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T’S INSTINCT



매 순간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합니다.
강력한 파워와 지능적인 설계가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손길에 생동감 있게 반응하는 이 탄생했습니다.

IT’S I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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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 (INTELLIGENT ALL-WHEEL DRIVE)
불안정한 노면에서 타이어가 노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도와주며
평지에서 주행할 때도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보장합니다.





매 순간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전념합니다. 활기 넘치는 교감을 위한 인피니티의
끝없는 노력은 인피니티 의 편안한 공간과 주행을 수월하게 돕는 장치들을 통해
입증됩니다. 인피니티를 체험하시면 당신은 우리의 헌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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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DEVOTION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ACTIVE NOISE CONTROL)
차 안으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소음을 없애주어 더 쾌적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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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시프트 레브 매칭 (DOWNSHIFT REV MATCHING)  은
운전 성능을 능숙하게 전환시킵니다. 더욱 부드럽고 신속한
다운시프트(저단기어로 변속)는 균형과 반응을 향상시킵니다. 

액셀러레이션 스웰 (ACCELERATION SWELL) 엔진의
강력한 힘을 가슴 뛰는 흥분으로 바꿔줍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해 고속
주행 시에 더욱 짜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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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을 초월한 질서. 차량 전반에 적용된 획기적인 기술이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의 환경에 적응되면, 다양한 환경을 더욱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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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OISE

어라운드 뷰 모니터 (AROUND VIEW® MONITOR)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당신의 주위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ANE DEPARTURE PREVENTION)
카메라로 차선을 모니터링하고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 조절해
운전자가 주행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도로 위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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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ROMISE



IT’S BOUN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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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놓여있는 가능성에 마음껏 뛰어드십시오. 더욱 우수한 명쾌함과
효과적인 비전으로 앞을 보십시오. 야망을 성취한 이들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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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INTELLIGENT CRUISE CONTROL)
정체 구간에서 앞차의 속도가 줄어들 때 그에 따라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정체가 해소되면 다시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로 돌아가므로 더욱 편안하고 스마트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당신이 향하는 전방에 조명을 비춥니다. 의 완전히 새로운 LED 헤드라이트는
반응 그 이상입니다.  



진부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달하세요. 인피니티 을 경험하면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터치하는
풍부함, 당신을 둘러싼 공간, 활력 넘치는 사운드를 통해 진정한 럭셔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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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I CONTROLLER 는 직관적으로 기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링이나 터치스크린의 회전 버튼을 통해 당신에게
즉각적인 속도로 반응합니다. 

보스 스튜디오 서라운드 (BOSE® STUDIO SURROUND®)
깊이와 분위기를 자아내며 당신을 에워쌉니다.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풍부함과 친밀함으로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IT’S LICENSE

당신의 소망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럭셔리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경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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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I INTELLIGENT KEY 는 당신의 이 모든 운전에
적합하도록 해드립니다. 운전석에서 미러, 핸들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주머니나 지갑에서 키를 꺼내지 않아도 당신의 운전에
완벽하게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WELCOME LIGHTING 은 당신을 반기며 운전석에 이르기까지
우아하게 안내합니다. 당신이 다가오면 외부와 내부의 조명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시동 버튼은 떨리는 빛으로 조명을 발하여 당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BJECT OF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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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ANCE

SPEAKERS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이 당신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오디오가 주는 즐거움  BOSE® STUDIO SURROUND®  사운드 시스템의 개 스피커는
의 내부를 위해 알맞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앞 좌석의 어깨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포함한 모든 스피커는 풍부하고 리얼한  서라운드 사운드 이미지를 자아내기
위한 LEGENDARY BOSE® 신호 처리를 통해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이 시스템은 위성
라디오, 아이패드®, 블루투스® 사용가능 장치를 가진 무선 스트리밍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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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한 실내 공간  에 앉으면 넉넉한 공간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각 좌석마다
넉넉한 헤드룸과 힙룸이 확보되어 있고, 지붕과 윈드실드 필러(WINDSHIELD
PILLAR)가 개방된 느낌을 더합니다. 각 시트는 탑승자의 몸을 잘 지지해주며,
키가 큰 뒷좌석 탑승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넉넉한 레그룸이 제공됩니다.
또한 넓은 트렁크 도어로 편리하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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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장인정신  의 장인정신은 인체공학적 설계나 내장 부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팔걸이를 만져보면 즉시 손끝에 기분 좋은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년 개월의 시간을 들여 전세계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소재를 제작했습니다. 지문 융선의 깊이와 간격에 맞는
긴장감과 질감으로, 당신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 완벽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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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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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난 균형 감각  인피니티 퍼포먼스 세단의 엔지니어링 철학인 프론트 미드쉽 플랫폼(Front-
Midship Platform)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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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스포츠카에
타고 있는 듯한 정밀성과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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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통제력  평탄한 도로에서는 인텔리전트 사륜 구동 시스템
( )  이 뒷바퀴에 의 구동을
분배해 더욱 스포티한 응답성과 성능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나 휠스핀과
스로틀 위치, 차량 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앞바퀴에 최고 까지 동력을 배분하며 접지력과 통제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차에 대한 통제감과 드라이빙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의 소리  퍼포먼스카의 성능은 배기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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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균형  인피니티의 쿠페, 세단에 적용되어 있는 프론트 미드쉽
플랫폼의 저변에 있는 엔지니어링 철학은 인피니티  설계의
밑바탕이 됩니다. 앞 바퀴 중심선 바로 뒤에 엔진의 질량 중심을 두어
스포츠카에서 기대했던 정밀함과 역동성을 경험하세요.

날카로운 변속  저단 변속을 할 때 다운시프트 레브 매칭(DRM: DOWNSHIFT 
REV MATCHING) 기술이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 수를 높여 다음 기어로
변속을 준비시킵니다. 부드럽고 빠른 변속으로 균형감과 응답성을
높여주며,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엔진 동력을 전달합니다.

끝없는 드라이빙 쾌감  액셀러레이션 스웰은 인피니티 파워가 추구하는
비전으로, 가속감에 구체적인 형태와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엔진 튜닝으로 넓은 회전 영역에서 넘치는 토크를 제공함으로써
속도가 올라갈수록 가속감이 배가되어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속도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고조되어
드라이빙 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ASSIST/ENTERTAI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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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주차 보조 시스템  전후방 소나 시스템(SONAR SYSTEM)  과 이동물체 감지 시스템
(MOVING OBJECT DETECTION) 이 내장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AROUND VIEW 
MONITOR)  는 주차 시에 주변환경에 대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주변전방위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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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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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소음 차단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ACTIVE NOISE CONTROL)  은
 실내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을 줄여줍니다. 천장에 내장된 마이크가

엔진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스피커를 통해 불편한 소음을 상쇄시키는
음파를 내보냅니다. 외부 소음을 줄이는 동시에 경쾌한 엔진 사운드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스마트 전조등  의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은 자동차의 앞부분과 주변을 동시에 비춰
줍니다. 전방의 차량과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전조등의 방향이 조향
방향에 따라 코너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커브길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 거리 확보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DISTANCE CONTROL ASSIS
TANCE)  은 센서로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하고 안전거리를 유지시킵니다. 
차간 간격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여전히 밟고 
있다면 자동으로 페달을 위로 밀어 올려 속도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정체 구간 운전 지원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전속구간) 은 운전자가
원하는 속력과 차간 거리를 선택하도록 해 앞차의 속도가 줄어들 때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정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체가 해소되면
다시 운전자가 미리 세팅해놓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이처럼 혁신적인 맞춤형 편의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야 확보  후진 시에 리어뷰 모니터(REARVIEW MONITOR)
가 차량 후방의 모습을 모니터에 비춰줍니다. 주변 물체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선으로 보여주고 차가 움직일 방향을 미리 알려줍니다.
또한 후방 소나 시스템(REAR SONAR SYSTEM)  은 뒷범퍼 근처에서
물체가 감지될 때 경고음을 울리고 리어뷰 모니터 상에 아이콘으로
표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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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고 가볍게  충돌 시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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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일부 사양은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향 컨트롤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VDC: VEHICLE DYNAMIC CONTROL)
기능은 운전자의 의도와 차량의 실제 코너링 성능을 비교하여 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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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DP)  은 카메라로 차선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전자가 신호 없이 주행차선에서 이탈할 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해 운전자가 주행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LDP는 운전자를 보조할 뿐, 차량
통제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충돌 위험 감지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IBA)  와 전방 충돌 경고장치
(FCW) 는 센서로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 분석해 충돌 위험을 감지합니다.
충돌이 임박했을 때는 단계 경고음을 울려 충돌 위험을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자동 조절해 충격을 감소시켜 줍니다.

액티브 헤드 레스트  특정한 형태의 후방 추돌
사고시에 앞좌석의 액티브 헤드 레스트(AHR,
ACTIVE HEAD RESTRAINT)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머리를 보호하고 경추 부분의 상해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줍니다.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  특정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나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이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작동됐을 때 앞좌석 프리 크래쉬 시트
벨트( )가 앞좌석 시트 벨트를
자동으로 팽팽하게 유지해주어 운전자를 보호하고 에어백
같은 기타 보호장치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최첨단 에어백  인피니티 차량에는 사고 시 충격 감소를 위해
다양한 에어백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인피니티 첨단 에어백
시스템(A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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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식 사이드
에어백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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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FRONT GREY (KAT)가 제외되고 HAGANE BLUE (RBP)가 신규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