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세한 배려를 담은 편의성은 사용자를

더욱 즐겁고 특별하게 합니다.

            TR-501

Stylish design best golf car 

친환경 골프 카트
New Golf & Utility Cart

친환경 골프 카트

New Golf & Utility Cart

Eco-friendly Technology Safety
SANDONG METAL INDUSTRY Co.,Ltd.inno.smi.co.kr

유틸리티 투어링카

              의 편의성과 안전성으로

더욱 다양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SANDONG METAL INDUSTRY Co.,Ltd.

제조사 판매사(주) SMI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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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ng Metal Industry Co.,Ltd.

Great performances Excellent specifications

1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샤시프레임
스틸 격자형 구조의 일체형 프레임
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튼튼하게 차
량의 일체감과 안전성을 높임

6 대용량 수납공간
경기보조원의 실사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최적의 수납공간 
설계

2 초음파 센서
앞차 간격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 등 
장애물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초음
파 센서 탑재로 탑승자 및 장비면에
서안전성 확보

7 현가장치, 맥퍼슨 스트럿
4륜 독립 현가 방식을 채택하여 최
고의 승차감과 휠 얼라이먼트 최적
화로 편마모”0” 실현

3 4.5kw AC 모터
4.5kW의 모터를 사용하여 국내 의 
험준한 골프코스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 가능

8 전자유도 작동 스위치
원터치 방식의 스위치를 적용하여 
조작이 간편

4 강력한 등판능력
최고 27도까지 오를 수 있는 최강의 
등판능력으로 급경사 에서도 안정
적인 출발 가능

5 4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부드럽게 
자동정차. 4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
이크 채용으로 제동력의 최대화, 전
자브레이크(EM)적용으로 경사로 정
차후 자동 밀림 방지

9 시안성 강화 라이트 
LED 라이트사용으로 야간 운전 시 
안전성 강화

� 원터치식 백홀더
골프장 캐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터치 방
식의 백홀더를 적용하여 편의성을 
높임

제품 특징ⅠFEATURES 실측 사이즈ⅠPRODUCT SIZE

27°

Description TG-501 Type A TG-501 Type M 비고

치수

L x W x H 3410 x 1430 x 1870 3380 x 1430 x 1870 캐리어 Closed

L x W x H 3910 x 1430 x 1870 3880 x 1430 x 1870 캐리어 Open

중량 리튬 배터리 기준

승차정원 5 ←

전장파트

구동 모터 AC 48V 4.5kW ←

모터 컨트롤러 48V, 16bit DSP ←

배터리 48V 130Ah 6.24kW ←

충전기 On board Type ←

AGV 컨트롤러 48V, 32bit DSP n/a

하체

서스펜션
앞 : 독립현가

뒤 : 독립현가
←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 유압식

주차 브레이크 전자브레이크 ←

타이어 155/70R12 ←

성능

적재중량 100kg ← 골프백 캐리어

최고속도 25km/h ← 선택가능

등판능력 27% ←

최소회전반경 3.5m ←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편의성을 직접 느껴보세요.

Stylish design best golf car 

The best choice for 
safety and convenience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수입 골프카의

성능을 뛰어넘는 기술력으로 최고의 골프카를 만듭니다.

            TG-501

전폭 1430mm 전장 

캐리어 Closed  3410mm
캐리어 Open     3910mm

전고

1870mm

컬러 옵션

기본 : IVORY
※ 컬러옵션은 주문생산 가능

자동유도 친환경 골프카트
495kg 475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