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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 LE TONE은 “JOLI DRAGON”이라는 대히트를
기록했으며, 15년 동안 음악에 전념하다가 점차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예술가로 옮겼습니다. 2011년 부터
그의 작품은 퐁피두 센터와 같은 유명한 장소에서 전시
되었습니다. LE TONE은 색상을 가장 잘 사용하는
예술가들의 팬으로써, 펠트 펜을 사용하여 흑백 표현에 대한 취약점을
노트북에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19
시트로엥 온라인 박물관인 시트로엥
오리진스에서 1919년 부터 현재까지
시트로엥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모델
들을 만나보세요.

TYPE A는 대량생산 된 선구적인
차량입니다.

1934 트락숑 아방

2014 1세대 C4 칵투스

2019 2세대 C4 칵투스

트락숑 아방은 전륜 구동 공학기술 및 일체 구조식
차체로 제작되면서, 자동차 환경에 대 변혁을 일으
켰습니다.

1세대 C4 칵투스는 혁신적인 에어범프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이 적용된 서스펜션과
어드밴스드 컴포트 시트,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2세대 C4 칵투스 SUV가 탄생하였습니다.

1939

1948

TUB는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가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차량
입니다. 1948년 그 후계자로 출시된 차량은
TYPE H형 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2CV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으로써, 4명과 50kg 수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라는 콘셉으로 만들어졌으며, 5백만대
이상 생산됐습니다.

1968
AMI 6, DYANE, MEHARI는 모든 도로에서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차량이며, 가볍고 날렵하여
해당 기간 황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74
70-80년대에는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이 적용된 AX, BX, CX 그리고
진보된 XM 모델들이 탄생하면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시트로엥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2017
1993년 부터 1997년 까지 랠리 레이드 월드컵 제조업체 우승자, 랠리
레이드 월드컵 드라이버 챔피언 5회 연속, WTCC 3회 연속 그리고
WRC의 8명의 제조업체 챔피언 타이틀 획득... 시트로엥은 2017년
WRC로 복귀했을 때, 탁월한 스포츠 혈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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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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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DYNAMIC
AND INDIVIDUAL
C4 칵투스 SUV는 명백한 수평 보닛 라인에서부터 대형
윈드 스크린과 창문의 흐름을 통한 넓고 접근 가능한
테일게이트까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면적들이 긴 휠 베이스와 결합되면서, 개방도로
및 마을 주변도로에서 민첩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범프 패널은 어디를 가든 추가적으로 차량
보호를 보장해줍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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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REFINEMENT
AND STYLE
C4 칵투스 SUV 인테리어는 대담한 디자인과 품질,
아름다운 마감재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탑박스 스트랩과
도어 핸들과 같은 요소는 여행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반면,
독특한 수평 대시보드는 7인치 터치스크린에 모든 필수
요소들을 배치하여 혼란없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C4
칵투스 SUV는 더 높은 수준의 안락함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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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CALM

INTELLIGENT
STORAGE

CITROËN ADVANCED COMPORT ®는
승객에게 시트로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능형 디자인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하게 유지될 수

EFFORTLESS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완벽한 주행 환경을 만들기

TRAVEL

위한 핵심적인 4가지 테마인 부드러운 촉감과 낮은
소음, 내부 공간의 다양성, 직관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통해 순수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PRACTIC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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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USPENSION
WITH PROGRESSIVE
HYDRAULIC
CUSHIONS™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이 적용된 서스펜션은
C4 칵투스 SUV의 혁신적 DNA의 일부이며, 특별한
안정감과 민첩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서스펜션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로의 다양한 노면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이 시스템은 안정감있고 편안한 주행을
위해 서스펜션의 압력을 유연하게 제어합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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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ROËN INNOVATION
FOR UNRIVALLED COMFORT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이 적용된 서스펜션은

SUSPENSION WITH PROGRESSIVE
HYDRAULIC CUSHIONS™

시트로엥의 혁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쇼크
업소버,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스펜션
시스템과 달리, 시트로엥 솔루션은 압축과 리바운드 되는
것들을 부드럽게 조절하기 위해 두개의 유압식 쿠션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안함과 안정된 승차감을 제공
하고, 도로 노면의 다양한 상태에 최적의 대응을 하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유압식

가벼운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유압식

쿠션은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쿠션은 서스펜션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탄 효과를 제공
합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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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COMFORT
SEATS
가구 디자인에서 착안한 넓고 편안한 시트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혁신입니다. 시트 중심부에 질감이 있는
고밀도 폼은 몸을 부드럽게 잘 받쳐줍니다. C4 칵투스
SUV는 시내 주행에도 장거리 주행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편안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 해당 인테리어 이미지는 참고 용이며, 국내 출시되는 인테리어는 WILD GREY AMBIAN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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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A NEW SPACE
C4 칵투스 SUV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볍고 편안한
재질과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앙에 스크린이 설치된
가로로 뻗은 독특한 대시보드가 운전자의 시야를 편리하게
해주며 넓고 간결하게 공간을 극대화 해줍니다.

※ 해당 인테리어 이미지는 참고 용이며, 국내 출시되는 인테리어는 WILD GREY AMBIAN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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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TTER
IS HISTORY
C4 칵투스 SUV는 직관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 있는 넓은 탑 박스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USB
소켓이 설치되어있는 센터 콘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통해 실내 공간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358L이며, 큐브처럼 생긴
공간으로 인해 쉽게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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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KIND OF
TECHNOLOGY
C4 칵투스 SUV는 운전할 때 필요한 12가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DRIVING AIDS)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행을 편안하게, 운전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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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OËN
MIRROR SCREEN
미러스크린 기술을 통해 터치스크린으로 스마트폰에서
처럼 어플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Android Auto, Apple
Carplay™, MirrorLink®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중심부에
위치한 콘솔에서 쉽게 USB 포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기능은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국 공식 딜러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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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AFETY AND 12 DRIVING AIDS

NEW

ACTIVE
SAFETY BRAKE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고정 또는 이동 장애물 및 보행자를 감지하여 충돌

NEW

NEW

NEW

SPEED LIMIT
RECOGNITION AND
RECOMMENDATION

LANE
DEPARTURE
WARNING

DRIVER
ATTENTION
WARNING

제한 속도 인식 및 권장 속도 표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NEW

COFFEE
BREAK ALERT
운전자 휴식 알림

NEW

BLIND SPOT
MONITORING
SYSTEM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만약 운전자가 시속 65km 이상 2시간 동안 운전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시속 5km 이하에서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제한을 인지하여 계기판에

시속 60km 이상에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운전자가 차선을 똑바로 운행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커피 모양의 휴식 경고등은 운전자의 휴식을

고속도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기능으로

부터 운전자에게 경고 알람을 보냅니다. 만약 운전자가

바로 표시하여 줍니다. 이를 참고하여 이후 크루즈

않고, 흰 실선 또는 점선을 침범할 경우 운전자

모니터링하여 경고 알람을 보내줍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볼 수 없는 뒤쪽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음을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취할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컨트롤 기능 혹은 속도제한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게 시각적, 청각적 경고 알람을 보내줍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사이드 미러에 밝은 오렌지 색 경고등을 켜서 알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줍니다.

※ 해당 기능은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국 공식 딜러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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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AFETY AND 12 DRIVING AIDS

PARK ASSIST
주차 보조 시스템
까다로운 주차 공간을 감지하여 안전하게 주차할 수

REVERSING
CAMERA
후방 카메라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때 운전자가 해야할 일은 단지

7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후방 주차구역을 확인할

기어 선택(후진, 전진),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 뿐 입니다.

KEYLESS
ENTRY
AND START

FOG LIGHT
CORNERING
FUNCTION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코너링 라이트

운전자가 열쇠를 꺼내지 않고도 도어 잠금 및 도어
해제를 할 수 있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HILL
START
ASSIST

GRIP
CONTROL
그립 컨트롤

경사로 밀림방지

확실한 견인 제어 시스템인 그립 컨트롤 기능은 노면

넓게 퍼지는 광선 빔이 구불구불한 길 혹은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뒤로

변화에 따라 최적화된 전륜 구동 그립을 제공합니다.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어 안전성을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로가 3% 이상이면

대시 보드의 다이얼을 사용하면 5가지 모드 중 하나를

높여줍니다.

해당 기능이 작동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부드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이 약 2초간 고정된 후 주행이
시작됩니다.

* 5가지 모드 : STANDARD, SNOW, MUD, SAND, ESP OFF

※ 해당 기능은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국 공식 딜러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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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EFFICIENT
AND INSPIRING TO DRIVE
C4 칵투스 SUV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놀라운 연료 절감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능과 승차감 그리고 핸들링을 선사하여 인상적인
주행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첨단 경량 구조와 발빠르고 경제적인
최신 세대 엔진의 결합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것입니다. 이 기어박스는 빠르고 유동적인 기어 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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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WER
GENERATION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BlueHDi 디젤은 해로운
배출 입자의 99.9%를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촉매
변환기는 90%의 질소 산화물[Nox]을 제거합니다.
모든 BlueHDi 디젤 엔진은 최신 Euro 6.2 규정을
준수합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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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ODY COLOURS

OBSIDIAN BLACK (M0XL)

EMERALD BLUE (M0TX)

INTERIOR AMBIANCE

(1)

PLATINUM GREY (M0VL)

(4)

POLAR WHITE (P0WP)

(2)

CUMULUS GREY (M0F4)

(3)

(5)

※ 위의 외장 컬러 및 컬러 팩 조합은 국내 기본 장착되는 컬러 팩 조합입니다.
※ (1) SILVER CHROME ,(2)(3) GLOSS BLACK, (4) GLOSS WHITE (5) DEEP RED

WILD GREY AMBIANCE

4 PACK COLOURS

GLOSS BLACK (ED60)

ALLOY WHEELS

GLOSS WHITE (ED61)

DEEP RED (ED62)

※ 컬러 팩 변경 희망 시, 시트로엥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면 교체 가능합니다.
※ 도장 및 공임 비 포함하여 부품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영업사원 및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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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CHROME (ED63)

16인치 ANTHRACITE
'SQUARE' ALLOY WHEELS

16인치 BLACK
'SQUARE' ALLOY WHEELS

17인치 DIAMOND CUT
'CROSS' ALLOY WHEELS

17인치 BLACK
'CROSS' ALLOY WHEELS

[FEEL - 기본 장착]

[액세서리 - 서비스센터 문의]

[SHINE - 기본 장착]

[액세서리 - 서비스센터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담당 영업사원 및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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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CITROËN WARRANTY

(단위 : mm)

TECHNICAL SPECIFICATION
C4 CACTUS SUV

한불모터스(주) 공식 딜러에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하여 보증 수리가 적용 됩니다.
(일반보증 : 3년 이내 또는 10만km 이내, 기간 또는 마일리지 선 도래 시 만료로 간주함)

엔진 및 성능

CITROËN ASSISTANCE

엔진 형식
변속기

시트로엥 어시스턴스*는 일반 보증 기간내 차량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비상 시에 가장 가까운 공식 서비스
센터로 견인을 해주는 긴급 출동 서비스입니다. 24시간 모든 지역에 출동 가능하며,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이
가능합니다. 시트로엥 어시스턴스는 일반 보증 기간동안 적용되며, 연료 부족, 잘못된 연료 주입, 차량 키 분실, 잠금 장치
이상, 도로 교통사고 및 펑크/휠 교체 등 고객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기량 (cc)

1,530

굴림방식

* 대차 서비스, 교통비 또는 숙박비와 같은 간접 비용은 시트로엥 어시스턴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AM SERVICE

최고출력 (ps/rpm)
최대토크 (kg.m/rpm)
연료탱크용량 (ℓ)

시트로엥 CAM (Car Assistance Management) 서비스는 등록일 기준 7년 이내 차량에 한하여 운행 불가*, 사고 시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로 견인 (최대 100km)을 해주는 출동 서비스입니다.

CO2 배출량 (g/km)
연비 (km/ℓ)

1,730

등급

* 고객 과실로 인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되거나 고객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EEL/SHINE
BlueHDi
6단 자동변속기
1,499
FF
120 / 3,750
30.61 / 1,750
45
121
복합: 15.5 (도심: 14.4 / 고속도로: 17.1)
2

크기
전장/전폭/전고 (mm)

CITROËN SERVICE APP 다운로드
차량 출고 후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시트로엥 소식들을 확인하고 차량 관리 및 서비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딜러 (전시장 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별도의 인증키
발급 후 이용 가능합니다.

2,595
4,170

휠 베이스 (mm)

2,595

공차중량 (kg)

1,265

승차정원 (명)

5

보디와 섀시
서스펜션 앞/뒤
타이어 규격
브레이크 전/후

시트로엥 오리진스 (CITROËN

ORIGINS)

4,170 / 1,730 / 1,530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205/55R 16" 205/50R 17"
V디스크 / 디스크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트로엥 온라인 박물관을 지칭하며, 1919년부터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 모델에 대한 풍성한 컨텐츠가 집약 되어있는 온라인 웹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도별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360° 뷰 이미지는 물론, 클랙슨과 와이퍼, 엔진 시동음 등 각 모델
고유의 사운드, 그리고 그 당시 제품 광고, 포스터, 동영상 등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제공해 몰입도와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www.citroenorigins.kr

본 카탈로그상의 내용이나 이미지들은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으며, 제원 정보와 국내 장착 품목의 선택 사양 또는 색상 등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카탈로그는 인쇄 과정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으며,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나
판매 제안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품 문의에 대해서는 시트로엥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 또는 가까운 시트로엥 전시장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9년 10월 2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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