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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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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 GT
포르자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혼다 모터사이클 라인업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파워풀한 주행성능과 넉넉한 수납공간, CBS 등으로 라이더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호평을 받은 포르자는, 프리미엄 중형 스쿠터로써 

'Sporty'와 'GT'라는 특성을 결합/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2018년, 완전히 새롭게 바뀐 

포르자 300은 이전 모델들의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보다 더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스마트하고 

뛰어난 운동성능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2018 올 뉴 포르자의 새로운 디자인은 보다 선명하고 스포티해졌으며,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보다 샤프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휠베이스와 전장은 줄었지만, 시트고를 높임으로써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리어 휠은 커졌고, 

차체와 프레임의 재 설계를 통하여 약 5kg을 경량화함으로써, 최고속도와 연비를 향상시켰습니다.

더욱 스포티해진 성능, 디자인, 쾌적함



새로운 튜브형 스틸 프레임을 통해 기존 대비 5kg 감량된 공차중량 185kg를 

실현하였으며, 279cc 수랭식 OHC 4밸브 엔진은 동력 특성을 개선하여 

모든 RPM에 걸쳐 즐거운 승차감과 함께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량 차체와 개선된 엔진

혼다 스쿠터 최초로 장착된 HSTC는 거칠고 미끄러운 노면에서 리어 휠의 

미끄러짐을 계산하여 연료 분사량 조절을 통해 엔진 토크를 제어함으로써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HSTC)

올 뉴 포르자는 새로운 계기판, All LED 라이트, 전동 조절식 윈드 스크린, ABS 등의 사양뿐만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되었으며, 스포티한 스타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Honda 스쿠터 최초로 

HSTC (Honda Selectable Torque Control) 가 채용되었습니다. 

GREAT PRESTIGE

상하 140mm 범위로 부드럽게 조절 가능하며 어느 지점에나 위치해 놓을 수 있고, 라이더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기류와 바람의 소음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고속이나 장거리 주행에서 안정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메인 스위치 노브를 조작하면 시동이 

가능한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

전동 조절식 윈드스크린

아날로그 방식의 속도계와 RPM 게이지 사이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배치함으로써 ODO, 주행가능거리, 연비,  

타이머, 온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날로그 &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계기판



엔진형식

최고출력

최대토크

연료공급장치형식

변속방식

수랭 279cc OHC 4밸브 단기통

25.2 / 7,000 (ps / rpm)

2.8 / 5,750 (kg·m / rpm)

PGM-FI 전자제어 연료분사식

무단 자동변속 (V-MATIC)

전동 조절식 윈드스크린, ABS, HSTC, All LED Lights, 스마트키,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트 하단 대용량 수납공간, 프론트 포켓, 

12v 소켓, 33mm 텔레스코픽 포크, 7단계 프리로드 조절식 리어 쇽

2,140 x 745 x 1,355 ~ 1,470 (㎜)

38.0 (km/ℓ) (60km/h 정속 주행 시)

780 (㎜)

185 (kg)

Silver / Black / White

치수 (길이 × 폭 × 높이)

연비

시트고

차량중량

색상

SPECIFICATION

DETAILS

COLOR

2 Channel ABS

LED 헤드라이트

대용량 수납공간 

LED 리어라이트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전동 조절식 윈드스크린 좌측 페어링 포켓 및 12V 소켓

도난 방지 스마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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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rd Silver Metallic

Mat Gunpowder Black Metallic Pearl Horizon White

기본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