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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의 다양한 모델 및 가격에 관한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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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아이패드용 인피니티 포트폴리오 앱은 앱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용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초정밀 디지털 기술로 향상된 

인터랙티브한 인피니티 모델들을 경험해보세요.

CONNECT   커뮤니티에서 인피니티 관련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시트 벨트를 착용하시고 음주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2013 INFINITI. IN-14228-2



스포츠와 실용성, 현대 예술 사이에서 끊임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인피니티 QX70은 대담한 디자인과 
놀랍도록 다양한 기능, 그리고 자유로운 스포츠카의 영혼을 갖춘 

럭셔리 크로스오버입니다. 비전을 타협하지 않는 QX70은 자신만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THE DARING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매혹적 존재감. 인피니티 QX70은 인상적인 
차체 비율과 탁월한 독창성을 자랑합니다. 과장된 남성성과 우아한 

화려함을 신중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은 잠깐 스치는 시선 속에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QX70, 열망이 이끄는 디자인의 결정체입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성과 민첩성, 자신감으로 도로 위를 달립니다. 언제나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돌발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THE EXCEPTION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흥분감이 느껴집니다. 우월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QX70이 당신의 질주본능을 자극합니다. 스로틀을 활짝 열고 달리며 
QX70의 독창적 기술력을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거침없이 질주하는 
동안 강력한 가속감이 어느새 황홀한 쾌감으로 변할 것입니다.

시그니처 배기 노트 (SIGNATURE EXHAUST NOTE)
박력 넘치는 배기음으로 더욱 인상적인 운전 경험을 

선사합니다. QX70 특유의 배기 노트는 눈을 감고도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션 스웰 (ACCELERATION SWELL) 
엔진의 강한 힘을 가슴 뛰는 흥분으로 바꿔줍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해 

고속 주행 시에 더욱 짜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E POWER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MOMENT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1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맞춰 전조등의 방향과 각도를 자동 조절해 운전자의 

시야를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스마트한 

HID 헤드램프가 안전운전을 도와줍니다.

THE CAPTIVATING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 (INTELLIGENT ALL-WHEEL 
DRIVE)  불안정한 노면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며 평탄한 도로를 주행할 때도 뛰어난 핸들링 

다이내믹을 선보입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QX70은 당신만의 개성과 필요에 
맞는 감각적 즐거움을 고조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당신만의 럭셔리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INFINITI INTELLIGENT KEY)  당신만을 
위해 차를 자동 세팅합니다. 이그니션 버튼을 누르면 스티어링 휠과 

사이드 미러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자동 조정됩니다. 심장박동처럼 

깜빡이며 은은한 불빛을 내는 이그니션 버튼은 언제든 운전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THE RESTLESS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 (AVM: AROUND VIEW MONITOR)1,3 

주차 시에 주변 전방위 360도를 보여주는 인피니티 혁신 
기술입니다. 차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량 주변을 사각지대 

없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 리어 리프트게이트 (POWER REAR LIFTGATE) 
실용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리프트게이트 

핸들이나 대시보드 버튼으로 트렁크를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운시프트 레브매칭 (DRM: DOWNSHIFT REV MATCHING) 
부드러운 변속을 구현하는 퍼포먼스 드라이빙 테크닉입니다. 

저단 변속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높여 다음 기어로 

변속을 준비시킵니다. 부드럽고 빠른 변속으로 균형감과 응답성을 

높여줍니다.

QX70은 커브길에서도 최적의 드라이빙 성능을 약속합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즉각적인 핸들링 반응과 슈퍼 스포츠카 수준의 

관성모멘트가 느껴집니다. QX70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놀라운 
균형감과 응답성을 선보이며 크로스오버의 기준과 정의를 

제시합니다.

THE IN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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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라이팅 (WELCOME LIGHTING)  당신을 운전석까지 
편안하고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운전자가 차에 다가서면 외부와 

실내 조명이 차례로 운전자를 맞아줍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차에서 멀어지면 조명이 순서대로 꺼집니다. 차를 탈 때마다 

환영 받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THE REWARD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BJECT OF ATTRACTION
INFINITI QX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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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잡아주는 공기 정화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자동 온도 조절 장치(ACCS: Advanced Climate Control System)1,4에 탑재된 

혁신적인 플라스마 클러스터(Plasmacluster)1 공기 정화 장치는 실내 공기를 활발히 

정화시킵니다. 자동으로 음·양이온을 방출해 시트 등에 흡착된 냄새를 제거하며 곰팡이균과 

바이러스까지 없애주고, 실내 공기뿐 아니라 탑승자의 옷까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프 폴리페놀 필터는 실내로 유입된 유해물질을 99.5%까지 제거합니다.
(QX70 3.7 모델에 해당됩니다.)

운전으로의 초대. QX70의 조명은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환영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웰컴 라이팅은 인텔리전트 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 반경 

1미터 내로 다가서면 퍼들 램프와 실내등을 비롯한 7개의 조명을 차례로 
작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톱&스타트 버튼의 조명이 켜지면서 당신과 함께 

도로로 달려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최고급 시트 벨트 소재. 시트 벨트는 운전자의 몸과 계속 맞닿아 있기 때문에 
표준 소재보다 20% 더 부드러운 헤링본 조직감의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시트 벨트보다 촉감이 좋을 뿐 아니라 끈에 의한 마찰도 10% 더 적습니다. 
착용감이 편하고 쉽게 당겨지며 마찰로 인한 올풀림도 적습니다.

          

AMBIANCE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이 당신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시각적 완벽함. 내부 구성요소들이 만나는 부분, 즉 대시보드와 도어 또는 센터 
콘솔이 만나는 지점은 수학적인 완벽함보다 미적 완벽함을 추구해 설계됐습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쳤으며, 운전자의 관점에서 인테리어 요소의 

매끄러운 연결 효과를 내기 위해 대시보드와 도어가 만나는 공간을 3mm에서 

2.4mm로 줄였습니다. 다방면의 검토 끝에 이처럼 감성적인 실내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0.6 M M
C L O S E R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OWER
우수한 제원과 연료 효율성, 출력 등은 계기판이나 그래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질주 본능을 깨우는 인피니티 엔진의 탁월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3.0리터 V6터보 디젤  출력 238마력, 토크 56.1kg.m의 파워를 자랑하며 즉각적인 
응답성을 발휘합니다. 한계를 잊게 하는 강력한 힘과 엔진의 묵직한 포효를 느낄 수 

있습니다.
238

마력

329
마력

3.7리터 V6엔진  짜릿한 응답성과 탁월한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변식 흡기 
밸브 리프트(VVEL, Variable Valve Event and Lift) 기술을 적용해 연료 흐름을 
최적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그 결과 7.6km/l의 연비 효율로 최고출력 329마력의 
강력한 힘을 뿜어냅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균형 감각  인피니티 퍼포먼스 세단의 엔지니어링 철학인 프론트 미드쉽
플랫폼(Front-Midship Platform) 또한 QX70 디자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의 무게중심이 앞바퀴 중심선 바로 뒤에 오도록 해 거의 균등한 전후차량 

중량 밸런스를 실현하는 동시에 앞바퀴에 무게를 조금 더 주어 코너링 시에 

신속한 턴인(turn-in)과 밸런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고 견고한 타이어  알로이 휠은 QX70의 겉모습과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켜 줍니다. 특수 자재 및 설계가 적용된 경량 휠이 현가하중량

(upsprung weight)을 감소시킵니다. 이로써 더욱 정교한 서스펜션 
튜닝과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짜릿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고 연료 효율도 향상됩니다.

최대화된 잠재력  파워와 효율성은 공기 흡입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피니티 만의 VVEL®(가변식 흡기 밸브 리프트)1 기술은 개선된 

엔진 효율을 제공하는 동시에 퍼포먼스도 향상시킵니다. VVEL®은 

흡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와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합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해 연료효율을 

향상시키며 탄소배출량을 10%까지 줄여줍니다. (QX70 3.7 모델에 
해당됩니다.)

우월한 통제력  평탄한 도로에서는 인텔리전트 사륜 구동 시스템
(Intelligent All-Wheel Drive)이 뒷바퀴에 100%의 구동을 
분배해 더욱 스포티한 응답성과 성능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나 휠스핀과 

스로틀 위치, 차량 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앞바퀴에 최고 50%까지 동력을 배분하며 접지력과 통제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차에 대한 통제감과 드라이빙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의 소리  퍼포먼스카의 성능은 배기 파이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QX70의 특수 배기 튜닝은 독특한 배기 노트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나 
인피니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독창적인 노트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회전속도계 바늘이 오르내릴 때마다 엔진 회전수에 맞춰 점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PERFORM
스포티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럭셔리카의 외관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인피니티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링의 최첨단 다이내믹입니다.

53
F R O N T

47
R E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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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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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전조등 QX70의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1은 자동차의 앞부분과 

주변을 동시에 비춰줍니다. 전방의 차량과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전조등의 방향이 조향 방향에 따라 코너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커브길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QX70 3.0d 모델에 해당됩니다.)

직관적인 터치식 내비게이션  인피니티 내비게이션 시스템2은 최첨단의

직관적 기술을 적용해 정보성을 높이면서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운 맵을 제공하여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목적지를 능숙하게 찾도록 도와줍니다.

생생한 사운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서브우퍼를 포함한 
11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QX70 실내의 특성에 맞춰 장착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원하는 
무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 플레이어나 블루투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주차 보조 시스템  전후방 소나 시스템(Sonar System)5과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
(Moving Object Detection)6이 내장된 어라운드뷰 모니터1,3는 주차 시에 주변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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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X70 3.7 모델에 해당됩니다.)

ASSIST/ENTERTAIN
인피니티 인스위트(InSuite™)는 직관적인 기술들을 다양하게 
결합해 단순하면서도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360˚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가볍게  충돌 시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초고장력 강철이 
사용됐습니다. 초고장력 강철은 특수 공정을 거쳐 제작돼 일반 

강철보다 인장강도가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차체의 탄성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반적 중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동 성능 최적화  전자식 제동력 분배(EBD: 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조절하여 제동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브레이크의 균등한 마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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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향 컨트롤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VDC: VEHICLE DYNAMIC 
CONTROL)7 기능은 운전자의 의도와 차량의 실제 코너링 성능을 비교하여 
엔진 출력을 조절하거나 각 휠에 개별적으로 적절한 제동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를 보정하고 운전자가 의도한 조향 

경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VDC와 함께 연계 작동하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Traction Control System)은 휠스핀을 감지하고 적절한 
제동을 가해 안정적인 트랙션 제어를 돕습니다.

액티브 헤드 레스트  특정한 형태의 후방 추돌 사고 시에 
앞좌석의 액티브 헤드 레스트(AHR, Active Head 
Restraint)가 QX70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머리를 
보호하고 경추 부분의 상해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최첨단 에어백  인피니티 차량에는 사고 시 충격 감소를 위해 다양한 에어백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인피니티 첨단 에어백 시스템(AABS: Advanced Airbag 
System)1,8의 듀얼 스테이지 보조 프론트 에어백은 충격의 강도와 시트 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팽창 압력을 다르게 조절합니다.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과 루프 

내장형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도 제공됩니다. (QX70 3.7 모델에 해당됩니다.)

1350 MPa
U L T R A - H I G H 

T E N S I L E  S T E E L

590 MPa
C O N V E N T I O N A L 

S T E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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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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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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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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 모델에만 해당됨. 2.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위치 정보는 지역에 따라 상세 정보나 현 도로 규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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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첨단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플라스마클러스터 공기 정화 장치는 
실내 공기 정화를 도와줍니다. 외부 악취를 감지하고 불쾌한 실내 악취를 억제하며 외부 악취의 실내 유입을 막아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지만 모든 악취를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전후방 소나 시스템은 
편의장치이나 적절한 주차 절차 및 후진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진 또는 후진 전에 항상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은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언제나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후진 시에 언제나 후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VDC는 진흙 길이나 눈 덮인 길에서 빠져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급격한 조형,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방법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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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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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18 X 8.0-INCH ALUMINUM-ALLOY WHEELS 20 X 8.0-INCH LIGHTWEIGHT ALUMINUM-ALLOY WHEELS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POWER

QX70 
3.0d

QX70 
3.7

엔진

3.0리터 (2,993cc) V6 터보디젤

3.7리터 (3,696cc) 24 밸브 V6,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록과 헤드

밸브트레인

DOHC 방식, 실린더 당 4밸브, 커먼레일 직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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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출력 238마력  @3,750rpm 329마력  @7,000rpm

최대토크

56.1kg.m @ 1,750~2,500rpm

37.0kg.m @ 5,200rpm

변속기

어댑티브 시프트 컨트롤(ASC)이 내장된 전자 제어식 7단 자동변속기. 
수동 변속 모드는 순차적 수동 기어 선택 및 다운시프트 레브 매칭(Downshift Rev Matching)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동방식

인텔리전트 4륜구동

공차중량 2,165kg 1,990kg

공인 표준 연비1

복합연비 9.5km/l (도심연비: 8.5km/l, 고속도로연비: 11.2km/l, 등급: 4,  복합CO2 배출량:214g/km, 연료:경유 )

복합연비 7.6km/l (도심연비: 6.7km/l, 고속도로연비: 9.2km/l, 등급: 5,  복합CO2 배출량:235g/km, 연료:휘발유2 )

EXTERIOR

INTERIOR

SAFETY

DIMENSIONS

QX70 
3.0d

QX70 
3.7

바이 제논 자동 온오프 HID헤드라이트

프론트 안개등

LED 제동등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AFS)

알루미늄 후드, 가스 스트러트 지원 

통합 리어 스포일러

UV 저감 틴트 글라스

뒷창문 간헐식 와이퍼, 타이머 내장 디프로스터

듀얼 열선 내장 접이식 아웃사이드 파워 미러

프론트 시트 LED 퍼들 램프

레인 센서 프론트 와이퍼

알루미늄 루프레일

듀얼 크롬 머플러

사이드 에어벤트

소나 센서

푸시 버튼 시동 인텔리전트 키

듀얼 존 자동 온도 조절

플라스마 클러스터 기술 적용 첨단 온도조절 시스템

뒷좌석 콘솔 냉난방 송풍구 및 플로어 난방

원터치 개폐와 오토리버스 기능

조명이 들어오는 스위치가 설치된 프론트 파워 윈도우

프론트 파워 윈도우, 원터치 개폐, 오토리버스 기능, 조명 스위치 

파워 슬라이딩 글래스 문루프, 원터치 개폐, 틸트 기능, 선바이저

속도감응식 자동 잠금 기능 내장 파워 도어록

11개 스피커 BOS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12 단계 웰컴 라이팅 엔트리 시스템

화장거울 조명, 오버헤드 선글라스 수납공간

앞좌석 듀얼 오버헤드 맵 라이트, 뒷좌석 독서등 

앞좌석 등받이 맵 포켓, 프론트 도어 포켓

앞, 뒷좌석 듀얼 컵홀더

프론트 암레스트 사물함 및 12볼트 파워 아울렛

뒷좌석 중앙 암레스트 사물함

앞₩뒷좌석 플로어 매트

오토 테일게이트

제동 보조 기능 (Brake Assist)

4륜 4채널 ABS (Anti-lock Braking System)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 (VDC)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액티브 헤드 레스트 (AHR)

존 바디구조

어라운드 뷰 모니터 (Around View Monitor)

1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 인피니티는 최고의 차량 성능을 위해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 사용을 권장합니다.
본 인쇄물의 사양 및 제원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ANDLING

조향 장치

속도 감응형 랙 앤 피니언

현가 장치

전륜   코일 스프링과 쇽 업소버 및 스테빌라이저 바를 포함하는 독립식 더블 위시본

후륜   코일 스프링과 쇽 업소버 및 스테빌라이저 바를 포함하는 멀티 링크 

제동 장치

전륜 14 인치 / 후륜 13.8 인치 통풍식 디스크/4륜 4채널 ABS

전륜 12.6 인치 / 후륜 12.1 인치 통풍식 디스크/4륜 4채널 ABS

휠과 타이어

엔케이 5-스포크 20 x 8.0 인치 알루미늄 합금 휠, 265/50R20 

스플릿 5-스포크 18 x 8.0 인치 알루미늄 합금 휠, 265/60R18

외장

전장 4,865mm / 전폭 1,930mm / 전고 1,680mm



PARTNERS IN THE INTENSE
치솟는 맥박. 초를 다투는 긴박함. 승자와 패자. 포뮬러원 경기에서는 기술과 인간의 
독창성이 극한까지 내몰립니다. 그러나 성공은 목표를 위해 투자된 열정과 트랙 위에 
쏟아 부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이 같은 열정을 바탕으로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은 최근 레이싱 트랙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인피니티가 포뮬러 원에 매료된 이유는 짜릿한 흥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용된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때문입니다. 인피니티 파트너인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을 통해 흥분감이 

트랙으로부터 팬들과 문화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팀이 보여준 열정과 의지는 4년 연속 
포뮬러 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두 팀의 시너지 관계는 포뮬러 

원과 인피니티 차들의 퍼포먼스 역량을 상호 발전시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포뮬러 원 4연속 
월드챔피언인 세바스티안 베텔이 인피니티의 퍼포먼스 디렉터로 임명됐습니다. 

세바스티안은 이미 뉴 인피니티 Q50의 개발 과정에 참여해 그의 탁월한 운전 
감각과 퍼포먼스에 대한 열정에 바탕을 둔 조언으로 Q50의 역동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이제 미래의 인피니티 차에는 그의 위대함의 원천인 천재성과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열정이 각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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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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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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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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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합니다. 1989년부터 선보인 인피니티의 플래그쉽 라인은 성장을 거듭해 현재 
세단과 쿠페, 컨버터블을 넘어 크로스오버 모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세계 49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프리미엄카 부문에서 선도적 브랜드로 인정받는 가운데,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는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차, 그러면서도 디테일에 집착에 가까운 

주의를 기울이는 엔지니어링까지 갖춘 차를 제작한다는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궁극적인 

정교함과 짜릿한 퍼포먼스, 역동적인 운전 경험을 향한 인피니티의 열정은 2011년에 
레드불 레이싱팀(Red Bull Racing)과 체결한 파트너십 계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피니티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는 느낌을 더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