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0, 60,000, 90,000, 120,000km/20,000, 40,000, 60,000, 80,000마일 등
(개별 정기 점검 작업 설명에 대해서는 PIWIS 정보 시스템 워크샾 매뉴얼 참조).

참고

검사를 위한 주행 거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2년마다 검사를 수행해
야 합니다.
'점검'이라는 용어에는 조정, 재조정, 수정, 보충과 같은 필요한 모든 후속 작
업이 포함되지만 부품 또는 어셈블리의 수리, 교체 또는 정비는 포함되지 않
습니다.
Cayenne / S / Turbo / Hybrid

검사

조치

시간에 따라 다름

주문 번호:

240톤킬로미터/160톤마일마다 또는 16년마다

차량 인식 번호

120톤킬로미터/8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주행 거리

90톤킬로미터/6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차량 번호

60톤킬로미터/4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날짜

45톤킬로미터/3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이름

30톤킬로미터/20톤마일마다 또는 2년마다

검사 (B 시장*)
Cayenne / S / Turbo / Hybrid
2018 연식 이후

전기 장치

앞 유리 와이퍼/세척 장치, 헤드라이트 세척 장치: 기능 및 노즐 설정 점검
혼: 기능 점검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점검(TPM)
진단 시스템: 고장 메모리 판독, 정기 점검 간격 재설정

차량 내부

브레이크 슈즈의 액츄에이터 이동 거리 점검
먼지 필터: 필터 부품 교체
안전 벨트: 기능 및 상태 점검
와이퍼 블레이드 점검

차량 외부

모든 헤드라이트: 조정 점검
타이어 및 스페어 휠: 상태 점검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점검(휠 분리 없음)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점검
트레일러 히치: 기능 점검
도어 어레스터 및 고정 볼트 윤활유 바르기
라디에이터 및 공기 유입구: 외부 오염 및 막힘에 대한 외관 검사

* 국가 배정은 A, B, C 시장의 개요 참조
주행거리/연식에 따라 수행(체크 표시하십시오)
해당 모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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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다름

240톤킬로미터/160톤마일마다 또는 16년마다

120톤킬로미터/8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90톤킬로미터/6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60톤킬로미터/4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45톤킬로미터/3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조치

30톤킬로미터/20톤마일마다 또는 2년마다

Cayenne / S / Turbo / Hybrid

검사 (B 시장*)
Cayenne / S / Turbo / Hybrid
2018 연식 이후

차량 하부 패널: 외관 완전성, 고정 설치 및 손상 검사
엔진 오일 배출
하부에서 외관 누수(오일 및 다른 유체) 및 손상 검사
브레이크 라인: 외관 손상, 배선 및 부식 검사
브레이크 호스: 외관 손상 검사

차량 하부

구동축: 보호 덮개 외관 누수 및 손상 검사
Cardan 축: 고무 벨로즈의 외관 손상 검사
스티어링 기어: 벨로즈 외관 손상 검사
타이 로드 조인트: 유격 및 더스트 벨로즈 점검
축 조인트: 유격 점검 및 더스트 부트 외관 손상 검사
배기 시스템: 외관 누수 및 손상 검사, 엔진 장착 장치 점검
트랜스퍼 기어: 오일 교환
Tiptronic 변속기: ATF 및 ATF 필터 교환
4륜 최종 구동 장치: 오일 교환
후면 최종 구동 장치: 오일 교환
오일 필터를 교환
엔진 오일 주입

엔진실

앞 유리 와이퍼/세척 장치: 오일 양 점검, 계절에 따라 윈도우 클리너 및 부동액 점
검, 포르쉐에서 승인한 앞 유리 클리너만 사용
냉각수: 양 및 부동액 점검
구동 벨트 점검(차량이 비포장 도로 주행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상부에서 외관 누수(오일 및 다른 유체) 및 손상 검사
연료관 및 연결: 외관 검사
점화 플러그 교체
에어 클리너: 필터 부품 교체

* 국가 배정은 A, B, C 시장의 개요 참조
주행거리/연식에 따라 수행(체크 표시하십시오)
해당 모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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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테스트

2년마다 추가
작업

시간에 따라 다름

240톤킬로미터/160톤마일마다 또는 16년마다

120톤킬로미터/8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90톤킬로미터/6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60톤킬로미터/4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45톤킬로미터/30톤마일마다 또는 4년마다

조치

30톤킬로미터/20톤마일마다 또는 2년마다

Cayenne / S / Turbo / Hybrid

검사 (B 시장*)
Cayenne / S / Turbo / Hybrid
2018 연식 이후

브레이크 오일 교환(순정 포르쉐 브레이크 오일만 사용)
보증서 상태 보고서 준비
타이어 실링 컴파운드: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
리모트 컨트롤, 앞좌석,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및 풋브레이크, 엔진, 변속기, 스티
어링, 주차 보조 장치, 크루즈 컨트롤, PSM 스위치, 히터, 스포츠 배기 시스템, 에
어컨 및 계기판: 기능 점검
오일, 액체: 외관 누수 검사

서명(기술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탬프 포르쉐 센터

* 국가 배정은 A, B, C 시장의 개요 참조
주행거리/연식에 따라 수행(체크 표시하십시오)
해당 모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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