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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의 모든것

미래형 전기차 형제파트너가 만들어 갑니다.

국내생산 

친환경·무공해 전기차



4륜 독립현가장치 적용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프레임

파킹램프

4륜 브레이크 차량용 계기판

27˚

강력한 등판능력 대용량 배터리 적용
(대용량 납축배터리/리튬배터리 옵션사양)

고령자, 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 가능, 한달 1만원의 저렴한 유지비,

가정용 220V 충전 가능, 국산 자체 제작으로 품질 및 부품공급, A/S 정확 확실

운전면허증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 가능

국내 자체 생산 농업용 동력운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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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HUD

HU2케빈

HU6케빈

HUT케빈 승용전기차(2인승)

HUT

적재함: 1500×1200×250(mm) 

적재함: 2800×1200×250(mm) 



고객 편의성, 안정성

•초보자, 부녀자, 노약자도 

   운전 가능한 손쉬운 핸들식 조작

초절전 고효율 시스템

•월 전기료 5,000~10,000원 

   미만의 저렴한 유지비

•가정용 220V 충전 가능

믿을 수 있는 A/S 시스템

•국내 제조 및 OEM 생산을 통한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

•형제기업과 제휴를 통한 전국 서비스망

다용도 활용성

•농산물과 자재운반용

•물류센터 및 창고 내 

   운반작업 등

트레일러 알루미늄 적재함

알루미늄 휠 / 국산 타이어 우천대비 차량커버

램프류 및 혼 스위치 리어램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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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마력 사용 연료 유지비(월)

AGREV7 6 농업용 전기
가정용 220V

5~8천원
AGREV10 9.3

경운기 7~10 경유(디젤) 7~10만원

차종별 유지비 비교

경운기 대비 

90%이상 절감효과

편의 장치



7HU2

HU8

HU6

HU9~14

광고 부착 가능함



규      격 길이×폭×높이(mm) 2,450×1,500×1,350

최고속도 Km/h
농기계 15~30

일반 15~60

운행거리 Km 25~50

적 재 함 길이×폭×높이(mm) 1,100×1,000×250

차량중량 Kg 600(배터리 포함)

적재중량 Kg 300(400/평지)

구동형식

모터 48V / 4.5Kw

배터리(48V~72V) 8V×6EA / 8V×9EA

충전기 48V(18A)

구동 방식 AC Motor

차륜거리
전륜(mm) 1,020

후륜(mm) 1,040

최저지상고(mm) 135

현가장치(전륜/후륜) 맥퍼슨-스트럿식 독립현가방식

제동장치(전륜/후륜) Disc Type 유압브레이크(전자브레이크)

AGREV 7 제원 AGREV 10 제원

규      격 길이×폭×높이(mm) 3,350×1,600×1,700

최고속도 Km/h
농기계 15~30

일반 15~60

운행거리 Km 25~50

적 재 함 길이×폭×높이(mm) 1,500×1,250×250

차량중량 Kg 750(배터리 포함)

적재중량 Kg 300(400/평지)

구동형식

모터 72V / 7Kw

배터리(48V~72V) 8V×9EA / 12V×6EA

충전기 72V(12A)

구동 방식 AC Motor

차륜거리
전륜(mm) 1,020

후륜(mm) 1,040

최저지상고(mm) 135

현가장치(전륜/후륜) 맥퍼슨-스트럿식 독립현가방식

제동장치(전륜/후륜) Disc Type 유압브레이크(전자브레이크)

[옵션] 트레일러(견인고리포함), 전동식 파워핸들, 우천대비 차량커버, 자동차 전면강화 유리, 와이퍼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73 

(국가2산업단지) 형제파트너 

고객센터_054-473-3541 

              070-4618-3541   

서비스 문의_010-350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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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 녹색전문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농업실용화재단 농기계 인증

•특허 인증

•실용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