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Standard Commuter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고, 뛰어난 내구성까지.

매일 함께하고 싶은 믿음직한 동반자, Honda Vision. 





S T Y L E



콤팩트한 사이즈와 편안한 실루엣, 

다이내믹하면서도 경쾌한 바디라인은 

일상 주행에 적합하면서도 스타일시하죠.



LED 포지션 램프

테일 라이트



싱글 디스크 채용 프런트 브레이크

리어 디자인



그러데이션 패턴



F E AT U R E S



환경 성능과 동력 성능을 양립시킨 eSP 엔진 탑재

출력 향상, 마찰 저감, 연비 향상 등의 기술을 적용한 

eSP(Enhanced Smart Power) 엔진을 탑재해, 8.7ps/7,500rpm의 

최고출력을 발휘합니다.

압도적인 연비 성능

eSP 엔진,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 채용 등을 통해 59.4 km/L(60km/h 정속 주행시)의 

압도적 연비를 실현합니다. 또한, 4.8L의 연료 탱크에 가득 주유하면 

최대 285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이고 내구성 높은 프레임

프레스 성형된 강철을 레이저로 용접한 eSAF(Enhanced Smart Architecture 

Frame)을 채용하여, 가벼우면서도, 강성 밸런스는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친 노면에서도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진동을 억제하는 등

주행 안정성과 편안한 승차감, 우수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승차감과 우수한 제동력

노면 충격 흡수 및 분산에 용이한 알루미늄 캐스트 휠과 전후 14인치 타이어를 

채용했습니다. 또한, CBS와 프런트에는 190mm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리어에는 130mm 드럼 브레이크를 탑재하여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혼다 스마트키 시스템

스마트 키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이그니션 On/Off가 가능한 

혼다 스마트키 시스템을 채용하였습니다.

높은 시인성의 계기판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된 

Honda Vision의 계기판은 명료한 시인성으로 속도, 연료 및 기어 단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납을 더 편리하게

작은 물건을 보관하기 좋은 프런트 이너 박스와 풀 페이스 헬멧 1개를 

넣을 수 있는 러기지 박스, 쇼핑백을 걸 수 있는 러기지 후크가 있어 

수납이 편리합니다

※ 러기지 박스의 경우 헬멧의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맷 블랙Mat Galaxy Black Metallic

Pearl Jasmine White  - 화이트

COLORS



- 실버Decent Silver Metallic

Poseidon Black Metallic - 블랙

COLORS



단기통

109

공랭식

59.4

4.8

8.7 / 7,500

0.9 / 5,750

1,870 X 670 X 1,100

760

95

80/90-14 / 90/90-14

SPECIFICATION

엔진형식

배기량 (cc)

냉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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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전

후

190mm 디스크

130mm 드럼



EQUIPMENTS

※ 카탈로그에 삽입된 이미지는 실제 판매 모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BS(Combined Brake System)

혼다 스마트키 시스템

프런트 이너 박스

러기지 박스(풀페이스 헬멧 1개 수납 가능)

LED 포지션 램프

LCD 계기판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