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EV              가격표
(단위:원)

     판매가격 공급가액(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19,800,000 
18,000,000(1,800,000) 

•e 파워트레인  : 10kW PMSM 전기모터, 리튬이온 배터리 (17.4kWh), 완속 충전기를 통한 충전이 가능한 충전 포트 내장,  

                      회생제동 시스템 

•안전  :   주 전원 차단 장치, 운전석 3점식 안전벨트, 디스크 브레이크 (전/후), 언덕길 밀림방지 HAC, 모노코크 바디

•외관  :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타입 일체형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램프, 프런트 범퍼 (크롬도금 적용), 

            알로이 휠 (전 145/60R13” / 후 155/50R14”), 100kg 적재가능 대용량 화물 공간 

•내장  :  아날로그 디지털 복합 계기판, 최고급 일체형 (헤드레스트 포함) 인조가죽시트,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장치,  

앞좌석 룸램프, 운전석 선바이저

•편의  :  리모컨 키, 조작이 편리한 버튼식 변속기, 전동조절 사이드 미러, 후방 모니터 시스템 

•멀티미디어  :  7인치 터치스크린 &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블루투스 / 후방 모니터),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 USB 커넥터

•공조 시스템  : 냉난방 공조시스템 (온도조절 & 풍량조절)

•기타  : 충전 케이블 Mode 1, 타이어 리페어 키트, 좌우 측면 썬팅

※ 선택 품목 :  충전 케이블 Mode 2 (190,000원), Mode 3 (130,000원), 우본 패키지 (650,000원) - 전면 썬팅, 래핑, 충전 케이블 Mode 2, 블랙박스, D급 소화기

 타이어 리페어 키트 충전 케이블

Mode 1

•기본 품목 •기본 품목 

Mode 2 Mode 2Mode 3

우본 패키지 

전면 썬팅

래핑

D급 소화기블랙박스

가로 조합(기본형)

www.smart-ev.co.kr   상담 및 구매계약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쎄미시스코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 SMART EV 서울센터 : 02)6951-3425 / SMART EV 세종센터 : 044)715-5770 / SMART EV 제주센터 : 064)805-3425

● 장시간 사용해도 - 동급 최고 주행거리(1회 충전 주행거리 101km (복합기준))

● 사계절 언제라도 - 냉난방 공조시스템 및 전천후 운행 가능

● 그 어떤 길에서도 - 경사지 작업 시 밀림 현상을 방지하는 HAC

● 만약의 상황에도 - 후방 모니터/후방감지 카메라 등 승용차급 안전 옵션

● 상품을 생각해도 - 모노코크 바디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승차감과 정숙성

● 대용량 화물 운반도 - 활용도 높은 공간성과 100kg 적재량 

● 환경까지 생각해도 - 매연, 소음 걱정 없는 친환경 물류

SMART EV 공식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다목적 업무 필수품!

초소형전기화물 픽업

아직도 번거롭게 손수레나 카트를 사용하시나요?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초소형전기차 D2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아 완성한

독보적 성능과 뛰어난 실용성의 초소형전기화물 픽업, D2P를 만나보세요.

Monocoque Body 

HAC (Hill-start Assist Control) 

Rear View Monitor 

다목적 운반 관리 파트너 - 

※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20년 3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원 

D2P

형식

용량

서스펜션 (전/후)

제동장치 (전/후)

Li-ion (삼성SDI)

17.4kWh

Mac Pherson / Trailing

Disc

배터리

새시

D2P

형식

최고토크 (Nm)

1회 충전 주행거리

사이즈 (전/후)

PMSM 10kW

129

101km (복합)  107km (시가지)  

94km (고속) 

145/60R 13 / 155/50R 14

모터

타이어

D2P

제원

3,085

1,495 

1,560

1,760

1,315 / 1,305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 (mm)

윤거 (전/후,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