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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Partner for Success
           We Make a Difference!

Carwash at SPA



Your partner for success are our dreams

고객의 기대보다 더 큰 만족을 드리는 카스파 세차기는 
고객을 모시는 최고의 영업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Worth & Fun
Experience More Premium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은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켜

세차의 즐거움까지 더해드립니다. 

Experience More Value Creation
카스파는 획기적인 스타일을 넘어 성능까지 완벽한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고객의 가치창출를 위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Experience More Technology
시대를 앞선 첨단 테크놀로지로 완성된 카스파는 편리함은 물론, 내구성을 

강화시켜 관리 및 경제성까지 뛰어납니다.



카스파 만의 획기적인 디자인과 첨단화된 세차 시스템 

Smart Design & Hybrid Technology Washing System 

Intelligent Lighting System
다양하고 화려함이 돋보이는 감각적인 
LED 조명시스템 및 야간조명(옵션)

화려하고 감성적인 Snow Fall LED 조명이 
세차 시 차량의 흐름에따라 다양한 칼라로 
빛쳐주어 즐거움을 한 층 더해드립니다.

- 고압부 / 세척부 / 건조부 조명 등 3가지로 

   구성 되어있으며 세트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야간세차 전용 LED모듈 적용 시 야간세차

   영업이 가능합니다. 



Dynamic Power Wash & Delicate Dry System
첨단 기술력의 강력한 고압분사로 차량의 이물질을 완벽제거하는 예비세정기능 및 
조용한 친환경 송풍기능까지 카스파 문형 세차기의 놀라운 성능을 만나보십시요. 

고압 버블 세차시스템
풍성하고 크리미한 거품이 차체를 부드럽게 감싸며 
차체의 찌든 때까지 말끔히 없애드립니다.



12개의 강력한 예비세정 시스템(R5 옵션)
강력한 예비세정이 차량의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SB 측면 틸팅 시스템
차량의 측면을 완벽하게 세척하고 
돌출부위 및 부착물 파손을 방지합니다.

저소음 송풍기 및 틸팅 건조 시스템
절전형 친환경 저소음 송풍기는 전력비와 
관리비 절감의 놀라운 경제적 효과를 드리며,
정밀하고 강력한 멀티센서 송풍과 틸팅기능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말끔하게 건조시켜 드립니다.

3개의 무접촉 차량 인식센서
고감도 센서의 멀티노즐 시스템 
Non Contact + Auto Scan System

SB 센터 쉬프트 시스템
두개의 사이드 브러시가 차량 좌우로
움직여 미세척 없이 더욱 깨끗한 세차가
가능합니다.

엘라스틱 브러시(옵션) 및 C-COAT(옵션) 
섬세하고 부드러운 브러시로 차량에 잔기스를 남기지 않고 
부착물 파손을 방지하며, C-COAT 왁스코팅 기능으로 
차체를 보호하고 광택을 높여 드립니다. 



Safety of Convenience System
인체공학적 설계로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깨끗하게 세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동복귀시스템(옵션)

차형상인식 전류제어 시스템
차형상인식 전류제어 시스템으로 차량 앞유리까지 꼼꼼하게 
세척하여 미세척 부분 없이 완벽하게 세차하여 더욱 깨끗합니다.

조작부 컨트롤 박스(매출집계 시스템)
한눈에 들어오는 컨트롤 조작 판넬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 월별 세차실적과 이상정지내용등을 프린트 할 수있습니다.)

세차종료 후 차량감지센서를 
작동하여 자동으로 시작위치로 
복귀하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표준형CASPA R5/R7 후측면표준형 CASPA R5/R7 전측면

Dimension
국내 쵀대의 차고•차폭
차고 2,320mm x 차폭 2,440mm

주행레일

실속있는 당신을 위한 경제적인 선택.

세차기 동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최적화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레일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ONE WAY 세차 시스템(R9만 적용)

유효거리 10,600

주행레일  9,294

세차완료 세차시작

626 680

IN

IN

OUT

OUT

한번만 자동차가 전진하면 세차와 건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세차 속도를 향상시켜 짧은 시간내 많은 차량을 세차할 수 있습니다.
구형모델 대비 더욱더 강력해진 건조력과 국내 최고의 빠른속도와 타사대비 가장 경제적인 세차 시스템입니다.

세차배치도

고급형 CASPA R7(비통과형)

다양하고 감각적인
LED 조명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