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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RE’S  
NO POWER
LIKE PONY 
POWER.



열린 도로. 닫힌 트랙. 이 전설적인 스포츠카의 아이콘은 모두를 삼켜 버립니다.  

어메리컨 머슬카를 대표하는 머스탱은 장애물이 있는 도로나 깊은 코너링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56년의 역사를 지닌 머스탱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강력한 4기통 엔진이 장착된 Mustang EcoBoost premium 모델은 2.3L 퍼포먼스 패키지와 함께하여  

만족할만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Mustang 5.0L GT 모델은 원하시는대로 트랙을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ustang에 올라 버클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2021년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길고 매력적인 후드와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턴 시그널, 그리고 독특한 

리어 램프는 머스탱의 시그니처로써 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누구라도 가슴 뛰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2021 머스탱 2.3L Ecoboost Premium에는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함으로써 포드 머스탱의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L GT Premium 모델에도 V8 엔진 특유의 성능을 더해 줄 GT Performance 

Package를 적용함으로써 머스탱 특유의 강렬함과 짜릿함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THE LEGEND 
THAT KEEPS YOU 
COMING BACK.



MAGNERIDE DAMPING 
SYSTEM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SELECTABLE DRIVE  
MODES

사전에 세팅된 파워트레인과 섀시 
설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ACTIVE VALVE  
EXHAUST 

5.0L GT Premium에 장착되어 상황에 
따라 배기음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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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kg·m/rpm)1 

HORSE POWER (ps/rpm)1

2.3L

ECOBOOST®

EcoBoost Premium

5.0L

Ti-VCT V8
GT Premium

2021 머스탱의 엔진에는 고유의 퍼포먼스 DNA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쿠페 뿐만 아니라 컨버터블 라인업까지 준비되어 있어  

귀하를 파워풀한 퍼포먼스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UNPARALLELED  

PERFOMANCE.

44.9

291

54.1

446



머스탱과 함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트렁크에 장착된 서브 우퍼와 더불어 B&O 사운드 시스템의 12개 스피커에서 내보내는 

디지털 사운드를 한껏 즐겨보십시오. 스티어링 칼럼을 귀하의 몸에 맞게 조절해보십시오. 

토글 스위치 모양의 Selectable Drive mode 스위치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보시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로 디지털 인스트루먼트를 자유롭게 조작해보십시오.  

도로 위를 마음껏 달리는 머스탱은 귀하에게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 & O  S O U N D  S Y S T E M  W I T H  

1 2  S P E A K E R S

H E A T E D  

S T E E R I N G  W H E E L

S E L E C T A B L E  

D R I V E  M O D E



DESIGN YOUR DISPLAY.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12인치 컬러 LCD 계기판으로 머스탱을 귀하의 취향에 맞게 

꾸며보십시오.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이용해 게이지의 조합도 변경해보시고 Mycolor를 이용해  

기본 색상도 바꾸어 보십시오. 머스탱의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또한 당신의 요구에  

즉각 반응합니다.

MUSTANG TRACK APPS

LIGHT ’EM UP. 트랙에서도, 클러스터에서도, 라인락과 함께라면  

머스탱의 화려한 성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NO STOPWATCH NEEDED. 스탑워치가 필요 없습니다. 머스탱과 함께  

트랙 모드에서 랩타임을 측정해보십시오.

ROAD OF EXHILARATION. 가속 타이머가 머스탱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출발하십시오.



1.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보조적인 기능을 할 뿐 운전자의 주의력, 판단력, 또는 차량 컨트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차선 유지 시스템은 차량의 조향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까지, 머스탱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은 귀하가 머스탱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 것입니다.  

Ford Safe and Smart 패키지는 차선을 벗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며 

앞차와의 거리를 미리 설정한 거리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OMMAND
THE ROAD
WITH FORD CO-PILOT360™ TECHNOLOGY.

FORD CO-PILOT360

  오토 하이빔 헤드램프  
AUTO HIGH BEAM HEADLAMP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후측방 경고 포함)1

  BLI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WITH CROSS-TRAFFIC ALERT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LANE-KEEPING SYSTEM

 액티브 브레이킹
 ACTIVE BRAKING

 후방 카메라
 REAR VIEW CAMERA 



FORD SAFE & SMART™ PACKAGE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레인 센싱 와이퍼
 RAIN SENSING WIPER



항상 도로를 주시하면서 스티어링 휠은 잡으십시오. 싱크3는 운전자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음성명령 기능이 포함된 SYNC3 터치 스크린은  

부드러운 터치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FAST CONNECTIVITY.

LIKE EVERYTHING ELSE

ABOUT THIS PONY.



COMMAND YOUR SMART PHONE.  

Mustang과 귀하의 스마트폰을 연동시키면 스마트폰에 있는 일부 기능들도 목소리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1

CHANGE IT UP.  

Apple Carplay® 및 Android Auto®와 연동하여 스마트 폰의 기능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 

1. 주의력을 잃은 상태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주행 중에는 되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손으로 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몇몇 기능들은 주행 중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모든 
기종의 휴대폰과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된 기기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싱크(SYNC)는 사용 중 제 3자 제품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제 3자의 제품의 
기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 3자에 있습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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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L ECOBOOST PREMIUM 

Mustang EcoBoost® Premium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드럽게 변속되는 10단 SelectShift® 자동 변속기를 느껴보십시오.  

LCD 인스트루먼트패널과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도 머스탱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Mustang EcoBoost® Premium을 이제 귀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SELECTABLE DRIVE MODES WITH TOGGLE SWITCHES

SYNC® 3 WITH 8" LCD TOUCHSCREEN

PONY PROJECTION LAMPS 



2.3L ECOBOOST I-4 FASTBACK OR CONVERTIBLE

ECOBOOST PERFORMANCE PACK AGE ECOBOOST PREMIUM: 

· 3.55 TORSEN® Limited-slip Rear Axle

·  19"×9" Low-gloss Ebony Black Painted Aluminum Wheel

· “다크 알루미늄” 인스트루먼트 패널
· 하이 시리즈 브레이크
· 대형 라디에이터
· 미니 스페어 타이어 & 휠

19인치 

Ebony Black-painted  
알루미늄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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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풋 페달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마이컬러가 포함된 앰비언트 라이팅

PREMIUM GT PERFORMANCE. GT Performance package와 MagneRide® Damping System이 발휘하는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체험해보십시오.  

Mustang GT Premium에 장착된 대부분의 장치들은 고성능 주행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ustang GT Premium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객을 만족스러운 주행을 위해 놓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L TI-VCT V8  
FASTBACK OR CONVERTIBLE

GT PERFORMANCE PACK AGE  

GT PREMIUM:

·  19"×9" (F) / 19"×9.5" (R) Luster Nickel-painted  
Forged Aluminum Wheel

·  Brembo™ Six-Piston 전방 브레이크 캘리퍼 
(대형 로터 포함)

·  “엔진 스펀” 알루미늄 인스트루먼트 패널
·  게이지 팩
·  고강도 프론트 스프링
·  K-Brace

·  대형 라디에이터
·  퍼포먼스 리어 윙(쿠페 전용)
·  실버 페인티드 스트럿 타워 브레이스(Strut-tower Brace)
·  3.55 액슬비 토센(TORSEN) 디퍼런셜
·  Unique EPAS, ABS and Stability Controln Tuning

·  대형 리어 스웨이 바

19인치 

Ebony Black-painted 
알루미늄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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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머스탱 내/외부에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기능들이 곳곳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2021년형 머스탱은 귀하의 만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INSPIRATION OF 
MUSTANG



01 10단 자동 변속기
 10-SPEED AUTOMATIC TRANSMISSION

04 12인치 LCD 디지털 클러스터
 12" LCD DIGITAL CLUSTER

07 GT 듀얼 배기구 팁
 DUAL EXHAUST TIP FOR GT

02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 지시등
 SEQUENTIAL TURN SIGNAL

05 GT 게이지 팩
 GT GAUGE PACK

08 실렉터블 드라이브 모드
 SELECTABLE DRIVE MODE

03 리어 스포일러
 REAR SPOILER

06 포니 프로젝션 라이트
 PONY PROJECTION LIGHT

09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CLIMATE CONTROLLED SEATS

01 02 03

04 05 06

07 08 09



SHADOW BLACK ICONIC SILVER METALLIC OXFORD WHITE VELOCITY BLUE METALLIC ANTIMATTER™ BLUE METALLIC

RACE RED CARBONIZED GRAY METALLIC

RAPID RED METALLIC 

TINTED CLEARCOAT GRABBER YELLOW

TWISTER ORANGE 

METALLIC TRI-COAT

1 2 3 4 5

6 7 8 9 10

EBONY LEATHER

1–10

SHOWSTOPPER RED LEATHER3

1–8

EBONY LEATHER/ 

MIDNIGHT BLUE INSERTS3

1–7

EXTERIORS

INTERIORS

ECOBOOST PREMIUM 201A / GT PREMIUM 401A

ECOBOOST PREMIUM / GT PREMIUM

차량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선택 가능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EXTERIOR(mm)

휠베이스  2,720

전장 4,790 

전고(쿠페/컨버터블) 1,380/1,400 

전폭  1,915

CAPACITIES

탑승인원  4명

연료탱크(에코부스트/GT) 59.8L/60.9L

2.3L Ecoboost Premium 5.0L GT Premium

Coupe Convertible Coupe Convertible

배기량(cc) 2,261 2,261 5,035 5,035 

변속기 자동 10단 자동 10단 자동 10단 자동 10단

공차중량(kg) 1,675 1,725 1,795 1,820 

복합연비(km/ℓ) 9.4 9.4 7.5 7.5 

도심연비(km/ℓ) 8.0 8.0 6.2 6.2

고속도로연비(km/ℓ) 12.0 12.0 10.1 10.1

복합 CO₂ 배출량(g/km) 179 179 227 227

등급 4 4 5 5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3L ECOBOOST PREMIUM

배기량(cc)  2,261

최고출력(ps/rpm)  291/5,600

최대토크(kg·m/rpm)  44.9/3,000

5.0L GT PREMIUM 

배기량(cc)  5,035

최고출력(ps/rpm)  446/7,000

최대토크(kg·m/rpm)  54.1/4,250

DIMENSIONS ENGINES

DIMENSIONS & ENGINES

FUEL ECONOMY



모델 2.3L Ecoboost Premium 5.0L GT Premium

트림 쿠페 컨버터블 쿠페 컨버터블

MECHANICAL

엔진 2.3L EcoBoost® Engine 5.0L Ti-VCT V8 Engine

10단 자동 변속기 ● ● ● ●

가죽 기어봉

원격 시동 시스템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 ● ● ● ●

셀렉터블 드라이브 모드 ● ● ● ●

Track Apps™ ● ● ● ●

EXTERIOR

후드 벤트 ● ● ● ●

컨버터블 탑 - ● - ●

중앙 걸쇠(Cneter Latch)

전기기계식 구동

Fully-lined Cloth Top

토너 캡

Dual Bright Exhaust with Rolled Tips ● ● - -

Dual Exhaust with Quad Tips - - ● ●

이지 퓨얼 캡리스 퓨얼 필터 ● ● ● ●

시그니쳐 램프가 포함된 LED Headlamp ● ● ● ●

헤드램프 자동 On/Off

LED 방향지시등 ● ● ● ●

LED 테일램프(시퀀셜 방향 지시등 포함) ● ● ● ●

미니 스페어 타이어 & 휠 ● ● - -

타이어 인플레이터 & 실란트 키트 - - ● ●

포니 프로젝션 라이트 ● ● ● ●

LED 안개등 ● ● ● ●

5.0L펜더 배지 - - ● ●

GT Rear Applique Badge - - ● ●

Unique Front Grille - - ● ●

Unique Rear Valance - - ● ●

INTERIOR/COMFORT

듀얼 존 전자동 에어콘 ● ● ● ●

B&O 오디오 시스템 ● ● ● ●

12개 스피커 포함

SYNC® 3 시스템 ● ● ● ●

시동 버튼이 포함된 인텔리전트 액세스 ● ● ● ●

시트 ● ● ● ●

파워 운전석/동반석 시트 ● ● ● ●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알루미늄 풋 페달 ● ● ● ●

Active Valve Performance Exhaust - - ● ●

SAFETY/SECURITY

어드밴스트랙(AdvanceTrac®) 전자제어 주행안정장치(ESC) ● ● ● ●

에어백 ● ● ● ●

운전석 무릎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사이드 에어백

듀얼 프론트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쿠페에만 적용)

글로브 박스 도어 무릎 에어백

SPECIFICATION



모델 2.3L Ecoboost Premium 5.0L GT Premium

트림 쿠페 컨버터블 쿠페 컨버터블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 ●

유아/어린이 안전시트 장착용 앵커 시스템(LATCH) ● ● ● ●

마이키(MyKey®) ● ● ● ●

Enhanced Security Package ● ● ● ●

후방 카메라 ● ● ● ●

시큐리록 패시브 도난방지 시스템 ● ● ● ●

SOS 포스트 크래시 얼러트 시스템(SOS Post-Crash Alert System™) ● ● ● ●

후방 감지 시스템 ● ● ● ●

PACKAGES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 ● ● ● ●

MyColor®가 포함된 12” LCD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핸들 열선 기능

컬러 액센트 그룹이 포함된 프리미어 트림

   - Accent Stitched Center Console Lid, Wrapped Knee Bolsters with Accent Stitch and Shifter Boot

   - Color-accented Leather-trimmed Seats

   - Unique Color-accented Door Trim

   - Wrapped Center Console with Accent Stitch

세이프 & 스마트 패키지 ● ● ● ●

어뎁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 하이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액티브 브레이킹이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레인 센싱 윈드실드 와이퍼

EcoBoost® Performance Package ● ● - -

3.55 Limited-slip Axle

19"×9" Low-gloss Ebony Black Painted Aluminum Wheel

“다크 알루미늄" 인스트루먼트 패널

하이 시리즈 브레이크

대형 라디에이터

미니 스페어 타이어 & 휠

GT Performance Package - - ● ●

19"×9" (F) / 19"×9.5" (R) Ebony Black-painted Aluminum Wheels

Brembo™ Six-Piston 전방 브레이크 캘리퍼(대형 로터 포함)

“엔진 스펀” 알루미늄 인스트루먼트 패널

게이지 팩

고강도 프론트 스프링

K-Brace

대형 라디에이터

스트럿 타워 브레이스 (Strut-tower Brace)

3.55 액슬비 토센(TORSEN) 리어 액슬

Unique EPAS, ABS and Stability Controln Tuning

대형 리어 스웨이 바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0L GT 쿠페 모델에 한하여 레카로(RECARO) 시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트 선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드는 기온이 4도 이하일 때(타이어 마모와 환경조건에 따라 다름) 또는 눈길/빙판길에서는 하절기용 타이어 사용을 권하지 않고, 사계절 또는 윈터 타이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Ford’s Best Warranty & Service.  무상 보증. 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0,000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보증 수리가 제공됩니다.(배터리 보증 : 3년/6 만km 이

내, 먼저 도래하는 사항 적용)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 (ESP: Extended Service Plan). 일반 무상 보증과는 별도로 3년/6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일부 소

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소정의 추가 비용으로 ESP 서비스 기간 연장(최장 5년 또는 10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과 서비스 해당 품목 확대가 

가능한 ESP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포드 차량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차량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60,000km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도움을 드립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

행불가 시, 현장으로부터 50km범위 내 가장 가까운 포드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견인해드리며,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 및 타이어가 파손되었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에도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신속하게 달려가 도움을 드립니다. 포드 고객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 포드 24시

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80-300-3673

Ford Genuine Parts & Service. 포드 모터 컴퍼니가 설계, 제작, 추천하는 교체용 부품을 사용하시면 완벽한 품질, 조립, 기능이 보장됩니다. 순정 부품은 포드 모터 컴퍼니가 보증하며 

포드 딜러 네트워크가 지원합니다. 항상 예정된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으시어 귀하의 차를 최적의 관리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및 링컨 딜러의 기술자들은 귀하의 차를 안팎

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포드 모터 컴퍼니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부품은 귀하의 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포드 순정 액세서리는 

12개월 또는 2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포드 라이센스 액세서리(FLA)는 액세서리 생산업체의 보증규정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FLA

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기술적 요구에 맞게 설계하거나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액세서리 생산업체가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모든 제한 보증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가까

운 포드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FORD FINANCIAL SERVICES)는 한국의 포드 자동차 고객 여러분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드 

코리아(FORD SALES AND SERVICE KOREA)와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가 제휴하여 런칭한 금융 브랜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원스

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드 고객 한분 한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포드를 가장 잘 아는 금융 브랜드인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는 포드 코리아와 함께 각 모델에 맞춘 

다양한 금융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이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포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드 코리아 출판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쇄되었습니다. 포드 고객센터 1600-6003 / infokr1@f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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