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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트 벨트를 착용하시고 음주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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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ti q70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드라이빙에서 느껴집니다. 우아한 곡선과 

아름답도록 섬세한 각도에 머무는 시선. 최고급 원목과 가죽이 

적용된 실내 마감에서 느껴지는 향기. Q70. 기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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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바디라인  인피니티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인 더블 웨이브 

후드의 유려한 곡선이 높아진 프론트 펜더로 이어지면서 매력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시킵니다. 

기억에 남는 인상  인피니티 고유의 더블아치 그릴이 중앙 전면부에 

위치합니다. 서로 닮은 상단과 하단의 둥근 라인과 초승달 모양의 C필러 

디자인을 통해 인피니티만의 강렬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강인한 존재감  Q70의 우아한 실루엣과 핸들링의 반응성이 돋보입니다. 

현가하중량을 줄이는 경량 구조의 18인치 휠로 신속한 코너 진입이 

가능합니다.

뚜렷한 조명  헤드라이트에는 높은 시인성의 LED 조명이 사용되어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사람의 눈에서 영감을 얻은 

헤드라이트가 돋보입니다. 

ElEganT 
in form. 
commanDing 
in prEsEncE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당당히 나아갑니다. 차체를 타고 
유려하게 흐르는 인피니티 Q70의 조각같은 바디라인에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ex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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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편안함  파인 비전 EL(전자 발광) 계기판의 편안한 조명은 보다 

밝을 뿐만 아니라, 색의 대조를 통해 한 눈에 주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고급 시트벨트 소재  시트 벨트는 운전자의 몸과 계속 맞닿아 있기 

때문에 표준 소재보다 20% 더 부드러운 헤링본 조직감의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시트 벨트보다 착용감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마찰로 인한 올풀림도 적습니다.

편안함에서 느껴지는 품격  인피니티 Q70에 앉아 세미 아닐린 

가죽시트가 주는 부드러움과 견고함을 경험하십시오.1 풀그레인 공법이 

적용되어 가죽이 지닌 본래의 매력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DElighTs in 
all iTs 
infiniTE 
DETails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품격을 경험하십시오. 
눈길과 손끝이 닿는 모든 곳이 당신을 위해 
섬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interior design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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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편안함  듀얼 메모리 시스템은 운전자 2명의 맞춤 정보를 

기억합니다. 운전자가 소지한 키에 따라, 이미 저장된 시트와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버튼 하나로 자동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엑세스  운전자는 Q70에 다가가면서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키

(INFINITI INTELLIgENT KEy)만으로 도어와 트렁크를 열수 있고, 

주머니에서 굳이 키를 꺼내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 운전석 세팅 부터 시작하여 스티어링 휠과 아웃사이드 미러를 

운전자가 선호하는 대로 자동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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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한 승차감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가죽 재질의 프론트 시트에는 촘촘한 구멍이 있어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기가 좌석 바닥부터 활발히 순환되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nviTing
you in anD 
TailorED 
To you
항상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려깊은 
편의사양이 탑재된 Q70. 당신이 다가서고 
탑승할 때마다 당신의 니즈를 먼저 
예상합니다. 

 person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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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인피니티는 오랜 연구를 통해 Q70의 모든 주요 

인테리어 요소에 최적의 촉감을 구현했습니다. 실내 전 부위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안락감이 전반적인 주행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넓은 실내공간  Q70은 모든 탑승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낮고 넓은 스탠스가 모든 승객에게 넉넉한 헤드룸과 힙룸을 

보장하며, 앞좌석 뒷부분을 얇게 설계해 뒷좌석 승객에게 보다 넓은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운전석 콕핏 시스템  인피니티는 운전자 친화적인 설계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조작 기능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운전자가 

주행 중 터치만으로도 대시보드 상의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pacE  
ThaT cEnTErs 
arounD you
그 어떤 좌석에서도 탑승자를 배려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인피니티 Q70의 넓은 실내공간과 우아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comfort



amplifying 
ThE fEEling of 
accElEraTion
엔지니어링으로 완성된 더욱 강렬한 드라이빙 경험이 이제 감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performance

시그니처 배기 노트

인피니티만의 특수 배기 튜닝은 독특한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 냅니다.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낮은 배기 

사운드가 울려퍼집니다. 

날카로운 변속

다운시프트 레브 매칭 (DOWNSHIFT REV 

MATCHINg) 기술이 엔진 회전수를 순간적으로 

높여 부드럽고 신속한 다운 시프트를 구현함으로써, 

전문가 수준의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쾌감

액셀러레이션 스웰(ACCELERATION SWELL)

은 인피니티가 추구하는 파워에 대한 비전입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함으로써 속도가 올라갈수록 가속감이 

배가되어,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속도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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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대한 통제감과 드라이빙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1  

타고난 균형감각  Q70의 프론트 미드쉽 플랫폼(FRONT-MIDSHIP 

PLATFORM)은 엔진의 무게 중심이 앞바퀴 중심선 바로 뒤에 

오도록 합니다.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같은 배치는 거의 

균등한 중량 밸런스를 실현하는 동시에 코너링 시에 묵직한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변속  Q70에는 7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주행 성능과 

최적의 연비를 고려해 다양한 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적응형 학습 알고리즘이 드라이빙 스타일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성이나 연비 향상을 위해 변속 패턴을 조절합니다.

ElEvaTing 
your powEr 
anD poisE
직관적인 반응으로 강렬한 힘과 주행 자신감을 
선사하는 퍼포먼스 엔지니어링을 경험하십시오. 

 engineering

3.7리터 V6 가솔린 엔진  짜릿한 응답성과 탁월한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변식 흡기 밸브 리프트(VARIABLE VALVE 

EVENT AND LIFT) 기술을 채용해 최고 출력 333 마력의 강한 

힘을 뿜어내는 동시에 탁월한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2

333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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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IEW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보스(BOSEⓇ)의 스튜디오 서라운드(STuDIO 

SuRROuNDⓇ) 시스템은 앞좌석 숄더에 설치된 4개를 포함하여 총 16

개의 스피커를 자랑합니다.1 각각의 스피커는 커스텀 튜닝되어 풍부하고 

실감 나는 5.1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ACTIVE NOISE CONTROL) 기능은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나 바람에 의한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역위상의 음파를 

이용하여 소거합니다.

직관적인 터치  인피니티 컨트롤러(INFINITI CONTROLLER)는 차량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간편하고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컨트롤러 링을 돌리고 스크린을 터치하거나, 버튼, 스티어링 휠 

컨트롤러의 쉬운 조작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전조등 시스템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1이 조향 방향을 감지하고 헤드라이트 

방향을 조절하여 교차로나 커브길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전방위 시야 확보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동 물체 감지

(MOVINg OBJECT DETECTION) 기능이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

(AROuND VIEW MONITOR)와 전·후방 소나 시스템(FRONT AND 

REAR SONAR SySTEM)으로 주변을 살피고 이동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1,3,4  네 대의 카메라와 차량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360° 

버드 아이 뷰가 움직이거나 정지된 물체를 감지함으로써 주차가 놀랄 만큼 

편해집니다.

DEDicaTED  
To assisT anD 
EnTErTain
주행 중에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피니티의 
테크놀로지가 당신과 세상을 보다 가깝게 연결합니다. 

 convenience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행 속도 조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INTELLIgENT CRuISE 

CONTROL)1,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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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인피니티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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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및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ANE DEPARTuRE PREVENTION)1,7

은 차선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가 주행차선에서 이탈할 경우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해 운전자가 주행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 거리 확보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DISTANCE CONTROL 

ASSISTANCE)1,8 은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하고 차간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경고를 내보냅니다.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여전히 밟고 있다면 자동으로 페달을 위로 밀어 올려 감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guiDancE 
anD 
assisTancE 
on EvEry 
DrivE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에도 인텔리전트 
기술은 적절한 주행 안내를 제공합니다.

traffic technology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 제동 시스템  전방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FORWARD 

EMERgENCy BRAKINg)1, 9이 전방의 차량을 탐지하고 만약 감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속 페달을 위로 밀어올리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돌 피해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시 위험 감소  앞좌석 시트에 적용된 액티브 헤드 레스트(ACTIVE 

HEAD RESTRAINTS)는 후방 충돌 사고 발생 시에 헤드 레스트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 감지  전방 충돌 예측 경고 시스템(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1, 10은 레이더로 앞 차 뿐 아니라 

앞의 앞 차의 움직임까지 지속적으로 감지해 잠재적인 위협이 예상되면 

시청각 경고를 내보냅니다. 

프리 크래쉬 시트   시트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 기능이 작동되어 시트벨트가 자동으로 팽팽해집니다. 

더 강하게, 더 가볍게   충돌 시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강판보다 

두 배 강력한 초고장력 강판이 사용되었습니다.

강화된 탑승자 안전   인피니티 첨단 에어백 시스템(ADVANCED 

AIRBAg SySTEM)의 듀얼 스테이지 보조 프론트 에어백은 충격의 

강도와 시트 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팽창 압력을 다르게 조절합니다. 시트 

내장형 사이드 에어백과 루프 내장형 커튼 에어백도 제공됩니다.11

innovaTivE 
TEchnology 
hElps you sEE 
anD avoiD
혁신적인 안전 테크놀로지로 운전자의 직관적인 반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safety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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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쇄물에 제시된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본 인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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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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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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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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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모델에만 해당됨.  2 공인 표준 연비 : Q70 3.7 복합연비  8.7 km/ℓ (도심연비 7.6km/ℓ, 고속도로연비 10.7km/ℓ)  / Q70 AWD 복합연비 8.2 km/ℓ (도심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km/ℓ). 실제 주행 거리는 주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3 이동 물체 감지 기능이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물체 감지 기능은 주행속도 8km/h 미만에서만 작동합니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언제나 주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십시오. 4 소나 시스템은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 

온전한 주차 및 후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이동 전에 항상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충돌 회피 또는 경고 장치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감속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주행 중 프로그래밍은 삼가십시오. GPS 맵핑은 지역에 따라 세부적이지 않거나 현재의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차선이탈경고 / 차선이탈방지 시스템은 도로 위의 차선이 분명하게 표시돼있을 때만 작동됩니다.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8 

차간거리 제어 시스템는 특정 조건 하에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충돌 회피 장치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전방 비상 브레이크는 

책임감있는 주행을 대체할 수 없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 브레이크나 보행자 탐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PFCW

의 목적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충돌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및 기타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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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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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x 8.0-Inch aluMInuM-alloy Wheels

W
H

E
A

t
 L

E
A

t
H

E
R

 A
s

H
 W

o
o

d

W
H

it
E

 A
s

H
 s

iL
V

E
R

-P
o

W
d

E
R

E
d

 W
o

o
d

M
A

L
B

E
C

 B
L

A
C

K
 (

G
A

C
)

B
L

A
C

K
 o

B
s

id
iA

n
 (

K
H

3
)

M
A

JE
s

t
iC

 W
H

it
E

 (
q

A
B

)

L
iq

u
id

 P
L

A
t

in
u

M
 (

K
2

3
)

G
R

A
P

H
it

E
 s

H
A

d
o

W
 (

K
A

d
)

H
A

G
A

n
E

 B
Lu

E
 (

R
B

P
)

C
H

E
s

t
n

u
t

 B
R

o
n

z
E

 (
C

A
n

)

H
E

R
M

o
s

A
 B

Lu
E

 (
B

W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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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0

3.7 style
Q70

3.7 Premium
Q70

3.7 exclusive
Q70

3.7 aWD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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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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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출력

333 마력 @ 7,000rpm

최대 토크

37.0 kg.m @ 5,200rpm

변속기

전자 제어식 7단 자동 변속기
적응형 변속 제어(Adaptive Shift Control)
다운 쉬프트 레브 매칭(Down Shift Rev Matching)

구동 방식 후륜구동 후륜구동 후륜구동 4륜구동

공차 중량 1,810kg 1,810kg 1,810kg 1,875kg

공인 표준 연비1

복합연비 8.2km/ℓ (도심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km/ℓ, 등급:5, 복합CO2 배출량: 211g/km, 연료: 휘발유2)

복합연비 8.7km/ℓ (도심연비 7.6km/ℓ, 고속도로연비 10.7km/ℓ, 등급:5, 복합CO2 배출량: 198g/km, 연료: 휘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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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과 타이어

5-스포크 18ⅹ8.0 인치 알루미늄 휠, 245/50R18 

외장  전장 4,980mm / 전폭 1,845mm / 전고 1,500mm

외장  전장 4,980mm / 전폭 1,845mm / 전고 1,515mm

HAndLinG

diMEnsions

Q70
3.7 style

Q70
3.7 Premium

Q70
3.7 exclusive

Q70
3.7 aWD

FULL LED 헤드 라이트 및 주간 주행등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AFS)

헤드 램프 워셔  

프론트 LED 안개등 

리어 LED 콤비네이션 램프 및 하이 마운트 LED 보조 스톱라이트

프론트 도어 핸들 웰컴 라이팅 시스템

속도 감응형 레인 센싱 플랫 블레이드 와이퍼

파워 썬루프

ExtERioR

intERioR

다기능 메모리 기능이 탑재된 인텔리전트 키

푸시 스타트 / 스톱 버튼 (조명 기능 포함)

4단계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ECO / Sport / Standard / Snow 4가지 모드)

듀얼 존 풀 오토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포레스트 에어 (Forest AirTM)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및 마일드 플로우 통풍구

앞좌석 10방향 전동식 냉난방 시트 (럼버 서포트 포함)

이지 엔트리 / 인텔리전트 포지셔닝 시스템

리어 시트 패키지 (뒷좌석 파워 시트, 히팅 기능, 뒷좌석 온도 및 오디오 컨트롤러, 리어 썬블라인드)

LCD 컬러 모니터 및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7인치 7인치 8인치 7인치

가이드 라인이 포함된 후방 카메라 기능

이동 물체 감지 기능 어라운드 뷰 모니터

CD / DVD 플레이어 및 USB 포트

9.3GB 하드 드라이브 뮤직 박스 및 센터 포인트 2 기능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0개 

스피커
10개 

스피커
16개 

스피커
10개 

스피커

오디오 파일럿 2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웨이브 펀칭 천연가죽 시트

세미 아닐린 퀼팅 시트

다기능 스티어링 휠

고급 가죽 재질의 다기능 스티어링 휠 및 쉬프트 노브

고급 가죽으로 감싼 클러스터 상단 재질

전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컬럼

파인 비젼 계기판 및 인피니티 아날로그 시계

sAfEtY

크루즈 컨트롤 (Cruise Control)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ntrlligent Cruise Control)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시스템 (Lane Departure Warning/Prevention)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 (Distance Control Assistance)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 (Intelligent Brake Assist)

전방 충돌 예측 경고 (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

전방 비상 브레이크 (Forward Emergency Bra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