925mm

EXTERIOR

인피니티 첨단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
동반석 에어백 무게 감지 센서 (ODS)
전자식 제동력 배분 (EBD) 시스템
제동 보조 기능 (Brake Assist)
4륜 4채널 ABS (Anti-lock Braking System)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 (VDC)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AFS), 하이 빔 어시스트 (HBA)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FULL LED 헤드라이트

앞 · 뒤 소나 센서

FRONT LED 안개등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CC)

헤드 램프 워셔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 (DCA)

레인 센싱 플랫 블레이드 와이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DP)

스크래치 쉴드 페인트

인피니티 이모빌라이저 및 알람 시스템

루프 레일

앞좌석 액티브 헤드 레스트

파워 썬루프

슬라이드 어웨이 브레이크 페달 어셈블리

리어 LED 콤비네이션 램프

전방 비상 제동 시스템 (FEB), 보행자 감지 기능 (PD)

UV 저감 틴티드 글래스
파워 리프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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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티는 최고의 차량 성능을 위해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 사용을 권장합니다.

궁극적인 럭셔리는 완벽 그 이상입니다. 마음 속에서 특별한 그 무언가를 발산시키는,

49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프리미엄카 부문에서 선도적 브랜드로

억제되지 않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때때로 이성을 차 뒷좌석에

인정받는 가운데,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는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차, 그러면서도

태운 채 순수하고 원초적인 감정에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디테일에 집착에 가까운 주의를 기울이는 엔지니어링까지 갖춘 차를 제작한다는

유려하고 감각적인 라인과 가죽의 냄새, 엔진의 본능적 포효 같은 유형적 요소들이 일정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궁극적인 정교함과 짜릿한 퍼포먼스, 역동적인 운전 경험을

역할을 담당합니다. 1989년부터 선보인 인피니티의 플래그쉽 라인은 성장을 거듭해

향한 인피니티의 열정이 인피니티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는 느낌을

현재 세단과 쿠페, 컨버터블을 넘어 크로스오버 모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세계

더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