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와 차이가 있습니다. 제원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에 수
록된 제품색상은 인쇄된 것으로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에는 선택사양 및 국내 미적용 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양은 인증용 차량의 제원이므로 실제 구입하신 차와 사양 및 제원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시장에서 차량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au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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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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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이든 드러나는 존재감.
Audi Q5.
편안함, 스타일, 역동성. 그 무엇을 찾든지 간에 당신은 곧 Audi Q5에 매료될 것입니다. 인상적인 외관,
강력한 퍼포먼스, 앞선 기술력. 다양한 편의장비들로 당신의 한 부분을 Audi Q5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di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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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있는 순간 조차도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다.
Audi Q5는 아우디 Q 시리즈의 DNA를 지니고 있어, 역동성과 자신감을 구현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보닛, 여유로움을 주는 루프 라인, 숄더 위의 사이드 미러와 슬림한 윈도우
라인이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Audi Q5는 오프로드에서도 오래 기억되는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di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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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자인에 빛을 더하다.
LED 헤드라이트
Audi Q5는 어디서나 빛을 발합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LED 주간 주행등과 LED 헤드라이트는 멀리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만큼이나 또 하나의 장관을 이루는 것은 Audi Q5의 웅장함과 강인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강렬하게 직선으로 뻗은 수평 라인입니다. 강력한 엔진 소리를 듣기도 전에 아우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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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트로의 강점,
바로 그 순간을 인식하다.
Audi Q5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기술이 적용된 콰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차량의 운행 상황을 예측하여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안전한 드라이빙 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 보장합니다. 콰트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동력을 전륜으로
제한해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콰트로 시스템은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역동적이고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를 이용하여 차량의 특징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락하게, 그리고 보다 역동적이고 개성
넘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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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파워,
효율적인 연비.
Audi Q5의 TFSI/TDI엔진은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합니다. 터보차저 엔진의 향상된 성능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아우디 콰트로 울트라 테크놀로지가 코너링과 가속시 반응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Start/Stop 시스템과 함께 효율성도 개선시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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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쟁취하다.
Audi Q5의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길어진 휠베이스로 개성을 펼칠 공간이 넉넉합니다. 고급 소재부터
개성 넘치는 색상과 조명까지 수많은 디테일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블랙 헤드라이닝과 앞좌석 스포츠 시트¹,
센터 콘솔 및 도어 암레스트에 적용된 가죽 패키지 등이 실내에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¹ Q5 45 TFSI quattro Premium, Q5 40 TDI quattro Premium, Q5 50 TDI quattro Premium 모델 적용 사양.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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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실내 디자인.
Audi Q5는 긴 휠베이스, 넉넉한 공간, 실용적인 수납 옵션이 인상적입니다. 기본 사양인 트렁크 롤러 커버와 4:2:4 폴딩 시트를 활용하면 트렁크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모두 접으면 트렁크 용량이 순식간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센서 제어식 트렁크 릴리스 옵션은 적재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양손 다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발동작으로 테일게이트를 여십시오. 이로써 무거운 박스도 손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o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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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usiasm
E n t h u s i a s m i s t h e m o st p o w e r f u l d r i v i n g f o r c e . I t a l o n e c r e a t e s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

calling.

the desire to explore new avenues. Discover the Audi Q5.

Info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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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들어오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의 8.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컨트롤러를 통해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혹은
아우디 커넥트¹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한 조작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²를 통해 익숙한 스마트폰 화면을 MMI 디스플레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¹ 자세한 사항은 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²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아우디와 무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내용과 기능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공업체에 있습니다.

Info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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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어진 시야.
아우디 버츄얼 콕핏 옵션은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고해상도 12.3인치 스크린이 장착된 완벽한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는 다양한 운전자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속도 및 내비게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까지, 운전자는 수많은 디스플레이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¹는 속도, 내비게이션 데이터, 보조 시스템 데이터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차량 관련 정보를 앞유리 뒤의 풀 컬러 가상 디스플레이상에 보여
줍니다. 또한 운전자의 키, 착석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의 높이와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방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정보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¹ 편광 선글라스 착용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Info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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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어디에 있든,
새로움을 경험하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하루 중 어느 때나 원하는 조명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색상
프로필 덕분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di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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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s calling.
도심, 교외, 휴양지. Audi Q5와 함께라면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urther Equipment ㅣ Paint Finishes

28

Powerful look.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네번의 도장 작업으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세련된 스타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이나 마모로부터의 보호 기능도 제공합니다.

Mythos Black,

Manhattan Gray,

Glacier White,

Floret Silver,

Monsoon Gray,

Moonlight Blue,

metallic effect

metallic effect ¹

metallic effect

metallic effect

metallic effect

metallic effect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¹ Q5 45 TFSI quattro Premium, Q5 40 TDI quattro Premium, Q5 50 TDI quattro Premium 모델 적용 사양.

Further Equipment ㅣ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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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8인치 5-더블 스포크 다이내믹 디자인 휠 (Q5 45 TFSI quattro, Q5 40 TDI quattro)
02 19인치 5-암 윙 디자인 휠 (Q5 45 TFSI quattro Premium, Q5 40 TDI quattro Premium)

Powerful presence.

03 20인치 5-세그먼트 스포크 디자인 휠 (Q5 50 TDI quattro Premium)

존재감 있는 스타일로 당신의 개성을 강조해보십시오.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아우디 휠을 통해 아우디만의 특별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01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03

Further Equipment ㅣ Seats and In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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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xclusive.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십시오.
아우디만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와 인레이를 통해 엄선된 소재의 매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스포츠 시트¹

Aluminium
Rhombus

¹ Q5 45 TFSI quattro Premium, Q5 40 TDI quattro Premium, Q5 50 TDI quattro Premium 모델 적용 사양.

01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03
01 Black (Seats)
02 Nougat Brown (Seats)
03 Aluminium Rhombus (Inlays)

Audi Genuine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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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다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는 Audi Q5에 훨씬 더 많은 매력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들은 언제나 품질에 대한 아우디의 약속을 지켜줍니다.

트렁크 매트 – 방수 가능한 트렁크 매트가 물기와 먼지 등으로 오염되기 쉬운
트렁크를 보호.

매력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구성된 맞춤형 솔루션을 이용해 보십시오.

백레스트 프로텍터 – 신발 3개를 보관할 수 있는 6개의 보관 포켓이
시트 등받이 면을 오염으로 부터 보호.

스키 앤 러기지 박스 – 아우디 전용 디자인. 두 가지 색상
(브릴리언트 블랙 또는 플래티넘 그레이)과 세 가지 사이즈
(300L, 360L, 405L)로 출시. 추가 옵션: 별도 캐리어
유닛을 결합하여 사용.

리어 프로텍티브 커버 – 세척 가능한 커버로 뒷좌석 및 사이드 패널 보호.
애완견용 하네스 – 애완견 수송 시 이상적인 하네스로 뒷좌석에 벨트 연결 가능.
세 사이즈 가능 (S 소형견, M 중형견, L 대형견)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 모델에 따라 장착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는 별도 구매 제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 공식 딜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Fascination of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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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Q5의 매력
Audi Q5 세계를 탐험해 보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개인별 맞춤 혜택, 최고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www.audi.co.kr을 방문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yAudi App¹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myAudi App을 이용하면 차량의 도어 닫힘 상태, 점검정보 등 차량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myAudi 포털 및 myAudi App은 Audi Connect 장착 차량의 구매고객에 한하여
딜러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App Store나 Google Play Store™²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¹ 아우디 커넥트 서비스는 아우디 커넥트 옵션이 장착된 모델에 한하여 제공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해당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딜러사에 문의 바랍니다.
² Google 및 Google 로고는 Goog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Audi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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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Connect | Vorsprung connects.
Audi Connect는 2012년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총 28개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중인 서비스입니다.
아우디가 추구하는 혁신 기술 중 대표적인 것으로 차량의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의 주행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운전자-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운전자에게 편의, 안전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yService
긴급통화 (자동 및 수동)

긴급출동 (B-call)

사고 발생 시 콜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사고 위치 등
구조에 필요한 데이터가 아우디 사고전담 콜 센터로
전달됩니다. 또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콜은 수동으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차량 이상 관련 문의 혹은 견인 등의 서비스 필요 시,
긴급출동 버튼을 눌러 서비스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아우디 고객지원센터로 연결

아우디 서비스 지원
서비스센터를 사전 설정하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해당 아우디 서비스센터로 차량 정보를 전달해주며,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한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줍니다.

myCarmanager
차량 찾기

원격제어 (경적 및 라이트)

원격제어 (히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myAudi App을 통해,
지도상에 현재 본인 차량의 위치를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myAudi App으로
원격으로 히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 야외 주차 시에 사용 가능

원격으로 경적 및 라이트를 작동하여 어둡거나
시끄러운 주차장에서 차량의 위치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상태 리포트

원격제어 (도어)

알람 서비스 (지오펜스, 속도, 발렛)

주행거리, 경고등, 점검정보 등의 차량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차량 도어, 창문 및 트렁크의 잠금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myAudi App으로 차량
도어를 쉽게 개폐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으로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차량이
운행될 시 스마트폰을 통해 알람을 전송합니다.

* myCarmanager 서비스는 차량 등록 후 3년간 무상 제공되며,
추후 서비스 라이선스 연장을 원하실 경우 딜러사를 통해 연장 패키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 myService 서비스는 차량 등록 후 10년간 무상 제공됩니다.

* Q5 50 TDI quattro Premium만 해당

❶ 지오펜스 : 특정 거리범위를 벗어날 때
❷ 속도 : 특정 속도 이상 운행될 시
❸ 발렛 : 특정 거리범위 혹은 속도를 벗어날 시

myAudi App ¹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myAudi App을 이용하면 차량의 도어 닫힘 상태,
점검정보 등 차량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 myAudi 포털 및 myAudi App은 Audi Connect 장착 차량의 구매고객에 한하여 딜러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App Store나 Google Play Store™2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¹ 아우디 커넥트 서비스는 아우디 커넥트 옵션이 장착된 모델에 한하여 제공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해당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딜러사에 문의 바랍니다.
² Google 및 Google 로고는 Goog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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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항목
엔진
Driving

구동 방식
변속기
연료탱크

Audi Q5 45 TFSI quattro Premium

Audi Q5 40 TDI quattro

Audi Q5 40 TDI quattro Premium

Audi Q5 50 TDI quattro Premium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TFSI) 엔진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TFSI)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V6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8단 Tiptronic 자동변속기

73L

73L

65L

65L

73L

Audi Q5 45 TFSI quattro

Audi Q5 45 TFSI quattro Premium

후방 카메라

●

크루즈 컨트롤

●

옵션항목

Assistant System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udi Q5 40 TDI quattro

Audi Q5 40 TDI quattro Premium

Audi Q5 50 TDI quattro Premium

360° 카메라

●

360° 카메라

360° 카메라

●

●

●

-

-

-

-

-

●

베이직/시티

베이직/시티

베이직/시티

베이직/시티

베이직/시티

헤드업 디스플레이

●

●

●

●

●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

●

●

●

●

프리센스

18인치 5-더블 스포크 다이내믹 디자인 휠

19인치 5-암 윙 디자인 휠

18인치 5-더블 스포크 다이내믹 디자인 휠

19인치 5-암 윙 디자인 휠

20인치 5-세그먼트 스포크 디자인 휠

익스테리어 패키지

디자인 라인 익스테리어 + 풀 페인트 피니쉬

스포츠 라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라인 익스테리어 + 풀 페인트 피니쉬

스포츠 라인 익스테리어

스포츠 라인 익스테리어

사이드미러 하우징

바디 컬러

바디 컬러

바디 컬러

바디 컬러

바디 컬러

인스트루먼트 패널

버츄얼 콕핏 (12.3인치)

버츄얼 콕핏 (12.3인치)

버츄얼 콕핏 (12.3인치)

버츄얼 콕핏 (12.3인치)

버츄얼 콕핏 (12.3인치)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컨트롤 디스플레이

●

●

●

●

●

테일라이트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사운드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

●

●

●

●

●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헤드라이트 워셔

●

●

●

●

●

보이스 컨트롤

●

●

●

●

●

파노라믹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

블루투스

●

●

●

●

●

● (앞좌석 USB 포트)

● (앞좌석 USB 포트)

● (앞좌석 USB 포트)

● (앞좌석 USB 포트)

● (앞좌석 USB 포트)

●

●

●

●

●

휠

Exterior

Audi Q5 45 TFSI quattro

Infotainment
선루프
루프 레일
인레이
블랙 헤드라이닝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열선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시트

●

●

●

알루미늄 롬버스

알루미늄 롬버스

알루미늄 롬버스

-

●

-

●

●

3-스포크 (시프트 패들 포함)

3-스포크 (시프트 패들 포함)

3-스포크 (시프트 패들 포함)

3-스포크 (시프트 패들 포함)

3-스포크 (시프트 패들 포함)

●

●

●

●

●

-

-

-

-

●

일반 시트

스포츠 시트

일반 시트

스포츠 시트

스포츠 시트

아우디 뮤직 인터페이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 (Car2X)

● (Car2X)

● (Car2X)

● (Car2X)

● (Car2X)

Start/Stop 시스템

●

●

●

●

●

컴포트 키

●

●

●

●

●

전동식 트렁크

●

●

●

●

●

스토리지 패키지

●

●

●

●

●

아우디 커넥트

Comfort

●

●

●

●

●

눈부심 방지 룸미러

●

●

●

●

●

센터콘솔 하단 및 암레스트

센터콘솔 하단 및 암레스트

센터콘솔 하단 및 암레스트

센터콘솔 하단 및 암레스트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및 열선 기능 포함

폴딩 및 열선 기능 포함

폴딩, 메모리 및 열선 기능 포함

폴딩, 메모리 및 열선 기능 포함

폴딩, 메모리 및 열선 기능 포함

전동 시트

앞좌석

앞좌석

앞좌석 (운전석 메모리 기능 포함)

앞좌석 (운전석 메모리 기능 포함)

앞좌석 (운전석 메모리 기능 포함)

3-zone

3-zone

3-zone

3-zone

3-zone

열선 시트

앞좌석

앞좌석/뒷좌석

앞좌석

앞좌석/뒷좌석

앞좌석/뒷좌석

●

●

●

●

●

통풍 시트

-

-

-

-

앞좌석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탠다드

댐핑 컨트롤

자동 에어컨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서스펜션

●

●

●

●

● (등받이 각도조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

●

●

●

앞좌석 (4-Way)

앞좌석 (4-Way)

앞좌석 (4-Way)

앞좌석 (4-Way)

앞좌석 (4-Way)

운전석 및 동반석 전면 에어백

●

●

●

●

●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

●

●

●

●

운전석 및 동반석 측면 에어백

●

●

●

●

●

프론트 암레스트

●

●

●

●

●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

●

●

●

●

LED 독서등

●

●

●

●

●

뒷좌석 측면 에어백

●

●

●

●

●

멀티 컬러

멀티 컬러

멀티 컬러

멀티 컬러

멀티 컬러

비상삼각대

●

●

●

●

●

●

●

●

●

●

툴 키트

●

●

●

●

●

전/후방

전/후방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전/후방

전/후방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전/후방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

●

●

●

●

-

-

-

-

●

● (collapsible)

● (collapsible)

● (collapsible)

● (collapsible)

● (collapsible)

뒷좌석 폴딩 시트
요추지지대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엔트리 라이트
Assistant System

●
알루미늄 롬버스

센터콘솔 하단 및 암레스트

가죽시트
가죽 패키지
Interior

●
알루미늄 롬버스

주차 보조시스템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 제원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 Safety

스페어 타이어
* 제원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 Dimensions

1670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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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udi Q5 45 TFSI quattro

Audi Q5 45 TFSI quattro Premium

Audi Q5 40 TDI quattro

Audi Q5 40 TDI quattro Premium

Audi Q5 50 TDI quattro Premium

차체 | Body

1119
1119

Audi Q5 45 TFSI quattro / Audi Q5 45 TFSI quattro Premium / Audi Q5 40 TDI quattro
/ Audi Q5 40 TDI quattro Premium / Q5 50 TDI quattro Premium 

치수(mm)

치수는 공차 중량의 차량 기준으로 측정.

전장/전폭/전고(mm) | Length/Width/Height

4,665 / 1,900 / 1,670

4,665 / 1,900 / 1,670

4,665 / 1,900 / 1,670

4,665 / 1,900 / 1,670

4,665 / 1,900 / 1,670

트렁크 용량¹ 550 / 1,550 L (두번째 값: 뒷좌석 등받이를 아래로 접고 루프 높이까지 적재했을 때). 회전 직경 약 11.8 m

휠베이스(mm) | Wheel base

2,821

2,821

2,821

2,821

2,821

1622
폭. *** 어깨 공간 폭.
* 최대 머리 공간. ** 팔꿈치 공간
1900

1,622 / 1,626

1,622 / 1,626

1,622 / 1,626

1,622 / 1,626

1,622 / 1,626

엔진형식 | Engine type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TFSI) 엔진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TFSI)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V6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엔진 배기량(cc) | Displacement

1,984 cc

1,984 cc

1,968 cc

1,968 cc

2,967 cc

보어 X 스트로크 (mm) | Bore x stroke

82.5 x 92.8

82.5 x 92.8

81 x 95.5

81 x 95.5

83.0 x 91.4

압축비 | Compression

9.6

9.6

15.5

15.5

16.0

최고 출력(마력/rpm) | Max. power output

252 / 5,000 – 6,000

252 / 5,000-6,000

190 / 3,800 - 4,200

190 / 3,800 - 4,200

286 / 3,500 - 4,000

최대 토크(kg.m/rpm) | Max. torque

37.7 / 1,600 - 4,500

37.7 / 1,600 - 4,500

40.8 / 1,750 - 3,000

40.8 / 1,750 - 3,000

63.2 / 2,250 - 3,000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

변속기 | Gear box type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8단 Tiptronic 자동변속기

기어비(1-7 / R) | Gear ratio

3.188 / 2.190 / 1.517 / 1.057 / 0.738 /
0.508 / 0.386 / 2.750

3.188 / 2.190 / 1.517 / 1.057 / 0.738 /
0.508 / 0.386 / 2.750

3.188 / 2.190 / 1.517 / 1.057 / 0.738 /
0.508 / 0.386 / 2.750

3.188 / 2.190 / 1.517 / 1.057 / 0.738 /
0.508 / 0.386 / 2.750

4.714 / 3.143 / 2.106 / 1.667 / 1.285 /
1.000 / 0.839 / 0.667 / 3.317

최종감속비 | Final drive ratio

5.302

5.302

5.302

5.302

2.848

휠 | Wheels

18인치 5-더블 스포크 다이내믹 디자인 휠

19인치 5-암 윙 디자인 휠

18인치 5-더블 스포크 다이내믹 디자인 휠

19인치 5-암 윙 디자인 휠

20인치 5-세그먼트 스포크 디자인 휠

타이어 | Tyres

235/60 R18

235/55 R19

235/60 R18

235/55 R19

255/45 R20

최고 속도(km/h) | Maximum speed

210 (안전 제한 속도)

210 (안전 제한 속도)

220

220

237

가속 성능 0-100km/h(초) | Acceleration

6.3

6.3

8.1

8.1

5.9

연비(km/l)* | Fuel consumption

10.3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4등급/복합),
9.2 (도심), 12.1 (고속도로)

10.3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4등급/복합),
9.2 (도심), 12.1 (고속도로)

12.0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3등급/복합),
10.7 (도심), 14.1 (고속도로)

12.0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3등급/복합),
10.7 (도심), 14.1 (고속도로)

11.1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4등급/복합),
9.9 (도심), 12.9 (고속도로)

CO2 배출량(g/km)* | CO2 emission

167

167

160

160

175

공차중량(kg) | Unloading weight

1,820

1,830

1,915

1,925

2,065

연료탱크(L) | Fuel tank capacity

73

73

65

65

73

트렁크 용량(L) | Luggage capacity

550 / 1,550

550 / 1,550

550 / 1,550

550 / 1,550

550 / 1,550

윤거 전/후(mm) | Track at fr./re.

1626
1626
2140
2140

1622

1900

999898

759
759

구동방식/변속기 | Drive/Transmission
구동형식 | Type of drive

101505
9*9*

엔진 | Engine

899
899

945
945

2821
2821
4665
4665

1050
1050

동력성능/연료소모율 | Performance/Consumption

1500**
1500**
1434***
1434***

1523**
1523**
1466***
1466***

휠/타이어 | Wheels/Tyres
982
982

1670
1670

중량/용량 | Weight/Capacities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정보 | Tire Energy Efficiency Rating

제조사 | Manufacturer
타이어 모델 | Model
타이어 사이즈 | Tire size

Audi Q5 45 TFSI quattro / Audi Q5 40 TDI quattro

Audi Q5 45 TFSI quattro Premium / Audi Q5 40 TDI quattro Premium

Audi Q5 50 TDI quattro Premium

Michelin

Hankook

Michelin

Continental

Pirelli

Michelin

Continental

LATITUDE SPORT 3 AO

Ventus S1 evo2 SUV

LATITUDE SPORT 3 AO

ContiSportContact 5

Scorpion Verde

LATITUDE SPORT 3 AO

UltraContact UC6

235/60 R18 103W

235/60 R18 103W

235/55 R19 101W

235/55 R19 101W

255/45 R20 101W

255/45 R20 101W

255/45 R20 101W

젖은 노면 제동력지수 등급 | Wet grip grade

2

2

2

1

1

2

1

회전저항계수 등급 | Tire energy eﬃciency

3

3

3

3

3

3

3

1119
1119

1626
1626
2140
2140

1622
1622
1900
1900

¹ 기술 제원은 국가별 기능과 각종 옵션 사양을 제외한 기본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트림별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 바랍니다.

1
10
05
59
9**

※ 제원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99
98
8

적용 차량 | Applicable vehicle

Audi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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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를 잘 아는 금융 브랜드

아우디를 구입하는 가장 진보적인 방법

V-click 앱 출시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유럽 최대 자동차 금융 회사인 Volkswagen Financial Services AG (독일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AG)의
100% 자회사이며,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A+로 우수한 안정성을 입증한 믿을 수 있는 금융 브랜드입니다.
아우디를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인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는 아우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차별된 프리미엄 자동차 금융 프로그램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디 코리아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고객들이 가장 매력적인

금융 계약 모바일 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건으로 아우디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바일 계약으로 심사 진행부터
금융 계약 실행까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Audi Financial Services

아우디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품격 높은 특권입니다.
1. 맞춤 금융 서비스 제공
	금융상담전문가를 통해 이용 기간 및 선납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고객님의 재정 계획에 최적화된 금융 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립니다.

번거로운 서류 발급은 NO!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는 100%
온라인 심사로 개인정보 보안이 한층
강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V-click 앱 설치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간편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고객님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시킵니다.
3. Body Protection & Parts Protection 제공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 발생 시 수리 비용을 보상하여
고객님의 차량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Body & Parts Prote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우디 전시장 방문 및 금융상담전문가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060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신영빌딩 4층
Tel: 1588 8310 Fax: 02 513 3199
www.audifs.co.kr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온라인 다이렉트 1588-0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