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완벽한 플레이를 위해, 

THE NEW 대동 골프 카트
NEW COMFORT & NEW EXPERIENCE

새로워진 프리미엄 대동 골프 카트



대동 모빌리티는 75년을 이어온 대동의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동과 운수 그리고 레저 산업 분야의 진화를 주도하는

스마트 e-모빌리티 혁신 기업입니다.

골프장에서의 새로운 레저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대동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대동 모빌리티의 최신형 모빌리티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레저 경험을 설계하는  
대동 모빌리티의 최신형 스마트 모빌리티

POWERFUL
부드러운 승차감, 강력한 주행

CONVENIENCE
고객 만족을 위한 디테일

SAFETY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

COMFORTABLE
편안한 실내를 위한 인체공학 설계



대동 모빌리티 골프카트 특장점

자체 개발한 동급 최강 모터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골프장 환경을 고려한  

강력한 힘과 뛰어난 등판력 

독립식 서스펜션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락한 승차감 제공

부드러운 승차감, 강력한 파워

최저 지상고 설계

지상고를 낮춰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고  

낮은 무게 중심으로 높은 주행성 확보

동급 최강 안전 시스템

음성 가이드 시스템

국산 골프카 최초로 코스별 맞춤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

사물 감지 센서

전방에 2개의 초음파 센서를 장착해 인원 및  

사물을 감지해 추돌 방지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고성능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강력한 제동력 발휘

다양한 수납공간 확보 

저상형 골프백 캐리어와 대용량 퍼터 케이스  

장착으로 사용자 편의 증대

2열 수납공간

뒷자리 승객을 위한 개인용품 수납공간

(1열 수납공간, 기존 제품 대비 50% 증가)

고객 만족을 위한 디테일

열선시트

겨울철 골프장 이용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틸트형 개폐식 설계

편의성이 증가된 전면 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개폐 설계

편안한 실내 공간을 위한 설계

넉넉한 실내공간

고객 편의를 위해 필러 간격을 넓이고  

지붕을 높여 동급 최대 실내 공간 확보

넓은 바닥 공간

운전자, 승객을 생각한 넓은 발공간

시트 하단 블랙 외판으로 청소 용이



다양한 컬러 커스터마이징
(별도 비용추가)
골프장 아이덴티티에 최적화 된  
컬러 커스터마이징 가능 냉난방 시스템 완비,

사계절 쾌적한 라운딩이 가능한
COLOR CHART

PURPLE LIGHT BLUE BLUE MUSTARD YELLOW LIME GREEN BEIGE ORANGE BABY PURPLE

가볍고 조작이 쉬운  

    스티어링휠

앞, 뒤 대형범퍼 장착 

    완충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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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헤드램프로    

    야간 주행시  

    넓은 시야 확보

3
타이어 155/70 R12

     (옵션:165/65 R12)

5엑셀페달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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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동 골프카트

치 수

전장 (G.B.O/G.B.C) 3,910mm / 3,320mm

전폭 1,410mm

전고 1,890mm

축거 2,150mm

윤거 전/후 1,020mm/1,040mm

최저 지상고 110mm

주 행

등판각도 27°

최소회전반경 3.5m

수동운행속도 18km/h

자동운행속도

초고속 10km/h

고속 9km/h

중속 7km/h

저속 5km/h

초저속 3.5km/h

모터 AC모터 48V 4.5kw

배터리 리튬 리튬이온 48V 120Ah (삼성SDI 21600 Cell)

안전장치

음성안내 가이드 O

초음파센서 표준(2개)

가드센서 앞/뒤 1개/1개

가이드센서 3개

편의성
추종 운행 옵션(O)

HVAC Cabin 옵션(O)

중 량 공차중량(리듐) 560kg

브레이크
주행 4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주차 전자 브레이크

서스펜션 4륜 독립 현가 (맥퍼슨 스트럿)

타이어 155/70 R12 (옵션:165/65 R12)

스티어링 기계식 (R&P)

윈드쉴드 2분할 틸트

제 원 표

※ 리스, 렌탈 별도 문의 가능  ※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프리미엄 캐빈형 골프카트
(출시 예정)



1.전국 서비스망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대동의 뛰어난 정비 서비스 

2.신속한 부품 공급

전국 서비스망을 기반으로

신속한 부품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대동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사/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 판매법인: (주)카이오티 골프

T. 031.264.6680  F.031.264.6682  E. yghong@daedongmobility.co.kr

충남
서비스센터

전북
서비스센터

충북
서비스센터

전남
서비스센터

경북
서비스센터

경남
서비스센터

강원
서비스센터

제주
서비스센터

본사/서비스 본부

DAEDONG TOTAL GOLF SOLUTION PRODUCT

대동은 골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HX 시리즈 RX 시리즈 EUV E-bikeMechron2460SL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