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19 인치 5-암 디자인 휠, 파노라믹 선루프, LED 헤드라이트 및 LED 테일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트, 

어드밴스드 라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풀바디 페인트,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발광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엠비언트 라이트 (30-Color),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버츄얼 콕핏 (10.25”),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포함)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59,700,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Beige Seats Package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19 인치 5-암 디자인 휠, 파노라믹 선루프, LED 헤드라이트 및 LED 테일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트, 

어드밴스드 라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풀바디 페인트,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버츄얼 콕핏 (10.25”),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포함) 

 

베이지 시트 패키지 변동 사양 

  베이지 시트, 엠비언트 라이트 (White LED),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59,508,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Premium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파노라믹 선루프, 하이빔 어시스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발광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엠비언트 라이트 (30-Color),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미포함) 

 

프리미엄 모델 추가 사양 

  20 인치 5-Y 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페인트, 

  매트릭스 LED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츄얼 콕핏 플러스 (10.25”)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66,700,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Premium (Brown Seats Package)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파노라믹 선루프, 하이빔 어시스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미포함) 

 

프리미엄 모델 추가 사양 

  20 인치 5-Y 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페인트, 

  매트릭스 LED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츄얼 콕핏 플러스 (10.25”) 

 

브라운 시트 패키지 변동 사양 

  브라운 시트, 블랙 헤드라이닝, 엠비언트 라이트 (White LED),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66,810,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Premium (Beige Seats Package)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파노라믹 선루프, 하이빔 어시스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미포함) 

 

프리미엄 모델 추가 사양 

  20 인치 5-Y 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페인트, 

  매트릭스 LED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츄얼 콕핏 플러스 (10.25”) 

 

베이지 시트 패키지 변동 사양 

  베이지 시트, 엠비언트 라이트 (White LED),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66,508,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Premium (Aurora Violet Exterior)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파노라믹 선루프, 하이빔 어시스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발광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엠비언트 라이트 (30-Color),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미포함) 

 

프리미엄 모델 추가 사양 

  20 인치 5-Y 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페인트, 

  매트릭스 LED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츄얼 콕핏 플러스 (10.25”)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67,086,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Premium (Aurora Violet Exterior, Brown Seats Package)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파노라믹 선루프, 하이빔 어시스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미포함) 

 

프리미엄 모델 추가 사양 

  20 인치 5-Y 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페인트, 

  매트릭스 LED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츄얼 콕핏 플러스 (10.25”) 

 

브라운 시트 패키지 변동 사양 

  브라운 시트, 블랙 헤드라이닝, 엠비언트 라이트 (White LED),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67,196,000 원 



 

※ 가격, 제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것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 및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Audi Q4 e-tron 40 
Premium (Aurora Violet Exterior, Beige Seats Package) 
 

기본 제원 
           

82 kWh 리튬 이온 배터리 

204 마력 

31.6 kg.m 

0 → 100km/h 가속 시간 8.5 초, 최고 속도 160 km/h (안전제한속도) 

공차중량: 2,160 kg 

   

 

기본 사양 
   

외장 옵션   파노라믹 선루프, 하이빔 어시스트, 바디 컬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e-tron 로고 프로젝터 

 

내장 옵션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 포함), 앞좌석 전동 및 열선 가죽 시트,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요추지지대, 뒷좌석 폴딩 시트, 뒷좌석 도어 엔트리 라이트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프리센스 베이직/프론트 

 

인포테인먼트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터치 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 채널 8 스피커, 180 와트), 보이스 컨트롤,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앞/뒷좌석 USB 포트 

 

편의 옵션 Start/Stop 시스템, 컴포트 키, 눈부심 방지 룸미러, 3 존 자동 에어컨, 

전동식 사이드 미러 (폴딩, 열선 및 눈부심 방지 포함), 전동식 트렁크 (클로징 및 킥모션 포함) 

 

기술 및 안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홀드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운전석 및 동반석 전측면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헤드레벨 커튼형 에어백, 뒷좌석 측면 에어백,  

비상삼각대, 툴 키트 (타이어 키트 미포함) 

 

프리미엄 모델 추가 사양 

  20 인치 5-Y 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페인트, 

  매트릭스 LED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츄얼 콕핏 플러스 (10.25”) 

 

베이지 시트 패키지 변동 사양 

  베이지 시트, 엠비언트 라이트 (White LED),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공인연비 및 1 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기준연비 4.3 km/kWh (도심연비 4.6 km/kWh, 고속도로연비 4.0 km/kWh) 

복합기준 1 회 충전 주행거리 368 km (도심거리 393 km, 고속도로거리 338 km) 

 
 

소비자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부가세 포함) 

66,893,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