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quipment
포르쉐 모델 전용 순정 액세서리

본 브로셔에 수록된 모델은 독일 내 도로주행 허가를 받은 모델이며, 차량에 장착된 일부 품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선택 사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제약 및 규제로 인해 일부 모델과 선
택 사양의 판매 가능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브로셔에는 한국 내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문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브로셔에 기재된 구조, 기능, 디자인, 성능, 크기, 중량, 연료 소모량 및 제반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본 브로셔의 인쇄 시점(10/2020)을 기준으로 입수 가능한 가장 정확
한 정보입니다. 포르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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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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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sports car –

advanced
포르쉐 테큅먼트 액세서리 및 개조 선택 사양

포르쉐는 단순한 액세서리 그 이상의 제품을 개발합니다. 스포츠카 그 이
과 기본 장비 그 이상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탄생한 포르쉐 테큅먼트는
끊임없이 발전을 멈추지 않는 스포츠카 컨셉트의 제품입니다. 고객의 삶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설계한 엔지니어가 바이작에서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그 결과, 기발한 컨셉트와 지능적인 솔루션이 통합된
부품 및 개조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최고급 디자인, 최상의 실용성 그리고
포르쉐의 품질을 결합했으며, 여기에 보증까지 더했습니다. 더욱 강렬한
Sportscar Fascination을 만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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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R E E N G I N E E R I N G S K I L L A T P O R S C H E T E Q U I P M E N T.
가능성의 한계?
가능성의 정의는 매 순간 새롭게 달라집니다.

1

포르쉐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개발 센터 중 하나인 바이작에서 차량 전체를 고려하여 개발 및 테스트합니다. 포르쉐 차량을 만든 바로 그 포르쉐 엔지
니어가 차량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합니다. 단 하나도 운에 맡기지 않고,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 만전을 기합니다. 설계에서 승인까지,
안전에서 성능까지, 기능성에서 복원성까지 모든 포르쉐 제품은 가장 강도높은 조건에서 시험을 거칩니다.

2

2

1. 주도 면밀한 공기 역학
포르쉐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및 에어로킷과 같은 제품은 풍동 시
험장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이 풍동 시험
장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초경량 카본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이곳의 팬은 직경이 8m나 되며 300km/h의 풍속을 낼 수 있습니
다. 게다가 공기역학 테스트에서는 차량 밑의 지표면이 바람과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맞바람으로 완벽한 설계와 최상의 공기
저항 계수를 실현합니다.

2. 극한 환경에서 휠 및 타이어 테스트
포르쉐 고성능 타이어는 타이어 형태, 합성 고무 및 엄격한 테스트
등에서 다른 타이어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뉘르부
르크링 서킷을 도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곳에서 기록된 값을 후속 휠
테스트를 위한 입력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한의 주행
스타일에 따르는 장기적 피로도를 시뮬레이션하는 2축 휠 테스트
(ZWARP)를 실시하여 내구성을 테스트합니다.

3. 운송 시스템 성능 점검
포르쉐 루프 박스와 운송 시스템은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성능을 고
려하여 설계됩니다. 운송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제동 안전, 소음 수준 및 연비는 포르쉐가 바이작에
서 테스트하는 중요한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포르쉐는 작동
편의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루프 박스의 양쪽에 잠금 장치가 있습
니다. 덕분에 박스를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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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R E T E Q U I P M E N T A C C E S S O R I E S O N L I N E .
더 많은 가능성.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무엇을 계획하든 포르쉐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온라인에서 새로운 테

어울리는 이상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테

큅먼트 액세서리를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큅먼트의 모든 제품으로 한층 더 개선되고 향상된

www.porsche.com/finder를 방문하거나 QR 코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

드를 스캔하여 해당 모델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가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디어를 실현해

격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테큅먼트 부품 찾기

12

Porsche Tequipment accessories finder | Porsche Tequipment

모델

범주

제품 보기

Porsche Tequipment | Porsche Tequipment accessories 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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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quipment

Wheel sets

더 많은 선택, 다양한 디자인, 향상된 성능으로 일상 생활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테큅먼트 휠 세트는 극도의 민첩성,
역동성 및 안전성을 발휘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wheels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eels

718.
앞서가는 인생을 원한다면
견인력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성능은 맨 밑바닥인 휠에서 시작합니다.
휠은 스포츠카의 출력을 궁극적으로 도로에 전달
해 줍니다. 또한 강력한 출력, 주행의 즐거움,
독특한 외관을 보장합니다.
1

2

6

7

www.porsche.com/wheels-718에서 모든 제품
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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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타이어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휠
6 20인치 911 터보 휠
7 20인치 카레라 클래식 휠
8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인치 718 스포츠 휠

휠
1 20인치 카레라 스포츠 휠
2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스포츠 휠
3 20인치 카레라 S 휠
4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S 휠
5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S 휠

16

9

휠
9 19인치 박스터 S 휠
10 18인치 박스터 휠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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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나만의 느낌
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슴 뛰는 내 삶의 이야기가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 테큅먼트의 휠입니다. 뛰어난 외관은
물론 역동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자랑하며, 모든
여행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휠
1 20/21인치 911 터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21인치 911 터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3 20/21인치 911 터보 S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4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21인치 911 터보 S 익스
클루시브 디자인 휠
5 20/21인치 카레라 S 휠
6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S 휠
7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S 휠
8 20/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9 20/21인치 카레라 클래식 휠
10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11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12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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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rsche.com/wheels-911에서 모든 제품
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절별 타이어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9

10

11

12

휠
13 20/21인치 911 터보 휠
14 20/21인치 911 터보 S 휠
15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21인치 911 터보 S 휠
16 20/21인치 카레라 S 휠
17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S 휠
18 19/20인치 카레라 휠

Porsche Tequipment |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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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Y C A N .
모든 뛰어난 성능의 기초는
항상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성능은 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휠에서
시작됩니다. 토크 전달은 주로 추진력 전달과 관
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직접적이고, 타협
하지 않습니다. 매 상황 매 순간마다 우수한 성능
을 발휘합니다.

1

2

3

10

11

4

5

6

12

13

www.porsche.com/wheels-tay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휠
1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 카본 에어로블레이드가 장착된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3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한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4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한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5 21인치 미션 E 디자인 휠
6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7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한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8 20인치 스포츠 에어로 휠
9 20인치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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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타이어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휠
10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11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한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12 20인치 스포츠 에어로 휠
13 20인치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
14 19인치 타이칸 S 에어로 휠

7

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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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N A M E R A .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성능 위주로 설계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과 꼭 맞습니다.
주행 성능의 핵심은 탁월한 휠입니다. 스포츠카라
면 파워도 필요하지만 이 힘을 도로로 전달하는
성능도 중요합니다. 포르쉐 테큅먼트의 휠은 이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선사합니다. 정교한 기술이
탁월한 주행 특성 및 개성적인 외관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2

3

9

10

4

5

6

11

12

www.porsche.com/wheels-panamera에서 모
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절별 타이어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휠
1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2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3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
인 스포츠 휠
4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
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5 21인치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
6 21인치 911 터보 디자인 II 휠
7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
8 20인치 파나메라 디자인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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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9 21인치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
10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11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
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12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
13 19인치 파나메라 휠

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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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MACAN.
스포츠의 우수성에 도전하는
개척자

포르쉐 테큅먼트 휠은 뛰어난 외관, 역동적인
성능,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포장 도로든 오프로드든 간에, 지형에 관계없이
길을 열어 주는 휠입니다. 때로는 먼 길을 달려야
흥미진진한 여행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2

3

10

11

12

www.porsche.com/wheels-ma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4

5

6

13

14

휠
1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2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3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4 21인치 911 터보 디자인 휠
5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6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7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8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9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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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절별 타이어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휠
10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11 새틴 블랙 색상으로 도색된
20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12 20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13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14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15 19인치 마칸 스포츠 휠
16 18인치 마칸 S 휠
17 18인치 마칸 휠

7

8

9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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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s

C AY E N N E .
다음번 모험을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눈에 띄는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이
차량은 물론 포르쉐 테큅먼트에도 적용됩니다.
개성, 민첩성, 안전성이 향상되며 주행 즐거움도
커집니다. 진정한 최고 성능에 가장 작은 디테일
까지 스포티함이 두드러집니다.

1

5

휠
1 22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3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한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4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5 22인치 911 터보 디자인 휠
6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7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8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한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9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한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10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한
21인치 카이엔 터보 디자인 휠
11 21인치 카이엔 터보 휠
12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13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한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14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휠
15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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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16

17

18

6

7

8

19

20

21

www.porsche.com/wheels-cayenne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절별 타이어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포르쉐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9

10

11

12

13

14

15

22

23

24

휠
16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17 새틴 블랙 색상으로 도색된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18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19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한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0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21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한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22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휠
23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
24 19인치 카이엔 S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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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More 718
타협할 수 없는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포츠카의
스포티함과 나만을 위한 삶 말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더하고,
바쁜 라이프스타일에 걸맞는 스포티한 718을 만들어 보십시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718에서
모든 718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8

S P O RT D E S I G N PAC K AG E .
그들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디자인에 있어서도
남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나만의 인생, 나만의 모험,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지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법입니다.
나만의 718을 디자인할 때도 나 자신의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로 훨씬 더 역동적인 외관을 꾸며 보십시오.
독특한 디자인의 전방 에이프런과 후방 에이프런은 외장 색상을 선
택하거나 부분 블랙(고광택)으로 도색하여 718의 스포티한 매력을
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1

www.porsche.com/teq-718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30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블랙(하이 글로스) 컬러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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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0인치 카레라 스포츠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2

도어에 표시된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3

후방 측면 흡기구 도색

4

블랙(하이 글로스) 컬러의 롤오버 바

5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6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718

1

4

3

2

5
6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도어의 실버 또는 레드 색상 모델 명칭,
블랙, 실버 또는 레드 색상의 측면 모델 로고,
실버 또는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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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DLS)이
포함된 틴트 바이제논 헤드라이트

2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S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3

레드 색상으로 도어에 표시된 모델 명칭

4

착색 LED 미등

5

블랙(고광택)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6

718

1

 
도색된 ‘718’ 로고

4
5

1

6

3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도색된 모델 명칭,
도어의 실버 또는 블랙 색상 모델 명칭,
블랙, 실버 또는 레드 색상의 측면 모델 로고,
블랙(하이 글로스) 색상으로 도색된 '718' 로고

34

Exterior and performance | Porsche Tequipment

2

Porsche Tequipment | Exterior and performance

35

INTERIOR.
718

밀폐된 공간에서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B

디자인의 자유는 인테리어에서도 느껴집니다.
고품격 소재와 풍부한 개별 선택 사양으로 구성된 인테리어
패키지를 바탕으로 나만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A
1

2

3

A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마호가니 인테리어 패키지, 무광 알루미늄 인테리어 패키지
B 	
열선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카본)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열선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가죽), 열선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Alcantara®), 열선 다기능 GT 스포츠 스
티어링 휠(마호가니)

제공되는 인테리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C 	
센터 콘솔 카본 트림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센터 콘솔 마호가니 트림, 센터 콘솔 무광 알루미늄 트림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알루미늄 PDK¹⁾ 기어 셀렉터, Alcantara® PDK 기어 셀렉터,
Alcantara® 기어 레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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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²⁾
무광 알루미늄2⁾
마호가니²⁾, ³⁾

www.porsche.com/teq-718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C

1) 7단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 P
 orsche Doppelkupplung)
2) 블랙 인테리어 차량에 권장됩니다.
3) 목재는 자연 소재이므로 색상과 나뭇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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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1

2

3

www.porsche.com/teq-718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3
4
5
6

‘PORSCHE’ 로고가 새겨진 Alcantara® 수납함 뚜껑
포르쉐 크레스트가 있는 수납함 뚜껑
알루미늄 페달 및 발판
조명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도어 실 가드
조명이 달린 카본 도어 실 가드
카본 소재 도어 실 가드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포르쉐 크레스트가 새겨진 Alcantara® 수납함 뚜껑,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실 가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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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단순한 911악세사리가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표현이자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포르쉐 테큅먼트 제품으로 한층 더
강렬한 느낌을 전해 보십시오.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911에서
모든 911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1

More 911

911
2

1, 2

www.porsche.com/teq-911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3
4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티타늄 그레이 색상의 엔진룸 커버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에어로킷,
에어로킷 확장 패키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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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911
1

www.porsche.com/teq-911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44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911 터보
후방 측면 흡기구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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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블랙 LED 헤드라이트

2

카본 도어 미러 상단 트림

3

도어의 실버 색상 모델 명칭

4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여름용 타이어 장착)

5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미등

6

블랙(고광택)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7

블랙(고광택)으로 도색된 ‘911’ 로고

8

모델 명칭, 도색

911

1

2
1

6
5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블랙, 레드 오럼 색상으로 도어에 표시된 모델 명칭,
후방의 블랙(하이 글로스) 색상 'PORSCHE' 로고,
도색된 '911' 로고,
도색된 사이드 미러,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알루미늄 룩의 오일 및 냉각수 캡,
매트 블랙 색상의 스톤 가드 필름,
스포츠 배기 시스템(실버 또는 블랙 색상 테일 파이프),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실버 또는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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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911

나만의 911을 꾸며 보십시오. 인테리어 구성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개별 선택 사양으로 원하는 소재를 직접 선택하여
스포츠카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911을 취향에 맞게 꾸며
보십시오.

1

3

www.porsche.com/teq-911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3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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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수납
무광 알루미늄 소재의 다크 실버 도어 실 가드와 조명
알루미늄 페달 및 발판
조명이 달린 카본 도어 실 가드

Porsche Tequipment | Interi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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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can

More Taycan
100% 전기로 움직이는 100% 포르쉐 제품입니다. 포르쉐 테큅먼트
제품은 100% 맞춤 제작됩니다. 스릴 넘치는 미래와 전율이 느껴지는
라이프스타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taycan에서
모든 타이칸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GHTING AND LIGHT FITTINGS.
커브길에 조명을 비추고
조명이 나를 밝혀줍니다.

때로는 한눈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르쉐 테큅먼트의
조명 시스템은 더 확실한 시야를 보장할 뿐 아니라 겉보기에도 멋있
습니다.

우수한 가시성과 우수한 외관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www.porsche.com/teq-tay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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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can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를 포함하여 글
래시어 블루 색상의 눈에 띄는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는 타이
칸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글래시어 블루 색상의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

2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3

카본 도어 미러 상단 트림

4

선택 사양 : 도색한 도어 미러

5

도어에 표시된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6

블랙(고광택)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7

선택 사양 : 매트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8

선택 사양 : 도색된 모델 명칭

Taycan

1

4
3
6
7
1

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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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www.porsche.com/teq-tay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Taycan

1,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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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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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can

www.porsche.com/teq-tay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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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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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새로운 지평선을 여시겠습니까?
인테리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ycan

타이칸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여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별 선택
사양 장비로 나만의 취향에 맞게 타이칸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극한의 스포티한 매력은 물론입니다.

1

2

3

www.porsche.com/teq-tay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3
4
5

수납함 뚜껑의 포르쉐 문양
가죽 소재의 열선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매트 카본 스티어링 휠 트림
재떨이 수납
조명이 있는 무광 블랙 알루미늄 소재의 도어 실 가드
조명이 달린 매트 카본 도어 실 가드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르쉐 전기 스포츠 사운드, Race-Tex 소재의 열선
포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무광 카본 스티어링 휠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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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anamera
스포츠카 한 대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테큅먼트 제품으로
내게 필요한 파나메라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panamera에서
모든 파나메라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namera

성능과 편의성, 역동성과 효율성, 일과 가정 등 상반되는 개념이

1

2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착색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
도색한 도어 미러

3

 21인치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4

 
도색된 모델 명칭

5
6

7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선택 사양 :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Panamera

2

4

1

5
6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실버 또는 블랙 색상 스포츠 테일 파이프,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블랙, 실버, 레드 또는 오럼 색상으로 도어에 표시된
모델 명칭, 카본 소재의 공기 배출구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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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era
1

www.porsche.com/teq-panamera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카본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블랙(하이 글로스) 컬러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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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era

1

www.porsche.com/teq-panamera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
3

68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기어 셀렉터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알루미늄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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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Macan
강렬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태어난 모델입니다. 도로에 착 붙지만
취미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르쉐 테큅먼트의 개인 맞춤 선택 사양으로 마칸의 기능성을

Macan

더 넓히고 나만의 감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macan에서
모든 마칸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P O RT D E S I G N PAC K AG E .
중요한 것은 개성입니다.
외관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멀리로 충분할까요? 한번쯤은 더 개성있게
꾸며 보십시오. 외관에 있어서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 구성되며 루프 스포일러 분리 엣지와 후면 중앙부가
외장 색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www.porsche.com/teq-ma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Macan

강력한 성능과 강력한 외관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칸 전용으로 개발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는 뚜렷한 모양과 강렬
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패키지는 외장 색상으로 도색된 독특한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과 스포츠 디자인 리어 에이프런으

1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착색 LED 헤드라이트

2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미러

3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사이드 블레이드

4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5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한
20인치 마칸 터보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6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7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8

매트 블랙 'PORSCHE' 로고가 있는 착색 LED 미등 및 라이트 스트립

2

8

Macan

1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스포츠 디자인 도어 미러,
블랙 또는 실버 색상 스포츠 테일 파이프,
도색된 모델 명칭,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매트 블랙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실버 색상 'PORSCHE' 로고가 있는
착색 LED 미등 및 라이트 스트립,
러닝 보드,
사이드 블레이드의 블랙, 레드,
실버 또는 오럼 색상 모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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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이제 새로운 지형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나는 목적지는 자신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때는 단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바로 발견의
즐거움과 나만의 꿈에 집중하면 됩니다.

A

B

2

Macan

1

제공되는 인테리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안스라사이트 체스트넛 인테리어 패키지
A

B

76

알루미늄 PDK¹⁾ 기어 셀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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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앤트러사이트 체스트넛²⁾

www.porsche.com/teq-ma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1) 7단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 P
 orsche Doppelkupplung)
2) 목재는 자연 소재이므로 색상과 나뭇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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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n

www.porsche.com/teq-maca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스테인리스 스틸 전면 트림
스테인리스 스틸 리어 트림
조명이 달린 카본 도어 실 가드(로딩 엣지 프로텍션 포함)
무광 알루미늄 소재의 다크 실버 도어 실 가드와 조명
조명이 있는 무광 블랙 알루미늄 소재의 도어 실 가드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로딩 실 보호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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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ayenne
모험을 즐기고 나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개척자를 위해 설계되었습
니다. 포르쉐 테큅먼트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카이엔과 함께 일상

Cayenne

주행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cayenne에서
모든 카이엔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P O RT D E S I G N PAC K AG E .
완전한 자유가 곧
창의력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순정 부품의 강력한 성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된 독특한 디자인
의 프런트 에이프런은 외장 색상으로 도색되고 매트 블랙 색상의 흡
입구 그릴이 있습니다. 멋진 외관은 휠 아치 확장부, 사이드 스커트,
카이엔 터보 후방에 의해 인상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스포티한 도전을 즐기십니까? 카이엔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외관
이 극도로 역동적으로 바뀌더라도 말입니다.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는 뚜렷한 모양과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패키지는 외장 색
상으로 도색된 독특한 프런트 에이프런과 추가 흡입구, 도색 마감된
독특한 리어 에이프런, 사이트 스커트, 눈에 띄는 휠 아치 확장부로
구성됩니다.
오프로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www.porsche.com/teq-cayenne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Cayenne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스포츠카를 구성할 때는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꾸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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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rsche.com/teq-cayenne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Cayenne

카본 디자인 패키지
소재는 모터 스포츠에서 계승되어 영감을 얻었습니다. 카본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면 레이싱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
다.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흡입구 그릴로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합니다. 도어 미러의 상단 트림은 물론 카본으로 마감된 프론트
에이프론의 에어 블레이드와 카본 소재 디퓨저가 레이싱 트랙에서
이어져온 유산을 암시합니다.

1

2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착색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
도색된 휠 아치 확장부

3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도어 미러

4

 22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5
6

착색 LED 테일라이트 및 라이트 스트립
 
매트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7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8

선택 사양 :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5

3
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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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enne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도색된 모델 명칭,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도어의 모델 명칭,
'PORSCHE' 측면 장식 로고,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
실버 또는 블랙 색상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스테인리스 스틸 스키드 플레이트(앞/뒤),
블랙(하이 글로스)로 도색된 리어 스크린 와이퍼 트림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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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인테리어.
혹은 꿈의 인테리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목적지를 선택하든 이상적인 차량 인테리어를 구성하든 항상
꿈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카이엔과 함께라면 나만의 자유는 물론이
고 창의력의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A

B
1

2

1
2

A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안스라사이트 체스트넛 인테리어 패키지
B
C

88

C

Cayenne

제공되는 인테리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본
앤트러사이트 체스트넛¹⁾

www.porsche.com/teq-cayenne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기어 셀렉터
포르쉐 크레스트가 새겨진 센터 콘솔 팔걸이

Interior | Porsche Tequipment

1) 목재는 자연 소재이므로 색상과 나뭇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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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ccessories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재미없습니다. 세상에는 발견하고 경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eneral
accessories

포르쉐 액세서리가 있다면 타협할 필요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CAR COVERS.
포르쉐는 매우 다양합니다.
운전하지 않는 동안에도 포르쉐는 포르쉐입니다.

1

2

3

4

5

잠시 정차 중에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스텀핏 포르쉐 테큅먼트 차량 커버가 있습니다. 실내 또는 실외용
커버는 먼지, 햇빛, 풍화, 오염 물질로부터 이상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car-cover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

실내용 차량 커버 718 카이맨 GT4 디자인
실내용 차량 커버 '핑크 피그' 디자인
실내용 차량 커버 911 GT3 RS 디자인
실내용 차량 커버 플러스(718 모델)
실내용 차량 커버 플러스(911 모델)
실내용 차량 커버
General
accessories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실내용 차량 커버 플러스(GT 모델),
실외용 차량 커버,
실내용 차량 커버 인듀어런스 레이싱 에디션,
실내용 차량 커버 718 스파이더 디자인

Car covers | Porsche T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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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A N S P O R T.
더 많은 확장 선택 사양이 있습니다.
나만의 지평을 열어보십시오.

스릴을 갈망하거나 모험을 원하거나 발견의 즐거움을 추구하십니
까? 문제 없습니다. 포르쉐 테큅먼트의 지능형 운송 시스템으로 언
제 어디서나 장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
하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포르쉐 루프 박스와 지능형 시스템은 활동
성을 넘어서는 주행을 선사해 드립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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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박스 320(320리터)
206 × 84 × 34cm,
블랙(하이 글로스),
최대 허용 탑재량: 75kg,
잠금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
양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음

Porsche Tequipment | Transport

General
accessories

루프 박스 520(520리터)
218 × 89.5 × 40cm,
블랙(하이 글로스),
최대 허용 탑재량: 75kg,
스키 캐리어가 내장된 잠금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
양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ransport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

특정 모델의 경우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는
최대 200km/h의 속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귀하의 차량 정보는 포르쉐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1
2
3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외장 색상의 손잡이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 색상의 손잡이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카라라 화이트 메탈릭 색상의 손잡이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돌로마이트 실버 메탈릭 색상의 손잡이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블랙(하이 글로스) 색상의 손잡이

2

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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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211.4 × 90.8 × 43.4cm,
블랙(하이 글로스) 후면에 실버 색상의 'PORSCHE' 로고,
최대 탑재량: 75kg,
480리터의 용량,
양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음,
'PORSCHE' 로고가 있는 보호 커버 포함

Porsche Tequipment | Transport

General
accessories

3

97

자전거 캐리어
프레임 지름이 최대 100mm의 모든 표준 자전거를 운송할 수 있습니
다. 기울임 방지 메커니즘이 자전거를 제 위치에 안정하게 고정해 줍
니다. 최대 중량 20kg인 자전거 3대를 한 번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바이크가 이 정도로 역동적이게
운송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세워 둔 계획이 많으십니까? 도로 또는 레이싱 트랙에서 자전거 타
기 등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와 스포티한 드라이브를
함께 즐기려면 역시 포르쉐밖에 없습니다. 다음번 모험을 어디에서
시작하든 간에 포르쉐 액세서리는 나와 바이크를 목적지까지 안전
하게 데려다 줍니다.

레이싱 자전거 캐리어
레이싱 자전거 캐리어를 최대 2개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전방 운
송을 위한 간편한 걸쇠와 세로로 조정 가능한 뒷바퀴 장착 장치가 있
습니다. 카본 프레임 자전거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는 루프
운송 시스템의 앞바퀴 홀더에 견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차량 내부
가방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후방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블랙 알루미늄 소재의 잠금 가능한 접이식 후방장착형 캐리어에 최대
2대의 자전거(자전거당 최대 중량: 30kg)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도
구 없이도 견인장치 시스템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
거(2 × 30kg)에도 적합합니다.

General
accessories

루프 운송 시스템
다양한 요구 조건의 모든 부착품을 루프 운송 시스템에 고정할 수 있
습니다. 잠금 가능한 알루미늄 크로스멤버 두 개가 도난을 효과적으
로 방지해 줍니다. 최대 허용 루프 하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량
에 따라 다르므로 차량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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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연하게.
계획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여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유와 같은 것이요. 이것이 정확이 어떻게 표현될 지는
당연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과 어울리는
러기지 세트가 필요하다던가 더 많은 것을 운반하고자 할 때 포르쉐
태큅먼트 악세사리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
3
4
5

4

루프 박스 백 – 크기 S: 43리터
루프 박스 백 – 크기 M: 76리터
루프 박스 백 – 크기 L: 82리터
여행 가방 세트
(여행 가방 세트의 모든 구성 요소는 별도로 구매 가능)
전동식 돌출 견인장치 시스템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아이스 박스

General
accessories

1

1

10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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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더 넓은 세상은 특히 탐험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우리는 따분하게 지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르쉐도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물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때문
에 여행 전후와 도중에도 주행의 즐거움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
니다.

1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5

4, 5

6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protection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고 라이너, 앞
측면이 낮은 카고 라이너
측면이 높은 카고 라이너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양면 적재 공간 매트
짐칸 네트

General
accessories

1
2
3
4
5
6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로딩 엣지 보호 필름,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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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1

1
2
3
4
5
6

104

카고 파티션 네트
수축형 적재 공간 박스
등받이 커버
누버크 테두리의 바닥 매트
가죽 테두리의 카본 소재 바닥 매트
전천후 바닥 매트

Protection | Porsche Tequipment

2

General
accessories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5

6

Porsche Tequipment |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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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ACCESSORIES.
스포츠카에 대한 포르쉐의 사랑이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드러납니다.

1, 2

7

8

9

10

3, 4

5

6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accessories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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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도색한 차량 키
Alcantara® 소재의 키 파우치
가죽 소재로 감싼 차량 키
가죽 키 파우치
주위를 사각 천으로 덧댄 키
주위가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키
(Swarovski® 크리스탈 소재)
USB type C™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번호판 홀더
포르쉐 Charge-o-mat Pro
극세사 청소용 천
흡연 패키지
‘PORSCHE’ 로고 LED 도어 프로젝터
향수 디스펜서
포르쉐 대시캠

General
accessories

1
2
3
4
5
6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포르쉐 배터리 충전기용 어댑터, 개조 음성 제어, Race-Tex 소재
의 키 파우치, 섬유 세척제, 디스플레이 세척제, LED 스타일러스
조명, 도색된 시동 모터 스위치

Other accessories | Porsche T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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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2

2
3

7

4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 센터
문장이 새겨진 밸브 캡
'RS' 로고가 있고 문장이 새겨진 밸브 캡
도난 방지 휠 보호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블랙 휠 볼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연료 주입구 캡
도구 키트

Porsche Tequipment | Other accessories
1

6

General
accessories

5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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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T O R S P O R T.
특유의 모터스포츠 유전자를 드러냅니다.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와 레이스 트랙은 모든 포르쉐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포르쉐 안에 녹아 있습니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이 그처럼 혹독한 조
건에 시달리는 곳은 없기 때문에, 포르쉐 테큅먼트의 모터스포츠 액
세서리도 바로 그곳에서 탄생합니다. 모든 일상 도로주행 허가를 받
은 포르쉐 제품은 외관의 아름다움만큼이나 특별한 성능을 선사합
니다.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eneral
accessories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motorsport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 실버, 레드 또는 오럼 색상의 모터스포츠 데칼

Porsche Tequipment | Motorspo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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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motorsport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터스포츠 데칼 MARTINI RACING® 디자인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GT3 휠 세트
레드 색상의 장식 림 스트림
블랙, 실버, 레드 또는 오럼 색상의 'PORSCHE' 측면 장식 로고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랩 트리거,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2 RS 휠 세트,
실버 색상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2 RS 마그네슘 휠 세트,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2 RS 마그네슘 휠 세트,
새틴 플래티늄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2 RS 마그네슘 휠 세트,
새틴 화이트 골드 메탈릭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2 RS 마그네슘 휠 세트,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2 RS 마그네슘 휠 세트,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3 RS 휠 세트,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21인치 GT3 RS 휠 세트,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인치 GT3 휠 세트,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인치 718 카이맨 GT4 휠 세트,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718 카이맨 GT4 휠 세트,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인치 718 카이맨 GT4 휠 세트,
블랙, 화이트, 실버, 그레이 또는 오럼 색상의 장식 림 스트립,
블랙, 실버, 레드 또는 오럼 색상의 측면 모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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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ccessories

1
2
3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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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D I O A N D C O M M U N I C AT I O N .
최고의 운동 선수 또는 모험가 –
선택만 하십시오.

미지의 지역을 찾아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면, 포르쉐 내면의 목
소리에 침착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
먼트(PCM)용 내비게이션 모듈이 다음 여행지로 가는 최단 경로를 보
여줍니다. 크루즈 컨트롤,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와 같은 선택 사양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차분하게 안내합니다.

1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audio-communication에
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용 내비게이션 모듈
포르쉐 Bluetooth® 헤드폰
Apple CarPlay

General
accessories

1
2
3

2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크루즈 컨트롤,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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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RFORMANCE.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열정적으로 포용합니다.

차징 독
포르쉐 차징 독의 전면은 실버 'PORSCHE' 로고가 새겨진 블랙 안전
유리로 제작됩니다. 포르쉐 차징 독을 사용하여 차고 벽과 같은 곳에
포르쉐 범용 충전기(AC)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산업용 전
기 콘센트에 적합합니다. 차징 독의 양면에는 차량 충전 플러그용 커
넥터가 있습니다. 최대 7.5m 길이의 차량용 케이블은 케이스에 감을
수 있으며, 충전기는 언제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잠글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teq-e-performance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포르쉐 범용 충전기(AC)와 충전 케이블(옵션)은 별도입
니다.어셈블리 정보는 포르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3

차징 독
컴팩트 충전대
충전 케이블(모드 3), 4.5m 및 최대 22kW
General
accessories

1
2
3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Porsche Mobile Charger Connect(ICCPD),
기본 벽걸이,
Home Energy Manager,
충전 케이블(모드 3), 7.5m 및 최대 11kW

Porsche Tequipment | E-Performanc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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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accessories
1년 365일 내내 스포츠카를 운전하십니까? 포르쉐는 사계절 전천후용입니다.
포르쉐 테큅먼트가 드리는 적합한 겨울용 액세서리와 차량 관리 제품으로 열악한

Winter
accessories

겨울에 대비하십시오.

WINTER ACCESSORIES.
영하의 기온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어를 내릴 때 간단히 기어를 올리면 됩니다. 포르쉐에
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르쉐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최고의 성능
을 보장합니다. 포르쉐 테큅먼트의 액세서리와 같은 부품은 포르쉐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3

1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 체인
다단식 암이 장착된 아이스 스크래퍼
장갑이 포함된 아이스 스크래퍼

표시되지 않은 기타 테큅먼트 선택 사양:
스키 백
1

2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porsche.com/winter-accessories에서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ter
accessories

1
2
3

1

일부 제품은 일부 모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전체 선택 사양은 테큅먼트 액세서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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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스노보드 캐리어, 쉬운 적재
겨울용 농축 유리 세척제

Winter accessories | Porsche Tequipment
2

1

Winter
accessorie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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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 wheel sets
T
718
휠
20인치 카레라 스포츠 휠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스포츠 휠
20인치 카레라 S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S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S 휠
20인치 911 터보 휠
20인치 카레라 클래식 휠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인치 718 스포츠 휠

17

휠
19인치 박스터 S 휠
18인치 박스터 휠

17
17

911
휠
20/21인치 911 터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21인치 911 터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0/21인치 911 터보 S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21인치 911 터보 S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0/21인치 카레라 S 휠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S 휠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S 휠
20/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0/21인치 카레라 클래식 휠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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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16
16
17
17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휠
20/21인치 911 터보 휠
20/21인치 911 터보 S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21인치 911 터보 S 휠
20/21인치 카레라 S 휠
새틴 블랙으로 도색된
20/21인치 카레라 S 휠
19/20인치 카레라 휠
Taycan
휠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카본 에어로블레이드가 장착된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1인치 미션 E 디자인 휠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20인치 스포츠 에어로 휠
20인치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
휠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20인치 스포츠 에어로 휠
20인치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
19인치 타이칸 S 에어로 휠

18
18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Panamera
휠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새틴 오럼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21인치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
21인치 911 터보 디자인 II 휠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
20인치 파나메라 디자인 휠
휠
21인치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파나메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
19인치 파나메라 휠
Macan
휠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21인치 911 터보 디자인 휠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22
22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4
24
24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새틴 블랙 색상으로 도색된
20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0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19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
19인치 마칸 스포츠 휠
18인치 마칸 S 휠
18인치 마칸 휠
Cayenne
휠
22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2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휠
22인치 911 터보 디자인 휠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1인치 카이엔 터보 디자인 휠
21인치 카이엔 터보 휠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휠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

25
25
25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휠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새틴 블랙 색상으로 도색된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1인치 카이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클래식 컴포트 휠
20인치 카이엔 스포츠 휠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
19인치 카이엔 S 휠
Tequipment 718
외관 및 성능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블랙(하이 글로스)로 도색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20인치 카레라 스포츠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도어에 표시된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도색된 후방 측면 흡기구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롤오버 바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선택 사양: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DLS)이
포함된 착색 바이제논 헤드라이트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카레라 S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레드 색상으로 도어에 표시된 모델 명칭
착색 미등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선택 사양: '718' 로고 도색

27
27
27
27
27
27
27
27
27

30
30
32
32
32
32
32
32
34
34
34
34
34
34

인테리어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열선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카본)
센터 콘솔 카본 트림
'PORSCHE' 로고가 새겨진
Alcantara® 수납함 뚜껑
포르쉐 크레스트가 있는 수납함 뚜껑
알루미늄 페달 및 발판
조명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도어 실 가드
조명이 달린 카본 도어 실 가드
카본 소재 도어 실 가드

36
36
36
38
38
38
38
38
38

Tequipment 911
외관 및 성능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
43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43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43
티타늄 그레이 색상의
엔진룸 커버
43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911 터보
44
도색된 후방 측면 흡기구
44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블랙 LED 헤드라이트
46
카본 색상의 도어 미러 상단 트림
46
도어의 실버 색상 모델 명칭
46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여름용 타이어 장착)
46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미등
46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46
선택 사양: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911' 로고
46
선택 사양: 모델 명칭, 도색
4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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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재떨이 수납
무광 알루미늄 소재의 다크 실버 도어 실 가드와
조명
알루미늄 페달 및 발판
조명이 달린 카본 도어 실 가드
 equipment Taycan
T
외관 및 성능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PDLS Plus)가 포함된 글래시어 블루 색상의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된 20인치 타이칸 테큅먼트 디자인 휠
카본 색상의 도어 미러 상단 트림
도색된 도어 미러
도어에 표시된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모델 명칭
매트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도색된 모델 명칭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스포츠 디자인 프런트 에이프런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카본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인테리어
수납함 뚜껑의 포르쉐 문양
가죽 소재의 열선 다기능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매트 카본 스티어링 휠 트림
재떨이 수납
조명이 있는 무광 블랙 알루미늄 소재의
도어 실 가드
조명이 달린 매트 카본 색상의 도어 실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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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
49
49

54
54
54
54
54
54
54
54
56
56
56
58

60
60
60
60
60

테큅먼트 파나메라
외관 및 성능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PDLS Plus)가 포함된
착색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
도색된 도어 미러
21인치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도색된 모델 명칭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카본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블랙(하이 글로스)로 도색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66
66

인테리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기어 셀렉터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알루미늄 페달 및 발판

68
68
68

64
64
64
64
64
64
64
66

Tequipment Macan
외관 및 성능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PDLS Plus)가
포함된 착색 LED 헤드라이트
74
스포츠 디자인 도어 미러
74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사이드 블레이드
74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74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20인치 마칸 터보 휠
(여름용 타이어 장착)
74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74

선택 사양: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포함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
매트 블랙 'PORSCHE' 로고가 있는
착색 LED 미등 및 라이트 스트립
인테리어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알루미늄 PDK 기어 셀렉터
스테인리스 스틸 전면 트림
스테인리스 스틸 리어 트림
조명이 달린 카본 도어 실 가드
(로딩 엣지 프로텍션 포함)
무광 알루미늄 소재의 다크 실버 도어 실 가드와
조명
조명이 있는 무광 블랙 알루미늄 소재의
도어 실 가드
Tequipment Cayenne
외관 및 성능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PDLS Plus)가 포함된 착색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
도색된 휠 아치 확장부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도어 미러
22인치 스포츠 클래식 휠(여름용 타이어 장착)
착색 LED 테일라이트 및 라이트 스트립
매트 블랙 색상의 모델 명칭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실버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
인테리어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기어 셀렉터
포르쉐 크레스트가 새겨진 센터 콘솔 팔걸이

74
74

76
76
79
79
79
79
79

86
86
86
86
86
86
86
86

88
88
88

General accessories
차량 커버
실내용 차량 커버 718 카이맨 GT4 디자인
실내용 차량 커버 '핑크 피그' 디자인
실내용 차량 커버 911 GT3 RS 디자인
실내용 차량 커버 플러스(718 모델)
실내용 차량 커버 플러스(911 모델)
실내용 차량 커버

92
92
92
92
92
92

운송
520리터 루프 박스
320리터 루프 박스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외장 색상의 손잡이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볼케이노 그레이 메탈릭 색상의 손잡이
포르쉐 퍼포먼스 루프 박스,
카라라 화이트 메탈릭 색상의 손잡이
루프 운송 시스템
레이싱 자전거 캐리어
후방 장착형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루프 박스 백 – 크기 S: 43리터
루프 박스 백 – 크기 M: 76리터
루프 박스 백 – 크기 L: 82리터
여행 가방 세트
전동식 돌출 견인장치 시스템

97
98
98
99
99
101
101
101
101
101

보호
카고 라이너, 앞
측면이 낮은 카고 라이너
측면이 높은 카고 라이너

102
102
102

94
95
97
97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양면 적재 공간 매트
짐칸 네트
카고 파티션 네트
수축형 적재 공간 박스
등받이 커버
누버크 테두리의 바닥 매트
가죽 테두리의 카본 소재 바닥 매트
전천후 바닥 매트
기타 액세서리
도색된 차량 키
Alcantara® 소재의 키 파우치
가죽 소재로 감싼 차량 키
가죽 키 파우치
주위를 사각 천으로 덧댄 키
주위가 블랙(하이 글로스)으로 도색된 키
(Swarovski® 크리스탈 소재)
USB type C™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번호판 홀더
포르쉐 대시캠
포르쉐 Charge-o-mat Pro
극세사 청소용 천
흡연 패키지
'PORSCHE' 로고 LED 도어 프로젝터
향수 디스펜서
안전 재킷
휠 센터
문장이 새겨진 밸브 캡
'RS' 로고가 있고 문장이 새겨진 밸브 캡
도난 방지 휠 보호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블랙 휠 볼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연료 주입구 캡
도구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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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블랙, 실버, 레드 또는 오럼 색상의
모터스포츠 데칼
모터스포츠 데칼
MARTINI RACING® 디자인
새틴 플래티넘으로 도색된 20인치 GT3 휠 세트
레드 색상의 장식 림 스트림
블랙, 실버, 레드 또는
오럼 색상의 'PORSCHE' 측면 장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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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및 커뮤니케이션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용
내비게이션 모듈
Apple CarPlay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PRSE)
포르쉐 Bluetooth®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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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rformance
차징 독
컴팩트 충전대
충전 케이블(모드 3), 4.5m 및 최대 2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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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accessories
스노우 체인
다단식 암이 장착된 아이스 스크래퍼
장갑이 포함된 아이스 스크래퍼
겨울철 관리용품 세트
슬라이딩 방식의 스키/스노보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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