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에어로다이내믹 – 더욱 날렵해진 라인과
증가한 다운 포스
신형 GTS 모델들은 다른 911 모델들에 비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디자인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모든 GTS 차량 모델들은 911 카레라 4 차체를 기준으로 44mm
넓어진 휠 아치가 리어 액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911 사륜구동 모델들보다 훨씬 큰
차폭을 자랑한다.
새롭게 선보인 스포츠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과 함께 블랙 스포일러 립(black spoiler lip) 및
더욱 커진 에어 인테이크는 GTS 모델만의 독창적인 외관을 자아낸다. 에어로다이내믹에
최적화된 낮아진 프론트 스포일러의 프론트 엔드, 그리고 높아진 리어 스포일러
익스텐션으로 인해 프론트 액슬 및 리어 액슬의 양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더욱 커진
에어 인테이크는 냉각효과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드라이빙 다이내믹스와 레이스 트랙
위에서의 퍼포먼스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orsche
Dynamic Light System)이 장착된 바이제논 헤드라이트(Bi-Xenon headlights), 그리고
헤드라이트 워셔 시스템(headlight washer system)에 위치한 블랙 색상의 캡(cap)은 GTS
모델의 프런트 디자인을 완성한다. 스모크 LED 헤드라이트(smoked LED headlights)의
경우 옵션 사양으로 제공된다.
측면의 경우, 스포츠디자인의 블랙 색상의 익스테리어 미러(exterior mirror)와 GTS 로고가
GTS 모델만의 돋보이는 디자인을 자아낸다. 911 타르가 4 GTS 모델 역시 처음으로 블랙
색상의 타르가 바를 적용했다. 911 터보 모델에만 한정되었던 20인치 휠과 센터 락(centre
lock) 또한 모든 GTS 모델에도 장착되었다. GTS 모델만의 특별함과 독창성을 위해, 휠은
실키 글로스 블랙(silky gloss black) 색상으로 제공된다.
뒷부분의 경우, 스모크 리어 라이트(smoked rear lights)와 블랙 테일파이프(black
tailpipe)를 통해 GTS 모델만의 개성을 연출했다. 에어 인테이크 그릴(air intake grill)에
위치한 블랙 색상의 트림(trim)과 리어 리드(rear lid)의 GTS 로고는 GTS 디자인의 독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후륜 구동 차량의 경우, 4륜 구동 모델의 라이트 스트립(light strip) 대신
블랙 트림 스트립(black trim strip)을 사용했다. GTS 모델만의 스포티한 디자인 컨셉을
고려한 리어 스포일러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의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더욱
스포티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패신저 컴파트먼트(passenger compartment) 역시 더욱 강렬한 스포츠카의 경험을
제공한다. 기본사양인 스포츠 시트 플러스(4-웨이, 전자식)는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GTS 모델에는 알칸타라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 더불어, GTS 모델은 기존 카레라 및 카레라 S 모델과 달리 새로운 스티치 패턴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직경 360mm의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알칸타라 커버 역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대조되는 색상의 장식용 스티치와 계기판은 GTS 인테리어 패키지를
통해 옵션 사양으로 제공된다.
트림 스트립(trim strip)은 블랙 색상의 양극 산화기법으로 마감된 브러시드
알루미늄(brushed aluminium)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레이스 트랙과 같은 분위기를 GTS
콕핏에 연출했다. GTS 로고는 도어 엔트리 가드에 검은색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계기판과 헤드레스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리어 시트가 없는 쿠페 버전의 경우, 로고는 센터
터널의 카펫에 새겨져 있다. 또한 TFT 스크린 실행 시에도 GTS 로고가 나타난다.
GTS 인테리어 패키지는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며, 벨트 스트랩, 헤드레스트에 로고 스티치,

대조 색상(카민 레드, 료듐 실버)의 스티치 시트와 발판, 카본 트림 스트립(carbon trim
strip)등이 포함된다. 계기판 또한 다른 색상으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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