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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Y 혼다는 환경을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를 개발하여 혼다 모터사이클에 탑재하고 있으며 4사이클 엔진에 탑재하는 [크린4], [아이들링스탑 시스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프레임], [HECS3(Honda Evolution Catalyzing System 3)] 및 [Air Injection]등으로 출력의 손실 없이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AFETY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위해 [ABS] 및 [컴바인드 브레이크 시스템]등 안전성을 높인 제동장치를 점차적으로 모든 기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Honda Riding Simulator] 및 [Honda Safety School]등 라이더의 운전기술향상을 지원 및 모터사이클이 더욱 친근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환경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SECURITY 모터사이클을 도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의 개발도 혼다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혼다의 독자적인 [H.I.S.S] 및 [Key-Shutter System] 그리고 [이모빌라이저 알림기능]등 많은 Security 장비가 소중한 여러분의 모터사이클을 보호합니다.

환경과 사람 모두가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위해 혼다는 선진기술로 보답해 가고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 및 색상은 실제 구입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과 정보는 홈페이지 www.hondakorea.co.kr을 참조 하십시오.



Smart Key

보안성과 편의성 높인 스마트키를 적용했으며, 
원터치로 시트와 연료주입구 개폐 가능

Honda Smart Key System

PGm-FI CBS IDLe StOP 

PCX

도심을 즐기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PCX는 125cc 스쿠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이상적인 첫 스쿠터, 즐거운 통근 차량, 

레저 파트너 등 모든 종류의 일상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키 채용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신형 PCX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평범한 여정을 

일상으로부터의 즐거운 해방으로 바꿀 수 있는 

크나큰 재미를 드립니다.

LED 헤드라이트를 채용, 한층 더 고급스럽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

일체형 백레스트 적용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하단 수납공간은 스토퍼를 적용, 편리한 사용 가능

커진 연료탱크의 용량은 PCX의 뛰어난 
연료소비효율(54.1km/L)과 합쳐져 뛰어 난 항속거리를 자랑

시계, 연비표시 기능을 추가한 계기반은 
라운드 스피드 니들을 적용해 시인성을 더욱 향상

적재용량을 늘린 좌측 핸들 아래 포켓과 AC소켓을 장착, 
스마트기기 사용 및 충전 가능

World Best-selling sc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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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연료 게이지, 시계, 연비, 트립미터, 각종 인티케이터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된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풀페이스 헬멧과 글러브 등을 동시에 수납가능한 18L의 대용량 수납공간을
확보했으며, 시트는 콤비 스위치로 간단히 개폐가 가능

아이들링 스탑 기능은 온/오프가 가능하고, 이 기능을 통해 
시내주행 시 연비를 5% 더 향상

플로어 패널이 있어 편안하고 자유도 높은 라이딩 자세를 제공하며,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높은 실용성을 실현

키박스에는 오토 키셔터 시스템을 채용하여 핸들락시 키셔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손쉽게 보안성을 높여 도난을 방지

경쟁모델에서는 보기 드문 프런트 16인치/리어 14인치 10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을 채용, 거친 노면에서도 안정된 주행이 가능

PGm-FI PGm-FICBS CBSIDLe StOP 

패셔너블한 스타일링과 높은 주행성능, 여기에 실용성까지
SH mode는 16인치 대구경 휠의 안정적인 주파성능과 수냉125cc eSP엔진채용으로 

우수한 경제성과 환경성능, 그리고 풀페이스가 수납가능한 러기지 박스, 가볍고 컴팩트한 

차체 구성을 실현하여 다양한 고객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모델입니다.

SH mode ELITE
take on the city in style

차세대 125cc 스포츠 스쿠터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에 진화한 PGM-FI가 적용된 엔진을 탑재한 Elite는 

뛰어난 발진 및 추월 가속력을 자랑하는 주행 성능과 CBS, LED 라이트, Full LCD 계기판, 

넓은 수납공간 등의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추고 

매력적인 연비를 제공하는 차세대 125cc 스포츠 스쿠터입니다.

Full LCD 계기판에는 속도, 연료 게이지, 시계 등과 각종 인디케이터 등이 
배치되어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컴팩트한 휠은 뛰어난 가속성과 높은 직진안정성을 제공하며 전후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CBS)을 탑재해 안정적인 제동력 제공

듀얼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존재감 있는 인상을 
만들어내며, 고휘도과 저전력으로 높은 야간 안전성과 실용성까지 제공

PGM-FI로 부드러운 가속과 추운 날씨에도 우수한 시동성을 보여주며, 
리터당 42km라는 놀라운 연비로 우수한 경제성까지 겸비

쾌적한 승차감과 포지션을 위해 전용 설계된 2인승 시트를 채용하였고, 
하단에는 풀페이스 헬멧 수납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

sharp & sports, sprint scooter

LeD LIGHtS



PGm-FI PGm-FICBS CBSIDLe StOP 

출력과 연비,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진화한 스테디셀러 스쿠터
SCR110α가 아이들링 스톱, ACG 스타터에 전후 연동 브레이크까지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탄생했습니다.

공랭 4사이클 eSP 엔진을 탑재해 보다 증가한 출력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도시주행을 선사합니다.

출력의 상승에도 연료효율성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상위기종에 적용되었던 아이들링 스톱, ACG스타터, CBS 등의

고급 기술이 채용되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출력과 연비, 스타일에 편의사양까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된 

SCR110α를 통해 기술의 진화를 느껴보십시오.

SCR110 DIO
More Power. More Style. More Efficiency

도심을 즐기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디오는 합리적인 가격, 실용성, 세련된 디자인, 

우수한 연비 등을 콘셉트로 개발되어 스쿠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오는 52km/ℓ의 우수한 연비와 가벼운 차체, 파워풀한 엔진으로 타사 125cc에 버금가는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14인치 빅휠을 채택해 유러피언 디자인 감각을 선보임과 동시에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우수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전·후륜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풀 페이스 헬멧이 수납 가능한 넓은 수납공간은 

고객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헤드라이트는 높은 시인성을 자랑하며, 프런트 커버 좌우 끝으로 
방향지시등과 포지션 램프가 내장되어 고유의 디자인을 표현

전후 14인치 휠은 거친 노면에서도 뛰어난 주파성능을 자랑하며 전후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CBS)을 탑재해 안정적인 제동력 제공

긴 휠베이스로 여유로운 승차감과 함께 넓은 플로어 패널을 제공하며, 
760mm의 낮은 시트고로 승하차시의 편리함을 실현

합리적 가격, 높은 연비, 실용성을 충족하기 위한 엔진은 성능, 
내구성뿐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여 배출가스를 최소화

시트 아래에는 풀 페이스 헬멧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enjoy the city

새로워진 스타일의 계기반은 속도, 주행거리, 잔여 연료량 등의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배열

다양한 소지품들의 수납이 가능한 18.4L의 대용량 수납공간을 마련 충분한 광량으로 높은 시인성을 확보한 헤드라이트는 좌우 끝에 
방향지시등과 포지션 램프가 내장

키로 잠글 수 있는 다용도의 3.5L 포켓을 프런트 위치에 
설치하여 높은 편의성을 제공

동승자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와 화물 적재나 탑박스 설치에 용이하도록 
기본 제공되는 리어캐리어는 높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전달



다목적 스쿠터가 갖추어야할 모든것이 여기에
비즈니스용 모터사이클을 구매할 때 가격을 생각하면 연비가 걱정이고, 

기능을 생각하면 디자인이 걱정이고, 속도를 생각하면 안전이 걱정이었던 분들에게 

BENLY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BENLY
Best Business Partner

PGm-FI CBS

SupER CuB

경사면 등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앞, 뒤 브레이크 레버에 브레이크 
잠금장치를 채용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좌측 카울 안쪽에 간단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편의성을 높임 최대 60kg까지 적재 가능한 리어 데크와 캐리어는 높이를 기존보다 
30mm 낮춰 더 쉬운 적재가 가능

높은 시인성의 계기판으로 연료게이지와 속도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

인히비터 시스템은 사이드 스탠드를 내린 상태에서는 스로틀을 조작해도 
출발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



최초의 CUB! 최고의 CUB!
혼다 슈퍼커브는 1958년 출시 이후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누적 생산대수 8,700만대(2014년 3월 기준) 이상을 기록한 모터사이클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검증받은 품질과 내구성에 

혼다의 독창적인 연료공급 장치인 PGM-FI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환경성능을 갖춘 슈퍼커브는 혼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움과 기능미를 더한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계속 진화했습니다. 

슈퍼커브는 PGM-FI 시스템을 채용해 63.5km/ℓ의 연비를 자랑하며 

조작이 편리한 자동원심식 클러치 시스템을 채용했으며 

다루기 쉽고 편리한 주행을 위한 실용적인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SuPER CuB

PGm-FI

MOTORCyClE
CBR125R
MSX125

the original 

클래식한 사각형 디자인의 헤드라이트는 야간에도 높은 시인성을 제공

편리하고 실용적인 프런트 바스켓&캐리어 (별매 사양) 리어 캐리어는 695mm의 높이로 낮게 설계되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이 편리

쇼핑백, 핸드백 등을 손쉽게 걸 수 있는 실용적인 후크를 레그실드 
안쪽에 마련하여 편의성을 향상

PGM-FI 등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공랭 단기통 엔진에 원심식 클러치를 
적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



스타일, 성능, 효율성까지. 모든것이 즐거운 Pocket Performer
MSX125는 본능적으로 스피드와 타는 것에 열광하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MSX는 ‘Mini Street X-treme’이라는 의미의 약자로 도시적이고 

콤팩트한 디자인과 크기로 젊은 세대들의 

첫 번째 모터사이클로 안성맞춤인 모델입니다.

개발 키워드는 ‘콤팩트한 Size & 매력적인 Spec’입니다. 

대형 모터사이클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과 장비를 갖춤과 동시에,

독자적인 차체 구성에 의해 일반적인 온로드 모델의 

단순한 축소판이 아닌 MSX125만이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메뉴얼 모터사이클에 입문하려는 초보자는 물론이고 

20~30대층의 젊은 라이더가 개성표현과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모터사이클입니다. 

스포츠 라이딩 스킬을 원하는 라이더의 완벽한 파트너
경량의 차체와 강력한 엔진으로 발휘되는 고성능으로 슈퍼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 CBR125R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강력한 파워, 컴팩트한 차체와 뛰어난 응답성에 

편안한 승차감까지 갖춘 궁극의 스포츠 머신입니다. 

파워풀한 124.7cc의 수랭식 단기통 엔진을 장착해 

스릴있는 스포츠주행을 선사합니다. 

가벼운 중량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스포츠 주행과 일상 영역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최적의 라이딩 포지션을 

구현해 모든 상황에서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샤프한 디자인, 손쉬운 조작감으로 

CBR125R은 이전 모델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진보해 탄생했습니다. 

CBR125R MSX125
race inspired stylish & Fun

PGm-FIPGm-FI

CBR시리즈 특유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CBR125R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표현

헤드 라이트는 콤바인드 프로젝터 라이트를 탑재, 
야간 주행시 넓은 시야를 확보

주유캡에 힌지 기구를 채용하여 보다 편안하게 주유를 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높은 고급감을 제공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기 편한 LCD 디지털 계기판은 속도, 트립미터, 
연료게이지, 시간 등 라이더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

파워풀하면서도 가벼운 질량, 작은 부피, 더 향상된 연비를 자랑하는 
124.7cc 수랭 단기통 엔진

경량 Y 스포크 휠에 장착된 광폭 타이어는 동급 최대 크기로 개성있는 
스트리트 모터사이클의 이미지를 전달

앞 부분이 좁아지도록 시트 디자인을 개선, 발 착지성이 향상 새로운 디자인의 콤팩트한 언더슬렁 머플러는 중량을 차체의 중심으로 
집중시켜 보다 나은 밸런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날렵한 외관을 실현



PGm-FI V-matIC

FORZA

출퇴근을 편안하게, 주말을 즐겁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신형 스쿠터 ‘New Standard Scooter’가 포르자입니다. 

2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포르자의 유선형 바디는 시트 아래에 2개의 풀 페이스 헬멧이

수납 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좁은 구역을 경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출력의 279cc 단기통 엔진이 탑재된 포르자는 

V-Matic 자동 변속기를 통해 구동됩니다. 역동적이고 반응성이 뛰어난 포르자는 고속주행시에도 

충분한 출력을 발휘하며 도심 주행 시의 순간 가속력도 뛰어납니다. 

전 세계 고객들이 300cc급 스쿠터에서 원하는 편의성, 실용성에 

달리는 즐거움을 더한 모델이 바로 포르자입니다.

고휘도 듀얼 헤드라이트는 방향지시등과 날렵하게 연결된 
디자인으로 포르자의 강인한 인상을 완성

시트 아래 러기지 박스에는 풀페이스 헬멧 두개를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적재공간을 확보

CBS와 ABS의 장점을 한데 결합시킨 C-ABS 채용으로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브레이킹 제공

프런트 패널 좌우측에 이너박스를 마련하고, 특히 좌측 
이너 포켓에는 12V DC 소켓을 장착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계기판에는 속도계, 시계, 트윈 트립 미터는 물론 연료 및 
온도 게이지와 오일 레벨 경고등을 포함

텔레스코픽 포크, 트윈 리어 쇽, 더블 사이드 알루미늄 스윙암과
멀티 링크가 장착되어 편안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감 제공

the Premire Big scooter

MiddlE ClaSS
FORZA

CBR300R
CRF250 RALLY

C-aBS



어떤 길도 가리지 않는 진정한 경량 듀얼퍼포즈 머신
CRF250 RALLY는 팩토리 머신 CRF450 RALLY의 포맷 뿐 아니라 

그 개발 정신을 이어받아 더 멀리,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순항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말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멀리 모험을 떠나고 싶은 분들의 모험심에 부응하는 진정한 

경량 듀얼 어드벤처 머신입니다.

경량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기준
CBR300R과 같은 진정한 경량 스포츠 모터사이클은 

대형 모터사이클을 통해 얻는 짜릿함은 물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대형 입문을 위한 최적의 모델입니다. 

CBR300R은 출력과 토크를 높여서 CBR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종의 대형 모터사이클을 시각적으로 한층 반영하여

CBR 브랜드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CBR300R은 스포츠 경량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경험이 적은 라이더에겐 

라이딩 스킬을 연마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며,

숙련된 라이더에게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스포츠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BR300R CRF250 RALLY
New standard of super sports adventure everywhere

PGm-FIPGm-FI

계기반은 아날로그 타입 RPM 미터와 속도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LCD패널로 구성

대형 플로팅 스크린과 너클가드, 좌우 비대칭 듀얼 LED 헤드라이트를 통해 
랠리 레이서의 첨단 기능 이미지를 표현

왼쪽 사이드 커버 안쪽에 대형 툴 박스를 설치하여 
툴 세트 이외에도 소품류의 수납이 가능

독자적인 PGM-FI 연료분사 방식으로 45.3km/L의 놀라운 연비를 달성해 
주말 레저뿐 아니라 일상용도까지 폭넓은 활용도를 자랑

경첩식 탱크 캡으로 사용 용이성을 높이고 연료 펌프 소형화로 10.1리터의 
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라이딩 포지션의 자유도를 고려한 형태로 설계

브레이크는 전면의 296mm·후면의 220mm 디스크로 
강력하고 제어력이 뛰어난 제동 성능을 선사

프런트 서스펜션 길이를 CRF250L 대비 30mm 연장하고 최저 지상고를 
15mm 높여 뛰어난 주파성을 확보함으로써 클래스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연출

CBR500R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머플러는 대형 모터사이클의 스타일을 
더해주며 박력 있는 배기음을 표현

ABS는 리어 ON/OFF가 가능. 오프로드에서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가능

LeD LIGHtSaBS



엔진형식 수랭 125cc 단기통

최고출력   11.7 / 8,500(㎰/rpm)

최대토크 1.2 / 5,000(㎏·m/rpm)

연료공급장치형식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변속방식 CVT

치수(길이×폭×높이) 1,930 x 725 x 1,100(㎜)

연비 54.1(km/ℓ)

시트고 760(mm)

차량중량 126(kg)

기본사양  PGM-FI, Smart Key System, CBS, 
 Idling-Stop, LED Light

PCX SH mode Elite
수랭 125cc 단기통

11 / 8,500(㎰/rpm)

1.2 / 5,00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CVT

1,930 x 665 x 1,105(㎜)

51.5(km/ℓ) 

765(mm)

115(kg)

PGM-FI, CBS, Idling-Stop

공랭 125cc 단기통

9.4 / 7,500(㎰/rpm)

1.1 / 6,00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CVT

1,735 x 672 x 1,115(㎜) 

42(km/ℓ) 

-

110(kg)

PGM-FII, CBS, LED Light

PrODUCt SPeCIFICatION

2017 honda 
middle/small BiKe line-UP

엔진형식 공랭 108cc 단기통

최고출력 8.7 / 7,500(㎰/rpm)

최대토크 0.94 / 5,500(㎏·m/rpm)   

연료공급장치형식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변속방식 CVT

치수(길이×폭×높이) 1,815 X 685 X 1,090(㎜)  

연비 56.4(km/ℓ)

시트고 735(mm)

차량중량 105(kg)

기본사양  PGM-FI, CBS, Idling-Stop

SCR110 DIO BENLY
공랭 108cc 단기통

8.4 / 8,000(㎰/rpm)

0.9 / 6,50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CVT

1,845 X 670 X 1,090(㎜)

52(km/ℓ)

755(mm)

103(kg)

PGM-FI, CBS

공랭 108cc 단기통

7.89 / 7,000(㎰/rpm)

0.88 / 5,00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CVT

1,805 X 700 X 1,040(㎜) 

53.0(km/ℓ)

710(mm)

113(kg)

PGM-FI, CBS 

엔진형식 공랭 109cc 단기통 

최고출력   8.0 / 7,000(ps/rpm)

최대토크 0.87 / 5,500(㎏·m/rpm) 

연료공급장치형식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변속방식 자동원심식 4단

치수(길이×폭×높이) 1,915 x 700 x 1,050(㎜) 

연비 63.5(km/ℓ)

시트고 735(mm)

차량중량 100(kg)

기본사양  PGM-FI

Super Cub CBR125R MSX125
수랭 124.7cc 단기통

13.3 / 10,000(㎰/rpm) 

1.1 / 8,00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수동 6단

1,985 X 710 X 1,135(㎜)  

45.3(km/ℓ) 

776(mm)

135(kg)

PGM-FI

공랭 124.9cc 단기통 

9.8 / 7,000(㎰/rpm)

1.1 / 5,50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수동 4단

1,755 X 730 X 1,000(㎜)  

62.7(km/ℓ)

765(mm)

105(kg)

PGM-FI

*연비 측정 (60km/h 정속 주행 test 결과)

엔진형식 수랭 279cc 단기통

최고출력   26.0 / 7,500(ps/rpm)

최대토크 2.7 / 5,500(㎏·m/rpm)

연료공급장치형식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변속방식 CVT

치수(길이×폭×높이) 2,165 x 725 x 1,815(㎜)

연비 35.3 (km/ℓ) 

시트고 715(mm)

차량중량 190(kg)

기본사양  PGM-FI, C-ABS 

FORZA CBR300R CRF250 RALLY
수랭 286cc 단기통

30.8 / 8,500(㎰/rpm)

2.8 / 7,25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수동 6단

2,035 X 720 X 1,120(㎜) 

48(km/ℓ)

785(mm)

160(kg)

PGM-FI              

수랭 250cc 단기통

24.7 / 8,500(ps/rpm)

2.3 / 6,750(㎏·m/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수동 6단

2.210㎜×900㎜×1.425(㎜) 

44.3(km/ℓ)

895(mm)

155(kg)

PGM-FI, ABS(리어 on/off 가능)

PGm-FI IDLe StOP 

CBS

C-aBS

LeD Lights

PLrS

V-matIC

Idling-Stop System
정차 시 3초 후 엔진이 자동으로 멈추며, 
간단한 스로틀 동작만으로 부드럽게 재시동하여 
배출가스와 연료소비 감소를 도움 

V-Matic
진보된 3단계 작동의 벨트컨버터 방식 
트랜스미션으로 모든 속도 영역에서 
변속충격없이 부드럽게 주행가능  

PLRS (Pro-Link Rear Suspension)  
모노쇽 리어 서스펜션과 삼각형 링크구조가 
조합된 고유의 시스템으로 크게 증가한 댐핑성능과 
리어스윙암의 무브먼트 제공  

PGM-FI (Programmed Fuel Injection)
ECU의 계산을 통해 인젝터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강력한 출력과 모든 컨디션에서
신뢰성 높은 성능을 제공 

CBS (Combined Break System)
리어브레이크 조작시 프론트와 
리어 모두 작동하여 부드럽고 신뢰성있는 
브레이킹 컨트롤을 가능케함 

C-ABS(Combined Anti-lock Break System)
브레이킹시 발생하는 타이어의 
슬립을 감지하여 전/후 휠에 최적의 
브레이킹 컨트롤을 제공 

LED Lights
기존 벌브 타입의 헤드라이트 대신 LED 라이트의 
도입을 통해 늘어난 광량으로 야간 주행 시 더욱 넓은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전력소모는 감소시킴

고객 만족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Honda 공식 딜러(전시장) 및 판매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식 딜러/판매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honda motorcycle 
sales & service networK 

딜러
강북 딜러 02-2272-5282

강남 딜러 02-507-5077

소형 판매점
강동점 02-484-5282
강북수유점 02-900-4455
관악점 02-876-5285
광진점 02-924-5282
구로점 02-856-6671
금천점 02-854-8579
성북점 02-745-7939
송파점 02-420-5282
영등포점 02-2676-2617
은평점 02-359-2756
중랑점 02-434-9596
마포점 02-332-5282
강서점 02-2604-8855

딜러
인천 딜러 032-502-7777

소형 판매점
고양점 031-964-3379
김포점 031-998-2119
부천점 032-666-8971
수원 권선점 031-258-5877
수원 팔달점 031-233-5282
성남점 031-753-8882
안산점 031-401-8989
안양점 070-8737-5282
용인점 031-328-5109
의정부점 031-845-5321
인천 남구점 032-876-6580
인천 연수점 032-813-5882
파주점 031-949-4206
평택점 031-651-4545
화성점 031-366-1596

딜러
부산 딜러 051-757-0321
대구 딜러 053-766-0301

소형 판매점
거제점 055-633-5283
구미점 054-473-0230
김해점 055-337-7008
대구 달서점 053-588-8882
대구 동구점 053-961-2515
대구 북구점 053-355-4419
마산점 055-293-9944
부산 금정점 051-516-4501
부산 사하점 051-205-5559
울산 동구점 052-235-6191
울산 중구점 052-248-8011
진주점 055-759-3311
창원 의창점 055-285-3700
포항점 054-275-4451

딜러
광주 딜러 062-527-5050

소형 판매점
여수점 061-643-0146
목포점 061-285-9730
익산점 063-837-4556

소형 판매점
원주점 033-744-9446
춘천점 033-252-4959

소형 판매점
청주흥덕점 043-262-3971
청주상당점 043-224-4989
충주점 043-852-4958
대전동구점 042-622-4319

대전서구점 042-484-5282

천안점 041-563-7774

 제주권 

소형 판매점
제주점 064-748-5993

 서울권 

 인천/경기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MIDDLE 250cc ~ 300cc

sMaLL ~125cc 

aBS

ABS(Anti-lock Break System)
휠 스피드를 모니터링하여 유사시 브레이킹 압력을 
감쇄시켜 휠의 잠금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