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시트 벨트를 착용하시고 음주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2017 INFI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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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X70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에서 드러나는 파워풀한 드라이빙.
아이코닉 스포츠 크로스오버. 스포츠 세단 차체에 입혀진
대담한 디자인. 마치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운동 선수처럼
굵은 뼈대와 근육이 돋보이는 바디. 329마력과 패들
쉬프트를 사용한 다운쉬프트 레브 매칭 기술의 7단 자동
변속. 인피니티 QX70으로 세상을 앞서가십시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terior design

DARING
IN DESIGN.
ICONIC IN STYLE
당신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대담한 스타일로 평범함을
거부하십시오. 인피니티 QX70은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으로 즉각적이고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강인한 존재감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QX70의 역동적인
라인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들링의 반응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량구조로 신속한 코너진입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차체 디자인 QX70만의 유니크한 외관을 따라 흐르는 경사진
루프라인으로 공기저항계수 0.35를 실현했습니다. 난류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공기역학 설계로 연료 효율성은 높이는 동시에 주행 소음은
줄여줍니다.
강렬한 인상 인피니티 고유의 더블아치 디자인을 계승하는 메시 타입의
그릴로 QX70의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합니다. 마치 물에 비친 곡선이
아래 위로 대칭을 이루는 듯한 더블아치 그릴은 QX70에 강렬한 인상을
더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gineering

POWER
UNLEASHED BY
INTELLIGENCE
어떤 상황에서도 느껴지는 드라이빙 자신감으로
QX70의 퍼포먼스를 경험하십시오.

329
PS

3.7리터 V6 가솔린 짜릿한 응답성과 탁월한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변식 흡기 밸브 리프트(VVELⓇ:
VARIABLE VALVE EVENT AND LIFT) 기술을 채용해
흡기 밸브의 개폐 및 흡기량을 최적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그
결과 복합연비 7.5km/l 연비 효율로 최고 출력 329 마력의
강력한 힘을 뿜어냅니다.1

직관적인 구동 시스템 인텔리전트 사륜 구동 시스템(INTELLIGENT
ALL-WHEEL DRIVE)이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반응하여 필요 시
최고 50%의 동력을 전륜에 배분하여 접지력과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후륜에 100% 구동력을 보내 스포티한 응답성을
유지해줍니다. 따라서 차에 대한 통제감과 드라이빙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변속 7단 자동 변속기는 다양한 주행 성능과 최적의 연비를
위해 다양한 기어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운전자 적응형 학습
알고리즘이 드라이빙 스타일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변속 패턴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 e r fo r m a n c e

INTENSIFY THE
FEELING OF
PERFORMANCE
QX70의 사운드, 가속, 드라이빙에 대한 운전자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퍼포먼스

끝없는 드라이빙 쾌감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함으로써 고속 주행 시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속도의
향연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러레이션 스웰(ACCELERATION
SWELL)은 순간의 짜릿함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는 드라이빙 쾌감을
선사합니다.
매끄러운 턴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휠이 적용되어 저속 주행 시에는
가벼운 파워스티어링 조작감을 제공하는 한편, 고속 주행 시에는 알맞게
무거워져 조향에 제동력과 안정감을 실어줍니다.

시그니처 사운드 인피니티만의 특수 배기 튜닝은 독특한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 냅니다. 낮게 울리는 배기 사운드와 함께 엔진 회전 수에 맞춰
점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변속 마그네슘 재질의 패들 쉬프트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운쉬프트 레브 매칭
(DRM: DOWNSHIFT REV MATCHING) 기술이 엔진 회전수를
순간적으로 높여 부드럽고 신속한 다운쉬프트를 구현함으로써, 전문가
수준의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ndling

SMOOTH IN
EVERY TURN
부드러운 코너링과 섬세한 반응성을
경험하십시오.

타고난 균형감각 QX70의 프론트 미드쉽 플랫폼(FRONT-MIDSHIP
PLATFORM)은 엔진의 무게 중심이 앞바퀴 중심선 바로 뒤에 오도록
합니다.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같은 배치는 거의 균등한
전후차량 중량 밸런스를 실현하는 동시에 코너링 시에 묵직한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erior design

METICULOUS
IN EVERY
DETAIL
모든 인테리어 공간은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스타일 프론트와 리어 가죽시트에 독특한 퀼팅 크로스
스티치 디자인을 적용하여 질감을 살렸습니다.
시각적 완벽함 대시보드와 도어 또는 센터 콘솔이 만나는 부분은
미적 완벽함을 추구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쳤으며, 운전자의 관점에서 인테리어 요소의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 대시보드와 도어가 만나는 공간을 줄여 시각적 완벽함을
실현하였습니다.
시각적 편안함 파인 비전 EL(전자 발광) 계기판의 편안한 조명은
한눈에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안락한 시트 벨트 운전자의 몸과 계속 맞닿아 있는 시트 벨트에는 표준
소재보다 20% 더 부드러운 헤링본 조직감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일관된 스위치의 감촉 스위치와 버튼 하나 하나가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로
제작되어,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에서 일관된 인피니티의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에 쏟아 붓는 정성만으로도 이미 다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 n n ec t i v i t y

IN SYNC WITH
EVERY MOVEMENT
AND EVERY NOTE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세상을 보다 명확하게.
당신의 경험이 기술로 인해 무한히 확대됩니다.

전방위 차량 모니터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동물체
감지(MOVING OBJECT DETECTION)가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
(AROUND VIEWⓇ MONITOR)와 전후방 소나 시스템(FRONT AND
REAR SONAR SYSTEM)으로 주변을 살피고 이동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2,3 네 대의 카메라와 차량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360°
버드 아이 뷰가 움직이거나 정지된 물체를 감지함으로써 주차가 놀랄
만큼 편해집니다.

SPEAKER

직관적인 터치 인피니티 컨트롤러(INFINITI CONTROLLER)는 차량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간편하고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컨트롤러 링을 돌리고 스크린을 터치하거나, 버튼, 스티어링휠
컨트롤러의 쉬운 조작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 OS E ® AU D I O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2개의 서브우퍼를 포함한 총 11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보스(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에 풍부한 깊이와
선명한 음색을 더합니다. CD/DVD 재생은 물론, 블루투스 기기나
라디오에서의 음악 스트리밍과 아이팟(iPodⓇ)을 USB 포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4,5

자유로운 무선연결 QX70과 당신의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동하는
순간, 핸즈프리의 세상이 시작됩니다.4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재생하세요. 스티어링 휠 위 버튼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 e r s o n a l at t e n t i o n

YOUR ARRIVAL
AND YOUR ACTIONS
ANTICIPATED
본능에 충실한 당신에게 QX70은 당신의 일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운전에 집중하는 동안,
QX70의 스마트 시스템이 전방을 주시하고,
주행을 지원하며 운전자의 최적의 편안함까지
고려합니다.

맞춤형 세팅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INTELLIGENT KEY)는 당신이
차에 다가서면 도어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탑승 시 시트를 운전석
세팅부터 시작하여 스티어링 휠과 아웃사이드 미러를 운전자가 선호하는
대로 자동 조정합니다.
운전으로의 초대 웰컴 라이팅(WELCOME LIGHTING)이 운전자를
우아하게 드라이빙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차에 다가서면 여러 외부
조명이 차례로 점등하여 길을 안내하고, 내부 조명이 켜지면서 당신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편리한 승하차 짐이 있을 경우, 리프트게이트 핸들, 대시보드 하단 또는
인텔리전트 키 중 가장 편리한 위치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워
리어 리프트 게이트가 열립니다. 리프트 게이트를 닫는 일도 간단합니다.

직관적인 전조등 시스템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AFS: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이 조향 방향을 감지하고 헤드라이트
방향을 조절하여 교차로나 커브길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제논 HID 헤드라이트와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이 차량 바로
앞은 물론 주변의 시야까지 밝혀줍니다.
다양한 활용도 목적에 따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짐이 많은 경우
60:40비율로 평평하게 접히는 2열 시트 공간을 활용하여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잡아주는 공기정화 시스템 첨단 자동 온도 조절 장치
(ACCS: ADVANCED CLIMATE CONTROL SYSTEM)6로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외부 배기가스가 감지되는 경우 환기구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정화된 공기를 차량 내에 다시 순환시킵니다. 실내공기를
활발히 정화시켜 실내로 유입된 유해물질을 99.5%까지 제거합니다.
안락한 온도조절 시트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도조절이 가능한 가죽 재질의 앞좌석 시트에는 촘촘한 구멍을 통해
시원하고, 따뜻한 공기가 좌석 바닥부터 활발히 순환되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a f e t y

INNOVATIVE
TECHNOLOGY
HELPS YOU
SEE AND AVOID
안전 테크놀로지가 주행을 돕고,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안정된 제동력 전자식 제동력 분배(EBD: 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여 제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급제동 시에 차량 앞쪽이 순간적으로
숙여지는 노즈 다이브 현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더 강하고 더 가볍게 충돌 시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강판보다
두 배 높은 강도의 초고장력 강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충돌 시 위험 감소 앞좌석 시트에 적용된 액티브 헤드 레스트(AHR:
ACTIVE HEAD RESTRAINTS)는 후방 충돌 사고 발생 시에 헤드
레스트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머리를 보호하고 경추 부분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화된 탑승자 보호 QX70에는 듀얼 스테이지 프론트 보조 에어백, 프론트
시트 내장형 사이드 보조 에어백과 롤오버 센서가 탑재된 루프 내장형 커튼
사이드 보조 에어백이 제공됩니다.7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 lo r / t r i m

MAKE IT
UNIQUELY YOURS

BLACK LACQUER

GRAPHITE LEATHER

INTERIOR TRIM

JAVA LEATHER

WHEAT LEATHER

MALBEC BLACK (GAC)

MIDNIGHT MOCHA (NAE)

IRIDIUM BLUE (RAY)

HAGANE BLUE (RBP)

GRAPHITE SHADOW (KAD)

INTERIOR COLORS

LIQUID PLATINUM (K23)

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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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X 9.5-INCH DARK FINISH ALUMINUM-ALLOY WHEELS

1 2017년 공인 연비 (km/l): 복합연비 7.5 (도심연비 6.7, 고속도로연비 8.9). 실제 주행 거리는 주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2 이동물체감지 기능이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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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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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 사양의 제공은 휴대폰의 블루투스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블루투스 상표와 로고는 블루투스 SIG사의 등록상표이며 인피니티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모두 사용권 계약을 따릅니다. 5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주행 중 통신 장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iPod은 Apple사의 등록상표로 모든 권리는 Apple사에 있습니다. iPod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플라즈마클러스터 공기정화장치가
적용된 첨단 온도 조절 장치는 실내 공기 정화를 도와줍니다. 외부 악취를 감지하고 불쾌한 실내 악취를 억제하며 외부 악취의 실내 유입을 막아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지만
모든 악취를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에어백은 보조 안전 장치에 불과합니다. 항상 시트벨트를 착용하십시오. 탑승자 식별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방향 유아용 카시트는 조수석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체격에 따라 유아용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시트 벨트를 착용하여 뒷좌석에 적절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탑승해야 합니다. 에어백은 특정 사고에서만
팽창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iPod은 Apple사의 등록상표입니다. Bose는 Bose사의 등록상표입니다.

SPECIFICATIONS

s p ec i fc at i o n s

POWER

EXTERIOR

엔진

알루미늄 후드

3.7리터(배기량 3,696cc) VQ37VHR V6,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록과 헤드, 저마찰 몰리브덴 코팅 피스톤

바이 제논 오토 레벨라이징 헤드램프

밸브트레인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Adaptive Front-ligh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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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출력
329마력 @ 7,000 rpm

최대 토크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및 중앙 고정식 LED 보조제동등(CHMSL)
UV 저감 틴티드 글래스
전동 접이식 열선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 램프
속도 감응형 레인 센싱 플랫 블레이드 와이퍼

37.0kg·m @ 5,200 rpm

알루미늄 도어-실 플레이트

변속기

리어 윈도우 디프로스터(인디케이터 라이트 및 타이머 내장)

전자 제어식 7단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 모드, 적응형 변속 제어(ASC), 다운 쉬프트 레브 매칭 기능

듀얼 크롬 머플러

구동 방식

파워 리어 리프트 게이트

인텔리전트 4륜 구동 시스템

다크 틴트 스포츠 트림

공차 중량
1,968kg

공인 표준 연비1
복합연비 7.5km/l(도심연비 6.7km/l, 고속도로연비 8.9km/l, 등급:5, 복합CO2 배출량: 233g/km, 연료: 휘발유2)

INTERIOR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푸시 버튼 시동 기능
이지 엔트리 / 인텔리전트 포지셔닝 시스템
웰컴 라이팅 시스템
블랙 & 퍼플 스포츠 인테리어 패키지

HANDLING

천연가죽 퀼팅 시트
앞 좌석 냉난방 시트

조향 장치

뒷 좌석 리클라이닝 기능

속도 감응형 랙 앤 피니언

60:40 분할 접이식 뒷 좌석

현가 장치

가죽 스티어링 휠 및 기어 노브

전륜 코일 스프링과 쇽 업소버 및 스태빌라이저 바를 포함하는 독립식 더블 위시본
후륜 코일 스프링과 쇽 업소버 및 스태빌라이저 바를 포함하는 독립식 멀티 링크

전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칼럼

제동 장치

11개 스피커 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AM/FM, MP3 재생 CD/DVD 플레이어, 오디오 AUX 입력 단자

전륜 파워 어시스트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륜 파워 어시스트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블루투스 핸즈프리 및 오디오 스트리밍

휠과 타이어

이동 물체 감지(MOD)기능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21인치 6스포크 알루미늄 합금 휠, 265/45R21 21인치 타이어

첨단 온도조절 시스템(ACCS) / 듀얼 존 오토매틱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전 좌석 오토 업/다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8인치 LCD 컬러 모니터(터치 스크린 기능 포함)

인피니티 아날로그 시계

DIMENSIONS

SAFETY

외장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AABS)

전장 4,865mm / 전폭 1,930mm / 전고 1,680mm / 축거 2,885mm

앞좌석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 / 루프 내장형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
앞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및 로드 리미터
앞좌석 액티브 헤드레스트
4륜 4채널 ABS
전동식 제동력 배분 시스템(EBD)
제동 보조 기능(Brake Assist). 급제동 상황을 감지하여 최대 제동력을 냅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VDC)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전, 후방 소나 시스템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1

본 인쇄물의 사양 및 제원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최고의 차량 성능을 위해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 사용을 권장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