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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LE TONE은 “JOLI DRAGON”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고 일러스트 예술을 하기 전까지는 음악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11년 이후 그의 작품은
퐁피두 센터와 같은 유명한 장소에 전시되었고 색을
가장 잘 사용하는 작가로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E TONE은 흑과 백에 대한 자신의 약점을 고백
하였고 그는 노트에 펜을 이용하여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타내기 시작
했습니다.

1974

2020

시트로엥이 CX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앞쪽에 놓은 진보된
디자인과 기술적 혁신의 혼합체입니다.
정교한 하이드로뉴매틱 서스펜션, 오목한
후방 스크린, 미래지향적인 대시보드가
다른 경쟁차량들을 제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요인이었습니다.

시트로엥의 MPV 라인업 강화의 목적으로
공식명칭이 C4 피카소에서 넓은 공간과
독창성, 끝없는 여행을 의미하는 C4
스페이스투어러로 변경됐습니다. 우수한
실내 공간 활용성과 다재 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업그레이되어
2021년형이 출시됐습니다.

1934
시트로엥 온라인 박물관인 시트로엥
오리진스에서 1919년 부터 현재까지
시트로엥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모델
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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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시트로엥은 TRACTION AVANT
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혁신을 일으
켰습니다. 이 유명한 이름은 획기적인
전륜구동 기술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939
TUB는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가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차량
입니다. 1948년 그 후계자로 출시된 차량은
TYPE H형 입니다.

1948
많은 사랑을 받은 2CV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으로써, 4명과 50kg
수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라는 콘셉으로
만들어졌으며, 5백만대 이상 생산
됐습니다.

1955
1955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되어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한 DS는 새로운 높이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Flaminio Bertoni이 만든
아름다운 공기역학적 모양 덕분에 ’비행접시’
라는 별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968
AMI 6, DYANE, MEHARI는 모든 도로
에서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차량이며,
가볍고 날렵하여 해당 기간 황금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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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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OËN GRAND C4 SPACETOURER
주요 강점
DESIGN IN DETAIL
크롬 주변의 검정 유광으로 된 더블 쉐브론 로고와 역동적인
프런트 엔드 및 실버 루프 아치 디자인으로 현대적이면서도
생동감있는 스타일링을 특징으로 하고있습니다.

SUSPENSION

AND REFINEMENT
스텔란티스 그룹의 EMP2(효율적인 모듈형 플랫폼)를 바탕으로
진보된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 승차감은 향상시키고 노면
소음은 최소화했습니다.

RELAXATION

AND COMFORT
소리와 진동을 줄여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핸들 조작 시 떨림을 줄여주어 운전 시 편안하
게 운전하실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PACE

AND FLEXIBILITY
2열, 3열 좌석은 독립적으로 폴딩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간에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어 캠핑 및
야외활동 시 사용성이 탁월한 차량입니다.

4 ESSENTIALS

PANORAMIC WIND SCREEN
& GLASS ROOF
차량 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면적은 총 5.70M2로 다른
차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FAMILY CAR
세 좌석 모두 ISOFIX 설치가 가능한 2열 좌석, 리어 뷰 미러
위에 설치된 차일드 커뮤니케이션 미러, 뒷문 잠금 기능인
차일드 락 등 패밀리 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실내 구성 요소를 갖췄습니다.

15 DRIVING AIDS
15가지 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USEFUL

TECHNOLOGIES

미러스크린을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
미러링크 가 가능합니다.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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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INNOVATIVE MPV
시트로엥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는 현대적인 시트로엥 디자인과
첨단 기술 혁신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대담한 라인을 갖춰
역동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전면 및 후면의 라이트 시그니처는
현대적인 하이테크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동급 최고의
공간 유연성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선사합니다.

8 DESIGN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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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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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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X FUNCTION:
EXCEPTIONAL COMFORT

시트로엥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는 시트로엥의 인테리어
전문성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앞 좌석의 각 좌석은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며, ‘라운지 팩’*이 장착되어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운전석에는 전동 마사지 기능과 요추
지지대 조절 버튼이 장착되어 있으며, 조수석에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장착되어 고객에 맞춰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 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모두 머리
받침대의 개별 조정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부드러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는 고성능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최상의 편안함을 더욱 배가합니다.
* 모델별 상이

12 CITROËN ADVANCED COMFORT ®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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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IOUS
AND FLEXIBLE

FOR GREATER COMFORT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의 2열 좌석은 3개의 독립 좌석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후면에 개별 LED 독서등을 갖춘 에어크래프트
접이식 테이블은 다른 승객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느 위치에서든 소지품을 위한 다양한 수납공간을 통해 최상의 편의성을 제공
합니다. 대시보드 하단의 글로브 박스, 탈착식 중앙 콘솔박스, 2열 바닥에 마련된 추가
적재공간, 대시보드 중앙 콘솔에 위치한 USB 단자, 3열 탑승자의 승 하차를 고려해
설계한 뒷문 등 실내 곳곳에 기발한 재치를 발휘해 실용성은 물론 탑승자의 편의성
까지 높였습니다.

** 상황에 따라 트렁크 용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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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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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EN UP!
확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파노라믹 윈드 스크린과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둘을 포함, 차량 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면적은 총 5.70m2로
다른 차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넓은 시야를 통해 최상의 가시성을 확보, 즐거우면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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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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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FREE
ACCESS*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에는 쉽고 편리하게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도록 핸즈 프리 테일게이트*를 장착
했습니다. 뒷 범퍼 하단에 장착된 모션 감지 센서에
발을 갖다 대는 동작만으로 테일게이트를 작동 시켜
특별하게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HANDS-FREE TAILGATE

* 모델별 상이

18 CITROËN ADVANCED COMFORT ®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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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CONNECTED
FOR EVEN MORE
INTUITIVE TECHNOLOGY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한 디지털 인터페이스에는 7인치 멀티 터치스크린과
12인치 LED 파노라믹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7인치 멀티 터치스크린을 통해 오디오, 전화, 차량
세팅 등 차내의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12인치 LED 파노라믹
스크린은 기본적인 운행 정보를 보기 쉽게 표시해주며,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차량 세팅 정보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인치
멀티 터치스크린에서 미러스크린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출시 사양은 상기 이미지 및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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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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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AFETY AND
DRIVING AIDS
SPEED LIMIT
RECOGNITION AND
RECOMMENDATION

360° PARK ASSIST

제한 속도 인식 및 권장 속도 표시
도시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 속도를 인식하여 계기판에
표시해줍니다.

360° 주차 보조 시스템

REVERSING
CAMERA

INTELLIGENT BEAM
HEADLIGHT

KEYLESS ENTRY AND
STARTING

4개의 카메라를 통해 좁은 틈과 미세한 움직임을

후방 카메라

인텔리전트 오토 하이빔

키리스 엔트리 앤 스타트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숨겨진 장애물을

후진 기어 시, 후방 모습을 시각적 가이드와 함께

야간 주행 상황 시 매우 중요한 안전 장치로, 운전

운전자가 키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차량은 운전자의

볼 수 있는 360° 보기, 안전한 후진을 위한 후방 보기,

12인치 파노라믹 스크린 또는 7인치 터치스크린에서

조건과 상대방 차량의 근접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메인

접근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잠금 및 잠금 해제시켜

전방을 볼 수 있는 전방 보기, 불필요 시 카메라를 끌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상향등과 하향등)을 조절해 안전한 주행을

주며, 키를 꺼내지 않고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돕습니다.

FOG LIGHTS WITH STATIC
CORNERING FUNCTION

AUTOMATIC
ELCETRONIC
PARKING BRAKE

코너링 기능 포함 안개등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40km/h 이상 주행시 스티어링휠의 조향 각도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하거나 멈추면 브레이크가

헤드램프가 75°까지 함께 움직여 이동경로의 가시성과

자동으로 작동되며, 출발 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또한,

있는 꺼짐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으로도 브레이크 체결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담당 영업사원과 상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의 경우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운전에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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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ALERT
운전자 휴식 알림

BLIND SPOT
MONITORING SYSTEM

65km/h 이상의 속도로 2시간 이상 주행할 경우, 휴식
경고등이 점등되어 휴식을 취하도록 알려줍니다.

DRIVER
ATTENTION WARNING
운전자 주의 경고

ACTIVE LAND
KEEPING ASSIST

ACTIVE
SAFETY BRAKE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GO FUNCTION

능동형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EMERGENCY
COLLISION
ALERT SYSTEM

다차선 도로에서 사각지대에 차량이 감지될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앤 고 기능 포함)

윈드 스크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의 차선을

윈드스크린 상부에 탑재된 다기능 카메라가 주변에

비상 충돌 경고 시스템

사이드미러에 주황색 표시등을 점등하여 운전자에게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설정한

인식하여,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실선 또는

있는 장애물 및 보행자를 감지해 시・청각적 경고 알람을

30km/h에서 작동되는 이 기능은 전방에 장착된

알려줍니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속 및 가속을 자동으로 제어

점선을 이탈할 경우 스티어링 휠을 강제로 조작하여

보냅니다. 5km/h~85km/h 이내 주행 속도에서 충돌

센서를 통해 충돌 위험을 경고 합니다.

하여 주행을 보조합니다. 스톱 앤 고 기능이 포함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됩니다. 차량 속도는

경우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을

최대 80km/h, 보행자 속도는 최대 60km/h까지

제동시키거나 재출발시키도록 합니다.

감지합니다. 단, 정차 중인 차량은 감지가 어려울 수

HILL START ASSIST

있습니다.

경사로 출발 보조
경사로에서 차량 출발을 위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65km/h 이상 속도에서 운전자가 불안정하게 주행할

뗄 때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경우 차선 이탈 등을 감지하여 경고를 보냅니다. 특히

3% 이상의 경사에서 작동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까지 약 2초간

도와줍니다.

차량을 정지시켜줍니다.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담당 영업사원과 상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의 경우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운전에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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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LEADING
ENGINES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의 BlueHDi 디젤 엔진은 강력하고
유연한 성능을 갖춰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연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8단 자동변속기(EAT8)와 결합하여
기어 변속 중에 엔진 속도를 원할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다이내믹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BlueHDi 디젤 엔진

8단 자동변속기(EA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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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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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ODY COLORS

FOREST BLUE (NEW)

SOFT SAND

ONYX BLACK

CUMULUS GREY

POLAR WHITE

PLATINUM GREY

RUBY RED

ALLOY WHEELS

HYPE GREY AMBIANCE

하이프 그레이 하프레더 시트 (SHINE)

하이프 그레이 클라우디아 레더시트 (SHINE PACK)

블랙의 천과 그레이 가죽 커버제를 입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죽 소재의 고품질 소재를 사용해 더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분위기를 느낄 수

17 인치 ‘Shamal’ 알로이 휠
※ 휠의 모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도록 합니다.

28 EQUIPMENT

※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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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단위 : mm)

TECHNICAL SPECIFICATION

CITROËN WARRANTY

GRAND C4 SPACETOURER
엔진 및 성능
1,645

엔진 형식
변속기
배기량 (cc)
굴림방식
최고출력 (ps/rpm)
1,825

최대토크 (kg.m/rpm)
연료탱크용량 (ℓ)
CO2 배출량 (g/km)

연비 (km/ℓ)

등급
2,84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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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 SHINE PACK

CITROËN ASSISTANCE

BlueHDi
8단 자동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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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
FF
131 /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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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1 / 1,750

CAM SERVICE

5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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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15.2
도심: 14.0
고속: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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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크기
전장/전폭/전고 (mm)

CITROËN SERVICE APP 다운로드

4,600 / 1,825 / 1,645

휠 베이스 (mm)

2,840

공차중량 (kg)

1,595

승차정원 (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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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와 섀시
서스펜션 앞/뒤
타이어 규격
브레이크 전/후

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
205/55R 17"

시트로엥 오리진스 (CITROËN

V디스크 /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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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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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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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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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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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 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국내 출시 사양 및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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