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cations

Size
G30EK-I

G30EK-I

(액상 배터리 탑재)

(리튬 배터리 탑재)

사양

전자 유도 배터리 골프카

구동 방식

DC모터

전자 유도 기능

포함

윈드 타입

5단계 2분할

백 서포트

접이식

전장

3,670mm(범퍼 사이 3,160mm)

전폭

1,365mm

전고

1,860mm

축간 거리

2,140mm

트레드 앞/뒤

965/975mm

최저 지상고

115mm

건조 중량

668kg

486kg

더욱 강력하고 오래가는 리튬 배터리로
어떤 코스라도 편안하고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승차 정원

5명

정격 출력

3.5kW

충전 방식

차량 탑재식 정전류 충전기

배터리

액상 배터리
12V, 150Ah × 6개

배터리 파워 업그레이드!!

리튬이온폴리머
74.6V, 82Ah

권장 안전 등판 각도

20도 등강판

수동 시 주행 속도

0~19km/h

유도 시 주행 속도

통상 8km/h
저속 6km/h 서행 3km/h

브레이크 방식

유압식 4륜 디스크(브레이크 모터 제어) 및
모터 회생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방식

전자 브레이크 오토 로크

타이어 사이즈

190/50-12 6PR

서스펜션 앞/뒤

앞 : W 위시본 / 뒤 : 링크

스티어링

랙 피니언

최소 회전 반경

3.5m

최소 유도선 반경

3.5m

본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양은 골프 백과 옵션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양 변경 등에 의하여, 사진과 내용이 일부 실제 차량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쇄물을 무단 전재·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사용 전에 반드시 취급 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전의 점검과 정기 점검·정비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8길 25(신사동) 한국산업양행빌딩   TEL : 02-2051-1211(代)    FAX : 02-2051-1217
서비스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630-1   TEL : 031-338-5421    FAX : 031-338-5427

배터리 파워 업그레이드!!
더욱  강력하고  오래가는  리튬  배터리로,
어떤  코스라도  편안하고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 코스환경에  따라  배터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골프카 최초로 자동 주행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음성 가이던스
자동주행 시 "출발합니다", "커브가 있습니다" 등의
내장된 안내 멘트로 코스에 맞춰 음성 가이던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시트 & 안전성을 높인
암레스트
넓고 쾌적한 시트를 채용하여 5명이 모두 편안
하게 앉을 수 있도록 넉넉한 좌석 공간을 마련
하고, 안전을 고려한 높이로 제작된 암레스트를
장착하여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5단계로 선택 가능한
2분할 윈드실드
슬라이딩 방식의 윈드실드로, 계절이나 날씨에
맞추어 5단계 선택이 가능합니다. 윈드실드는
UV코팅과 발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선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강성이 향상되어 보다
안전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용량 백 서포트
백 서포트에는 대용량의 퍼터 케이스, 아이언
케이스, 우산 케이스 등 3개의 케이스를 장착
하고, 주머니 등을 걸기 쉽도록 고리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다 가벼운 핸들 조작으로
편안한 운전
가볍고 부드러운 핸들 조작이 가능한 라이트
스티어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자가 진단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고장 및 진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같은 쾌적한 승차감
와이드 트레드 & 롱 휠 베이스, 프런트에 채용한
W위시본 서스펜션으로 승용차의 승차감과
운전의 편리함을 골프카에 실현하였습니다.

3분할 리어 카울 채택
유지 보수에 용이하며 신발이 접촉하는 하단
중앙은 블랙 카울을 장착하여 깔끔한 외관
유지가 가능합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형 범퍼
스프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대형화된 안전
범퍼를 장착하여, 충돌 시 차량에 대한 충격과
파손이 경감됩니다.

New 자동 입출고 시스템 : 5인승 전자유도 골프카 적용 (선택 사양)
제어반의 전환 스위치를 조작하여 골프카를 자동 주행으로 차고로 입고 및 출고시키는 시스템
입니다. (시속 3.3km/h 서행, 약 30cm 전후 간격으로 격납 보관)
입·출고의 자동화로 효율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쾌적함을 주는 풋 레스트

추돌 방지 앰프

4륜 모두 제동력이 우수한 대형 디스크 브레이
크를 탑재하고 있어 내리막이나 정점 정지 장소
에서 안전하고 부드럽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앞·뒤 좌석 모두 발밑 공간을 확보하여 발을
뻗은 편한 자세로도 승차가 가능합니다.

국내 전파법에 대응한 추돌 방지용 앰프가
앞 좌석 시트 아래에 장착되어 있어, 전·후방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New EFFI-VISION 시스템 : 5인승 전자유도 골프카 적용 (선택 사양)
2대의 카메라로 주행로 위의 장애물을 검출,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정지 또는 감속하여
충돌을 회피합니다.
카메라로 주행로를 기록하고 있어, 언덕이나 커브 직전에 자동으로 감속합니다.
기존의 마그넷으로 했던 차량제어를 RFID테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