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ekking Explorer Cub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어디든지’

교외로의 투어링 및 캠핑, 나아가 일상 생활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Trekking Explorer Cub’입니다. 

자동원심 클러치 채용과 장거리 투어링에도 안심할 수 있는 

5.3L 연료탱크. 중저속 영역에서 강력한 출력까지. 

기능적이면서 개성 있는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선사할 것입니다.





S T Y L E



CT125의 디자인은 ‘CT‘ 본연의 독자적인 외관과 

기능적인 스타일을 계승하였습니다.

여행의 이동 수단이자 도구로서 존재감이 돋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와 윙커

디지털 LCD 미터



업 머플러

대형 리어 캐리어



F E A T U R E S



자연을 즐기기에 적합한 포지션

Super Cub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체 구성을 기본으로 800mm 
시트고와 170mm 최저지상고를 설정하여 투어링 및 Trekking에서 멀리 
풍경을 조망하며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원심식 클러치 시스템

Super Cub 시리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자동원심 클러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왼발의 조작만으로 기어 변속이 가능한 자동원심식 클러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고유의 변속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탈 수 있습니다.



프런트 포크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톱 브릿지가 장착된 텔레스코픽 프런트 포크를 
채용하였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를 C125 대비 +10mm 연장한 
110mm로 설정하여 Trekking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는 프런트 220mm, 리어 190mm의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를 
채용하여, 급제동 또는 미끄러운 노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All LED Lights

야간 주행 시 안심할 수 있는 밝은 백색광의 LED 헤드라이트, 
대형 스퀘어 디자인의 LED 윙커까지. CT125의 개성있는 스타일과 어우러져 
풍부한 발광을 실현했습니다.

세미 블록 패턴 타이어

CT125의 타이어는 전후 80/90-17의 세미 블록 패턴 타이어를 채택하여 
비포장도로 및 거친 노면에서도 우수한 주파성을 발휘합니다. 



언더가드

오프로드 주행 시 엔진으로 날아오는 이물질 등으로부터 엔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더가드를 장착했습니다. 

하이 마운트 흡기 덕트

자연 속 주행을 즐기기 위해 먼지 등의 흡입을 줄여주고 
사이드 에어 클리너와 함께 CT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GLOWING RED - 레드

PEARL ORGANIC GREEN - 그린

COLORS



단기통

124

공랭식

자동원심식 4단

63

5.3

9.1 / 6,250

1.1 / 4,750

1,965 X 790 X 1,085

800

120

80/90-17  /  80/90-17

SPECIFICATION

엔진형식

배기량 (cc)

냉각방식

변속방식

연비 (km/ℓ) (60km/h 정속시)

연료탱크 (ℓ)

최고출력 (ps/rpm)

최대토크 (kg.m/rpm)

치수 (길이 X 폭 X 높이) mm

시트높이 (mm)

차량중량 (kg)

타이어 (전/후)

전

후
브레이크

디스크 190mm

디스크 220mm



EQUIPMENTS

※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일 : 2022년 12월
※ 카탈로그에 삽입된 이미지는 실제 판매 모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ED

LED

LED

LCD

1채널

O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윙커 (프런트, 리어)

계기판

ABS

대형 리어 캐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