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프로 Golf Car

골프카의 리더 - 에이프로

Exclusivity for you only





BEST CHOICE, NEW APRO 2014
명품의 느낌을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선택

APRO만이 경험시켜 드릴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느껴보십시요.

|   APro Golf Car  2014  |



JUST CHOICE APRO
-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새롭고 놀라운 변화 2014년형 APRO 
- 고객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찾아가는 에프터서비스 
- 수입 골프카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 
- 동양기전의 100% 국내기술과 국제인터트레이드의 골프산업 노하우가 만나 
  탄생한 차세대 골프카 APRO가 진보하여 명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Strong Battery
- 삼성 SDI의 기술력이 탄생시킨 동급최대출력 리튬배터리 (48V 114AH) 
- 하루 36홀 이상 주행이 가능한 동급최대용량 액상형 배터리 (48V 240AH)

Powerful Motor
- 한국 지형에 강한 동급 최대 출력 AC모터 사용 (AC 48V , 4.6Kw)

새로움은 또 다른 세상을 리드합니다.  

STYLISH DESIGN



Luxury Comfortable
- 고급 자동차에 적용하는 초경량 맥퍼슨 타입의 서스펜션 채용

Upgrade Driving
- 안정된 승차감과 코너주행이 가능한 4륜독립현가 서스펜션 채용

Perfect Safety
- 정차 시 밀림 방지 4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EM클러치 적용
- 차량 충돌 시 즉시 자동 정차하는 충격 감지 범퍼 장착
- 오르막 최고각도 25o 밀림현상없는 동급최강 등판 능력
- 차량용 타이어를 적용하여 승차감 및 주행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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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conf idence 당신만을 위한 APRO의 놀라운 기술력! 
APRO의 완벽함을 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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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Convenience
당신만을 위한 섬세한 배려!
APRO의 기술력과 편리함을 느껴보십시오.

2. 4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채용

Technology | APRO의 기술력과 첨단 과학으로 휴머니즘을 실천합니다.

1. 동급최대출력모터 장착(AC/4.6kw) 4. 차량용 12V 충전잭

5. 독립현가장치 7. 맥퍼슨 타입의 서스펜션 채용6. 점검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검구

3.  앞/뒤 좌석 열선시트 채용

8. 동급 최강의 오르막 등판능력

1614

25°



10. 미끄럼 방지 및 악셀레이터 오작동 방지 Bar9. 2분할방식 하부 개폐식 윈도우실드 12. 자동잠금식 원터치 백홀더

13. 다목적 후면 사물함 15. 낮은 각도의 백스텐드14. 전면부 다양한 수납공간

Specificity | APRO의 다양한 편리성은 특별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1. 탑승자 보호 물받이

풍우커텐 / 백레인 커버 / 룸밀러 / 천정 그물/ 물통 / 모래통 / 디지털시계 / 동계시트 / 하계시트 / 뒷좌석 그물망

재떨이 / 안전손잡이 보온커버 / 핸드폰 충전기 그 외 사용자 편의에 따라 맞춤제공

Option List

16. 운전자를 배려한 낮은각도의 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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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ium Battery

※ 메모리 현상 없음

   (본래의 구동시간보다 구동가능한 시간이 

    감소되는 현상)

※ 높은 에너지 밀도

※ 관리가 쉽고 가벼운 무게 

※ 넓은 온도의 사용범위

※ 우수한 성능 및 긴수명

리튬배터리 제원

제조사

용량

수명

무게

충전전류

최대방전전류 

  온도조건
      충전 

                방전

                가로

 치수         세로     

                높이

삼성 SDI

51V, 102Ah

2,000 CYC. DOD80%기준

45kg

MAX 110A

300A

0 ~ 45°C

- 20 ~ 60°C

820mm

300mm

230mm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한 차원 더 진보된 배터리

APRO의 리튬배터리는

 삼성SDI 와 함께합니다.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양은 옵션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양변경 등에 의하여 사진이나 내용이 일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체 색상은 인쇄이기 때문에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수치는 사용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APRO Golf Car(A-GA5/A-GM5)
전장 / 전폭 / 전고 3,912 / 1,356 / 1,870 (mm)

차량 총 중량 700kg (액상형배터리장착)

승차인원 5인승

등판능력 25o

배터리사양   (표 준) 48V / 240AH (액)

주행모터 AC 48V / 4.6Kw

현가장치     (전/후) 4륜 독립현가

타이어       (전/후) 155 / 70R - 12

스티어링 기계식 (R&P)

제동장치     (전/후) Disc Type 유압 (4륜) EM Brake

브레이크방식 유압식 4륜 디스크

수동주행시 1~19Km/h

자동주행시 통상 7Km/h 감속 5Km/h 서행 3.5Km/h

최소 회전반경 3.5m

APRO Golf Car(A2-GA5L/A2-GM5L)
전장 / 전폭 / 전고 3,935 / 1,355 / 1,850 (mm)

차량 총 중량 490Kg (리튬배터리 장착)

승차인원 5인승

등판능력 25o

배터리사양   (표 준) 48V / 114AH (리튬)

주행모터 AC 48V / 4.6Kw

현가장치     (전/후) 4륜 독립현가

타이어       (전/후) 155 / 70R – 12

스티어링 기계식 (R&P)

제동장치     (전/후) Disc Type 유압 (4륜) EM Brake

브레이크방식 유압식 4륜 디스크

수동주행시 1~19Km/h

자동주행시 통상 8Km/h 감속 5Km/h 서행 3.5Km/h

최소 회전반경 3.5m

※ RED, GREEN, BLUE 등 상기 컬러 외에도 고객이 원하시는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60대 이상 주문 시)

다양한 컬러 적용으로 선택의 즐거움을 더해 드립니다.

APRO Specifications

APRO Model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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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
1,850mm

윤거 1,020mm 축거 2,150mm

전장 3,912mm(백 스텐드 펼침)
전장 3,175mm(백 스텐드 접음)



골프카의 리더 - 에이프로

제조원APRO Golf Car
A/S Center

- 정비공장(경기광주) 

- 영남지점(양산) 

- 호남지점(전남광주) 

- 제주대리점(제주)

전화 : 031-769-3077 

전화 : 055-386-3360 

전화 : 062-610-5030 

전화 : 064-755-3877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218-1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09번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6번지 203동 124호

주소 : 제주시 삼도 1동 561번지

・ 본 제품의 사양은 성능 향상을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pyright©2014 Kukje Intertrade  I  Planning & Design  I  Appletree AD 010839963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BIZ센터 1208호
Tel : 031. 739. 3200  Fax : 031. 739. 3232~3
www.kukjeint.com

판매원 APRO는 완벽한 A/S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