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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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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ggable
본질적으로 강렬한 인상:
정의 내릴 수 없는 독특함은 바로 Audi Q2를 나타내는 최적의 표현입니다.
스마트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일반화할 수 없는 이 차량의 콘셉트는
아우디의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과 진보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야심차게 떠나는 Audi Q2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차량만큼이나 색다른 여행이 될 것입니다.
# 해시태그에 따라 Audi Q2의 새로움을 탐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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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di Q2

04 05

   #smallesthotel(가장작은호텔)이라는 해시태그를 무색하게 만드는
코펜하겐의 센트럴 호텔&카페 (Central Hotel & Cafe). 이 호텔에 체크인할 수 있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도 이곳의 분위기는 그 어떤 도시 호텔보다도 개방적이고 개성이 넘칩니다.

#spontaneousplans
Audi Q2와 함께 북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은 색다름을 마주하게 되는 발견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장소,
정의 내릴 수 없는 새로움인 Audi Q2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바로 그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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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comerlegend
Audi Q2가 진정한 Audi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눈길을 끌게 될 것입니다.
				Audi Q2는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다각형의 숄더 라인이 휠 아치를 강조하면서 Audi의 명성에 걸맞은 유니크한 인상을 줍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Audi Q2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스톡홀름의 랄리스 스케이트 파크(Ralis Skatepark)는 실제로는 아무 장소도 아니지만,
교량 아래에 있는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로 결정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스케이터들의 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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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 시키십니까? 나만의 디자인을 만드십시오.
코펜하겐의 슈퍼킬른(Superkilen)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결과로
다채롭고 이질적인 문화들의 영향을 하나의 창조적인 건축과 조경의 콜라주로 결합했습니다.

#curvystraightlines
Audi Q2만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차량 후면의 라인과 엣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는 Audi Q2를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이가 만들어낸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개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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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icallydifferent

익숙한 사고를 깨뜨리는 새로움에는 자신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Audi Q2의 외관에서 이런 자신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의 8각형 싱글 프레임,
					다각형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을 통해 Q2는 Audi Q시리즈의 고유의 디자인 언어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스포츠 라인 외장 패키지¹와 매트 티타늄 그레이 사이드 블레이드¹, 18인치 5-암 다이내믹 디자인 휠¹과 풀 페인트 피니쉬¹는
			Audi Q2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에 세련미를 더해 줄 것입니다.

¹ Q2 35 TDI Premium 적용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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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1,050L 의 넉넉한 트렁크 공간과 분할이 가능한 접이식 2열 시트를 통해
공간사용에 유연함을 더했습니다.
1

1

2열 시트 폴딩 시 트렁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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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 Q2

14 15

Design

  발전소라는 건물은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안전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톡홀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소 한쪽에 자리잡은 매력적인 녹색의 벽은
입체적인 조형미를 통해 건물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1차원적인 것들은 차고 넘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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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now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udi Q2에서는 미래가 곧 현재입니다.
현대의 이동수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¹ 덕분에 클릭 한 번으로 사용자가 즐겨 찾는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과 더불어 다양하고 다기능적인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모든 주행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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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¹ 호환 가능한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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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tainment /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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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직관적이고 완벽하게 디지털화한 Audi 버츄얼 콕핏이 여러분에게 새로움을 전달할 것입니다.
8.3인치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가 구현하는 3D 지도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Q2가 어떤 종류의 차인지 정의 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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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privatestage
정의를 거부하는 Audi Q2.
그러나, 그 운전석에 앉은 당신의 개성은 명확하게 정의내려 줍니다.
매력적인 가죽 디자인이 적용된 스포츠 시트1와 블랙 헤드라이닝1은
실내를 보다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며,
다양한 색상의 라이트 그래픽 인레이는 당신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¹ Q2 35 TDI Premium 적용 사양.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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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Audi Q2는 인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개성의 최대한을 보여줍니다.
라이트 그래픽 인레이로 당신만의 실내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운전자의 기분에 맞게 대시보드와 중앙콘솔의 인레이 공간에 다양한 컬러를 설정하십시오.
이를 통해 색다른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이는 Audi의 앞선 LED 기술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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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 Q2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행 감각만큼은 극도로 명확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은 차량의 민첩성을 증가시키고 급커브와 주차 시 스티어링 작업을 줄여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완벽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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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art
운전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아우디의 기술력이 뒷받침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로 효율적이거나,
스포티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로그스베드(Ragsved)의 공업지대를 통과하면 지속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의
폭격을 받게 됩니다. 스웨덴 최고의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모여서 스웨덴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갤러리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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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Q2는 모빌리티를 통한 모든 이동에 대한 열정의 산물입니다.
특히 기존의 차량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하지만,
아우디가 가진 전통적인 모빌리티의 강점은 모두 계승합니다.
Audi Q2를 무엇으로 정의내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운전석에 앉은 바로 당신의 느낌입니다.

#far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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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quelyversatile
Audi Q2의 유니크하고 다양한 사양은 운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주요 사양도 운전자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2 Audi 버츄얼 콕핏 – 12.3인치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보다 직관적인 주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상세 사양은 옵션/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본 시스템은 오직 시스템 한계 내에서 작동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Audi 프리센스 프론트 – 아우디 프리센스는 주행 시 사고 위험 상황에 따라 승객 및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운전자에게 경고 및 차량의 제동 준비를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제동을 하여 차량과 승객은 충돌 임박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 주차 시, 외부 또는 주행 경로 내에 있는 물체와의 간격을 음향 및 영상으로 MMI 스크린에 제공합니다.

Audi Q2

#1 Tango Red, metallic effect

Paint finishes

#2 Nano Gray, metallic effect
#3 Floret Silver, metallic effect
#4 Glacier White, metallic effect
#5 Mythos Black, metallic effect

#emphaticallyunderstated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Audi Q2는 한 번이 아니라 네 번 도색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udi에 탑승한 승객을 돋보이게 하고
환경적인 영향이나 마모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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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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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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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1

#2

#roundedcorners
Audi 휠로 나만의 개성과 Audi Q2의 특징을 강조하십시오.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 보십시오.
Audi 휠은 특수 테스트 절차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최고 품질의 제품입니다.

#1 17인치 5-스포크 V 스타일 휠 (Audi Q2 35 TDI)
#2  18인치 5-암 다이내믹 디자인 휠 (Audi Q2 35 TDI Premium)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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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s / Inlays

#Light grahpic Inlay

#Black

#exclusiveinclusive
특별함이 묻어나는 당신만의 공간을 즐기십시오.
디자인만큼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편안함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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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lewowfactor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스타일.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큰 차이.
Audi의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감은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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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Genuine Accessories

#1 사계절용 플로어 매트

#2 트렁크 매트

Q2 로고가 새겨져 있는 플로어 매트. 차량 실내가 젖거나 오염되지 않게 보호.

#3 아우디 링 데코레이티브 필름
C 필러의 블레이드에 로고 필름을 부착하여 차량을 장식

#systematicallyflexible
무엇이 Audi Q2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운전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옵션 사양으로 구매 가능한 Audi 순정 악세서리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매력적인 Audi 디자인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안락함을 누리며 대도시의 혼잡 속에서도 액세서리의 탁월한 기능을 느껴보세요.

상기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 연식에 따라 사용 및 장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는 별도 구매 제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 공식 딜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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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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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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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cination of Audi

#offlineonline
Audi Q2의 세계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뚜렷한 개성, 더 고급스러운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audi.co.kr을 방문해 보십시오.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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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udiworld

myAudiworld App

myAudiworld 앱의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신 후 회원가입, 차량 등록을 하셔서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해 보세요.

#myAudiworld

앱스토어용

플레이스토어용

myAudiworld 앱이란?
아우디는 고객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myAudiworld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차 정보 조회부터 보유 차량 관리까지, myAudiworld 앱은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가입 절차 및 차량등록을 통해 내 아우디 차량 정보, 온라인 서비스 예약, 영상 매뉴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전차종 차량 정보
한눈에 보이는 차량 비교부터 카탈로그 다운로드,
차량 보유 전시장까지 아우디 모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만나보세요.

맞춤형 프로모션 정보 제공
내 차량에 해당되거나 내가 지정한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 정보를 앱 푸시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이미지는 참조용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유차량 상세정보 제공
- 정비 예약일, 다음 점검 예정일, 쿠폰 만료일, 리콜 안내 등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내 차량에 해당하는 영상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약
- 실시간 예약 가능한 일정을 확인,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서비스 예약이 가능 합니다.
- 입력하는 점검 요청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정비 소요 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캠 기능을 통해 서비스 센터에서 전송된 영상을 확인, 모바일에서 수리
작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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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Q2
Option

옵션항목
엔진
구동 방식

Audi Q2 35 TDI

Audi Q2 35 TDI Premium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전륜구동

전륜구동

Driving
변속기
연료탱크
휠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50 L

50 L

17인치 5-스포크 V 스타일 휠

18인치 5-암 다이내믹 디자인 휠

옵션항목
주차 보조시스템
Assistant System

베이직 라인

스포츠 라인

사이드미러 하우징

바디 컬러

바디 컬러

사이드 블레이드

바디 컬러

매트 티타늄 그레이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LED 테일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포함)

●

●

파노라믹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

헤드라이트 워셔
선루프

●

-

●

프론트

프론트

인레이
블랙 헤드라이닝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
시트
Interior

라이트 그래픽 (멀티 컬러)

라이트 그래픽 (멀티 컬러)

-

●

3-스포크

3-스포크

컴포트 시트

스포츠 시트

●

●

버츄얼 콕핏 (12.3인치)

버츄얼 콕핏 (12.3인치)

MMI 터치

MMI 터치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 스피커, 180 와트)

블루투스

●

●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

●

Start/Stop 시스템

●

●

컴포트 키

●

●

스토리지 패키지

●

●

눈부심 방지 룸미러

●

●

전동식 사이드 미러

● (폴딩 및 열선 기능 포함)

● (폴딩 및 열선 기능 포함)

2-zone

2-zone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

●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

●

운전석 및 동반석 전면 에어백

●

●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

●

비상삼각대

●

●

컨트롤 디스플레이
사운드 시스템

Comfort

전/후방

●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Exterior

전/후방

크루즈 컨트롤
프리센스

Infotainment

Audi Q2 35 TDI Premium

후방 카메라

인스트루먼트 패널
익스테리어 패키지

Audi Q2 35 TDI

자동 에어컨

가죽시트

●

●

열선 시트

앞좌석

앞좌석

뒷좌석 폴딩 시트

●

●

ISOFIX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

●

툴 키트

●

●

프론트 암레스트

●

●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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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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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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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Model

Audi Q2 35 TDI

Audi Q2 35 TDI Premium

Audi Q2 35 TDI / Audi Q2 35 TDI Premium

차체 | Body
전장/전폭/전고(mm) | Length/Width/Height

4,190 / 1,795 / 1,550

4,190 / 1,795 / 1,550

휠베이스(mm) | Wheel base

2,600

2,600

윤거 전/후(mm) | Track at fr./re.

1,547 / 1,567

1,547 / 1,567

엔진형식 | Engine type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TDI) 엔진

엔진 배기량(cc) | Displacement

1,968 cc

1,968 cc

보어 X 스트로크 (mm) | Bore x stroke

81.0 x 95.5

81.0 x 95.5

압축비 | Compression

16.2

16.2

최고 출력(마력/rpm) | Max. power output

150 / 3,500 – 4,000

150 / 3,500 – 4,000

최대 토크(kg.m/rpm) | Max. torque

34.7 / 1,750 – 3,000

34.7 / 1,750 – 3,000

치수는 공차 중량의 차량 기준으로 측정. 트렁크 용량¹ 405 / 1,050L
(두번째 값: 뒷좌석 등받이를 아래로 접고 루프 높이까지 적재했을 때). 회전 직경 약 11.1m
* 최대 머리 공간. ** 팔꿈치 공간 폭. *** 어깨 공간 폭.

엔진 |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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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륜구동

전륜구동

변속기 | Gear box type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7단 S tronic 자동변속기

기어비(1-7 / R) | Gear ratio

3.579 / 2.750 / 1.677 / 0.889 / 0.677 / 0.722 / 0.561 / 2.900

3.579 / 2.750 / 1.677 / 0.889 / 0.677 / 0.722 / 0.561 / 2.900

최종감속비 | Final drive ratio

4.471

4.471

휠 | Wheels

17인치 5-스포크 V 스타일 휠

18인치 5-암 다이내믹 디자인 휠

타이어 | Tyres

215/55 R17

215/50 R18

최고 속도(km/h) | Maximum speed

211

211

가속 성능 0-100km/h(초) | Acceleration

8.5

8.5

연비(km/l)* | Fuel consumption

15.1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등급/복합), 13.6 (도심), 17.3 (고속도로)

15.1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등급/복합), 13.6 (도심), 17.3 (고속도로)

CO2 배출량(g/km)* | CO2 emission

125

125

공차중량(kg) | Unloading weight

1,465

1,475

연료탱크(L) | Fuel tank capacity

50

50

트렁크 용량(L) | Luggage capacity

405 / 1,050

405 / 1,050

휠/타이어 | Wheels/Tyres

동력성능/연료소모율 | Performance/Consumption

중량/용량 | Weight/Capacities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정보 | Tire Energy Efficiency Rating

Audi Q2 35 TDI

적용 차량 | Applicable vehicle
제조사 | Manufacturer
타이어 모델 | Model
타이어 사이즈 | Tire size

Audi Q2 35 TDI Premium

Bridgestone

Michelin

Michelin

Bridgestone

Continental

Turanza T001

Primacy 3 AO

Primacy 3 AO1

Turanza T001

ContiSportContact 5 AO

215/55 R17 94V

215/55 R17 94W

215/50 R18 92W

215/50 R18 92W

215/50 R18 92W

젖은 노면 제동력지수 등급 | Wet grip grade

2

2

2

1

1

회전저항계수 등급 | Tire energy eﬃciency

3

3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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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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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mm)

Audi Q2

48 49

Audi Financial Services

아우디를 구입하는 가장 진보적인 방법

아우디를 잘 아는 금융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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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lick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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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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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