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테인먼트 및 연결성

개인 맞춤화 가능한 나만의 카이엔
신형 카이엔은 지능형 자동차 분야를 선도한다. 차량 내부뿐 아니라 외부까지 연결해주는
카이엔의 네트워킹 기술은 수 많은 새로운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수준 높은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해당 기능은 더욱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작동되며, 포르쉐 커넥트(Porsche
Connect)를 활용해,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신형 보조 시스템은 더욱 쾌적한 운전 경험을 선사한다.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Porsche Advanced Cockpit)을 장착한 신형 카이엔은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의 인터랙션에 새로운 장을 제시한다. 파나메라를 위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카이엔에 적용하기 위해 정비되었고, 포르쉐 스포츠카의 디스플레이와 작동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다. 계기판 중앙에는 전형적인 포르쉐 고유의 회전 속도계가 있고, 측면에는 두
개의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한다.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 시스템의 풀
HD 터치스크린, 내장 컴퓨터를 제어하는 다기능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선택된 기능을
제어하는 콘솔 중앙에 위치한 터치형 디렉트 터치 컨트롤(Direct Touch Control), 이 3가지
핵심 장치로 차량의 모든 주요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다.

지능형 제어 센터, 최신 PCM

12.3 인치 PCM 디스플레이는 태블릿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작동이 쉽고 직관적이며, 기호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 기본 설정을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모은 “홈 스크린”을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호하는 라디오 채널, 목적지 입력, 자주 거는 통화
목록, 스포츠카 배기 시스템 활성화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스크린 오른쪽에 있는 인포
위젯을 선택하면 PCM의 다른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전화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내비게이션 기능을 화면 중앙에 띄울 수도 있다. 최대 6명의 개인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인테리어 설정은 물론, 선호하는 조명, 주행 프로그램 및 보조 시스템을 저장할 수도
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화면을 두드리거나 넘기는 것만으로 메뉴 탐색이 가능하다. 최신
PCM은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반응한다. 화면에 손을 갖다 대면, 화면 왼쪽에 세로로 메뉴가
뜨고, 해당 메뉴의 유효한 하부 메뉴가 나타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처럼 손가락
끝으로 옵션들을 넘기면서 보면 된다. 또한,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확대, 축소, 회전시킬 수
있다. 손 글씨 인식 기능이 있어, 화면에 목적지를 써넣을 수도 있다.
신형 '카이엔' 및 '카이엔 S'에는 하이파이(HiFi) 스피커 시스템, '카이엔 터보'에는 최신형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14개의 라우드 스피커, 별도의
서브우퍼, 14개의 앰프 채널 및 최대출력 710와트로 모든 좌석에 선명한 사운드를
전달한다. Centerpoint 2 기술은 음악 재생 장치들을 서라운드 모드로 재생시켜 인상 깊은
사운드를 만든다. AudioPilot 노이즈 컴팬세이션 기술을 통해 도로의 상태나 엔진
스피드와 상관 없이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The BOSE SoundTrue 는 MP3
파일과 같이 압축된 음악 파일에서 손실된 고주파 요소들을 복구해 더 선명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실제 콘서트 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최고급 사양의 최신 부메스터 (Burmester ) 3D
하이엔드 서라운드 시스템은 새로운 Auro 3D 포맷 기능을 갖췄다. 21개의
라우드스피커와 투-웨이 센터 시스템, 400 와트 서브우퍼로 최대출력 1,455와트를
출력한다. 이 최고급 사양의 시스템은 강화된 기능과 부메스터 에어모션 트랜스포머(Air
Motion Transformer) 및 사운드 인핸서 (Sound Enhancer )와 같은 독보적인 기술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Auro 3D 포맷은 차량용 사운드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어넣었다.
부메스터는 완벽한 음악 재생 시스템의 세계적 기준인 갤럭시 스튜디오(Galaxy Studios)와

함께 음악 재생 시 완벽한 입체감을 전하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Auro 3D
어떤 음원이라도 역동적인 3D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기술은

커넥트 플러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앱과 서비스

신형 카이엔은 완벽한 네트워크화 연결성이 특징이다. 신형 카이엔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는 '포르쉐 커넥트 플러스(Porsche Connect Plus)'는 다양한 네트워킹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포르쉐가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운전자들은 이제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를 통해 아마존 뮤직과 네스트의 스마트 홈 서비스 및 기존
라디오 수신 방식과 온라인 라디오를 결합한 '라디오 플러스(Radio Plu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형 카이엔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통합형 LTE 호환 SIM 카드 덕분에 차량을
온라인 상태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더욱 단순화된 스마트폰 앱 개발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핵심 기능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뮤직도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 외에도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를 실시간 오디오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네스트의 스마트홈 디바이스 사용자들은 차량 안에서도 집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화재 경보 및 이미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전송해주며,
차량에서 직접 집안의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
통합 온라인 라디오 기능인 '라디오 플러스' 또한 혁신적이다. '라디오 플러스'는 운전자가
선호하는 채널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만약 선택 채널이 온라인에서
지원되는 경우 거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카이엔이 FM 또는 디지털
라디오의 수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라디오 플러스'는 자동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어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의 수신 환경을 개선시켜준다. 포르쉐는 아마존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라디오 및 와이파이 핫 스팟을 이용한 웹서핑을 위해 총 7GB
용량의 데이터 팩을 제공한다.

스웜 데이터 (swarm data) 활용한 온라인 내비게이션

더욱 향상된 온라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포함해 이전보다 보다 쉽고 빠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PCM 헤더 부분에 위치한 돋보기 아이콘 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센트럴 파인더(Central finder)는 목적지 검색 기능을 단순화시켜, 간단한 용어로도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유비, 주차장 정보 및 호텔과 레스토랑 리뷰 등
다양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운 보이스 파일럿(Voice Pilot) 기능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 음성 입력도 간단해졌다.
한층 더 강화된 포르쉐의 음성 제어 기술로, 구체적인 주소지 정보가 없어도 목적지 입력이
가능해지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방식의 음성 명령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보이스
파일럿은 네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뮤직 컨트롤, 에어컨과 좌석 난방과 같은 차량 제어 기능까지 약 100가지 이상의 명령을
이해한다.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도 차 안에서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최적화되었다.
즉, 온라인과 PCM에서 모두 내비게이션 경로가 산정되며, PCM은 독립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지만 항상 더 빠른 결과를 선택해 운행을 시작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새로운 '리스크 레이더 서비스(Risk Radar Service)'와 함께 스웜
데이터를 가공해, 교통량 및 도로 상황을 감지하고 관련 장비를 통해 차량에서 정보를
전송한다. 차량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는 안개, 미끄럼 및 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이를
통해 신형 카이엔은 위험을 완화시켜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PCM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포르쉐 커넥트 앱 또는 '마이 포르쉐(My Porsche)' 플랫폼을 이용해 운행 전 손쉽게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차량과 앱, '마이 포르쉐' 웹 포털에 포르쉐 ID를 입력하면
운전자가 확인되고 목적지는 동기화된다.

원스탑(One-stop) 솔루션: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모두와
호환되는 새로운 포르쉐 커넥트 앱(Porsche Connect App)

새롭게 디자인된 포르쉐 커넥트 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 및 커넥트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포르쉐 커넥트 앱은
'내비게이션(Navigation)', 차량 관련 기능을 조작하는 '마이 비히클(My Vehicle)', 아마존
뮤직 및 네스트 계정과 연관된 커넥트 앱 연결과 같은 사용자 서비스 및 세팅에 대한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 등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마이 비히클(My Vehicle)”을
이용하여 운전자는 차량 도어, 테일게이트, 윈도우의 개폐 여부를 세 개의 관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도어의 잠금 및 해제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주행 가능 거리, 오일 레벨,
정비 이력에 대한 정보도 불러낼 수 있으며, 차량 모니터링 및 안전 기능도 제어할 수 있다.
포르쉐 커넥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르쉐 웹사이트(www.porsche.com/connect) 및
포르쉐 커넥트 스토어 (www.porsche.com/connect-store)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로드 및 오프로드를 위한 새로운 5 가지 프로그램 모드

새로운 PCM은 카이엔 주행 다이내믹의 지휘 센터 역할을 한다. 중앙 콘솔의 개별 버튼이
아닌, 스크린 상의 구체적인 메뉴를 선택해 다양한 오프로드 설정이 가능한 것이 가장
획기적인 변화다. 5 가지의 새로운 오프로드 모드가 선별된 풍경을 배경으로 메뉴에
입체적으로 표시된다. 엔진 공회전, 팁트로닉 S의 변속 전략, PTM 전륜 시스템, 리어
액슬로의 토크 배분, PSM 스태빌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 모드 선택에 따라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 최적화된다. 관련 시스템이 적절히 맞춰지면, 각 모드에 따라 지상고, PASM
댐퍼 시스템, PDCC 전자식 롤링 모션 제어 및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오프로드 프로필에
맞게 조절된다.
카이엔은 온로드 프로그램이 기본 설정되어 있다. 자갈길이나 젖은 잔디밭과 같은 손쉬운
오프로드 지형에 들어섰을 땐 “자갈(Gravel)”, 진흙 숲길이나 바퀴 자국이 난 길에서는
“진흙(Mud)” 모드를 선택하면 된다. 바위가 많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는
“모래(Sand)” 및 “바위(Rock)” 모드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 사항인 오프로드 패키지와 함께
오프로드 주행 시 최고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스티어링
각도, 종방향 및 횡방향 경사도를 보여주는 메뉴도 있다. 서라운드 뷰가 설정되면 외부
환경과 함께 차량을 보여주는 탑 뷰 기능도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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