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Golf

새로운 골프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재다.

Best Ever. The new Golf.

모든 감각을 위한 새로운 경험.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골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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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세대를 거듭하면서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진화한 골프는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통해 마음까지
지배하는 예술적인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실내 디자인이 드라이빙의
묘미를 배가시켜 예술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창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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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폭발적인
미세한 소음에도 민감한 당신을 위해, 새로운 골프는 소음 ZERO에 도전 했습니다.
외부 및 주행 소음까지 낮춘 폭스바겐의 혁신 기술이 도로 위에 남기는 것은
폭발적인 엔진에 매료된 당신의 떨리는 심장 소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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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경제적인
Ⓡ

폭스바겐의 차세대 TDI 엔진이 제공하는 환상적인 드라이빙의 세계가 당신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합니다. 최적의 효율성으로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하고, 최상의 성능으로 당신의 심장을
Ⓡ

자극합니다. 높은 연비와 놀라운 파워를 발휘하는 TDI 엔진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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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다이내믹한
무려 70m에 달하는 레이저 용접으로 완성된 새로운 골프의 흉내 낼 수 없는 섀시 강성은
극한의 와인딩 도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짜릿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골프는 당신의 감각은 물론 감성까지 자극합니다.

거침없고
친환경적인
Ⓡ

가솔린 3000cc 엔진급 토크를 뿜어내는 차세대 TDI 엔진과 0.02초만에 변속해주는 혁신적인
Ⓡ

폭스바겐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 DSG 는 폭스바겐의 거침없는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기술력 안에는 최적화된 효율로 친환경적이기까지한 폭스바겐의 정신이 항상 숨쉬고 있습니다.

욕심많고
군더더기 없는
2009 World Car of the Year 수상
2008 Golden Steering Wheel 수상
EURO NCAP 안전최고등급 획득
차세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Park Assist 기본 장착
새로운 골프의 곳곳에 베어 있는 첨단과 혁신의 바탕에는
인간을 배려하는 폭스바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Exterior
시각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프의 클래식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은
당신의 눈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첫인상을 남기고 자신감 넘치는 라인과 섬세함이 만들어낸
외관은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도어 핸들 l 인체공학적인 도어 핸들은 시각적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 맞춰 견고하고 단단하게 제작
되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혹적인 헤드라이트 디자인 l 더욱 강렬한 눈매와 시인성 개선으로 운전자와 탑승객 그리고 도로 위의 보행자 보호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이글로시 소재의 블랙 베젤 할로겐 헤드라이트는
골프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당신이 골프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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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미러 l 방향 지시등이 내장된 도어 미러는 매력적인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 크롬 인서트를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골프의 디자인을 더욱 완벽하게 합니다. 피아노 블랙

디자인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색상의 하이글로시 소재가 적용되어 스포티한 디자인을 한층 강조한 골프는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신호를 전달합니다. 전등 조절 및 접이 기능이 장착된
도어 미러는 후진 연동 기능을 통해 주차 시 미러를 자동
으로 하향 조절시켜 더욱 편리한 주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는 주변 조명등을 자동으로 밝혀
안전한 승하차를 돕습니다.

전조등 세척 장치 l 골프의 강력한 전조등 세척 장치는

리어 디자인 l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 부분은 우아한 라인과 깔끔하게 통합된 테일 라이트를 통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테일 라이트의 모서리까지 이어져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도 언제나 선명한 시야를 보장해주어

인해 골프의 리어 디자인이 한층 완벽해졌습니다.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는 공기역학을 최적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디자인은 물론 드라이빙 성능까지 강화합니다.

편안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전동 슬라이딩 / 틸팅 선루프 l 원터치 다이얼 선루프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루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조작

로고 l 폭스바겐과 골프를 상징하는 로고가 우아한 테일

트윈 머플러 l TDIⓇ 의 파워풀한 성능을 외관에서도 느껴

으로도 루프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따스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게이트와 조화를 이뤄 디자인을 더욱 새롭게합니다.

보십시오. 트윈 머플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골프의 뛰어난

“Atlanta” 알로이 휠 l 6.5J X 16, 205/55 R 16

성능까지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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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촉각은 몸에 닿는 모든 것을 느끼고 판단합니다. 손끝을 통해 느껴지는 인테리어 재질을 최상의
소재들로 디자인하였으며, 크롬으로 터치된 마감재는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시각까지
만족시켜 드립니다.

가죽 셀렉트 레버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l 질감이 뛰어난

에어 벤트에 장착된 크롬 트림 링은 골프의 견고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레버가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에 또 하나의

라이트 스위치 l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크롬 마감 라이트
스위치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즐거움을 더합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l 앞,뒤 거리조정이 가능한 앞좌석 센터
암레스트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어 운행 중
필요한 물건들을 손쉽게 닿는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l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몸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기능들로 가득합니다. 요추 지지대와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는 앞좌석이 장거리 여행 시에도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요추 지지대 l 조정이 가능한 요추 지지대는 등을 편안하고 건강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반듯하고 편안한 자세를

천연 가죽 스티어링 휠을 비롯하여 새로운‘Merlin/Scout’패턴의 마감재와‘Black Pyramid’
인테리어 스트라이프, 새로운 크롬 라이트 스위치 등이 조화를 이루어 골프의 우아한

유지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드라이빙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CD 플레이어와 MP3 플레이어 기능을 결합한‘RCD 310’오디오 시스템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과 두개의 컵홀더를 갖춘 앞좌석 센터
암레스트의 뒷편에는 두 개의 통풍구가 있습니다.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에는 스키 스루 기능이 있어 길이가 긴 물건도 손쉽게 실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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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and transmission
Performance
Ⓡ

2.0 TDI

Ⓡ

Ⓡ

청각에 의한 흥분은 곧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중저음의 강력한 TDI 엔진은 최신형 변속기 DSG 와 함께 어떤 속도에서도,
어떤 코너에서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당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파워와 컨트롤을 완벽하게 결합해
성능과 견고함을 동시에 완성한 골프. 최신 기술과 폭스바겐의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능은 당신의 잠자던 본능을
깨워 최고의 드라이빙을 경험하게 합니다.
Ⓡ

TDI 디젤 직분사

엔진형식

Ⓡ

Ⓡ

배기량 (cc)

1,968

최고출력 (ps/rpm)

140 / 4,200

최대토크 (kg·m/rpm)

32.6 / 1,750~2,500

변속기

6 단 DSG (Direct Shift Gearbox)

가속성능 (0-100km/h)

9.3

안전 최고속도 (km/h)

207

Ⓡ

Ⓡ

Ⓡ

Ⓡ

TDI 디젤 엔진 l 차세대 커먼레일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TDI 디젤 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 보다 경제적이고 파워풀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DSG l DSG 는 변속기 개발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혁신적인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 DSG 는 운전자조차 거의 인식을 못 할 정도로 매끈하게

또한 디젤 미립자 필터(DPF)를 통해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럽 5 배출가스(EURO 5) 기준을 손쉽게 만족 시킵니다. 골프의 다이내믹한 감동은 역동적인 엔진에서 그 정점에

단 몇 백분의 1초 안에 부드럽게 변속합니다. 가속페달을 밟자마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엔진과 변속 기어는 주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TDIⓇ 엔진과 함께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릅니다.

6단 DSGⓇ 는 탁월한 연비와 함께 놀라운 성능을 제공하며 언덕길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힐 홀드 기능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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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연비와 성능, 혁신 기능과 앞선 디자인.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입니다. 골프 전모델에
기본으로 장착된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이 놀라운 드라이빙 성능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완벽한 안전장치를 대표합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안전장치가 드라이빙을 완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폭스바겐의 철학입니다.

앞좌석 액티브 헤드 레스트 l 두 개의 앞좌석 헤드 레스트는
충돌 시 머리와 목과 척추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l 골프 전모델에 기본으로 장착된

전자식 주행 안정화 프로그램 (ESP) l 차세대 전자식 주행 안정화 프로그램(ESP)은 위험한 주행 상황에서도 브레이크와 엔진을 스스로 제어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골프가 항상 안전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은 그 어떤 차량과도 비교할 수

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켜 드립니다.

없는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에어백 l 총 7개로 구성된 골프의 에어백 시스템은 탑승자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프론트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l 4개의 타이어 중 어느 하나라도

코너링 라이트 내장형 안개등 l 골프의 라이트 시스템은 스마트한 디자인과 혁신적 기능을 모두 중시합니다. 안개, 눈, 먼지,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사이드가드 커튼형 에어백에 더하여 골프는 전모델에 무릎 에어백을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공기압에 이상이 생기면 계기반의 경고등을 통해 운전자

폭우 시에도 코너링 라이트 기능이 내장된 안개등은 시야가 흐린 도로 상황에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도와줍니다.

충돌 센서가 충돌을 감지하는 순간, 에어백 제어 장치가 가스 제너레이터를 작동시켜 에어백을 작동시킵니다.

에게 알려드립니다. 타이어의 이상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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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ssist

Air conditioning and audio system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첨단 기술, 이것이 바로 폭스바겐의 이노베이션입니다. 파크 어시스트(Park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혹은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의 감촉, 귓가에 맴도는 풍부한 음향과 미세한

Assist) 기능이 장착된 골프는 더욱 진보한 성능으로 운전자의 골치거리였던 일렬주차를 손쉽게

톤의 변화. 골프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과 오디오 시스템은 편리한 조작과 감각적인 마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파크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면 시속 30km/h 이하로 주행 시 골프에 적합한 주차

편안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공간을 감지하여 알려줍니다. 후진 주차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오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스피커를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이때부터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채 후진기어를 넣고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의 조작만 하면 차가 알아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제 골프의 파크 어시스트 기능으로
복잡한 도심에 거주하거나 주차가 서툰 운전자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편의 장치로, 이용 시 주차공간의 안전상황을 반드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크 어시스트 디스플레이 l 후진 주차를 시작할 수 있는

“RCD 310”라디오 l 라디오 CD 플레이어, 8개의 스피커,

위치에 오면 계기반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스피커를 통해

AUX-IN 멀티미디어 소켓을 갖추고 있으며 MP3 파일과

이를 알려줍니다.

WMA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X20 와트의 고출력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 참조.)

파크 어시스트 l 골프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파크 어시스트”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로 운전석 또는 조수석 쪽의 공간을 확인하여 운전자가 주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측 방향 주차와 좌측 방향 주차가 모두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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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2-Zone Climatronic”에어컨 시스템 l 크롬으로 마감된 에어컨 시스템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별도의 온도조절 기능이 있어 개개인에 맞춰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스테이지
오토 모드는 잔잔한 바람 또는 풍부한 풍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설정 상태를 RCD 310의 디스플레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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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체를 위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특별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감안해 디자인된 골프의 기능은 편리함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파크 파일럿 l 파크 어시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를

레드 '나이트' 디자인 l 모든 스위치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하이라인 콤비-계기반과 멀티펑션 디스플레이'Plus' l 새롭게 개발된 하이라인 콤비-계기반은 흰색 게이지 조명의 고해상도

할 때에도 골프의 주차 센서가 차량의 앞과 뒤에 장애물을

보이도록 레드‘나이트’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

그래픽 흑백 스크린으로 완벽한 디스플레이를 선사합니다. 평균 속도와 연료 소비 및 주행 시간 등의 주요 정보는 물론

감지, 이를 경고하는 청각 신호를 보내 주차를 도와줍니다.

친화적인 형태와 기능을 자랑하는 스위치는 밤과 낮 언제

도어 개폐 여부, 실외 온도, 조명 시간 조절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깔끔하게 배열된 스포티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는

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조명과 엔진 시동만을 기다리는 붉은색 바늘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동 원터치 윈도우 버튼 l 인체공학적 슬랜트 디자인으로

도어 잠금 장치 l 내부 잠금 기능이 포함된 중앙 잠금 기능은 버튼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4개의 전동 원터치 윈도우 조작 버튼을 통해
앞, 뒷좌석의 윈도우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RCD 310 파크 파일럿 디스플레이 l 파크 파일럿 작동 시 RCD 310 오디오 시스템의 청각적 신호와 더불어 시각적 보조 기능을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를 할 수

리모트 컨트롤 키 l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보안

12V 소켓 l 트렁크의 12V 소켓은 휴대전화 충전기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심한 시각적 디테일까지 고려한 새로운 골프의 주차 보조 기능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능이 작동되는 폴딩 리모트 컨트롤 키는 2개가 제공되며

미니냉장고 등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실용적

차량 밖에서도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독특한 기능까지

입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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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x Silver

Paint finishes and seat upholstery

metalic paint
8E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다양한 색상은 골프의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폭스바겐의 고급 페인트 마감은 차체의 부식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Black

Shadow Blue

solid paint

metalic paint

A1

P6

Candy White

United Grey

solid paint

metalic paint

B4

X6

Tornado Red

Deep Black

solid paint

pearl effect paint

G2

2T

Shark Blue

Blue Graphite

metalic paint

pearl effect paint

5R

W9

Silver Leaf

Black
Titanium
Black

metalic paint

Uni
“Merlin/Scout”
cloth upholstery

7B

A1
FW

제시된 바디 컬러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일부 색상은 한국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의 색상 및 질감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색상의 깊이와 광택도 및 질감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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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Service

Golf 2.0 TDI

Golf 2.0 TDI
안전

차량 제원
전장 / 전폭 / 전고 (mm)

4,199 / 1,786 / 1,512

휠 베이스 (mm)

2,575

휠 사이즈

6.5J X 16 알로이휠

타이어 규격

205/55 R 16 V

연료탱크용량 (ℓ)

Hill hold control

(언덕길 밀림 방지 장치)

O

4채널 ABS 브레이크 시스템

O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 높이 조절장치

O

비상 삼각대

O

55
편의 및 기능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PLUS
Ⓡ

엔진 형식

TDI (Turbo Direct Injection) 디젤 직분사

배기량 (cc)

1,968

최고출력 (ps/rpm)

(MFA plus)

- 트립컴퓨터,자기 진단, 경비 주기 표시
리모컨 도어 개폐 장치

O

140 / 4,200

전동 조절 + 열선 + 접이식 + 조수석미러 주차보조기능

도어 미러
최대토크 (kg·m/rpm)
압축비

16.5 : 1

연료장치
배출가스제어장치

촉매정화장치, 디젤 미립자 필터(DPF),
산소센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6단 DSGⓇ (Direct Shift Gearbox)

변속기

안전최고속도 (km/h)
6단 DSG (Direct Shift Gearbox)

207

가속성능 (초)
0-80 / 0-100km/h

(방향 지시등 및 주변 조명등 내장)

32.6 / 1,750~2,500

전자식 커먼레일 디젤직분사, 피에조 인젝터
가변 지오메트리 터빈 (VGT)

6.4 / 9.3

표준연비 / CO2 배출량 / 등급

O

전동식 선루프 (원터치 틸팅-슬라이드 방식 / 안전센서)

O

RCD 310
1CD Player / 8 Speaker system / MP3 Player /
Visual display for Climatronic & Park Pilot

O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단자

O

앞좌석 히팅 시트

O

"Coming Home & Leaving Home" 기능

O

라이트 센서 (전조등 자동 점등 기능)

O

자동 눈부심 방지 룸 미러

O

2-Zone Climatronic 좌우 분리형 에어컨

O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서보트로닉 포함)

O

스티어링 컬럼 조절 장치

서비스

부품 2년 보증 서비스

폭스바겐은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의

차를 사용하시다 보면 새로운 부품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13,000곳 이상의 딜러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폭스바겐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폭스바겐 순정 부품을 구입하십시오. 폭스바겐 순정 부품은 신차와 마찬

O

유지하고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드릴 것입니다. 주요

가지로 폭스바겐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안전도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뒷좌석 송풍구

O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부품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행 거리

(틸트-텔레스코픽)

연비 (km/ℓ)

17.9

레인 센서

O

CO2배출량 (g/km)

150

파크 어시스트 (Park Assist) - 전후 주차센서 포함

O

1등급

등급

·이 연비는 도로, 기상상태, 운전방법, 차량정비 및 노후정도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 사용방법: 경제속도 정속 주행

Golf 2.0 TDI
안전
구동방식

전륜구동

운전석, 조수석 전면 에어백

O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

O

사이드가드 커튼형 에어백

O

운전석 무릎 보호 에어백

O

내장 및 시트

입니다. 보증 수리 기간 내에 차량 운행 중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시 다양한

물론, 여러분의 골프는 차체가 부식 관통되지 않도록 최고급 페인트를 사용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방청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하지만, 만일 12년 이내에 차체가 부식

O

글로브 박스 냉장 기능

O

천연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O

ServicePLUS

6 Way 수동식 앞좌석 시트 조절 장치

O

폭스바겐 서비스 플러스는 무상 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및 보증 수리

6 : 4 분할 접이식 뒷좌석 시트

O

3년의 통합 서비스 패키지 고객 만족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보증 수리기간

제원

앞좌석 센터 암레스트

O

(3년) 동안 추가 서비스 비용없이 고객님의 차량은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

이 카탈로그에서 제공되는 기술적 제원, 외형, 성능 제원, 중량, 외형 치수,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O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료 소모율, 유지 경비 등은 카탈로그 인쇄 당시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스키 스루

O

관통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봉착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폭스바겐
딜러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주행 거리 무제한- 3년 무상 보증 서비스

외장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은
바디 컬러 익스테리어 패키지

O

도난방지 이모빌라이저

O

전방 안개등 (크롬 데코레이션)

O

Crash sensor

O

후방 안개등

O

액티브 헤드레스트 (앞좌석)

O

전조등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Flat Tire Indicator)

O

전조등 세척 장치

O

안개등 내장형 코너링램프

O

ESP (전자식 주행 안정화 프로그램)

O

헤드라이트 높낮이 조절 (수동)

ASR / EDL

O

휠 및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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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차체 부식 관통 보증 서비스

컴포트 시트

바디 컬러 범퍼 / 바디 컬러 도어 핸들

4륜 디스크 브레이크(전륜: 벤틸레이티드) ABS, Brake Assist

폭스바겐 공식 딜러에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종합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
O

O

제동장치

Mobility Guarantee

오리지널 매트

조수석 에어백 차단

(충돌시 자동 전원차단 기능)

무제한 2년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고 후 3년간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로겐

O
'Atlanta' 16인치 알로이 휠 / 205/55 R 1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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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세계로 인도하는 6번째 진화. 골프
고도로 발달된 그 섬세한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폭스바겐은 6번의 진화를 거친 새로운
차원의 골프를 선보입니다.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드라이빙 세계, 골프를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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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Golf
태어날때부터 전설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폭스바겐 골프.
폭스바겐이 1974년 선보인 세계 최초의 해치백인 골프는 현재까지 약 2천
6백만대 넘게 생산된 초특급 베스트 셀러입니다. 35년 넘게 모든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골프는 도로 위의 비교 불가능한 신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골프가 태어날 때마다 폭스바겐이
제공하는 최고의 기술로 무장된 골프는 감히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혁신
적인 모습으로 경쟁 모델들의 벤치마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골프의 또 한번의 진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1974

1983

1991

1997

2003

2008

Golf I

Golf II

Golf III

Golf IV

Golf V

Golf VI
2009

Ⓡ

1974

세계 최초 해치백 골프 출시

1983

제 2세대 골프 출시

1991

동급 최초 6기통 엔진 장착

1998

4MOTION (상시 4륜구동) 모델 출시

2004 2천3백만대 누적 생산 돌파

1976

골프 GTI 출시 / 첫 디젤 엔진 장착

1985

4륜 구동 골프 출시

1992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사양 제공

1999

독일 내 ESP 기본 사양화

2005 트윈 차저 엔진 1.4 TSI 출시
2007 CO2배출량 119g/km, TDI BlueMotion 출시

Ⓡ

1979

골프 카브리올레 출시

1986

첫 ABS 장착한 골프 출시

1993

골프 TDI 출시

2002

전/측면 및 헤드 에어백 기본 사양 제공

1982

터보 디젤 엔진 골프 GTD 출시

1990

1천2백만대 누적 생산 돌파

1996

전 차종 ABS 기본 사양 제공

2003

DSG 장착 골프 R32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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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세대 골프 국내 출시
현재 2천6백만대 누적 생산 돌파

Ⓡ

2008 7단 DSG 골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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