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 상용화, 국내 최초의 전기냉동탑차
2020년 환경부, 산자부 인증 전기화물차
4년 연속 전기화물차 중 구매보조금 최대 지급 대상 차량
누적 판매 2000여대, 다수의 대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 효과 검증

Electricity driven 
Refrigerator



차량 엔진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무시동 상태
에서도 냉동기를 가동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과 냉동은 물론 히팅까지 -20℃ ~ 20℃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손실이 없습니다.

국내 표준 충전 규격인 DC 콤보 1타입을 적용하여 완속과
급속 충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엔진방식 대비 저렴한 유지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험 결과 기존 엔진방식 대비 설정온도에 더 빠른 시간에
도달하며, 차량 엔진과 상관없이 동작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온도가 유지됩니다.

차량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장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차량제조사와의 분쟁 발생 염려가 없습니다.

소음 및 진동이 크게 감소되어 도심 및 주택가 배송에
용이하며, 상·하차시 공회전이 필요없어 소음 및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냉동창고처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탑종류 최대 적재량
차체 제원(mm) 적재함 제원(mm)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저상숏탑 750kg  5,220  1,740  2,100  2,500  1,620  1,220 

저상탑 850kg  5,420  1,740  2,100  2,700  1,620  1,220 

표준탑 850kg  5,420  1,740  2,380  2,700  1,620  1,500 

고상탑 800kg  5,420  1,740  2,530  2,700  1,620  1,650 

일반냉동탑 적재함 숏 냉동탑 적재함



1회 충전 최대 211km 주행

기아 봉고 III EV / 현대포터 II 일렉트릭 GLS / 프리미엄스페셜 트림

211km (복합)

100kW 급속충전기 기준 47분( 10 - 80%), 7.2kW 완속충전기 기준 8시간 30분(10 - 100%)

100kW 급속충전기 기준 47분(10 - 80%), 7.2kW 완속충전기 기준 3시간(10 - 100%)

기아
봉고III EV

·
현대
포터II

일렉트릭

GLS
·

Premium Special

• 파워트레인 : 135kW 구동 모터,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58.8kW), 감속기,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배터리 프로텍터, 통합 주행 모드
• 첨단 운전자 보조(ADAS) : 전방 충돌방지 보조(보행자/차량),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 안전 : 동승석 에어백, 운전석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 경사로 밀림방지장치, 급제동 경보시스템, 후방 주차거리 경고, 차동기어 잠금장치(LD), 시트벨
트 리마인더,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
• 외장 :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륜 래디얼타이어(전륜 195R15 8PR, 후륜 145R13 8PR), 풀사이즈 휠커버, 4등식 헤드램프&벌브 DRL, 
포그램프, 측면 방향 지시등, 바디칼라 범퍼, 전동접이/전동조절/열선 아웃사이드 미러, 간헐식 와이퍼, 윈드실드 자외선 차단 글라스, 선셰이드밴드, 스텝
겸용 리어가드, 적재함 브림커버, 충전구(콤보타입), EV 전용 도어 데칼
• 내장 :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EV 전용 메탈그레인, 도어 맵포켓, 도어커티시 리플렉터, 재떨이 조명, 선글라스 케이스&룸램프, 고급형 클러스터(3.5인치 
모노 TFT LCD), 센터시트백 콘솔박스, D/N 룸미러, 가죽 스티어링휠&변속기노브, 동승석 선바이저 화장거울
• 시트 : 운전석 통풍시트, 인조가죽시트, 운전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운전석 슬라이딩, 앞좌석 리클라이닝, 시트벨트 높이조절장치
• 오디오/공조 : MP3 & CDP 오디오, 블루투스 핸즈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콘, USB단자(iPod지원), 풀오토 에어컨, 공기가열식보조히터
• 편의 :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리어글라스열선, 크루즈컨트롤, 야간정비등, 에어로 타입 와이퍼, 파워윈도우(운전석오토다운), 파워도어록, 보조히터, 
파워아웃렛, 전원일시유지장치, 적재함 발청방지실러, 가스식쇽업소바, 열선스티어링휠, 수동식 틸트스티어링, 운전석 틸트헤드레스트, 원터치트리플 턴시
그널, 버튼시동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 전자식 파킹브레이크(EPB, 오토홀드 포함),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 패들쉬프트(회생 제동 컨트롤), 오토
라이트컨트롤 헤드램프
• 멀티미디어 : 10.25인치 내비게이션(기아 커넥트, 폰 프로젝션, 기아 페이), 후방모니터, 블루투스 핸즈프리, USB충 전 단자,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도어 스피커, 트위터 스피커
• 성능 : 배터리히팅시스템

• 충전어시스트 10m

• 충전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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