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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의 다양한 모델 및 가격에 관한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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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NABLE
ENTERTAIN
ENCOURAGE

당신과 함께 하는 이들은 당신만큼 소중합니다. QX60 만의 다양한 기능이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고,

매 순간을 차별화된 스타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LLUMINATE THE DARK  새로워진 QX60에 사용된 XENON HID
헤드램프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할로겐 램프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XENON 램프와 사람의 눈에서 영감을 얻은 LED 주간 
주행등은 개선된 시인성을 제공하여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한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REFINED TO 
STAND OUT

IMMEDIATE SHINE  이전보다 더 밝고 안전하게 도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LED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QX60의 안개등은 할로겐 
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밝아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ATHLETIC STANCE  대형 20인치 합금 휠이 QX60의 스포티한 
기능을 더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핸들링의 반응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량구조가 중량을 줄여 신속한 코너 진입이 
가능합니다.

ELEVATED STYLE  QX60의 새로운 전면과 후면은 인피니티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전면의 더블 아치 그릴에서 D 필러를 
돋보이게 하는 후면의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곡선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QX60의 전면, 후면 디자인은 새로워졌지만, 
대담한 형태와 기능의 균형을 탁월하게 이끈 
독보적인 모습은 유지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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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NG 
YOUR ARRIVAL

PERSONALIZED ACCESS  운전자는 QX60에 다가가면서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INFINITI Intelligent Key)만으로 도어와 리프트 게이트를 
열수 있고, 주머니에서 굳이 키를 꺼내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 운전석 세팅 부터 시작하여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실내 온도 및 오디오 세팅을 운전자가 선호하는 대로 자동 조절합니다.

INVITING YOU IN  편리함과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 탑승 시 
외부조명과 실내조명이 차례로 켜지며 당신을 맞이합니다. 도어 핸들 
라이트가 도어 아래를 비추고 나면 곧 실내조명이 켜져 탑승자 모두가 
편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SIMPLIFYING ENTRY  짐이 있을 경우, 리프트 게이트 핸들, 운전석 
스위치 또는 인텔리전트 키 중 가장 편리한 위치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워 리어 리프트 게이트가 열립니다. 리프트 게이트를 닫는 
것도 간단합니다.

MORE COMFORTABLE QUICKLY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도조절이 가능한 프론트 시트는 좌석 바닥부터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기를 활발히 순환시키며, 2열의 시트까지 열선이 
내장되어 있어 모든 탑승자가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탑승자의 니즈까지 예상하는 QX60의 사려 
깊은 편의사양들이 당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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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CULOUS 
IN EVERY 
DETAIL

DISTINCTIVE STYLE  프론트와 리어 가죽시트에 독특한 퀼팅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여 우아함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UNIQUE INTERIOR ACCENT  QX60은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여 안락한 
인테리어를 선사합니다. 메이플(Maple)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는 현대적인 
미와 고풍스런 럭셔리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PLEASING TO THE EYES  파인 비전 EL(전자 발광) 계기판의 차분한 
불빛은 보다 밝을 뿐만 아니라, 흑백의 대조를 통해 한 눈에 주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탑승자가 보고 만지는 모든 실내 공간은 고급 소재를 
사용해 섬세하게 가공되었고,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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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60의 밝고 개방적인 실내공간은 어느 
좌석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SPACE THAT GIVES 
YOU MORE FREEDOM

ABUNDANT SPACE  QX60은 모든 탑승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낮고 넓은 스탠스가 7명의 모든 승객에게 넉넉함을 
보장하며, 앞좌석 뒷부분을 얇게 설계해 넓은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COMFORT IN EVERY SEAT  마이크로필터를 갖춘 트라이 존 
자동온도조절(Tri-Zone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기술 
덕분에 탑승자 전원이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의 
경우 대시보드에 위치한 개별 온도조절장치(Climate Controls)를 
통해, 뒷좌석 탑승자들은 센터 콘솔 뒤편에 위치한 컨트롤 버튼을 통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WIDE OPEN VIEW  2열과 3열의 문 루프(Moonroof) 덕분에 
탑승자들의 보는 즐거움이 배가되며, 차 안에서도 자연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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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TILITY 
OPENS UP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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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고 인텔리전트한 QX60 실내 디자인은 
당신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ASING ADAPTABILITY  QX60의 3열은 트렁크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기만하면 쉽게 세워집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집니다.1,2

ACCOMMODATING ACCESS  2열에 설치된 인피니티 고유의 
슬라이딩 시트로 레그룸의 편안함을 극대화한 QX60은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시트 한쪽을 앞으로 기울여 눕히고 무리 없이 3열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급 유일의 모델입니다.3

TAILORING COMFORT  2열의 슬라이딩 시트는 탑승자들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뒤로 14cm씩 슬라이딩 
되어, 2열 또는 3열 좌석의 레그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MAXIMIZE VERSATILITY  넓은 실내 공간은 당신의 니즈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열의 60/40 분할시트와 
사실상 완전히 접히는 3열의 50/50 분할시트를 이용하여 적재 공간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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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QUALITY SOUND  보스 캐빈 서라운드(Bose® Cabin 
Surround®) 음향 시스템은 2개의 서브우퍼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스피커로 구성됩니다. 개별 튜닝된 각각의 스피커는 풍부하고 실제에 
가까운 5.1서라운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설레이션
(Active Noise Cancellation)기능은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나 바람에 의한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역위상의 음파를 
이용하여 소거합니다.

WIRELESS POSSIBILITIES  QX60과 당신의 스마트 폰을 
블루투스로 연동하는 순간, 핸즈프리의 세상이 시작됩니다.6,7 주행 
중에도 편히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에서 
즐겨듣는 노래들을 스트리밍하세요. 핸들 위 버튼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QX60의 테크놀로지는 운전자를 직관적으로 
지원하고 탑승자 전원을 고려하여 주행의 
즐거움을 키웁니다.

360˚
VIEW

DEDICATED 
TO ASSIST 
AND ENTERTAIN

SEE EVERY SIDE  새로운 시각으로 차량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동물체 감지(Moving Object Detection)와 전후방 소나 시스템
(Front and Rear Sonar System)이4,5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
(Around View® Monitor)와 함께라면, 아무리 좁은 공간일지라도 
주변을 살피고 이동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대의 카메라와 
차량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가상의 360° 뷰 덕분에 운전 
실력이 향상되는 한편, 움직이거나 정지된 물체가 차체 가까이에서 
감지되는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KEEP YOU IN PLACE  언덕이 많은 지형도 가뿐히 주행하십시오.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Hill Start Assist System)과 함께라면 뒤로 
밀림 없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가속 페달이 작동할 때 까지 잠시 정지시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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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HAT KEEPS YOU 
ON YOUR PATH
탁 트인 도로 위나 혼잡한 도로 위를 주행하더라도 
다양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KNOW YOUR WAY 8

인피니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최첨단의 직관적 
기술을 적용해 정보성을 높이면서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실감나는 3D 
스마트뷰, 플라잉뷰와 같이 실제 길안내에 도움이 
되는 맵을 제공하여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목적지를 능숙하게 찾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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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FOR WHAT YOU
CAN’T AVOID ENHANCED PROTECTION  QX60에는 동승석 감지 센서가 포함된 

어드밴스드 프론트 에어백, 프론트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과 롤오버 
센서(Rollover Sensor)가 탑재된 루프 내장형 커튼 사이드 에어백이 
제공됩니다.9

STRONGER AND LIGHTER  충돌 시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강판보다 두 배 강력한 초고장력 강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65
PS

10.4KM
  L고속도로연비10

253
PS

11.6KM
L고속도로연비10

POWER IN 
BALANCE 
WITH 
CONTROL

3.5리터 V6 엔진  QX60 엔진의 진면목은 주행 시 경험하는 
느낌에 있습니다. 이 3.5리터 V6엔진에는 시시각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연비를 극대화하는 CVTCS®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10.4km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265
마력을 구현합니다.10

2.5-LITER SUPERCHARGED ENGINE  인피니티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 시스템(INFINITI Direct 
Response Hybrid®)이 탑재된 2.5 리터 수퍼차저 4기통 
엔진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존의 모든 선입견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 엔진은 고속도로에서 놀라운 11.6km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는 총 253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자랑합니다.10

A CONTINUOUS RUSH  가속에 형태와 느낌을 부여하는 
액셀러레이션 스웰(Acceleration Swell)은 인피니티가 추구하는 파워에 
대한 비전입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보다 넓은 회전 영역에서 토크를 
제공하므로 속도를 높일수록 파워도 올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스웰은 순간의 짜릿함을 넘어 계속되는 가속의 쾌감이 됩니다.

EXCEPTIONALLY SMOOTH  QX60은 무단변속기를 채택해 
파워를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CVT는 유성 기어 
대신 기어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벨트를 사용해, 즉각적인 
반응이나 연비를 위한 최적의 세팅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주행감각을 
보장합니다.

INTUITIVE TRACTION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AWD는 후륜에 최대 
50%까지의 구동력을 배분하여 최적의 접지력을 구현합니다.어떠한 
조건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해 차량을 제어합니다.AWD 기능이 불필요한 
경우, 연료 절약을 위해 구동력을 모두 전륜으로 보냅니다.

MAXIMIZE YOUR DESIRE  인피니티 주행모드 셀렉터(INFINITI 
Drive Mode Selector)는 운전자가 매 순간 원하는 주행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상생활 속 주행에 적합한 Standard Mode, 
연비향상을 위한 Eco Mode, 스포티한 가속이 가능한 Sport Mode, 
눈이 쌓인 도로에서도 제어력을 유지하면서 휠 스핀 방지를 지원하는 
Snow Mode 중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 이상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링을 
느껴보십시오 -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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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T  
UNIQUELY YOURS

20 X 7.5-INCH 15-SPOKE  ALUMINUM-ALLOY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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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원, 옵션 장비 및 액세서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이나 인피니티 웹사이트에서 추가 옵션 및 액세서리, 정확한 차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3.5 모델에만 해당됩니다.   2 화물과 적재용량은 화물의 무게 및 분산 정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항상 모든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십시오. 무거운 화물, 특히 루프에 무거운 화물을 적재할 경우, 차량의 핸들링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유아용 카시트에 아동이 착석한 경우 전방 슬라이딩(Slide-forward function) 기능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4 이동 물체 감지 기능이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동 물체 감지기능은 주행속도 8km/h 미만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언제나 주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5 소나 

시스템은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 온전한 주차 및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시스템이 모든 물체를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6 특정 사양의 제공은 해당 

휴대전화의 Bluetooth® 지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블루투스의 상호 및 상표는 Bluetooth SIG, Inc., 의 소유이며 인피니티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모두 

라이선스 계약에 따릅니다.   7 운전은 집중을 요합니다. 주행 중 통신장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항상 최대한 조심하여 차량 조작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 운전 중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GPS 

매핑은 모든 지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9 에어백은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탑승자 식별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역방향 유아용 카시트는 조수석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12세 이하 모든 아동은 체격에 따라 유아용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뒷 좌석에 적절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탑승해야 합니다. 에어백은 

특정 사고에서만 팽창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0 공인 연비: 8.9(복합)/7.9(도심)/10.4(고속도로) km/l (3.5), 10.8(복합)/10.1(도심)/11.6(고속도로) km/l (Hybrid). 실제 

연비는 주행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아이팟(iPod)은 애플(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보스(Bose)는 보스 코퍼레이션(Bose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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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실제 색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