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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Thrilling

본 브로셔에 수록된 모델은 독일 내 도로주행 허가를 받은 모델이며, 차량에 장착된 일부 품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선택 사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제약 및 규제로인해
일부 모델과 선택 사양의 판매 가능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브로셔에
기재된 구조, 기능, 디자인, 성능, 크기, 중량, 연료 소모량 및 제반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본 브로셔의 인쇄 시점(11/2020)을 기준으로 입수 가능한 가장 정확한정보입니다. 포
르쉐는 모델의 사양, 장비 및 인도 범위를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 브로셔에 인쇄된 차량의 색상은 실제 차량의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르쉐는 본
브로셔에 기재된 문구의 오기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된 면책 조항은 www.porsche.com/disclaime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비, CO₂ 배출량 및 효율 등급은 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he dream of the sports car.
‘아무리 둘러 보아도 내가 꿈꾸던 차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페리 포르쉐(Ferry Porsche)

큰 꿈과 대담한 비전은 쟁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승리
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항, 관습, 그리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도 종종 마주합니다.

망의 차이를 만드는 단 1초를 위해, 포르쉐의 사명이 된
‘Dr. Ing.(명예공학박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매혹적인 스포츠카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
기 위해 오늘도 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열정과 끈기, 투지
가 없이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페리 포르쉐
(Ferry Porsche)는 자신의 꿈인 스포츠카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망설이거나 행운을 기다리
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포르쉐에게 중요한 것은 성능만이 아닌 마력 수가 올라
갈 수록 더 다양해지는 아이디어이며, 더 큰 엔진이 아니
라 더 효율적인 엔진입니다. 포르쉐는 유행이 아니라 원
칙에 따르는 디자인,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스포츠카를 추구합니다.

1948년 이후 생산된 모든 포르쉐에는 이러한 정신이 깃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 하나에서부터 포르쉐가
우승한 모든 레이스, 그리고 포르쉐의 모든 아이디어에
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르쉐 엔지니어들이
100%에 만족하지 않고, 결정적인 1%를 위해, 승리와 절

이 모든 것이 함께할 때 비로소 포르쉐 브랜드의 핵심이
자 미래를 의미하는 인텔리전트 퍼포먼스가 완성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포르쉐가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포
르쉐 브랜드가 시작됐던 처음 그 날처럼, 포르쉐의 심장
은 꿈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Fascination Sport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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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CO₂ 배출량 및 효율 등급은 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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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Thrilling.
포르쉐는 언제나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라이브 투어 콘서트와 같기 때문입니
다. 포르쉐가 무대에 오르면 분위기는 달아 오릅니다. 맥박의 비트에 맞춰 공연을 시작
하면 첫 번째 화음이 울려 퍼지고 온 세상이 전율합니다. 온몸의 털끝까지 사운드를 느
끼며 거센 가능성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갑니다. 메인스트림 음악은 포르쉐에 어울리지
않는 장르입니다. 항상 관습에 도전하며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포르쉐
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언제나 포르쉐다운 결정을 내립니다. 더 많은 모험과 더 풍부
한 인생, 더 강한 흥분을 향해 더 힘차게 가속합니다.
포르쉐와 함께 연주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실현된 스포츠카입니다. 포르쉐의 스
포츠카에겐 탁 트인 도로가 곧 무대입니다.

마칸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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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can
concept.
포르쉐는 그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했습니다. 포르쉐는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모
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갑니다. 스포티함, 디자인, 그리
고 일상적인 실용성을 하나로 단단히 결합한 컴팩트 SUV,
신형 마칸처럼 말입니다.
마칸의 디자인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테일라이트 스트
립은 자신감 넘치는 익스테리어를 강조합니다. 전형적인
포르쉐 DNA인 LED 헤드라이트와 4포인트 주간 주행등
및 4포인트 브레이크등이 외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대
형 10.9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포르쉐 커
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는 진정한 인포테인먼트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탑재된 차세대 엔진은 스포츠카 특유
의 파워와 사운드로 운전자는 물론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
잡습니다. 또한 마칸의 역동적인 성능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지체 없이 다음 모험을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The Maca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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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terior.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패션, 경향, 트렌드가 있습니
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지
속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
태입니다. 가치관을 담아냄으로써 다른 어떤 것보다 오
래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르쉐 DNA라
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다이내믹한 인상을 자아내는 마칸은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스포츠카입니다. 특히 새롭게 디자인된
후면부는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마칸의 독
특한 테일라이트 스트립은 마치 직접 서명한 이름 아래
에 굵은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포르쉐 로고를 강조합니
다. 911을 연상시키는 리어 휠 위의 넓은 숄더 라인은 도로
를 움켜쥐듯 달리는 신형 마칸의 캐릭터를 한층 더 생생
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칸 GTS의 위풍당당한 후면부는 스
포티한 블랙 리어 에이프론과 디퓨저로 마음을 사로 잡습
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블랙 스포츠 테일파이프는 강렬한 사운드로 압도적인 존
재감을 드러냅니다.

을 그리며 공기역학적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포르쉐 디자
이너들은 이를 포르쉐 플라이라인(Porsche Flyline)이라
고 부릅니다.

4포인트 브레이크등은 테일라이트 스트립을 기능적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마칸에 흐르는 포르쉐 DNA를 상징적
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마칸 GTS의 틴티드 테일라이트에
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옆모습 역시 전형적인 포르쉐입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먹
이를 덮칠 준비가 된 육식 동물처럼 모든 근육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쿠페 모델과 똑같이 뒤쪽으로 미끄
러지듯 흘러내리는 루프 라인은 스포츠카 특유의 윤곽선

마칸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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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정신이 공기를 가득 채우면, 마칸이 전면부의 더 커
진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흡수합니다.
GTS 모델에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면 에어
인테이크 그릴과 에어 블레이드가 매트 블랙으로 마감
처리됩니다.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포장 도로를 감싸는
넓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덕
분에 눈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다음 여정으로 가는 길에
엔진이 최적으로 냉각됩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
되는 LED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완벽하게 비춰줍니다.
마칸 GTS 모델에서는 틴티드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더
욱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또 다른 디자인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 초,
무려 39년간 최장 주행거리 기록이 깨지지 않았던 르망
24시 레이스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전
설적인 포르쉐 917을 연상시키는 넓은 보닛입니다.
마칸 GTS 모델에서는 20인치 RS Spyder Design 휠이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더 스포티하고 독창
적인 21인치 911 Turbo 휠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마칸의 디자인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
테리어에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를 위한 더 많은 여지가 남
아 있습니다.

사이드 블레이드도 눈길을 끕니다. 역동적인 라인을 강
조하는 사이드 블레이드는 918 스파이더를 연상시킵니
다. 마칸 모델에서는 사이드 블레이드에 라바 블랙 컬러
가 기본 적용되며, 모든 마칸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카
본, 브릴리언트 실버, 블랙(하이 글로스) 또는 바디 컬러
도 제공됩니다. 마칸 GTS 모델의 경우 사이드 블레이드
는 매트 블랙 컬러로, 'GTS' 로고는 블랙(하이 글로스) 컬
러로 마감됩니다.

마칸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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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십시오. 전체를 볼줄 아는 시야
도 물론 필요합니다. 스포티한 앞좌석은 도로 위 높은 곳
에 앉아 있지만, 도로와 바로 연결된 듯한 마칸 특유의 느
낌을 구현합니다. 시트 포지션은 장시간 여행에도 매우
편안합니다.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14방향)가 포함된 컴
포트 시트 또는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18방향)가 포함된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안락함
을 더합니다.

어 디자인은 마치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킵니다. 3개의
튜브 디자인과 중앙에 레브 카운터가 배치된 인스트루먼
트 패널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
특유의 경사진 센터 콘솔 덕분에 기본 사양인 다기능 스
티어링 휠과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 기어 셀렉터 및
차량의 주요 기능을 아주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
동 스위치는 전형적인 포르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왼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르쉐는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자동차와 운전자가 한 몸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
칸에 오르면 단순히 시트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칸 특유
의 차체 구조 덕분에 차량과 한 몸이 되는 느낌을 경험을
수 있습니다. 제어 버튼이 입체적으로 배열되어 인테리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918 스파이더의 디자인
과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모터스포
츠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어시프트 패들
로 기어를 인체공학적으로 빠르고 스포티하게 변속할 수
있습니다.

마칸에는 열선 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
링 휠이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스티어링 휠보
다 작은 직경 덕분에 특히 스포티한 주행 시 매우 편리합
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포르쉐가 자랑하는 특징 중 하나인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의 10.9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풀 HD 해상도와
맞춤 설정이 가능한 시작 화면은 새로운 디자인의 자랑
입니다. 직관적인 메뉴를 통해 주요 기능에 훨씬 더 빠르
게 액세스해보십시오.

마칸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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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이트 그레이 및 페블 그레이 가죽 인테리어와
추가 기본 사양이 적용된 마칸 터보.
* 마칸 터보 모델 국내 미출시

Drive and chassis.

1

 
연료 직분사(DFI)의 중앙 인젝터 포지션

2

 
배리오 캠 플러스

3

 
가변 오일 펌프

4

 
주철 실린더 라이너가 포함된
경량화 알루미늄 엔진 블록

5

 
통합된 오일-워터 열교환기

6

 
최대 250bar 분사압의 연료
직분사(DFI)

7

 
중앙 터보 레이아웃의
트윈 터보차저

6
7

7

5
2

1

Engines.
 acan GTS 2.9리터 V6 트윈 터보 엔진.
M
마칸에 적용된 경량 설계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여줍니다. 캠샤프트와 밸브
리프트를 조정하는 배리오 캠 플러스는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합니다. 마칸 GTS는 380PS(280kW)의 최고 출력
과 53.1kg·m(520Nm)의 최대 토크로 도로를 질주합니
다. 최고 속도는 261km/h에 이르며, 정지 상태에서
4.9/4.7초¹⁾만에 100km/h에 도달합니다.

Macan 2.0리터 직렬 4기통 터보 엔진.
마칸의 기본 모델은 252PS(185kW)의 최고 출력,
높은 엔진 회전 영역, 1,600–4,500rpm에서 발휘되는
37.7kg·m(370N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합니다. 최적화
된 트윈 머플러 배기 시스템은 주행 시 거친 사운드를 만
들어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요청 시 모든 모델에 스포
츠 배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더욱 강렬하고 감성적
인 포르쉐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가 곧
무대입니다.

두 모델 모두 기본 사양으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적용
되어 더 감성적인 엔진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4

3
1)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선택 사양)가 적용된 경우.

Macan 2.0리터 직렬 4기통 터보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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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3

포르쉐 더블 클러치
(PDK: Porsche Doppelkupplung).
마칸 모델에는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7단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동
력 전달의 끊김 없이 매우 신속한 기어 변속이 가능하여 주
행 역학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PDK의 원칙은 기어가 선
택된 상태에서 다음 기어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따
라서 매우 빠른 기어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자동 모드는 기
본적으로 연료 효율을 위해 최적화된 기어 변속을 제공하며,
이는 PDK가 스포티하고 민첩한 주행 감각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
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싶다면 언제든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
링 휠 양쪽의 기어시프트 패들이나 PDK 기어 셀렉터를 통
해 변속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양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가 적용된 경우 PDK의 변속 시간은 더욱 짧아지고 보다 스
포티한 변속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타협 없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위해 레이싱 스타트 기능인 런치 컨트롤이 마련되
어 있습니다.

2

5

1 Race-Tex 스티어링 휠 림과 열선 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가죽 스티어링 휠 림 적용 가능) 및 모드 스위치가 포함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2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
1

1

2

1

 
이중 클러치 방식

2

 
전진 기어 7개 및 후진 기어 1개의 변속비

3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인터페이스

4

 
프론트 액슬에 전달되는 출력

5

 
오일 섬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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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마칸 특유의 스포츠카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를 함께 책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액티브 4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제어식
맵 컨트롤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 오토매틱 브레이크 디
퍼런셜(ABD) 및 미끄럼 방지 장치(ASR)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자제어식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는 리어 액슬
및 프론트 액슬의 구동력 배분을 조절합니다. 주행 조건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주행 상황에 정확하
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모든 휠의 회전
속도, 차량의 횡방향 및 종방향 가속, 현재 조향각을 포함
해 데이터 범위를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가

속 시 뒷바퀴가 헛돌 경우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의 보다
강력한 연결을 통해 앞쪽에 더 많은 구동력이 전달되도
록 합니다. 또한 ASR은 휠의 미끄러짐 현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코너 주행 시에는 최적화된 측면 안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앞바퀴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조절합니다.
요약하자면 PTM은 마칸의 스포티한 특성을 도로에 효
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운전석에서 진정한 스포
츠카의 주요 특성인 트랙션, 주행 안전성, 뛰어난 스티어
링과 핸들링, 그리고 포르쉐 특유의 탁월한 다이내믹스
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비, CO₂ 배출량 및 효율 등급은 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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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양이 적용된 마칸 S.
* 마칸 S 모델 국내 미출시.

Chassis.
우리는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목
적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분 1초마다 삶의 역
동성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물론 스포츠
카 안에서도 말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한 차원 높은 편안함과 역동적인 성능을 원한다면 PASM
이 포함된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
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은 기본 스프링 서스펜션을 적용한
모델보다 차체가 15mm 더 낮습니다. 그 결과 승차감과
다이내믹한 성능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외관 사이에서 최
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셀프 레벨링 기능은 지
상고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원할 경우 하이 레
벨 I, 노멀 레벨 I, 로우 레벨 I의 3단계로 지상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에서 차량은 일반 레벨에 비해
40mm 더 높으며, 로우 레벨에서는 노멀 레벨보다
10mm 더 낮습니다. 실용적인 로딩 레벨을 선택할 경우
노멀 레벨에서 차체 리어 부분만 30mm 더 낮아져 물건
적재 시 편리합니다. 이 기능은 적재 공간에 위치한 버튼
을 통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으로, 현재 도로 조건과 주행 스타일
에 따라 각 개별 휠의 댐핑 강도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
속적으로 제어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차체 움직임이
감소하여 더욱 다이내믹한 드라이빙과 함께 향상된 편안
함을 제공합니다. ‘Normal’, ‘Sport’ 및 ‘Sport Plus’의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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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portiness.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와 모드 스위치.
버튼 하나로 시작되는 모험, 드물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는 않습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로 섀시, 엔진 및 변속
기를 더욱 스포티하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크로
노 패키지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스톱워치 외에, 랩 시간 및 기타 주행 통계를 표시하고,
저장하고, 평가할 수 있는 PCM의 스포츠 크로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특징은 918 스파이더에서 유
래한 것으로,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의 모드 스위치입니다. 원하는 주행 스타일에 맞게 차
량을 한층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모드 스위치는
‘Normal’, ‘Sport’, ‘Sport Plus’의 3가지 설정 중에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Sport 모드에서는 마칸이 더욱 다이
내믹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Sport Plus 모드에서는
엔진이 더욱 민첩해집니다.

또한 PASM은 더 단단해진 댐핑 강도와 보다 직접적인
스티어링을 제공합니다.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에어
서스펜션은 로우 레벨 I로 설정되어 차체를 낮춥니다. 추
가 기능인 런치 컨트롤은 출발 시 최적의 가속을 선사합
니다. 대시보드의 스톱워치에는 총 주행 시간 또는 현재
시각이 표시됩니다.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PTV Plus).
PTV Plus는 전자제어식 리어 디퍼런셜 록과 함께 연동
되어 후륜에 가변 제동력을 가함으로써 차량의 다이내믹
스와 안정성을 향상해줍니다. PTV Plus는 왼쪽 또는 오
른쪽 후륜에 선택적으로 제동력을 가하여 스티어링 반응
및 정밀도를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후륜 바깥쪽에 더 많
은 구동력을 분배하여 차량의 수직 축을 중심으로 부가
적인 회전 펄스를 통한 요 운동(yaw movement)을 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턴인(turn-in) 지점에서 즉각적이고
다이내믹한 조향이 이루어집니다.

오프로드 버튼.
도로가 아닌 길을 주행하고자 한다면 센터 콘솔에 있는
버튼을 통해 마칸을 오프로드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오프로드 모드가 활성화되면 모든 관련 시스템이 오
프로드 지형 트랙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
다. PASM이 포함된 선택 사양의 에어 서스펜션은 하이
레벨 I로 자동 변경됩니다. 또한 선택 사양인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PTV Plus)와 기본 사양인 포르쉐 스태빌
리티 매니지먼트(PSM)도 오프로드 주행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여 주행성과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이 외에도 기본
사양인 PTM이 필요할 경우 구동력을 100%까지 프론트
액슬과 리어 액슬 사이에 완전 가변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는 견인력과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입
니다.

마칸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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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kes.

2

모든 마칸 모델의 브레이크는 최적의 성능을 위해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고출력 엔진에 맞도록 큰 사이즈의 브
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칸 모
델에는 전륜에 4피스톤 알루미늄 모노블록 고정식 캘리
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내부 환기식으로, 매우 효율적인 포르쉐 서피스 코팅 브
레이크(PSCB) 덕분에 연속 사용 시에도 일관적으로 우
수한 제동 성능을 발휘합니다. 마칸 기본 모델의 브레이
크 캘리퍼는 블랙이며 마칸 GTS 모델은 레드로 제공됩
니다.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레이싱 트랙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된 포르쉐 세라믹 컴
포지트 브레이크(PCCB)를 마칸에 선택 사양으로 장착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드릴 처리된 세라믹 브레이크 디
스크의 전륜 직경은 396mm이며, 후륜 직경은 370mm
입니다. 또한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는 내부식성이 뛰
어나며 소음 감쇄 특성이 탁월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매우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CCB의 주요 장점은
비슷한 사양의 주철 디스크보다 약 50%나 가볍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성능과 연료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
라 스프링 하중량과 회전 질량이 감소합니다. 마칸 GTS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1 마칸 GTS 브레이크: 전륜 360mm, 후륜 직경 330mm,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2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전륜 396mm, 후륜 370mm, 옐로우 브레이크 캘리퍼
3 마칸 브레이크: 주철 브레이크 디스크, 전륜 345mm, 후륜 330mm, 블랙 브레이크 캘리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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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서피스 코팅 브레이크(PSCB).
마칸의 제동은 가속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포르쉐 서피
스 코팅 브레이크(PSCB)는 주철 브레이크 디스크에 세
라믹 코팅을 더한 결과물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화이트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디자인 악센트 역할을 하
며, 오랜 시간 주차된 후에도 브레이크 디스크의 내식성
이 우수하다는 점, 브레이크 분진 발생이 대폭 줄어든다
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휠과 브레이크가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마칸 및 마칸 GTS 모델
에 선택사양으로 제공됩니다.

Porsche Connect.

Infotainment.
다음 모험을 위한 더 많은 접점을 선사하는 포르쉐 커뮤니
케이션 매니지먼트(PCM)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커뮤
니케이션 기능을 제어하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온라인 내
비게이션을 포함한 기본 내비게이션 모듈은 모바일 데이
터를 사용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RTTI)를 제공하므로 항
상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칸의 현
재 PCM 버전에는 풀 HD 해상도의 10.9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맞춤 설정이
가능한 시작 화면입니다.
물론 모든 환경에는 고유한 사운드 트랙이 필요합니다.
운전 중에는 앞좌석의 USB 데이터 및 충전 포트 2개,
Bluetooth® 또는 SD 카드를 통해 음악을 청취할 수 있습
니다. 또는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USB 충전 포트가 2개 있습니다. 표준 디지털 라디오로는
우수한 음향 품질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
니다.

36

Porsche Connect | Infotainment

일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모험을 위한 시간입니까?
포르쉐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포르쉐는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포르쉐 커
넥트(Porsche Connect)가 도와드립니다. 모든 도로 주
행과 어떤 목표에서든 이상적인 출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이 제공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합된 LTE 지원 SIM 카드 및 데이터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선택하면 음
악 스트리밍 기능을 제외하고 내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
트 패키지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
론 원한다면 개인 SIM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SIM 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선택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
금제(유료)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앱.
포르쉐 커넥트는 마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
스와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PCM이나 마이
포르쉐(My Porsche)를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목적지를 몇 초 안에 찾아주는 POI 검색 서
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비가 내릴 때도 발을 적시지 않
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지붕 덮인 주차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포르쉐 안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
의 리뷰를 토대로 친구와 만나기 좋은 레스토랑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음성 명령 시스템인 보이스 파
일럿(Voice Pilot)은 운전자가 도로 상황 및 교통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세 주소를 입력하지 않
더라도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배고프다고 말하면 음성 안내가 쾌
활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즉시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마트와 같은 적절한 목적지를 제안합니다.

포르쉐 커넥트는 다양한 서비스 및 스마트폰 앱도 제공
합니다.

2

스마트폰 캘린더도 PCM에서 직접 볼 수 있으며, 저장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앱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rsche.co.kr/connect를 참조하십시오.

3

1
2
3
4

포르쉐 커넥트 앱
Apple CarPlay
캘린더
POI 검색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에는 무료 이용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서비스 패키지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소 3개월 이상 제공됩니다. 단,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중 전체 또는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데이터 기본 제공량과 내장된 SIM 카드가 판매 가격에 포함된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내장된 SIM 카드로 음악 스트리밍 등 별도로 제공되는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나 WiFi 핫스팟 사용을 원할 경우, 포르쉐 커넥트 스토어에서 유료 데이
터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SIM 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연결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무료 이용 기간, 구독 연장 비용 및 개별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rsche.co.kr/connect를 방문하거나 포르쉐 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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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로드 프리시전 앱.¹⁾
포장도로에서 벗어나서도 짜릿한 드라이빙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친 지형을 주행할 때 오프로드 프리시전
앱은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 튜토리얼과 같이 언덕과
골짜기 위로 마칸을 능숙하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개인적인 진행
상황이 기록되고 평가됩니다. 자신의 주행 실력을 향상
시키고 자신의 상황을 친구와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도
전해보십시오.
나아가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시간 또는 GPS 위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
니다. 오프로드 프리시전 앱은 이러한 값을 사용하여 나
중에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경로 및 고도 프로필을 자동으
로 생성합니다. 통계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이 앱을 통해 모든 것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스마트폰 또는 외부에서
제어되는 Action Cam²⁾으로 녹화됩니다.

Apple CarPlay.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Apple CarPlay 기능을 통해
iPhone을 포르쉐에 연결하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
지먼트(PCM)의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에 특정 앱을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Siri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면 이동 중에도 앱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도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 Apple
CarPlay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도 충전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거치대.
유도 충전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거치대(선택 사양)를
적용하면 스마트폰을 차량에 훨씬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 안테나와 직접 연결하면 배터리 소

모가 줄어드는 동시에 수신 품질이 최적화됩니다. 센터 콘
솔의 스마트폰 거치대에 기기를 놓기만 하면 최고 수준의
기술표준에 따라 편리하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할 경우 다양한 제조사의 스
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My Porsche.
모든 포르쉐는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포르쉐 커
넥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필요한 포르쉐 커넥트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마이 포르쉐에서 맞춤 설정하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가족과 친구들도 마이 포르쉐에 액세
스하여 포르쉐의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커넥트 스토어.
최초 무료 구독 기간을 연장하거나,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원하시면, 포르쉐 커넥트 스토어
(https://connect-store2.porsche.com/kr/ko)를
방문하여 포르쉐 커넥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십시오. 온라인에서 차량의 국내
판매 여부를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서비스, 앱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현재 포르쉐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확장 중입니다. 모든 최신 정보는
www.porsche.com/connec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선택 사양)가 적용된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2) 별도 판매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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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and entertainment.

Comfort.
우리는 경험을 감각으로 지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
포츠카를 운전할 때 받는 느낌도 포함됩니다.
촉각: 선택 사양인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옆에
놓인 경사진 센터 콘솔이 진정한 스포츠카의 느낌을 더
해줍니다. 우아한 인테리어는 고급 가죽 인테리어(선택
사양) 덕분에 포르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독점적인 느
낌을 전달합니다. 선택 사양인 앞좌석 통풍 시트는 향상
된 쾌적함과 개선된 착좌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는 시
트 중앙과 등받이의 천공 소재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시각: 10.9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상 모
든 기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실시간 교
통 정보(RTTI)가 포함된 기본 내비게이션 시스템 덕분에
전방 도로를 원활히 주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윈드스
크린 열선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 사양인 파노라
믹 루프 시스템의 유리 패널은 마칸 내부에서 매우 밝고
쾌적한 조명 효과를 선사합니다. 또한 전면 부분이 미끄
러지듯 열리거나 위로 올라간 위치로 기울어집니다. 롤업
블라인드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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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마칸 GTS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마칸 모델에서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은 포르쉐의
전형적인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훨씬 더 큰 청
각적 즐거움을 위해 마칸 모델에 대한 선택 사양으로
Burmester®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후각: 3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
되어 있습니다. 활성 탄소 미세 먼지 필터는 입자, 꽃가
루, 냄새를 걸러냅니다. 선택 사양으로 새롭게 추가된 이
오나이저가 실내 공기 품질을 개선합니다. 자동 온도 조
절 시스템으로 유입된 공기는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이
오나이저를 거치면서 공기를 매개로 하는 세균과 오염
물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가 매우 상쾌
해지며 훨씬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Seats.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가 장착된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18방향).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가 장착된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는
최상의 편안함과 스포티한 지지력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전동식 18방향 조절 기능으로 시트 높이, 쿠션 및 등받이
각도, 등받이 높이, 앞/뒤 조절, 4단계 럼버 서포트를 필요
에 맞게 최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컬럼도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 스티어링
휠, 도어 미러 위치는 물론,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 위치
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컴포트 메모리 패키지)
시트 쿠션 및 등받이의 돌출된 사이드 볼스터는 전동식으
로 조절 가능하여 보다 다이내믹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가 장착된 컴포트 시트(14방향).
컴포트 시트를 보완하는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에는 추가
조절 기능이 마련되어 앞좌석 양쪽의 모든 시트에서 더 큰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 및 조수석
럼버 서포트, 시트 쿠션 길이 및 스티어링 칼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GTS 스포츠 시트(8방향).
마칸 GTS 모델 전용 8방향 스포츠 시트는 스포츠카 특유
의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헤드레스트에 수놓인 ‘GTS’ 로고
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컴포트 시트.
운전석에 전동식 8방향 조절 기능이 있는 적용된 컴포트
시트는 편안한주행에 이상적이며, 실용적인 조작 편의성
을 제공합니다. 시트 높이, 전방/후방 위치, 쿠션 각도 및
등받이 조절이 모두 가능하며, 조수석은 수동으로 조절됩
니다. Race-Tex 소재의 시트 센터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해줍니다.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
다.

1 헤드레스트의 포르쉐 크레스트(선택 사양) 및 컴포트 메모리 패키지가 적용된 앞좌석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18방향, 전동식)
2 가죽 패키지(선택 사양) 및 가죽 인테리어(선택 사양)가 적용된 앞좌석 컴포트 시트(운전석 8방향, 전동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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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systems.
Burmester®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마칸에 최적화된 Burmester®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
드 시스템은 음파를 독특한 감각적 자극으로 변환하고,
음악을 고유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즉 음악
적 파노라마로 변화시킵니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로 손꼽
히는 Burmester®에서 개발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이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의 기반 기술은
Burmester®가 제공하는 최고의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
스템입니다. 호화로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제작 기
술은 절묘하며, 사운드는 경이롭습니다. 이 시스템의 우
수성은 수많은 디테일과 하나의 목표, 즉 오디오 완성도
덕분입니다.

수치만으로도 인상적입니다. 총 출력 1,000W를 자랑하
는 16개의 앰프 채널, 액티브 서브우퍼가 포함된 스피커
16개와 300W의 D클래스 앰프, 2,400cm2 이상의 다
이어프램 면적, 그리고 30Hz에서 20kHz를 넘나드는 주
파수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urmester®의 최고급
가정용 오디오 제품에 적용된 크로스오버 기술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필터는 설치
되는 장소에 맞게 최적화되었으며, 광범위한 차량 내 오
디오 테스트를 통해 세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에어
모션 트랜스포머(AMT)는 뛰어난 수준의 안정성과 함께
정확하고 선명하며 왜곡되지 않은 고주파 사운드를 재생
합니다. 사운드 개선 장치는 또한 데이터 압축 음악 파일
의 톤을 최적화합니다.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마칸 모델에 최적화되
도록 설계되어 총 출력 665W를 자랑하는 앰프 채널 14
개, 서브우퍼 및 센터 스피커가 포함된 스피커 14개와
665W의 총 출력이 인상적인 사운드 경험을 선사합니다.
BOSE® SoundTrue 향상 기술은 MP3와 같은 압축된 파
일 형식에 대해 더 나은 오디오 품질과 역동성을 자랑합
니다. 이 기술은 디지털로 압축된 음악을 생생하게 재생
합니다. 그 결과 더 명확하고 공간적으로 더 뚜렷한 사운
드가 재생되며,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
니다.
사운드 패키지 플러스.
사운드 패키지 플러스는 스피커 10개와 총 출력 150W
로 우수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PCM에 통합된 앰프는
차량 내부의 음향 패턴을 운전석과 조수석에 맞춰 조절
합니다. 마칸 모델에 기본 제공됩니다.

1 Burmester®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2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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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use.
루프 레일.
고급 루프 레일은 알루미늄 소재 또는 블랙(하이 글로스)
마감으로 제공됩니다. 루프 레일은 다이내믹한 차량 디
자인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프 레일은 선택 사양
인 루프 운반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하며, 출고 전
공장에서만 장착 가능한 사양입니다.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루프 운반 시스템.
선택 사양인 루프 레일이 적용된 모델에 제공되는 이 크
로스 멤버는 잠금 기능이 포함되며, 모든 포르쉐 모듈과
호환됩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로드 베어링 부품은 최대
75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르
쉐 테큅먼트 액세서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애프터서비
스 모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
양으로 제공됩니다.

적재 공간.
Macan 모델의 대형 트렁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488리터의 용량을 자랑합니다. 측면의 수납
칸은 추가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뒷좌석 벤치 시트는
40:20:40의 비율로 접히며,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사용
가능한 용량이 1,503리터로 증가합니다. 탈착식 트렁크
커버는 햇빛을 차단하고 프라이버시를 높여줍니다. 포르
쉐 테큅먼트의 스키 백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백은 차
량 외부에서 장비 운반 또는 청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적재 편의성을 위해 선택 사양인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
하면 트렁크의 버튼을 사용하여 차량의 후방을 30mm
낮출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에는 열선 유리 패널이 적
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5초 이내에 자동으로
열립니다. 조절 가능한 개방 높이는 저장해둘 수 있기 때
문에 차고 천장으로부터 항상 안전한 거리에서 멈추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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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 바 시스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동식 확장형 토우 바 시스템의 토
우 볼은 버튼을 누르면 후방에서 사라집니다. 13극 전기
소켓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칸 모델의 견인 장치는 최
대 2,000kg(제동)의 견인 능력과 모든 마칸 모델(제동
되지 않음)의 750kg 견인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기본
적으로 차량에는 필요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
다. 토우 바 시스템은 출고전 공장 장착 사양으로, 모든
마칸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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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and
assistance systems.

Headlights.

1

3

5

마칸 모델에는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
습니다. PDLS를 포함한 고품질의 정교한 LED 헤드라이
트를 탑재한 마칸 GTS는 디자인과 기능의 완벽한 조합을
자랑합니다. LED 헤드라이트의 4포인트 주간 주행등과 4
포인트 브레이크등은 테일라이트 스트립의 LED 기술에
통합되어 있는데, 이는 포르쉐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칸 GTS에서는 프론트 헤드라이트 및 테일라이트가 틴
티드 처리되어 독보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DLS).
PDLS는 속도에 맞춰 라이트의 분포를 조절합니다. 동적
코너링 라이트는 조향각과 주행 속도를 기준으로 커브길
방향에 따라 헤드라이트를 회전시키고, 정적 코너링 라이
트는 보조 헤드라이트를 작동하여 좁은 커브길 또는 모퉁
이를 비춰줍니다. 마칸 GTS 모델에 기본 제공됩니다.

1
2
3
4
5
6

2

4

6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
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선택 사양)는 스
타일리시한 4포인트 LED 스폿 라이트와 함께 한눈에 알
아볼 수 있는 외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 헤드라이트
의 밝기는 전방 도로에 대한 최적 조명을 보장합니다. 기
본 동적 및 정적 코너링 라이트와 속도에 민감한 헤드라
이트 범위 제어뿐만 아니라 악천후 기능도 또 다른 필수
기능입니다. PDLS Plus에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는 다이내믹 메인 빔 제어 및 교차로 보조 장치 기
능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운전자
가 주위 상황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마칸: LED 헤드라이트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및 주간 주행등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및 하향등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코너링 라이트 및 하향등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및 메인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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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systems.
튜닝이 완벽할수록 더 역동적이고 편안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포르쉐 보조 시스템
은 운전자가 포르쉐 특유의 주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목표로 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리어 뷰 미러 하우징의 카메라는 차량 앞 도로를 모니터
링합니다. 운전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차선
에 접근해 차선을 이탈할 것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시
스템에서 경고음을 울립니다. 차선 이탈 경고는 크루즈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마칸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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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은 전방 차량 속도에 따라
마칸의 속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조절합니다. 전방 에
이프런의 레이더 센서는 차량 전방의 영역을 모니터링합
니다. 선택한 크루즈 속도보다 앞차가 늦게 가는 상황에
서는 엔진 속도를 늦추거나 가볍게 제동을 가합니다. 사
전 설정된 거리가 유지될 때까지 이러한 조정 작업이 계
속됩니다. 마칸은 이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합니
다. 전방 차량 속도가 계속 느려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
트롤은 속도를 줄이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정지합니다.
전방 도로가 다시 자유로워지면 마칸은 원래 설정된 크
루즈 속도까지 가속을 재개합니다. 시스템 제한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이 임박했음을 인식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짧은 제동 충격뿐만 아니라 음향 및 시각
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충
돌 속도를 줄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 프로세스
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제한 속도 표시 기능.
제한 속도 표시 기능은 내장된 카메라로 파악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디스플레이 화면 및 PCM의 터치스크린 디스플
레이에 표시됩니다. 강한 비나 어두운 도로 상황으로 인
해 교통 표지판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내비게이션 모듈
에 저장된 제한 속도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기
능을 통해 전방의 도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
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차선 변경 어시스트

차선 변경 어시스트.
차선 변경 어시스트는 후방의 차량과 양쪽의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합니다. 30–250km/h의 속도로 주행 시 후방
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거나 사각 지대에 차량이
감지되면 도어 미러를 통해 시각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
를 보냅니다. 이 기능은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지원하지만 차량의 운행을 직접 제어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해제 가능합니다.

파크 어시스트(앞/뒤).
파크 어시스트는 차량의 전방 및 후방에 감지된 장애물을
알립니다. 센서는 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조화롭게 통
합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 경고와 함께 중앙의 10.9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장애물에 대한 근접도를 보여
주는 차량의 그래픽 조감도도 표시됩니다. 모든 마칸 모델
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서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를 사용하면 차량의 전면부, 도어 미러와 후면
부에 장착된 카메라 4대가 차량과 주변 환경의 모습을 보
여줍니다. PCM에서 운전자는 주차 및 조작 시 10.9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조감도, 측면 모습과 코너 모
습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
로 제공됩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정확한 후진 주차 및 조작을 도와주며 트레
일러 연결 작업도 지원합니다. 카메라 이미지 및 다이내믹
한 가이드라인을 PCM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스티어링 휠의 현재 위치를 감안
하여 차량의 예상 방향을 보여줍니다. 모든 마칸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가 포함된 파크 어시스트(앞/뒤)
Assistance systems | Lighting and assist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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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Exclusive Manufaktur.
포르쉐의 풍부한 경험은 기나긴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포르쉐는 창사 이래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986년까지 포르쉐
‘Sonderwunschprogramm’으로 불리던 이 프로그램은
‘Porsche Exclusive’를 거쳐 오늘날 ‘Porsche Exclusive
Manufaktur’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모든 직원은 자신이 하는 일과 그들이 만든 작품
을 사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가죽 조각 하나하나, 작은 디
테일에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모든 스티치, 모든
가죽,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정성을 기
울입니다. 포르쉐는 경험과 열정에 영감을 더해 꿈을 실현
합니다. 이렇게 포르쉐 공장에서는 단 하나뿐인 자동차가
탄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 상담 단계에서 시작되는 독창성, 열정,
세심한 디테일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
다 고객의 까다로운 희망 및 요구 사항이 '포르쉐'를 '나만
의 포르쉐'로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포르쉐가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포르
쉐는 정확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섬세한 수작업을 거쳐 가
죽, 고급 목재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최고급 소재로 고객
의 꿈을 실현합니다. 또한 열정과 정교한 공정을 통해 가
치를 더합니다. 다시 말해, 스포티한 주행 성능, 편의성, 디
자인 그리고 나만의 취향을 더한 특별한 포르쉐를 제작합
니다. 이렇게 나만의 터치가 더해진 단 하나뿐인 포르쉐가
탄생합니다.
포르쉐는 디자인 및 기술적인 요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
어, 간단한 사양 변경에서 광범위한 업그레이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개별 맞춤형 선택 사양을 제공합니다. 고객
의 영감이 곧 포르쉐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예를 통해 영감을 얻어보십시오. 또한
www.porsche.co.kr/exclusive-manufaktur에서 이렇게
멋진 차량을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Your inspiration.
Our passion.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 Person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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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Exclusive Manufaktur
구성 예시.

2

3

1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으로 도색된 20인치
Macan Turbo 휠,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블랙
스포츠 테일 파이프, 스포츠 디자인 도어 미러

2

스포츠 디자인 도어 미러

3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으로 도색된 20인치
Macan Turbo 휠

4

앤트러사이트 체스트넛 컬러의 열선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모하비 베이지 컬러의 계기판 다이얼, 모
하비 베이지 컬러의 스포츠 크로노 스톱워치 다이얼

5

콘트라스트 컬러(블랙)의 가죽 시트 중앙부,
앤트러사이트 체스트넛 인테리어 패키지, 모하비
베이지 컬러의 시트 벨트, 헤드레스트의 포르쉐
크레스트(앞좌석 및 바깥쪽 뒷좌석)

The Macan in Volcano Grey Metallic.
1

4

5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 Person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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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colours.
Solid exterior colours.

Metallic exterior colours.

Exterior colours to sample.

화이트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

제트 블랙 메탈릭

블랙

카라라 화이트 메탈릭

맘바 그린 메탈릭

마호가니 메탈릭

Colour of your choice.

Special colours.

전통적인 다양한 포르쉐 컬러와 클래식 및 모던 컬러를 포함한 광범위한 솔리드 및
메탈릭 컬러 중에서 선택해보십시오.

나만의 샘플에 따라 특별히 개발된 색상으로 나만의 포르쉐에 개성을 표현해보십시오.

68

크레용

돌로마이트 실버 메탈릭

카민 레드

사파이어 블루 메탈릭

마이애미 블루

나이트 블루 메탈릭

Personalisation | Colours

Colours | Person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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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urs.
Standard interior colours
Standard interior.

Standard interior colours
Leather package.¹⁾

Standard interior colours
Leather interior.

Special interior colours
Natural leather.

GTS leather package.¹⁾

GTS leather interior.

블랙
(루프 라이닝 및 카펫: 블랙)

블랙
(루프 라이닝 및 카펫: 블랙)

블랙
(루프 라이닝 및 카펫: 블랙)

에스프레소
(루프 라이닝²⁾ 및 카펫: 에스프레소)

블랙
(Race-Tex 품목 포함²⁾)

블랙
(Race-Tex 품목 포함²⁾)

아게이트 그레이
(루프 라이닝²⁾ 및 카펫: 아게이트 그레이)

아게이트 그레이
(루프 라이닝²⁾ 및 카펫: 아게이트 그레이)

아게이트 그레이
(루프 라이닝²⁾ 및 카펫: 아게이트 그레이)

블랙 및 카민 레드 GTS 인테리어 패키지
(Race-Tex 품목 포함²⁾)

투톤: 블랙 및 모하비 베이지
(루프 라이닝 및 카펫³⁾: 블랙)

투톤: 블랙 및 모하비 베이지
(루프 라이닝 및 카펫³⁾: 블랙)

투톤: 블랙 및 모하비 베이지
(루프 라이닝 및 카펫³⁾: 블랙)

블랙 및 크레용 GTS 인테리어 패키지
(Race-Tex 품목 포함²⁾)

투톤: 블랙 및 가닛 레드
(루프 라이닝 및 카펫³⁾: 블랙)

투톤: 블랙 및 가닛 레드
(루프 라이닝 및 카펫³⁾: 블랙)

블랙 및 카민 레드 GTS 인테리어 패키지
(Race-Tex 품목 미포함)

1) 가죽 패키지(부분 가죽 인테리어)의 경우 대시보드, 센터 콘솔의 수납함 덮개, 시트 중앙부, 안쪽 시트 볼스터,
시트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도어 패널, 도어 손잡이가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죽 품목은 투톤 조합의
콘트라스트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파노라믹 루프 시스템 옵션을 선택하면, 콘트라스트 색상의 선블라인드가 검정색으로 마감됩니다.
3) 적재 공간의 카펫은 어두운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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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톤: 아게이트 그레이 및 페블 그레이
(루프 라이닝 및 카펫³⁾: 아게이트 그레이)

1) 가죽 패키지(부분 가죽 인테리어)의 경우 대시보드, 센터
콘솔의 수납함 덮개, 시트 중앙부, 안쪽 시트 볼스터, 시트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도어 패널, 도어 손잡이가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죽 품목은 투톤 조합의 콘트라스트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앞좌석 및 뒷좌석 시트 중앙부, 도어 암레스트 및 센터 콘
솔 팔걸이에 Race-Tex 소재가 적용됩니다.

블랙 및 크레용 GTS 인테리어 패키지
(Race-Tex 품목 미포함)

Interior packages.

블랙(기본)

블랙(하이 글로스)

인테리어 패키지 도색

무광 알루미늄

무광 블랙 알루미늄

카본

다크 월넛¹⁾

앤트러사이트 체스트넛과
알루미늄 인레이1), 2)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1) 우드는 천연 소재이므로 색상과 나뭇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Porsche E
 xclusive Manufaktur의 장식 스티어링 휠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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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Exclusive Manufaktur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Enhanced
interior
personalisation.
인테리어 디자인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장식 스티치와 시트 중앙부를 대비되는 색상의 가죽으로
마감하는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인테리어 패
키지로 개인의 필요에 맞는 동시에 인테리어에 액센트를
더한 나만의 마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모든
기본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선택하든 패키
지를 선택하든, 늘 전체적으로 조화를이룹니다. 이러한
조화로움이 마칸을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당신처럼.

가죽: 블랙
스티치 장식: 가닛 레드

가죽: 아게이트 그레이
스티치 장식: 페블 그레이

가죽: 모하비 베이지
스티치 장식: 블랙

가죽: 에스프레소
스티치 장식: 모하비 베이지

가죽: 블랙
스티치 장식: 애시드 그린

가죽: 블랙
가죽 시트 중앙부: 가닛 레드
스티치 장식: 가닛 레드

가죽: 모하비 베이지
가죽 시트 중앙부: 블랙
스티치 장식: 블랙

가죽: 아게이트 그레이
가죽 시트 중앙부: 페블 그레이
스티치 장식: 페블 그레이

가죽: 에스프레소
가죽 시트 중앙부: 모하비 베이지
스티치 장식: 모하비 베이지

가죽: 블랙
가죽 시트 중앙부: 페블 그레이
스티치 장식: 가닛 레드

포르쉐 색상 조합에서 영감을 얻어보십시오. 또는 포르
쉐 코리아 홈페이지 www.porsche.co.kr에서 나만의 포
르쉐 만들기를 이용해보십시오.

콘트라스트 컬러의 스티치로 장식된 인테리어 트림 패키지
콘트라스트 컬러의 가죽 시트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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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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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20인치 RS Spyder 휠, 새틴 블랙
18인치 Macan 휠
18인치 Macan S 휠
19인치 Macan Sport 휠
19인치 Macan Design 휠
20인치 Macan Turbo 휠, 다크 티타늄 컬러
(표면 고광택 처리, 마칸 터보 전용)
7 20인치 Macan Turbo 휠, 새틴 플래티넘
8 21인치 RS Spyder Design 휠
9 21인치 911 Turbo Design 휠
10 21인치 Sport Classic 휠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틴티드 LED 테일라이트 및 라이트 스트립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익스테리어 컬러로 도색된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익스테리어 컬러로 도색된 스포츠 디자인 도어 미러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익스테리어 컬러로 도색된 인테리어 패키지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블랙 스포츠 테일 파이프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센터 콘솔 암레스트의 모델 로고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헤드레스트의 포르쉐 크레스트(앞좌석)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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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sation options.

PDLS Plus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파노라믹 루프 시스템

모드 스위치가 포함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브릴리언트 실버 사이드 블레이드¹⁾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21인치 911 Turbo Design 휠

앞좌석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18방향, 전동식)

Burmester®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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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칸 GTS 모델의 경우 브릴리언트 실버 사이드 블레이드를 선택하면 광택 블랙 색상의 ‘GTS’ 로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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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Car Configurator.

Porsche Tequipment.
마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포르쉐 테큅먼트 제품으로
당신의 포르쉐를 원하는 대로 개성있게 꾸며보십시오.
포르쉐 테큅먼트 제품에는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
되어, 처음부터 바이삭(Weissach) 개발 센터에서 개발
되고 테스트를 거쳐 검증됩니다. 포르쉐 자동차를 만드
는 동일한 포르쉐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런 일련
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차량에 전체적으로 어울리도록
맞춤형으로 고안되어 당신의 포르쉐 차량에 맞춰 정밀하
게 제작됩니다.

포르쉐 테큅먼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포
르쉐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포르쉐 웹사
이트(www.porsche.co.kr/tequipment)를 방문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 액세스
하고 모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

이제 컴퓨터와 태블릿은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맞춤 구성
으로 나만의 드림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자유
롭게 선택하고 3D 애니메이션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
추천을 제공해드립니다.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porsche.com/korea/ko/에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이용하고 포르쉐의
매력을 자세히 확인해보십시오.

포르쉐 센터에 어떤 테큅먼트 제품 장착을 요청하든 원
래 차량의 보증은 완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2
1 루프 박스
고급 플라스틱 박스, 블랙(하이 글로스) 색상,
적재 용량 약 320리터 또는 520리터
2 차량 관리용품 세트
내 포르쉐에 꼭 맞는 차량 실내 및 외장 관리용품 세트입니다.
3 여름용 및 겨울용 휠과 타이어 세트
개성 넘치는 감각은 물론 민첩성과 안전성이 향상되며
주행의 즐거움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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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칸의 꿈이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실현됩니다. 나만
의 포르쉐 만들기를 이용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의
모습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Porsche
World.

포르쉐 서비스
포르쉐 서비스는 모든 최신 모델뿐 아니
라 클래식 포르쉐의 정비, 관리 또는 특별
수리를 위한 전문 상담 파트너입니다.

포르쉐 센터
포르쉐 센터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르쉐 순정 부품, 액
세서리를 비롯한 고품격의 다양한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Porsche Exclusive Manufaktur
Porsche Exclusive Manufaktur에서는
고객의 개인적인 소망을 실현해 드립니다.
맞춤 제작, 수작업, 그리고 세심하고 열정
적인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함을 만나보십
시오. https://www.porsche.com/
korea/ko/accessoriesandservice/
exclusive-manufaktur/

포르쉐 팩토리 컬렉션
포르쉐 차량을 제조 현장에서 직접 인수
해 보십시오. 주펜하우젠에서는 유서 깊
은 베르크 1을 배경으로 차량을 인도하
며, 라이프치히에서는 레이스 트랙에서
인텐시브 주행 인덕션을 거쳐 차량을 인
도합니다.

포르쉐 테큅먼트
포르쉐 액세서리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언제든지 차량을 개성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porsche.co.kr/tequipment에서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를 통해 전체 제
품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드라이버 셀렉션
스포츠웨어, 미니카, 시계, 가죽 제품, 포
르쉐 차량 트렁크에 맞춤 제작된 여행 가
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도로 밖에서도 포
르쉐와 함께하십시오.

포르쉐 트래블 익스피리언스
포르쉐의 스포츠카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세계 각국에서 만끽하십시오. 세계적인
명소의 최고급 호텔에 머물며 유명 레스
토랑에서 식사까지 패키지로 즐길 수 있
습니다.

포르쉐 트랙 익스피리언스
포르쉐 스포츠 드라이빙 스쿨에서 드라
이빙 테크닉을 연마하고, 포르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세계에서 가
장 멋진 레이싱 트랙에서 펼쳐지는 이벤
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어시스턴스
포르쉐 어시스턴스는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포괄적인 지원이 포함된 신뢰할 수 있
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차
구입 시 자동으로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
포르쉐의 신뢰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포르쉐 인증 중고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포르쉐 품질 기준을 충족합
니다. 모든 차량에는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포르쉐 파이낸셜 서비스
꿈이 실현되는 가장 빠른 방법. 포르쉐만
을 위해 디자인된 포르쉐 파이낸셜 서비
스. 지금 바로 포르쉐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르쉐 클럽
1952년에 최초의 포르쉐 클럽이 결성된
이후 그 수는 계속 늘어나 현재는 전 세계
675개 클럽, 멤버는 200,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rsche.com/korea/ko/
motorsportandevents/porscheclub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포러스’
포르쉐 고객을 위해 연 5회 발행되는
매거진으로, 뉴스와 흥미로운 보고서,
인터뷰 등 포르쉐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https://www.porsche.com/korea/ko/
aboutporsche/christophorusmagazine/
에서 전체 기사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포르쉐 클래식
모든 종류의 클래식 포르쉐에 대한
순정 부품, 수리 및 복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porsche.com/korea/ko/
accessoriesandservice/classi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박물관
슈투트가르트 주펜하우젠 본사에는 80
대 이상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포르쉐
역사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356, 911, 917 등 상징적인 모델
을 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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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포르쉐 센터에서 포르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포르쉐 드라이버 셀렉션 및 포르쉐 테큅먼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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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Macan

Macan GTS

타입

R4 터보 엔진

V6 트윈 터보 엔진

실린더 수

4

6

배기량

1,984cc

2,894cc

최대 출력/rpm

252PS (185kW) / 5,000–6,750

380PS (280kW) / 5,200–6,700

최대 토크/rpm

37.7kg.m (370Nm) / 1,600–4,500

53.1kg.m (520Nm) / 1,750–5,000

드라이브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전자 및 맵 컨트롤식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
자동 브레이크 디퍼런셜(ABD) 및 미끄럼 방지 장치(ASR)로 구성된 액티브
4륜 구동 시스템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전자 및 맵 컨트롤식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
자동 브레이크 디퍼런셜(ABD) 및 미끄럼 방지 장치(ASR)로 구성된 액티브
4륜 구동 시스템

트랜스미션

7단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 Porsche Doppelkupplung)

7단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 Porsche Doppelkupplung)

전륜 구동력 배분(전방/후방)

가변

가변

트랜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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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Macan

섀시

Macan GTS

프론트 액슬

독립형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프론트 액슬

독립형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리어 액슬

멀티 링크 서스펜션

리어 액슬

멀티 링크 서스펜션

스티어링

전자기계식 파워 스티어링

스티어링

전자기계식 파워 스티어링

회전 반경

11.96m

회전 반경

11.96m

브레이크

4-피스톤 알루미늄 모노블록 고정식 브레이크 캘리퍼(앞), 1-피스톤 조합 플로팅 캘리퍼(뒤), 내부 환기식 디스크(앞/뒤)

브레이크

6-피스톤 알루미늄 모노블록 고정식 브레이크 캘리퍼(앞), 1-피스톤 조합 플로팅 브레이크캘리퍼(뒤), 내부 환기식 디스크(앞/뒤)

브레이크 디스크, 앞 차축 직경/두께(mm)

345mm/30mm

브레이크 디스크, 앞 차축 직경/두께(mm)

360mm/36mm

브레이크 디스크, 뒤 차축 직경/두께(mm)

330mm/22mm

브레이크 디스크, 뒤 차축 직경/두께(mm)

330mm/22mm

휠

전륜: 8 J × 18 ET 21, 후륜: 9 J × 18 ET 21

휠

전륜: 9 J × 20 ET 26, 후륜: 10 J × 20 ET 19

타이어

전륜: 235/60 R 18, 후륜: 255/55 R 18

타이어

전륜: 265/45 R 20, 후륜: 295/40 R 20

중량

중량

공차 중량

TBD

공차 중량

TBD

총 허용 중량

TBD

총 허용 중량

TBD

최대 탑재량

TBD

최대 탑재량

TBD

포르쉐 루프 운송 시스템의 최대 허용 루프 하중

TBD

포르쉐 루프 운송 시스템의 최대 허용 루프 하중

TBD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레일러의 최대 하중(브레이크)

TBD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레일러의 최대 하중(브레이크)

TBD

성능

성능

최고 속도

227km/h

최고 속도

261km/h

0–100km/h 가속 시간

6.7초

0–100km/h 가속 시간

4.9초

0–100km/h 가속 시간(초)(런치 컨트롤¹⁾ 사용 시)

6.5초

0–100km/h 가속 시간 (런치 컨트롤¹⁾ 사용 시)

4.7초

0–160km/h 가속

17.1초

0–160km/h 가속

11.6초

추월 가속(80–120km/h)

4.8초

가속(0–160km/h) (런치 컨트롤 사용 시)¹⁾

11.4초

추월 가속 (80–120km/h)

3.3초

1) 선택 사양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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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Macan

Macan GTS

연료 소모량/배출량¹⁾/효율 등급²⁾

Macan

Macan GTS

트렁크 적재 용량(뒷좌석 상단까지)

488리터

488리터

도심 연비(l/km)

TBD

TBD

적재 공간 용량(뒷좌석을 접어 내린 경우)

1,503리터

1,503리터

고속도로 연비(l/km)

TBD

TBD

탱크 용량

75리터

75리터

복합 연비(l/km)

TBD

TBD

복합 CO₂ 배출량(g/km)

TBD

TBD

미세먼지 필터

있음

있음

배출량 기준

Euro 6d ISC-FCM

Euro 6d ISC-FCM

효율 등급(독일)²⁾

D

E

크기
전장

4,696mm

4,686mm

전폭 (사이드미러 포함)

1,923mm(2,098mm)

1,926mm(2,098mm)

전고

1,624mm

1,609mm

휠베이스

2,807mm

2,807mm

표준 서스펜션으로 최대 단조 깊이(DIN unladen)

300mm

285mm

표준 서스펜션으로 지상고(DIN unladen)

205mm

190mm

1) 데이터는 법에 규정된 측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특정 신규 차량은 국제 중소형차 표준 테스트 절차(WLTP)에 따라 유형 인증을 받았습니다. WLTP는 연비 및 CO₂ 배출량을 현실적으로 측정하고자 마련된 테스트 절차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WLTP가 유럽 연비 측정법(NEDC)을 대체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현실 환경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WLTP에 따라 측정한 연료/전기 소모량 및 CO₂ 배출량 값이 NEDC에 따라 측정한 값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자동차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LTP와 NEDC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orsche.com/wlt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포르쉐는 사용된 테스트 방법 모델과 상관없이 NEDC 값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WLTP 값에 대한 추가 보고는 의무 사용 시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WLTP에 따라 유형 인증을 받은 신규 차량(WLTP에 따라 승인된 형식)의 경우 NEDC 값은 전환 기간 동안 WLTP 값을 토대로 산출합니다. NEDC 값이 범위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이는 한 가지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품 제안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 유형의 차량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시되는 것입니다. 부가 기능 및 액세서리(부착품, 타이어 형태 등)는 중량, 롤링 저항, 공기 역학 등 해당하는
차량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날씨 및 교통 조건, 개인별 취급 방식이 차량의 연비, 전기 소모량, CO₂ 배출량 및 성능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목록에 제시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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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 효율측정
및 등급 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르쉐코리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 효율측정
및 등급 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Macan 타이어 효율 등급

Macan 타이어 효율 등급

해당모델

타이어 제조사

타이어 사이즈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콘티넨탈(Continental)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미쉐린(Michelin)
한국(Hankook)
한국(Hankook)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265/40 R 21
295/35 R 21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235/60 R 18
255/55 R 18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265/45 R 20
295/40 R 20
265/40 R 21
295/35 R 21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265/45 R 20
295/40 R 20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265/45 R 20
295/40 R 20
265/40 R 21
295/35 R 21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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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회전저항 (RRC)

젖은노면제동력 (G)

3
3
3
3
3
3
3
3
4
4
5
5
3
3
3
3
3
3
3
3
2
2
2
2
2
2
4
4
2
2
3
2
3
2
3
2
2
2

1
1
1
1
1
1
2
2
3
3
3
3
2
2
2
2
2
2
2
2
4
4
4
4
4
4
1
1
1
1
1
1
1
1
3
3
3
3

타이어 모델

해당모델

타이어 제조사

타이어 사이즈

Conti Sport Contract 5
Conti Sport Contract 5
Conti Sport Contract 5
Conti Sport Contract 5
Conti Sport Contract 5
Conti Sport Contract 5
Conti Pro Contact TX
Conti Pro Contact TX
Conti Pro Contact TX
Conti Pro Contact TX
Conti Winter Contact
Conti Winter Contact
Latitude Sport3 N0
Latitude Sport3 N0
Latitude Sport3 N0
Latitude Sport3 N0
Latitude Sport3 N0
Latitude Sport3 N0
Latitude Sport3
Latitude Sport3
Latitude Tour HP N0
Latitude Tour HP N0
Latitude Tour HP N0
Latitude Tour HP N0
Latitude Tour HP N0
Latitude Tour HP N0
Ventus Solus S1 evo^2
Ventus Solus S1 evo^2
P Zero
P Zero
P Zero
P Zero
P Zero
P Zero
Scorpion Verde AS
Scorpion Verde AS
Scorpion Verde AS
Scorpion Verde AS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95B (Macan PA)

피렐리(Pirelli)
피렐리(Pirelli)
굳이어(Goodyear)
굳이어(Goodyear)
굳이어(Goodyear)
굳이어(Goodyear)
굳이어(Goodyear)
굳이어(Goodyear)
팔켄(Falken)
팔켄(Falken)
넥센(Nexen)
넥센(Nexen)

265/45 R 20
295/40 R 20
265/45 R 20
295/40 R 20
235/55 R 19
255/50 R 19
265/45 R 20
295/40 R 20
235/60 R 18
255/55 R 18
235/55 R 19
255/50 R 19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회전저항 (RRC)

젖은노면제동력 (G)

2
2
3
3
2
3
2
2
3
3
3
3

2
2
2
2
3
4
4
4
2
2
2
1

타이어 모델
Scorpion Verde AS
Scorpion Verde AS
Eagle F1 Asym 3 SUV
Eagle F1 Asym 3 SUV
Eagle LS 2 N0
Eagle LS 2 N0
Eagle LS2
Eagle LS2
Azensis FK510A
Azensis FK510A
N’FERA RU1 N1
N’FERA RU1 N1

* 회전저항 (RRC):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에 대한 회전저항의 비율
* 젖은 노면 제동력 (G): 기준 타이어 대비 시험대상 타이어의 젖은 노면 제동성능 비율
제작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와 운송상의 이유로 포르쉐는 특정 메이커의 타이어 주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알찬 삶. 언제나 충만한 삶. 도로에서는 물론 인터넷에서도 똑같이 누리는 생활.
언제 어디서든 소셜 네트워크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ww.porsche.com/macan

www.youtube.com/porsche

www.facebook.com/porsche

www.twitter.com/porsche

www.pinterest.com/porsche

www.instagram.com/por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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