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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I Q50S HYBRID
어디를 가든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당신. 가는 곳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향상된 성능과 기술의 인피니티 Q50S 

HYBRID로 항상 앞서 가십시오.

EmpowEr
 ThE DrivE

 infi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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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lEvaTing
 your powEr
 anD poTEnTial
우수한 제원과 연료 효율성, 출력 등은 계기판이나 그래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질주본능을 깨우는 인피니티 
파워트레인의 탁월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performance

364
PS

12.0
km / ℓ

3.5리터 V6엔진,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 탑재  강력한 V6 

엔진에 전기 모터를 접목해 364마력의 최고 출력과 12.0km/ℓ의

놀라운 복합 연비를 선보입니다. 전기 모드에서 풀 파워 하이브리드로 

전환될 때 느껴지는 강한 힘과 빠른 응답성이 새로운 차원의

하이브리드를 제시합니다.

blue sport  Q50S HYBRID BLUE SPORT는 

인피니티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DIRECT RESPONSE HYBRID POWERTRAIN)을 

탑재해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양한 퍼포먼스 세팅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운전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차량을 세팅해 언제나 강력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DIRECT ADAPTIVE 

STEERINg)은 전자 장치와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을 최적으로 결합시켜 

스티어링 메커니즘을 간소화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섬세한 핸들링 맞춤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끝없는 드라이빙 쾌감  액셀러레이션 스웰(ACCELERATION SWELL)

은 인피니티가 추구하는 파워에 대한 비전으로, 엔진과 모터의 강한 힘을 

가슴 뛰는 흥분으로 바꿔줍니다. 정교한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해 고속 주행시에 더욱 짜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렬한 시선  사람의 눈을 닮은 인피니티 고유의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오래 기억되는 인상  인피니티 고유의 더블아치 디자인의 그릴이 중앙 

전면부에 위치합니다. 서로 닮은 상단과 하단의 둥근 라인은 인피니티만의 

강렬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ShapED wiTh 
purpoSE anD 
inTEnSiTy
프리미엄 스타일링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는 디자인, 
어디에서든 깊은 인상을 남기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design

인피니티 인터치 (INFINItI INtouCH™)  각종 앱과 디지털 장치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터치와 탭,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 이메일 확인,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  대형화된 신형 트위터로 해상도가 증가되고, 

업그래이된 우퍼로 잡음이 줄고 대역폭은 증가 되었습니다. 총 16

개의 스피커는 앞좌석 승객에게 최적의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또한 

엑티브 사운드 크리에이터가 엔진 및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스포티한 사운드를 강조해 줍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방위 시야 확보  전후방 소나 시스템(SONAR SYSTEM)과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MOVINg OBJECT DETECTION)이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AROUND VIEW MONITOR)는 주차 시에 주변환경에 대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주변 전방위 360˚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 주변의 물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에 경고해 줍니다. 차 주변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의 초대  당신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준비합니다.

웰컴 라이트가 당신의 터치에 반응하여 실내, 외 조명을 작동시킵니다. 

퍼들 램프가 발 아래를 밝히고, 실내등이 점등되어 당신을 차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어서 당신이 일깨워주기를 바라는 시동 버튼의 숨쉬는

듯한 점멸로 마무리됩니다.

안정적인 주행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과 함께 연동 작용하는 액티브 

레인 컨트롤(ACTIVE LANE CONTROL)은 전방의 도로를 감지하여 

노면 상태나 바람 세기 등으로 주행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 조향 

각도를 약간씩 수정하여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행 속도 조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INTELLIgENT CRUISE 

CONTROL)이 정체구간에서 앞 차의 속도가 줄어들 때 그에 따라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정체가 해소되면 다시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로 돌아가므로 더욱 편안하고 스마트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및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ANE DEPARTURE PREVENTION)은 차선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가 신호 없이 주행차선에서 이탈할 경우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해 운전자가 주행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상 제동 시스템  전방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FORWARD 

EMERgENCY BRAKINg)이 전방을 탐색하며 충돌 위험의 징조가 

있는지 감지합니다.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피해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 감지  전면 충돌 예측 경고 시스템(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은 레이더로 앞 차 뿐 아니라 앞의 앞 차의 

움직임까지 감지해 잠재적인 위협이 예상되면 경고음을 울리고 운전자의 

시트 벨트를 당겨 운전자의 몸을 잡아줍니다.

maSTEr ThE 
way you movE 
Through ThE CiTy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도로 상황이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적응합니다.

safety and technology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60˚
 view 



specif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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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엔진

3.5리터 (3,498cc) V6, InfInItI DIrect response HybrID 탑재, 리튬 이온 배터리와 50KW (68ps) 전기모터 사용

최대출력

364마력 (HybrID system net poWer)

최대토크

net 56.0kg.m (엔진: 35.7kg.m, 전기모터: 29.6kg.m)

변속기

다운시프트 레브 매칭 (DoWnsHIft reV matcHIng)

전자 제어식 7단 자동 변속기, 운전자 적응식 학습 알고리즘이 운전 스타일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변속 패턴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수동 모드는 연속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동 기어시프트를 제공합니다.

구동방식

후륜구동

공차중량

1,810kg

공인 표준 연비1

복합연비 12.0㎞/ℓ (도심연비: 11.0㎞/ℓ, 고속도로연비: 13.4㎞/ℓ, 등급: 3, 복합co2 배출량:142g/㎞, 연료:휘발유2)

HaNDlINg

조향 장치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

현가 장치

전륜  스포츠 튠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 후륜  스포츠 튠드 멀티 링크 서스펜션

제동 장치

전륜 14.0X1.3 인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후륜 13.8X0.8 인치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4륜 4채널 abs

휠과 타이어

경량 트리플 스포크 19인치 알루미늄 알로이휠, 245/40r19 런플랫 타이어

DIMENSIONS

외장

전장 4,800mm / 전폭 1,820mm / 전고 1,440mm / 휠베이스 2,850mm

ExTERIOR
Q50

Hybrid
Style

Q50S
Hybrid 

Essence

Q50
Hybrid

Sports Edition

Q50S
Hybrid 
Hi-Tech

fULL LeD 헤드라이트

프론트 LeD 안개등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afs)

LeD 주간 주행등과 중앙 고정식 스톱라이트 (cHmsL)

공기흐름 매니지먼트 시스템. 낮은 공기저항계수 및 제로 양력의 공기역학 (Zero-LIft) 실현

UV 저감 틴트 글라스

듀얼 열선 내장 접이식 아웃사이드 파워 미러

스크래치 자동 복원 기술 (scratcH sHIeLD paInt)

미드나잇 블랙 그릴, 전/후륜 머드가드, 리어 스포일러

듀얼 크롬 머플러

INTERIOR

푸시 버튼 시동 인텔리전트 키

마이크로필터가 포함된 듀얼 존 자동 온도 조절 (atc)

마그네슘 패들 시프터

플라스마 클러스터 기술 적용 첨단 온도조절 시스템 (accs)

듀얼 탑승자 메모리 시스템 (시트, 아웃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칼럼 통합 조절)

리어 뷰 모니터 및 전,후방 소나 시스템

이동 물체 감지(moD)기능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인텔리전트 포지셔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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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라이팅 시스템

앞좌석 연장식 선바이저, 조명식 화장 거울 및 오버헤드 선글라스 케이스

앞좌석 듀얼 오버헤드 맵 라이트, 뒷좌석 독서등 

앞좌석 등받이 맵 포켓, 프론트 도어 포켓, 앞, 뒷좌석 듀얼 컵홀더, 프론트 도어 병홀더

고급 가죽재질의 스티어링 휠 및 쉬프트 노브

프론트 암레스트 사물함 및 12볼트 파워 아울렛

16개 스피커 boseⓇ 퍼포먼스 시리즈 오디오 시스템, am/fm, mp3 재생 기능, 앞좌석 어드밴스드 스테이징 테크놀로지

인피니티 인터치 시스템

듀얼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인피니티 음성 인식 기능

첨단 블루투스

SaFETY

인피니티 첨단 에어백 시스템 (aabs)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actIVe trace controL)

앞좌석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

제동 보조 기능 (braKe assIst)

4륜 4채널 abs (antI-LocK braKIng system)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 (VDc)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 (Iba)

전방 충돌 예측 경고 장치 (pfcW)

전방 비상 브레이크 (feb) 및 거리 제어 어시스트 (Dca)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nteLLIgent crUIse controL)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Dp)

액티브 레인 컨트롤 (a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