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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MIUM COMPACT, CT
도시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걸맞은 기술들이 집약된 CT 200h

감성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은 물론, 뛰어난 민첩성과 승차감으로 운전의 즐거움까지 완성하였습니다. 

렉서스의 THE PREMIUM HYBRID 기술이 완성한 THE PREMIUM COMPACT ‘CT 200h’CTCT 200h SUPREME /
CT 200h F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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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NING
OF THE CITY,
SPECIAL HYBRID CT
도시의 아침, CT 200h의 스티어링 휠을 잡는 순간,

활기차고 가슴 벅찬 드라이빙의 경험이 심장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EXTRACTS THE
FULL POTENTIAL
렉서스의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완성한 최고의 효율성과 드라이빙 퍼포먼스.

이제 즐거운 드라이빙을 만끽할 차례입니다.



YOU’LL DISCOVER 
UNIQUE DETAILS
프리미엄의 감성은 완벽한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편의장치, 그리고 렉서스만의 장인정신이 완성한

럭셔리한 디테일을 통해 차별화된 품격을 경험하십시오.



AWAKEN
THE IMAGINATION
더욱 강렬해진 비주얼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 단 한 번의 드라이빙만으로도

강력한 퍼포먼스 DNA를 전달합니다.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과 감동의 순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CT 200hCT 200h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

날카롭고 정교한 핸들링과 편안한 승차감은 단 한 번의 탑승 만으로도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CT 200h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CT 2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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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ve Silhouette

DESIGN

DESIGNED FOR
DRIVING FUN
보는 순간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움, CT 200hCT 200h

더욱 세련되게, 더욱 스포티하게, 감각적으로 변화한 CT 200h의 스핀들 그릴과 보디라인은

프리미엄 콤팩트 모델의 유니크함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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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VE
APPROACH TO DRIVING

EXTERIOR

끊임없는 디자인의 진화, CT 200hCT 200h

렉서스 최초로 적용된 그레이 톤 루프스킨을 비롯해 새롭게 변화된 디테일들로

더욱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인상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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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 도어 가니쉬 

중앙에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라인을 지나 후방으로 퍼져나가는 백 도어 가니쉬는

역동적이며 스포티한 리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EXTERIOR

5   1616인치 알로이 휠 

다크 그레이 메탈릭 페인팅이 적용된 16인치 알로이 휠은

투톤의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깊이 있고 역동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6   그레이 톤 루프 스킨

렉서스 최초로 그레이 톤 루프 스킨을 적용하여

젊고 세련된 스타일을 강화했습니다.

투톤 컬러의 반전 매력과 감각적인 색상의 조화로

나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할로겐 헤드램프 

헤드램프는 한층 발전된 시인성과 에너지 효율성은 물론,

CT 200h만의 날렵한 눈매를 완성하였습니다.

2   풀 LED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하여 항상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함은 물론, 사이드 마커에 새겨진 L자형 양각 패턴은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구현하였습니다.

4   LEDLED 안개등 베젤

메탈릭 페인트와 실버 페인트의 조합으로 완성한 LED 안개등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3   스핀들 그릴 

새롭게 디자인된 격자 패턴의 메시 타입 스핀들 그릴을

적용하여 렉서스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간격의 패턴과 선명한 금속 페인팅은 한층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10  하이브리드 로고 엠블럼 

리어 도어 하단에 하이브리드 로고 엠블럼이

적용되었습니다.

11   루프 스포일러 

보조 제동등이 내장된 루프 스포일러는 스포티한 외관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공기저항을 줄여 주어 주행 성능 및 연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12   문루프 

오버헤드 콘솔의 터치 한 번으로

손쉬운 틸팅과 개폐가 가능한 문루프는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8   리어 범퍼 하단 가니쉬 

날개 형상으로 디자인된 리어 범퍼 하단 가니쉬는

메탈릭 실버 페인트를 사용하여 저중심의

스포티한 인상을 부여합니다.

9   후부 반사기 베젤 

세련된 메탈릭 그레이 컬러와

날카로운 삼각형 형태의 프레임은

역동적이면서 강인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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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EASANT SENSATION

INTERIOR

드라이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CT 200h의 인테리어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디자인되었습니다.

손길 닿는 곳곳에 적용된 고급스러운 소재들은 프리미엄 차량에 걸맞은 감성품질을 제공합니다.

렉서스 특유의 장인정신이 완성한 완벽한 공간을 경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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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1   인테리어 디자인 

스포티한 항공기 조종석 디자인의 센터 콘솔과 스마트한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운전 공간을 디스플레이존과 오퍼레이션존으로 구분하고, 운전석에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각종 스위치와 변속기 레버를 함께 배치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2   탑승자를 감싸주는 실내공간 

CT 200h는 콤팩트한 보디로 디자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여

넓고 편안한 실내공간을 구현합니다. 넉넉한 레그룸은 탑승객에게 넓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여유로운 헤드룸은 오픈된 실내 분위기를 완성하였습니다.

4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RTIRTI)

마치 마우스처럼 직관적으로 작동되는 컨트롤러는

손끝만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더 넓어진 팜레스트와 스티치가 적용된

가죽 장식으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완성했습니다.

(F SPORT 전용)

5   LDALDA 컨트롤러 

LDA 컨트롤러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로

처음 접해보는 운전자나 동승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SUPREME 전용) 

3   스포티한 감각의 스티어링 휠

렉서스 실버 컬러가 적용된 메탈 소재와 부드러운 가죽 마감재는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각종 조작 버튼은 주행 중

운전자의 멀티미디어 컨트롤을 보다 수월하게 합니다.

스티어링 휠 위의 인터페이스 버튼들은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행 중 운전자의 멀티미디어 조작이

보다 용이합니다.

7   22존 독립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조수석을 위한 독립 온도 조절 시스템 장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최적의 온도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6   크루즈 컨트롤 

일정 속도의 정속 주행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컨트롤러 조작만으로

장시간 정속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컨트롤러를 위아래로 간단히 움직여

주행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스티치 라인이 가미된 인조가죽 && 패브릭 시트

시트 재질을 인조가죽 & 패브릭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스티치 라인을 추가하여 투톤 효과와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향상했습니다.

10  무릎 패드(Knee PadKnee Pad)

센터 콘솔 양 측면부에 설치된 무릎 패드는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여줌은 물론, 드라이버가 보다 안정감 있고 편안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9   앞 좌석 파워 시트

앞 좌석 시트는 탑승객이 편안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스포티한 주행 시에도 안정적입니다. 8way 파워 운전석 시트로

편리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으며 파워 요추 지지대 기능은

장시간 운전 시 피로를 줄여 줍니다.

11   메탈 필름 트림 

트림 소재에 Metal Film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정교한 금속 필름 소재의 광택과 입체감은

모던하고 세련된 매력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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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EFFICIENCY
WITH PERFORMANCE

PERFORMANCE

뛰어난 연비 효율과 주행 성능을 갖춘 매력적인 CT 200hCT 200h

1.8ℓ 앳킨슨 사이클 엔진은 99마력의 엔진출력을 발휘하며 82마력의 고출력 전기모터와

결합하여 136마력의 시스템 총 출력을 달성해 뛰어난 주행 성능을 실현합니다.

더불어, 17.9km/ℓ 라는 압도적인 도심연비를 실현하여, 퍼포먼스와 연비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1.8ℓ 99마력의 앳킨슨 사이클 엔진과 82마력의 강력한 전기모터가

조화를 이루어 136마력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연비, 퍼포먼스는 물론

정숙성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최적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2   전자 제어 무단 자동변속기(e-CVTe-CVT) 

전자 제어 무단 자동변속기(e-CVT)는 기어 변속에 따른 변속 소요시간이

없어 연비 효율 향상과 배기가스 절감 효과는 물론, 변속 충격이 없는

편안한 승차감까지 선보입니다.

4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운전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조작하여 주행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V 모드는 전기모터의 힘만으로 구동되며,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주행을 가능케합니다.

Eco 모드는 연비 효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Normal 모드는 편안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SPORT 모드에서는 파워 컨트롤 유닛(PCU), TRAC 및 조향 제어 등이 스포티한 주행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여 역동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에 따라 계기판 조명과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어 주행의 즐거움과 감성을 충족시킵니다.

3   최적화된 서스펜션 

안정적인 핸들링과 우수한 승차감을 위해, 서스펜션 세팅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코일 스프링 및 쇼크 업소버의 조율을 통해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5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 

고출력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주행 중 자동으로

재충전되어 별도의 외부 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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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6   에어로 스태빌라이징 핀

도어 프레임 커버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에어로 스태빌라이징 핀을 적용하여 핸들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에어로 스태빌라이징 핀은 소용돌이를 일으켜 공기 흐름을 차체 쪽으로 끌어당겨 흔들림을 줄여 주고 주행 중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7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제동 시 발생하는 브레이크 열을 빠르게 방출할 수 있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를 전륜에 적용해 보다 효과적인

제동이 가능합니다.

10  언더바디 에어로다이내믹스

차량 하부에도 다양한 에어로다이내믹 부품을 적용하여

매끄러운 공기 흐름을 유도하고 핸들링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엔진 언더 커버, 센터 플로어 언더 커버 및

리어 플로어 언더 커버에 핀을 적용하여 다운 포스를

최적화함으로써, 고속 주행 시 뛰어난 노면 접지력과

안정적인 조향 성능을 발휘합니다.

8   퍼포먼스 댐퍼 

차체 전방과 후방에 장착된 퍼포먼스 댐퍼는 차량 좌우를 연결하여

차체의 비틀림과 진동을 잡아주어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실현합니다.

(F SPORT 전용)

9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

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을 차체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으며,

렉서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스팟용접 및 접착 방식을 통해 차체의

경량화 및 높은 강성을 실현하였습니다.

E N J O Y  T H E  U R B A N  D R I V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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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용량 트렁크 공간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트렁크 아래에 배치하여 소형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375ℓ의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985ℓ의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골프백이나 스키용품처럼 부피가 큰 물건도 넉넉히 실을 수 있어,

취미와 레저 활동 시에도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PREMIUM FEATURES

METICULOUSLY CRAFTED 
FOR YOUR ENJOYMENT

PREMIUM FEATURES

당신의 즐거움을 위한 완벽한 디테일

CT 200h는 주행 중 편의성과 즐거움을 배가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편의사양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나무숯 진동판 타입 10스피커 시스템, 인체공학적 앞 좌석 열선시트, 넉넉한 트렁크 공간 등

완벽한 디테일이 주는 최상의 안락함을 누리십시오.

1   대나무숯 진동판 타입 1010스피커 시스템 

세계 최초로 천연 대나무에서 추출한 대나무 숯 소재로 만든

진동 타입 스피커를 적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부에 장착된

10개의 스피커가 전달하는 강렬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하십시오.

2   77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

슬림한 고정식 7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며, 운전자의 눈높이에 위치하여 운전 중 불필요한 시선 이동 없이도

디스플레이 상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앞 좌석 열선시트

인체 공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열선시트는 어깨와

요추 부위뿐만 아니라 하지 등 겨울철에 식기 쉬운 부위에도

열선을 적용하여 안락한 장거리 주행을 돕습니다.

4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와 주차 가이드라인 표시 기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지원합니다.

6   USBUSB 포트 및 AUXAUX 단자 

2개의 USB 포트와 1개의 AUX 단자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휴대용 기기의 음원을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재생할 수 있어 다양한 소스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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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 ADVANCED
TECHNOLOGIES

SAFETY FEATURES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

최첨단 드라이빙 제어 시스템은 드라이버가 더욱 안심하고 드라이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강인한 차체 및 SRS 에어백 시스템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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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체 자세 제어 장치(VSCVSC)

VSC는 빠른 속도로 굽어진 도로를 주행하거나,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차체를 안정시키고 바퀴를 제어합니다.

또한, 엔진의 출력을 감소시키고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운전자의 의도대로 차량이 운행되도록 합니다.

8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ACHAC)

HAC는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 압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휠 스핀을 최소화합니다.

11   충격 흡수 및 고강성 차체

CT 200h의 충격 흡수를 위한 고강성 차체는

충돌 순간의 충격 에너지를 차체에 고루 분산시켜

충격을 줄여 주고, 차체 주요 부위에 적용된 고장력 강판은

차체의 변형을 최소화합니다.

9   SRSSRS 에어백 

총 8개의 SRS Advanced 에어백이 적용되어 불가피한 사고 시에도

최선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7   구동력 제어 장치(TRACTRAC)

TRAC는 차량이 평평하지 않은 도로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출발하거나

가속할 때,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즉, 휠 스핀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0  목뼈 손상 방지 시트(WILWIL 컨셉시트)

앞 좌석 헤드레스트와 시트백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후방 추돌 시

앞쪽으로 기울어진 헤드레스트가 탑승자의 목을 지지해주어

목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SAFETY FEATURES

1   LEXUS SAFETY SYSTEM +LEXUS SAFETY SYSTEM +
새로운 LSS+는 PCS, DRCC, LDA, AHB 총 4가지의 첨단 예방안전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전방에 탑재된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와 카메라는 뛰어난 감지 기술로 LSS+를 뒷받침합니다.

※ LEXUS SAFETY SYSTEM +는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의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Pre-Collision SystemPre-Collision System)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은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 및 카메라를 통해 전방에 있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이후 시스템이 충돌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고 필요시 제동력을 개입하여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합니다.

3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Dynamic Radar Cruise ControlDynamic Radar Cruise Control)

DRCC는 차량의 전방에 장착된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을 감지하여 이에 맞는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

차간 거리를 유지시킵니다. 전방 차량이 사라지면 초기 설정했던

주행 속도에 맞춰 다시 정속 주행을 합니다.

※ 본 기능은 40km/h 이상의 속도에서만 작동됩니다.

4   차선 이탈 경고(Lane Departure AlertLane Departure Alert) 

LDA는 시스템이 주행 차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차선이탈 경고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차선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스티어링 보조를 지원합니다.

5   오토매틱 하이 빔(Automatic High BeamAutomatic High Beam)

AHB는 야간 주행 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량의 불빛을

감지하여 상황에 맞게 상향등을 자동으로 점멸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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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F SPORT
PERFORMANCE

F SPORT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CT 200h F SPORTCT 200h F SPORT

더욱 입체적인 F SPORT 전용 스핀들 그릴과 프런트 디자인은 한층 더 공격적이며,

스포티한 인상을 완성하였습니다.

CT 200h F SPORT의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단 몇 초간의 첫인상이면 충분합니다.

A   전용 메시 그릴 

더욱더 강력한 퍼포먼스 룩을 완성하는

F SPORT 전용 메시 그릴

B   안개등 베젤

새롭게 디자인된 대형 사다리꼴 안개등 베젤은

그릴과 동일한 메시 패턴과 페인팅을 사용하고,

금속의 원형 링을 적용

C   알루미늄 휠

F SPORT 전용 Y 스포크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루미늄 휠

D   휀더 엠블럼

렉서스의 퍼포먼스 모델을 상징하는

F SPORT 엠블럼이 좌우 휀더에 위치

E   사이드 미러

F SPORT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해주는

차별화된 블랙 컬러의 전용 사이드 미러

F   루프 스포일러

공기역학 성능과 핸들링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는

컷 아웃 타입 루프 스포일러

 A

 B  C

 D

 E

 F

3332



5   F SPORTF SPORT 전용 가죽 기어 노브

가죽으로 래핑 된 천공 타입 기어 노브가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합니다.

1    F SPORTF SPORT  전용 인테리어 

인테리어에도 F SPORT 고유의 스포티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옵티트론 미터 우측에 4.2인치 풀 컬러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적용하여 각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에 적용된 메탈 소재의 마감재와 알루미늄 페달은 F SPORT의 주행 본능을 표현합니다.

2   F SPORTF SPORT 전용 스포츠 시트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최상의 착좌감을 제공하는

F SPORT 전용 스포츠 시트는 시트 쿠션, 시트 등받이, 시트 측면에

스티칭을 적용하여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3   F SPORTF SPORT 전용 스티어링 휠 

하단에 F SPORT 로고가 부착된 타공 가죽 스티어링 휠 

6   알루미늄 페달

향상된 그립과 반응성을 위해 원형 타공 형태로 작업된 알루미늄 페달이

감각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7   F SPORTF SPORT 전용 알루미늄 트림

새롭게 적용된 알루미늄 트림은 경량화된 알루미늄에

일본 전통 공예법을 접목시켜 렉서스만의 고급스러운

장인 기술을 표현합니다.

4   도어 스커프 플레이트

검은색 렉서스 로고가 새겨진 도어 스커프는

한층 더 세심하고 고급스러움은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F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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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RED

FLARE RED
(F SPORT 전용)

BLACK
(F SPORT 전용)

CHATEAU

DARK CAMEL

ORANGE
(F SPORT 전용)

METAL FILM
(SUPREME 사양)

ALUMINUM
(F SPORT 전용)

INTERIOR COLORS

SUPREME 16inch F SPORT 17inch

WHEEL

INTERIOR COLORS

GRAPHITE BLACK G.F. +
SONIC TITANIUM

SONIC QUARTZ +
SONIC TITANIUM

RED MC. C.S. +
MERCURY GRAY

EXTERIOR COLORS

GRAPHITE BLACK G.F.
(SUPREME 사양)

MERCURY GRAY MC.
(SUPREME 사양)

BLACK
(SUPREME 사양)

DEEP BLUE MC.
(SUPREME 사양)

SONIC QUARTZ
(SUPREME 사양)

SONIC TITANIUM
(SUPREME 사양)

HEAT BLUE C.L.
(F SPORT 전용)

RED MC. C.S.
(SUPREME 사양)

MADDER RED
(SUPREME 사양)

ONE TONE
Gray Roof
(SUPREME 사양) 

HEAT BLUE C.L.

MERCURY GRAY MC.

MADDER RED

WHITE NOVA G.F.

SONIC TITANIUM

RED MC. C.S.

TWO TONE
Black Roof
(F SPORT 전용)

EXTERIOR COLORS

ONE TONE F SPORT SUPREME

BLACK - ●

GRAPHITE BLACK GLASS FLAKE - ●

MERCURY GRAY MICA - ●

SONIC TITANIUM - ●

SONIC QUARTZ - ●

AMBER CRYSTAL SHINE - ●

SPARKLING METEOR METALLIC - ●

DEEP BLUE MICA - ●

RED MICA CRYSTAL SHINE - ●

MADDER RED - ●

LAVA ORANGE CRYSTAL SHINE ● -

HEAT BLUE CONTRAST LAYERING ● -

TWO TONE

WHITE NOVA GLASS FLAKE ● -

MERCURY GRAY MICA ● -

RED MICA CRYSTAL SHINE ● -

MADDER RED ● -

SONIC TITANIUM ● -

SPARKLING METEOR METALLIC ● -

LAVA ORANGE CRYSTAL SHINE ● -

HEAT BLUE CONTRAST LAYERING ● -

GRAPHITE BLACK GLASS FLAKE + SONIC TITANIUM - ●

RED MICA CRYSTAL SHINE + MERCURY GRAY MICA - ●

SONIC QUARTZ + SONIC TITANIUM - ●

INTERIOR COLORS

BLACK ● ●

CHATEAU - ●

RED - ●

DARK CAMEL - ●

FLARE RED ● -

ORANGE ● -

TRIM

METAL FILM - ●

ALUMINUM ● -

B
la

ck
 R

oo
f

G
ra

y 
Ro

of

TERRANE KHAKI M.M.
(SUPREME 사양)

CELESTIAL BLUE GF.
(SUPREME 사양)

BLAZING CARNELIAN CONTRAS
(SUPREME 사양)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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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EQUIPMENT SUPREME F SPORT

구동 1.8ℓ 4기통  앳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 ● ●

전자 제어식 무단 변속기(e-CVT) ● ●

섀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S) ● ●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전),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후) ● ●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ECO, NORMAL, SPORT) ● ●

안전사양
LEXUS
SAFETY 
SYSTEM+
(LSS+)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PCS) ● ●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DRCC) ● ●

차선 이탈 경고(LDA) ● ●

오토매틱 하이 빔(AHB) ● ●

브레이크 보조 장치(BAS) ● ●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EBD) & 바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ABS) ● ●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CB) ● ●

차체 자세 제어 장치(VSC) ● ●

구동력 제어 장치(TRAC) ● ●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AC) ● ●

SRS 8 에어백 시스템(운전석, 동반석, 사이드, 무릎 및 커튼 실드) ● ●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 포스리미터 ● ●

충돌 안전 차체 구조 ● ●

보행자 충돌 안전 시스템 ● ●

타이어 공기압 감지 시스템(TPWS) ● ●

목뼈 손상 방지 시트(WIL 컨셉 시트) ● ●

차속 감응형 파워 도어 잠금장치 ● ●

외관 사양 할로겐 헤드램프 ● ●

투톤(그레이 톤 루프 스킨) ● -

오토 라이트 컨트롤 ● ●

자외선 차단 글라스 / 발수 프런트 도어 글라스 ● ●

빗물 감지식 와이퍼 ● ●

LED 데이타임 러닝 램프(웰커밍 기능 포함) ● ●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 ●

원터치식 문루프 ● ●

16인치 휠, 205 / 55R16 사계절 타이어 ● -

내장 사양 가죽 스티어링 휠 ● -

옵티트론 미터 &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 ●

하이브리드 시스템 인디케이터(ECO, NORMAL 모드 선택 시) ● ●

앞 좌석 열선시트 ● ●

EQUIPMENT SUPREME F SPORT

내장 사양 눈부심 방지 EC 룸 미러 ● ●

합성가죽 + 패브릭 시트 ● ●

운전석(8way) / 동반석(4way) 전동 시트 & 운전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 ● ●

60 : 40 접이식 뒷좌석 시트 ● ●

편의사양 &
오디오

웰컴 라이팅(도어 미러 커티시 램프) ● ●

스마트 엔트리 & 스타트 시스템 ● ●

풋 파킹 브레이크 ● ●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RTI) - ●

LDA 컨트롤러 ● -

크루즈 컨트롤 ● ●

원터치식 파워 윈도우 및 잼 방지 시스템 ● ●

렉서스 디스플레이 오디오(7인치 고해상도) ● -

EMV 디스플레이(7인치 고해상도) - ●

4.2인치 풀 컬러 TFT MID ● ●

Bluetooth® 핸즈프리 및 오디오 스트리밍 ● ●

한글 내비게이션 시스템 & DMB - ●

렉서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0개 스피커, 대나무 숯 소재 사용) ● ●

오토 사운드 레벨라이저 ● ●

In-Dash DVD 플레이어 ● ●

후방 카메라 / 전·후방 주차 센서 ● ●

엔진오일 교환주기 인디케이터 ● ●

USB 포트 및 AUX 단자 ● ●

2존 독립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 ●

F SPORT
Special
Package

F SPORT 전용 퍼포먼스 댐퍼(앞, 뒤) - ●

F SPORT 전용 앞 & 뒤 범퍼 - ●

F SPORT 전용 메시 그릴 - ●

F SPORT 전용 앞 펜더 엠블럼 - ●

F SPORT 전용 17인치 알루미늄 휠, 215 / 45R17 사계절 타이어 - ●

F SPORT 전용 투톤(블랙 루프 스킨) 및 루프 스포일러 - ●

F SPORT 전용 엠보싱 가죽 스티어링 휠 - ●

F SPORT 전용 가죽 기어 노브 - ●

F SPORT 전용 알루미늄 트림 - ●

F SPORT 전용 알루미늄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 - ●

F SPORT 전용 알루미늄 도어 스커프 플레이트 - ●

F SPORT 전용 블랙 헤드 라이너 - ●

KEY SPECIFICATIONS

2,600mm축거

4,355mm전장1,765mm전폭

1,525mm윤거(전)

1,520mm윤거(후)

1,765mm전폭

전고

1,455mm

○ 본 인쇄물에 게재된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판매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컬러, 제원 및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격 및 사양 품목은 가까운 렉서스 전시장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제원과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진만의 최고 출력 또는 최대 토크

** 엔진과 모터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합산, 최고 출력으로 환산한 수치

배기량

1,798CC

CT 200h SUPREME CT 200h F SPORT

전장 × 전폭 × 전고(mm) 4,355 × 1,765 × 1,455

축거 (mm) 2,600

윤거(전 / 후)(mm) 1,525 / 1,520

공차 중량 (kg) 1,455

차량 총 중량 (kg) 1,780

파

워

트

레

인

형식 1.8ℓ 4기통  앳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

연료 타입 하이브리드(가솔린 + 전기)

배기량 (cc) 1,798

변속기 e-CVT

최고 출력

(ps)

엔진*(ps / rpm) 99 / 5,200

시스템 총 출력** 136

최대 토크(kg.m/rpm) 14.5 / 4,000

정부 공인 표준 연비(km/ℓ)

(복합 / 도심 / 고속도로)

복합 : 17.0(1등급)

도심 : 17.9 / 고속도로 : 16.1

CO2 배출량 (g/km) 93

섀

시

서스펜션 타입 (전 / 후) 맥퍼슨스트럿 / 더블위시본

제동 장치 (전 / 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 솔리드 디스크

연료 탱크 용량 (ℓ) 45

구동 방식 전륜구동

휠 & 타이어 205 / 55R 16 사계절 타이어 215 / 45R 17 사계절 타이어

변속기

e-CVT

시스템 총 출력

TOTAL***
SYSTEM PS136

CO2 배출량

93G/K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 1등급(복합 / 도심 / 고속도로)

17.0 / 17.9 / 16.1KM/L

구동방식

FF FRONT ENGINE
FRONT WHEEL DRIVE

3938 LEXUS 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