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및 사양

강력한 외형 및 풍부한 사양
디자인과 사양에서 특히 스포티한 콘셉트를 갖춘 신형 GTS 모델은 고급 리무진 중에서
스포츠카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다. 파나메라 GTS 및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의
길이와 높이는 각각 5.053 mm, 1.417 mm이고 폭은 1.937mm이다. 짧은 차체 오버행 사이
큰 축거의 길이는 2.950mm이다. 두 모델에는 표준 사양으로 실크 광택 흑색으로 도장된
20인치 파나메라 디자인 휠이 장착된다.

흑색으로 강조된 표준 사양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다른 파나메라 버전과 GTS 모델의 전면은 흑색 스포일러 립을 갖춘 신형 스포츠 디자인
에이프런 트림패널로 구분된다.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DLS), 4-포인트-주간등,
적응형 헤드램프, 전조등 워셔 및 다이내믹 전조등 높이 제어장치를 갖춘 LED 메인
전조등이 표준 사양으로 야간에 올바른 시야를 구현한다.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84개의
발광 다이오드를 갖춘 PDLS 플러스가 포함된 차광된 LED-매트릭스-메인 전조등은 선택
사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흑색으로 도장된 스포츠 디자인 측면 스커트는 GTS 모델을
시각적으로 더 낮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퍼포먼스 요구를 강조한다. 측면 윈도우 몰딩은
생산 단계부터 고광택 흑색으로 도장되어 있고, 앞 도어에는 GTS 문자열이 있다. 흑색
컬러는 스포츠 디자인 리어 하단부, "PORSCHE" 문자열 및 모델 명칭이 도장되어 있는
리어 뷰에서도 지배적이다. 표준 사양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양쪽 더블 테일 파이프도
흑색이다. LED 기술, 통합된 4-포인트 제동등을 갖춘 3차원 사양의 후미등 및 야광 밴드는
GTS에 전형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다. 표준 사양의 전동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스포츠
리무진의 무선 테일 게이트에 배출 가능한 리어 스포일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신형
파나메라 GTS의 경우 배출 시 윙이 분할되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고속 주행 시
뒤차축에서 압착력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파나메라는 실내공간에서도 높은 수준의 컴포트, 포르쉐에게 전형적인 스포츠 특성 및
전위적인 디자인을 다양한 가변성과 결합한다. 아울러 GTS 모델은 특히 스포티한 특징을
강조하고 매우 포괄적인 기본 사양을 제공한다. 메모리 패키지를 갖춘 어댑티브, 전동식
18-웨이 스포츠 시트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훌륭한 측면 지지와 동시에 많은 컴포트를
제공한다. 센터 스트립은 도어의 팔걸이, 선바이저, 헤드라이너 및 A, B, C 필러와 같이
알칸타라 재질이다. 또한, 알칸타라 커버, 변속 패들 및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모드
스위치를 갖춘 히팅 가능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도 기본 사양에 포함된다. GTS
문자열은 도어 입구 커버, 태코미터 및 헤드레스트에 있다. 태코미터의 숫자표시판은 선택
사양으로 암적색 또는 백색으로 공급할 수 있다.
GTS 인테리어 패키지로 실내공간을 더욱 섬세하게 갖출 수 있다. 여기에는 벨트,
헤드레스트에 자수를 놓은 문자열 및 암적색 또는 백색의 대비 색상 시트와 풋매트의
이음부가 포함된다.

표준 사양의 온라인 연결을 포함한 포르쉐 Advanced 콕핏

두 번째 포르쉐 파나메라 세대의 일반적인 특징은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와 조작
콘셉트이다: 터치식 패널 및 개별적으로 구성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갖춘 표준 사양의
포르쉐 Advanced 콕핏. 7인치 스크린 2개가 상호 작용이 가능한 콕핏을 구성한다. 센터
콘솔의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온라인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의 중앙 조작부 및 디스플레이 요소로 사용된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조작되고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정된다. 사전 지정된 타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기능을 갖춘 이른바 홈스크린을 간편하고 빠르게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호하는 라디오 스테이션 또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전화번호-즐겨찾기 혹은
스포츠 배기 시스템 활성화. Full-HD 스크린의 우측 면에서 PCM의 다른 기능 영역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위젯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상호 작용 영역에서 화면의
중앙에 내비게이션을 표시할 수 있고, 동시에 우측에서 전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의 개별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다. 프로파일은 다양한 인테리어 설정 이외에
라이트, 주행 프로그램 및 보조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저장한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은 커넥트 플러스 모듈로 연결된다. 파나메라에는 SIM 카드 리더가
포함된 LTE 전화 모듈이 있다. 표준 사양으로 모든 파나메라는 내장된 SIM 카드를
이용하여 희망에 따라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위해 실시간 교통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교통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경로를 역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많은 기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와 차량별로 이용 가능한 커넥트 서비스의 상세한 개요는
www.porsche.com/connect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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