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터사이클을 도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의 개발도 혼다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혼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각종 도난방지 시스템들이 소중한 여러분의 모터사이클을 보호합니다.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위해 안전성을 높인 제동장치를 점차적으로 모든 기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라이더의 운전기술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터사이클이 더욱 친근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다는 환경을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를 비롯한

[크린4], [아이들링스탑 시스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프레임], 등으로 출력의 손실 없이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COLOGY 

SAFET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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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정보는 홈페이지 www.hondakorea.co.kr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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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모델인 슈퍼 커브 C100은 1958년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쁨을 제공'을 목표로 개발되어 

60년에 걸쳐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슈퍼 커브 시리즈는 2017년에 전 세계 누적 생산 1억 대를 달성하였으며, 

슈퍼 커브 C125는 그동안의 발전을 담아 성능을 진화/발전시킨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60년간 진화해 온 기본 성능을 베이스로, 현대의 도시 교통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의 조화를 도모한 
'프리미엄 퍼스널 커뮤터'로서, 아름다운 형태와 주행성능으로 풍요로운 현대 생활 중에 다시금 
슈퍼 커브가 가지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ersonal Commuter for Global "NICEST LIFE"

60 years

100,000,000 cubs



Premium

Personal Commuter
수많은 고객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슈퍼 커브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표현했고, 

주행성능에서 한층 향상된 쾌적성과 여유를, 그리고 '프리미엄 커뮤터'로서 차체의 모든 부분에 

고급스러운 품질과 최신 장비들로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이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것에 

공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교통 환경에 대응하면서, 라이더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동력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125cc를 채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저소음 기어, 높은 정밀도의 크랭크 베어링, 변속 소음, 충격을 줄이고 조작감을 향상시킨 변속 장비들을 
채용하여 도시의 혼잡한 교통상황 속에서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혼다 스마트키를 채용하여 주머니 등에서 스마트키를 
꺼낼 필요 없이, 휴대하고 차량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키 온, 시동,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절삭 가공 마감을 통해 클래식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튜브리스 휠에 프론트에는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를 채용하여 주행 시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스마트키

새로운 125cc 엔진

알루미늄 캐스트 휠 & ABS

슈퍼 커브 C125는 기존보다 강성을 높인 새로운 프레임에 125cc의 동력 성능을 더해 밸런스 있는 핸들링과
안정적인 차체 움직임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핸들과 시트 마운트 스텝 등에 진동 저감 설계와 
전후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향상으로 슈퍼 커브만의 장점에 주행 안정성과 쾌적성을 더했습니다. 

향상된 운동성능



엔진형식

최고출력

최대토크

연료공급장치형식

변속방식

기본사양

공랭 125cc OHC 단기통

9.7 / 7,500 (ps / rpm)

1.1 / 5,000 (kg·m / 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자동원심식 4단

All LED Lights,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ABS, 혼다 스마트키 시스템, 알루미늄 캐스트 튜브리스 휠, 리어 캐리어

1,915 X 705 X 1,000 (㎜)

69.0 (km/ℓ) (60km/h 정속 주행 시)

780 (㎜)

110 (kg)

Blue / Black

치수 (길이×폭×높이)

연비

시트고

차량중량

색상

SPECIFICATION

DETAILS

COLOR

※ 위 연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측정 연비로써,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속도계 & 디지털 스크린

All LED Lights

변속 충격 및 소음 저감 시프트 장비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 ABS혼다 스마트키 시스템

리어 캐리어(※ 전용 동승 시트 부착가능)

올드 타입 윙 마크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테인레스 머플러

Blue Black

승하차가 쉬운 스텝-스루 공간으로부터 리어 펜더로 이어지는 S자 실루엣은

'기능을 외관으로 표현한다'라는 혼다 모터사이클 디자인의 기조 그 자체이며,

엣지 있는 실루엣과 프론트 및 핸들 디자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 등을 더해 

60년 전의 슈퍼 커브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