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기본 기능에 충실한 표준 소형 사이즈
번잡한 도심 및 농촌지역에서도 우수한 성능발휘
실속있는 기본형 모델

본사

043) 543-5721

(우)28900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내북산외로 113 (적음리 285-1)

서울사무소 031) 8084-3721 부산사무소 051) 313-5621 광주사무소 062) 265-5721

Features

100

전면 일자형 우레탄 범퍼
충격으로부터 차체 및 운전자 보호

전복방지 휠
언덕주행 시 차체의 전복 방지

유선형 핸들
주행시 팔의 피로도를 줄이고
조작이 용이한 유선형 핸들

후면 스틸 범퍼
충격으로부터 차체와 운전자 보호

안전삼각등
LED 안전삼각등 장착으로
도로주행시 사고위험 경감

탈·부착식 바구니
탈·부착식 바구니로 물품수납 용이

Specifications
최대주행거리 35㎞

전장 1,275㎜

(평지, 직진)

전고 1,180㎜

최대속도 10㎞/h

회전반경 1,470 ㎜

전폭 610㎜

외장형충전기5A

배터리 40AH

시트폭 481㎜

차체중량 92㎏

시트높이
최고 : 600㎜
최저 : 550㎜

허용중량 100㎏

(등받이 각도 최대 시)

Colors

등판각도 10도

Red

Silver

상기사양은 표준모드가 기준이며 도로상태, 주행방법 및 정비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 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세요.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서 및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증(식품의약품안전처)을 받은 국내생산제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대상품목 지정(형태분류“C”Type 실외용)

충전시간 14~15시간
(80%이상 방전시)

타이어 10”(전,후)

110
수려한 디자인과 중형 타이어의 신형 모델
소형 사이즈와 중형 바퀴의 조화로
공간활용은 더 용이하게 승차감은 상승!

본사

043) 543-5721

(우)28900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내북산외로 113 (적음리 285-1)

서울사무소 031) 8084-3721 부산사무소 051) 313-5621 광주사무소 062) 265-5721

Features

110

12인치 중형타이어
중형타이어 채택으로 승차감 상승

전동↔수동 변환 레버
전동수동 모드변환 시 사용

후면 우레탄 범퍼
후면 우레탄 범퍼로 충격으로부터
차체와 운전자 보호

LED 계기판
간편한 조작 및 상태확인이 가능한
LED 계기판

탈·부착식 바구니
탈·부착식 바구니로 물건
수납 용이

절전 LED 라이트
야간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

Specifications
최대주행거리 35㎞

전장 1,274㎜

(평지, 직진)

전고 1,195㎜
(등받이 각도 최대 시)

전폭 640㎜

시트폭 480㎜
시트높이
최고 : 600㎜
최저 : 550㎜

Colors

Red

등판각도 10도

최대속도 10.5㎞/h

회전반경 1,520 ㎜

외장형충전기5A

배터리 40AH

차체중량 98㎏

충전시간 14~15시간

(배터리 2개 포함)

(80%이상 방전시)

허용중량 100㎏

타이어 12”

Blue

상기사양은 표준모드가 기준이며 도로상태, 주행방법 및 정비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 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세요.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서 및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증(식품의약품안전처)을 받은 국내생산제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대상품목 지정(형태분류“C”Type 실외용)

200
강한 모터를 장착한 중형 모델
12인치 타이어와 12km/h의 속력
세련된 디자인의 신형 모델

본사

043) 54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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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200

고급형 서스펜션
전,후 고급형 서스펜션 장착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

전면 우레탄 범퍼
전면 우레탄 범퍼로 충격 완화

후면 우레탄 범퍼
우레탄 범퍼로 운전자와 차체보호

12인치 중형 타이어
중형 타이어 사용으로 안정성과
승차감 증대

절전 LED 헤드라이트
야간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

전동, 수동 변환 레버
전동, 수동 모드 변환 시 사용

Specifications
전장 1,274㎜

전고 1,195㎜
(등받이 각도 최대 시)

전폭 640㎜

시트폭 480㎜
시트높이
최고 : 600㎜
최저 : 550㎜

Colors

최대주행거리 35㎞
(평지, 직진)

등판각도 10도

최대속도 12㎞/h

회전반경 1,520㎜

외장형충전기5A

배터리 50AH

차체중량 103㎏

충전시간 14~15시간

(배터리 2개 포함)

(80%이상 방전시)

허용중량 100㎏

타이어(전,후) 12”
(300㎜X100㎜)

Yellow

상기사양은 표준모드가 기준이며 도로상태, 주행방법 및 정비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 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세요.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서 및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증(식품의약품안전처)을 받은 국내생산제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대상품목 지정(형태분류“C”Type 실외용)

210
12인치 타이어의 준대형 모델
강력한 모터 및 전/후 서스펜션 장착으로 오르막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뛰어난 주행능력과 파워를
자랑하는 준대형 모델

본사

043) 543-5721

(우)28900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내북산외로 113 (적음리 285-1)

서울사무소 031) 8084-3721 부산사무소 051) 313-5621 광주사무소 062) 265-5721

Features

210

12인치 중형타이어
중형타이어 채택으로 승차감 상승

후면 우레탄 범퍼
후면 우레탄 범퍼로 충격으로부터
차체와 운전자 보호

전면 우레탄 범퍼
전면 우레탄 범퍼로 충격 완화
기능 우수

고급형 서스펜션
전후 고급형 서스펜션 장착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

연결부 고무 커버와 Locking 핸들
Tiller와 본체 연결부 고무커버로
보호 및 각도조절 기능

안전삼각등
LED 안전삼각등 장착으로
도로주행 시 사고위험 경감

Specifications
전장 1,330㎜

전고 1,220㎜
(등받이 각도 최대 시)

전폭 653㎜

시트폭 480㎜
시트높이
최고 : 600㎜
최저 : 550㎜

Colors

Red

최대주행거리 35㎞
(평지, 직진)

등판각도 10도

최대속도 12㎞/h

회전반경 1,530㎜

외장형충전기5A

배터리 50AH

차체중량 105㎏

충전시간 14~15시간

(배터리 2개 포함)

(80%이상 방전시)

허용중량 100㎏

타이어 12”(전,후)

Titanium Silver

상기사양은 표준모드가 기준이며 도로상태, 주행방법 및 정비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 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세요.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서 및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증(식품의약품안전처)을 받은 국내생산제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대상품목 지정(형태분류“C”Type 실외용)

500
고급형 대형 모델
15km/h의 빠른 속력과 대형 사이즈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주행능력과 파워
62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여유로운 주행

본사

043) 54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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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500

슬라이드 시트 기능
슬라이드 시트로 신장에 따라
의자 위치 변경 가능

13인치 대형타이어
대형타이어로 튼튼한 느낌과
안정적인 주행

후면 대형우레탄 범퍼 / 반사스티커
대형사이즈 범퍼로 충격완화 및
야간주행시 사고예방

고급형 서스펜션
전후 고급형 서스펜션 장착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

전면 대형 우레탄 범퍼
넓은 범위의 전면 충격흡수 및
충격완화 기능

절전 LED 헤드라이트
야간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

Specifications
전장 1,400㎜

전고 1,300㎜
(등받이 각도 최대 시)

전폭 686㎜

시트폭 480㎜
시트높이
최고 : 600㎜
최저 : 550㎜

Colors

최대주행거리 35㎞
(평지, 직진)

등판각도 10도

최대속도 15㎞/h

회전반경 1,600㎜

외장형충전기 6A

배터리 62AH

차체중량 135㎏

충전시간 14~15시간

(배터리 2개 포함)

(80%이상 방전시)

허용중량 100㎏

타이어 13”(전,후)

Titanium Silver

상기사양은 표준모드가 기준이며 도로상태, 주행방법 및 정비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 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세요.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서 및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증(식품의약품안전처)을 받은 국내생산제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대상품목 지정(형태분류“C”Type 실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