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조합(기본형)

국내 유일, 미니 전기차의 표준이 되다
이브이 제타
국내 유일, 흉내 낼 수 없는 가격
2인승 미니 전기차

www.smart-ev.co.kr

Enjoy

New Driving
전기차의 새로운 표준
2인승 미니 전기차 ‘이브이 제타’ 만의
탄탄한 주행 퍼포먼스와 첨단 안전 성능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드라이빙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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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New Life
가고 싶은 모든 곳, 하고 싶은 모든 것
이브이 제타와 함께하세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제한으로 넘나들며
충전과 주차도 어디서나 쉽게.
스마트폰 하나로 차 문을 여닫고
차 키 공유까지 편리하게.
첨단 안전장치와 다양한 편의 기능은 물론,
전기차 혜택까지 알차게.
크기를 넘어서는 성능으로
기대 이상의 만족을 선사할
국내 유일 미니 전기차, 이브이 제타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급속+완속
+가정용 충전
흉내 낼 수 없는

스마트폰 연동
열고 닫고 차 키 공유

1대 공간에

에어백,

2대 주차

ESC, ABS
TPMS 장착

디지털 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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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존재감 콤팩트한 바디에 스마트한 디자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행 퍼포먼스를 위한 유선형 라인과 완성도 높은 LED 램프,
안전과 성능을 동시에 책임지는 가볍고 단단한 차체 구조까지 빈틈없이 설계했습니다.

➊

➋

➍

➌

➎

➏

EV Z의 빛나는 프리미엄 - LED 라이팅
➊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➋ LED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 일체형 턴 시그널 램프
➌ LED 리어 램프 ➍ LED 보조 제동등 ➎ LED 리어 안개등 ➏ 알로이 휠

------------------------------ 지나칠 수 없는 EV Z의 매력 디자인은 시선을 사로잡고, 디테일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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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일상

언택트 시대의 놀라운 선택 이제, 드라이빙에도 스마트가 필요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편안한 실내 공간에 디지털 키, 대화면 터치스크린 등
이브이 제타 운전자를 위한 첨단 기능을 가득 채웠습니다.

디지털 키

이브이 제타

이브이 제타를 탈 땐 스마트폰 하나만 챙기세요.
디지털 키 솔루션 적용으로 실물 차 키 없이도
앱 하나로 차 문을 여닫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차 키를 공유할 수 있어
렌트나 카셰어링은 물론, 비대면 경정비, 케어 서비스까지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➊

➋

➌

이브이 제타
77스2020

도어 및 트렁크
열림 / 잠김
스마트키의 모든기능

한 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보내고 받는
차 키 공유

원피스 시트

➍

➎

➏

➊ 냉난방 공조시스템 여름과 겨울이 긴 우리나라 기후에는 냉난방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온도조절과 풍량조절이 자유로워 4계절 내내 쾌적합니다.
➋ 세련된 실내공간 디자인 (최고급 인조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장치,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피아노 블랙 우드그레인)
➌ 키리스 스타트 버튼 ➍ 시인성 높은 EV Z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➎ 응답성이 뛰어나 편리한 로터리 타입 기어 레버
➏ 골프백 2개 적재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

9인치 대화면 터치스크린 &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운전 중에도 조작이 편리한 인간공학적 화면 구성과 선명한 고해상도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라디오, 비디오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여유로움 직접 타보고 경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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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시 생명을 지키는 최첨단 안전 장치 -

차체자세 제어장치 (ESC)

잠김방지 제동장치 (ABS)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 (TPMS)

미래지향적 전기차의 자존심에 걸맞는

급커브와 같은 곳에서 차량의 자세가 불안정할 때 차량 자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각 바퀴의 제동 또는 모터의 출력을 제어하여
차량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행 안전 보조 장치

급제동 시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 시 미끄러짐 없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공기압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타이어 공기압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보조 장치

프리미엄급 안전 사양과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탑재하여
어떤 길에서도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공기압 경고 표시)

(각 타이어 공기압 감지)

충격 흡수
구간

탑승자 보호 구간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마트 에어백

안전 주차를 도와주는 후방안전 시스템

우수한 승차감을 책임지는

충돌 발생시 충격의 강도와 속도,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최적의 대응을 통해 상해를 최소화하는 첨단 안전 스마트 에어백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후방 모니터 / 후방감지 센서 / 후방감지 카메라)

모노코크 세이프티존 바디

충격 흡수
구간

엔진룸과 트렁크룸이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강한 일체형 차체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행에 안정감과 정숙성을 더합니다.

---------------------------------------- 사이즈는 콤팩트, 안전은 퍼펙트! EV Z는 안전할 때 가장 빛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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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내 낼 수 없는 가격 미니 전기차 이브이 제타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첨단 사양, 혜택 등 장점들로 가득한

언택트 시대,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차박 여행

이브이 제타만의 매직 아웃도어 라이프

코로나 시대, 해치백 스타일인 미니 전기차 EV Z와 함께 아웃도어 라이프의 로망인 차박 여행을 즐기세요.
무겁고 번거로운 텐트가 없어도 EV Z는 담요 베개만으로도 완벽한 나만의 힐링 공간을 만듭니다.
특히, 매연·소음 발생하는 일반 차량과 달리 미니 전기차 EV Z는 시동 없이 전기매트, 히터, 충전기 등 배터리의 사용이 가능하여
쾌적한 차박 여행이 가능합니다. EV Z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나만의 힐링 공간, 매직 아웃도어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이브이 제타와 함께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달려보세요.

차박 여행 최적화 해치백 스타일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급속, 완속, 가정용 220V 충전

공간 활용성

일부 도로 통행이 제한되는 저속 전기차와 달리,
모든 길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민영·관영 주차장, 가정집 등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충전 방식을 지원합니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좁은 골목길 주차,
1대 공간에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시동 NO ! 전원은 언제나 ON !

원하는 곳 언제나 어디서나

최첨단 사양 적용

디지털 키

친환경 전기차 혜택

스마트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 ABS,
TPMS, 디지털 키, 대화면 터치스크린 등
첨단 안전장치와 다양한 편의 기능 적용

차 키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차 문을 여닫고,
공유까지 가능한 디지털 키 솔루션

자동차세 감면, 공영 주차장 50~80%,
고속도로 / 유료 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승용차 보조금 혜택

나만의 매직 아웃도어 라이프

------------- 머무는 곳 어디라도 EV Z가 있는 곳이 나만의 힐링 공간 번잡한 도시를 훌쩍 떠나 발 닿는 곳, 마음 닿는 곳에 머물러 보자. 혼자여도 좋고 함께라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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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나 홀로 즐기는 차박 여행, 미니 전기차 이브이 제타와 함께 하세요.

주요 품목
EV Z
e 파워트레인

15kW 구동모터, 고전압 배터리팩, 인버터, 직류전환기 (LDC), 완속충전기 (OBC), 차량제어장치 (VCU)
스마트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 (ESC), 잠김방지 제동장치 (ABS),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 (TPMS), 주 전원 차단 장치, 운전석 3점식 안전벨트,

안전 사양

언덕길 밀림방지 HAC, 모노코크 바디, 디스크 브레이크 (전/후)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 일체형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램프 & 보조 제동등, LED 리어 안개등,

외관 사양

프런트 리어 범퍼 (크롬도금 적용), 알로이 휠 (13인치)
EV Z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최고급 인조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장치,

내장 사양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앞좌석 룸램프, 운전석/동승석 선바이저, 피아노 블랙 우드그레인

편의 사양

키리스 스타트 버튼, 로터리 타입 기어 레버, 전동조절 아웃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 디지털 키 (옵션 사양)

멀티미디어

9인치 터치스크린 &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 후방 모니터),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 USB 커넥터

공조 시스템

냉난방 공조시스템 (전자동 조절식)

SEMISYSCO

주요 제원

●

EV Z

제원

전장 (mm)

2,820

전폭 (mm)

1,530

전고 (mm)

1,520

축거 (mm)

1,765

윤거 (전/후, mm)

1,330 / 1,315

배터리

서스펜션 (전/후)
샤시
타이어

1,530

DIMENSION

형식 / 용량

제동장치 (전/후)
사이즈

2,820

EV Z 보증기간

● 고객센터 운영 (오토오아시스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 4만km
Li-ion / 26kWh

형식 / 최대출력

맥퍼슨 스트럿 / 리지드 액슬

에너지 소비 효율
(km/kWh)

디스크 / 디스크
155/65R13 (NEXEN)

모터

PMSM / 33kW

1회 충전 주행거리

5.8 (복합)
150km (복합)

6.1 (시가지)
5.6 (고속)
164km (시가지)
133km (고속)

1,530

SERVICE

– 동력전달 및 주요부품 : 3년 / 6만km

스마트 EV 오너를 위한 특별한 스마트 케어
●

)

스마트 EV의 CS 및 긴급출동 서비스는 autoOasis와 제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 체계 구축
전국 520개 autoOasis 서비스센터 운영

● 긴급 견인 서비스 (유/무상)
가까운 CS 센터로 이동 또는 배터리 방전 시 가까운 충전소까지 이동

– 배터리팩 : 8년 / 12만km

■ 콜센타 대표번호 : 1644-3200
■ 전국 520여개 서비스 네트워크

※ 본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 또는 스마트 E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종공장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8

세종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8

1,520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1,315

1,765

1,330

COLORS

(주)쎄미시스코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 SMART EV 본사 : 02)6951-3425 / SMART EV 세종센터 : 044)715-5770

(주)쎄미시스코 - 고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부분에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이젠 명실상부한 전기차 업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ousse Pink

Strawberry Red

Lemon Yellow

Macaron Blue

Waffle Beige

Mellow Choco

Solid Black

Solid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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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_ EV Z

EV Z _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