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음주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Printed in September 2017 INFINITI

INFINITE POTENTIAL

DEDICATION IN EVERY DETAIL

인피니티는 운전자 모두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차로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Q50과 함께 하십시오.
Q50은 디지털 기반의 강화된 역동성으로 세그먼트를 선도하며, 가장 큰 힘을 운전자에게 부여합니다.
끝없는 여행을 위해 당신만의 Q50을 만나 보십시오.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자연의 힘을 반영한 외관 예리한 선, 강렬해진 헤드라이트 및
강조된 테일라이트는 인피니티 Q50의 새로워진 외관을
돋보이게 합니다. Q50의 전면부를 대담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전개하였으며, 후면부는 공기역학에서 영감을 얻어
범퍼 하단부를 디자인함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인피니티 최신 디자인 언어 적용 인피니티 고유의 디자인인
더블아치 그릴이 중앙 전면부에 위치합니다. 이는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헤드라이트와 함께 인피니티의 강렬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C필러는 Q50의 역동적인 모습을
강화하며 인피니티 패밀리룩을 완성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성품질 극대화 좌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의
설정에 맞춰 모든 것이 조정됩니다. 여기에 실내 공간을
강조하는 엠비언트 라이트(AMBIENT LIGHT)1 기능을 통해
더욱 고급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음향 Q50에는 국내 최초로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BOSEⓇ PERFORMANCE SERIES)1 음향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 구조 및 형상 설계에
맞추어 배치된 16개의 스피커를 통해 승객에게 최적의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인피니티 인터치(INFINITI
INTOUCH™)4는 각종 앱과 디지털 장치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터치와 탭,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 이메일 확인,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HANCE YOUR CAPABILITIES
WHEEL DESIGN

INTERIOR COLOR

MAPLE ACCENTS

GRAPHITE LEATHER

편안한 주행 Q50에 장착된 최신 운전 보조기술은 미래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1 차선 이탈
경고(LANE DEPARTURE WARNING)1,6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LANE DEPARTURE PREVENTION)1,6 시스템은
차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량이 주행차선에서 이탈했을
경우 경고음과 함께 운전자가 주행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INTELLIGENT
CRUISE CONTROL)1,12 기능을 통해 앞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Q50에 탑재된 최신 기술로 더욱
편안하고 스마트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

강력한 성능 강력한 3.5ℓ V6 엔진에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를 접목해 364마력의 최고 출력을 선보입니다.
전기 모드에서 풀 파워 하이브리드로 전환될 때 느껴지는
강한 힘과 빠른 응답성은 새로운 차원의 하이브리드를
제시합니다.

INTERIOR TRIM

KACCHU ALUMINUM

운전자를 강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Q50은 운전에
대한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세단이
- 그리고 운전하는 당신이 - 달성할 수 있는 관례에
도전하는 기술로 앞서 나가십시오.

ADD DISTINCTION

19 X 8.5-INCH TRIPLE 5-SPOKE ALUMINUM-ALLOY WHEELS

EXTERIOR COLORS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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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OBSIDIAN (KH3)

MIDNIGHT BLACK (GAG)

IRIDIUM BLUE (RAY)

DYNAMIC SUNSTONE RED (NBA)

MOCHA ALMOND (CAS)

HAGANE BLUE (RBP)

GRAPHITE SHADOW (KAD)

LIQUID PLATINUM (K23)

MAJESTIC WHITE (QAB)

뛰어난 조향성 세계 최초로 적용된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DIRECT ADAPTIVE STEERING)은 전자 장치와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을 최적으로 결합시켜 스티어링 매커니즘을
간소화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섬세한 핸들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불필요한 진동을 줄여줄 뿐
아니라 스티어링의 예리함을 맞춤 조절해 운전자가 원하는
핸들의 반응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PURE WHITE (QAW)

첨단 안전 사양 Q50은 세계 최초로 상용차에 적용한 첨단
안전 사양을 바탕으로 동급 차량 대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1 전면 충돌 예측 경고(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1,2 시스템은 레이더로
앞차 뿐 아니라 앞의 앞차 움직임까지 감지해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 경고음과 함께 운전자의 시트 벨트를 당겨 운전자의
몸을 잡아줍니다.

Q50 BLUE SPORT

TECHNICAL SPECS

GRADE STRUCTURE
Q50 BLUE SPORT Essential
POWERTRAIN
ㆍ3.5ℓ(3,498cc) V6, 인피니티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INFINITI DIRECT RESPONSE
HYBRID) 탑재
ㆍ전자 제어식 7단 자동 변속기(운전자 스타일에 따라 변속 패턴 자동 조절)
ㆍ아이들 스톱 & 스타트 시스템

Q50 BLUE SPORT Sensory

FUEL EFFICIENCY

Q50 BLUE SPORT Essential 사양 포함

복합/도심/고속도로 연비(km/ℓ)

INTERIOR

EXTERIOR
ㆍFULL LED 헤드라이트 & LED 주간 주행등
ㆍ공기흐름 매니지먼트 시스템(낮은 공기저항계수 및 제로 양력의 공기역학 실현)
ㆍUV 저감 틴트 글라스
ㆍ스크래치 자동 복원 기술(SCRATCH SHIELD PAINT)
ㆍ듀얼 크롬 머플러
INTERIOR
ㆍ푸시 버튼 시동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ㆍ마이크로필터와 플라스마 클러스터 기술 적용 첨단 듀얼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9
ㆍ마그네슘 패들 시프터
ㆍ8-WAY 전동 스포츠 시트, 전동 요추 받침대(운전석)
ㆍ듀얼 탑승자 메모리 시스템(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칼럼 통합 조절)
ㆍ리어 뷰 모니터 및 전/후방 소나 시스템 3
ㆍ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ㆍ웰컴 라이팅 시스템
ㆍ블루투스5 및 6 스피커 오디오
ㆍ인피니티 인터치 시스템 4, 듀얼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ㆍ인피니티 음성 인식 기능
SAFETY
ㆍ인피니티 첨단 에어백 시스템 13, 프리텐셔너&로드리미터 시트 벨트 시스템
ㆍ차량 다이내믹 컨트롤(VDC)
ㆍ액티브 레인 컨트롤(ALC) 7

12/11/13.4

복합 CO2 배출량(g/km)

ㆍ파워 슬라이딩 글래스 문루프
ㆍBOSEⓇ 퍼포먼스 시리즈 오디오 시스템(16 스피커, 앞좌석 어드밴스드 스테이징 테크놀로지)

HANDLING
ㆍ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DIRECT ADAPTIVE STEERING)
ㆍ전륜 스포츠 튠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 후륜 스포츠 튠드 멀티 링크 서스펜션
ㆍ전륜 14.0X1.3 인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13.8X0.8인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4륜 4채널 ABS
ㆍ경량 5 스포크 19인치 알루미늄 알로이휠, 런플랫 타이어

INTERIOR DIMENSIONS

142

연료

휘발유/전기(하이브리드)

EXTERIOR DIMENSIONS

트렁크 용량(ℓ)

266

헤드룸 앞좌석/뒷좌석(mm) – 문루프 사양, 문루프 미장착 사양
레그룸 앞좌석/뒷좌석(mm)

1003/935, 1021/953
1130/892

WEIGHT & CAPACITY

공기저항계수(Cd)

0.27

공차 중량(kg)

최소 회전 반경(m)

11.2

연료 탱크 용량(ℓ)

1,835
67.4

Q50 BLUE SPORT ProActive
Q50 BLUE SPORT Sensory 사양 포함
EXTERIOR
ㆍ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AFS)
INTERIOR

1,440

ㆍ이동 물체 감지 기능(MOD)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11
ㆍ엠비언트 라이트(AMBIENT LIGHT)
ㆍ에코 페달
SAFETY

1,820
12

ㆍ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ICC)
ㆍ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 6
ㆍ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DP) 6
ㆍ전방 비상 브레이크(FEB) 10 및 거리 제어 어시스트(DCA) 8
ㆍ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IBA)
ㆍ전방 충돌 예측 경고 장치(PFCW) 2
ㆍ앞좌석 프리 크래쉬 시트벨트

단위 : mm

4,810
2,850

본 브로셔는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상품 개발 및 기타 생산 전후의 요인으로 실제 차량, 자재 및 제원이 본 브로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브로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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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습니다. 특정 모델 또는 장비의 판매 여부와 배송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브로셔는 인피니티 코리아를 직접적으로 대표하거나 동 회사의 실제적 제안 또는 워런티(직/간접적)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추가 옵션 및 액세서리, 정확한 차량 정보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특정 모델에만 해당됩니다. 2. PFCW의 목적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충돌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및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주차 보조 및 편의 장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4.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운전 중 인터치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안전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치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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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려면 www.infinitiusa.com/intouch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특정 기능의 사용여부는 휴대폰의 블루투스Ⓡ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오너스 메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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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차선 이탈 경고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도로 위의 차선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때만 작동됩니다. 속도 및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7. 액티브 레인 컨트롤은 사고를 방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통제 가능한 차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날씨나 도로 상황에 따라 일부 도로의 레인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 거리 제어 어시스트 시스템은 특정 상황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회피 장치가 아니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마이크로필터와
플라스마 클러스트 기술 적용 첨단 듀얼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은 차량 내부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공기를 감지하고 불쾌한 실내 공기를 억제하며 신선한 내부 공기를 유지하도록 외부 공기의 유입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전방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은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방법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경고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 제한 및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11. 이동 물체 감지 기능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주변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물체 감지
기능은 주행속도 8km/h 미만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항상 주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12.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충돌 회피 시스템 또는 경고 장치가 아닙니다. 제한된 감속 목적의 사용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에어백은 단지 보조 안전 시스템이므로 항상 안전벨트와 함께 사용해 주십시오. 승객 식별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방을 향하는 유아용 보조장치는 앞좌석 시트에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체형에 따라 유아용 보조장치,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 등으로 적절히 고정하여 뒷자석에
승차시켜야 합니다. 에어백은 사고 형태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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