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모델: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

독특한 디자인, 어댑티브 루프 스포일러 및 4+1
시트 콘셉트
신형 파나메라 GTS에는 기존 스포츠 리무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스포츠 투리스모도
있다. 또한, GTS 모델은 콘셉트상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구현되는 신형 스포츠 투리스모
시리즈의 그와 같은 모든 장점을 제공한다. 스포츠 리무진과 비교하여 더 높은 루프 라인은
뒤에서 타고 내리는데 간편하고 확연하게 커진 머리 상부 공간을 제공한다. 넓게 열리는
표준 사양의 전동식 테일 게이트 및 622 mm로 낮은 적재 모서리를 적용하여 트렁크의
유용성을 높였다. 스포츠 투리스모가 컴포트 액세스를 갖춘 경우 테일 게이트를 열고
닫는데 발 동작이면 충분하다; 차량이 리모컨 키를 통해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감지한다.
모든 스포츠 투리스모 모델과 같이 파나메라 GTS는 표준 사양으로 3인승 리어 벤치 시트를
갖추고 있다. 이 시리즈의 스포티하고 안락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외부 2개 자리는 독립
시트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뒷자리는 2+1 구성을 갖추고 있다. 선택 사양으로 전동식으로
조절 가능한 독립 시트 2개를 뒷좌석용으로 주문할 수 있다. 뒷좌석의 상부 모서리까지
적재할 경우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는 520리터의 적재 볼륨을 제공한다. 뒷좌석
등받이 3개는 별도로 또는 모두 접혀진다(40:20:40 비율); 트렁크로부터 전동식으로
잠금해제. 이 경우 적재 볼륨이 최대 1,390리터로 확대된다.
선택 사양으로 포르쉐는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의 트렁크용으로 적재 공간
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 모든 종류의 수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가변식 시스템은
적재 바닥판에 내장된 고정 레일 2개, 고정 고리 4개 및 트렁크 분리망 1개로 구성된다. 표준
사양으로 차량에 이동식 트렁크 롤러가 1개 있다. 약속 장소로 이동 중 노트북 컴퓨터를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경우 희망에 따라 공급 가능한 적재 공간 내 230 V 소켓에서 충전할
수 있다.

최대 50 kg 추가 출력을 위한 루프 스포일러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세그먼트에서 유일한 것은 표준 사양의 루프 스포일러이다. 주행
상황 및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받음각이 3단계로 조절되어 뒤차축에서 최대 50 kg의
추가 출력을 생성한다.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PAA)의 시스템 구성요소인 에어
가이드 요소는 170 km/h까지 삽입되고 -7 각도로 뒤로 하강하는 루프 라인에 맞게
조정된다. 루프 스포일러가 170 km/h부터 자동으로 퍼포먼스 위치로 이동하고 +1 각도의
받음각으로 주행 안정성과 횡방향 다이내믹을 향상한다. 스포츠 및 스포츠 플러스 주행
모드의 경우 루프 스포일러가 이미 90 km/h 주행속도부터 이 위치로 회전한다. PAA는
능동적으로 지원하며 선택 사양의 파노라마 슬라이딩 루프가 열리는 즉시 스포일러의
받음각을 90 km/h부터 +26도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소용돌이가 보상되고 이에 따라
소음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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