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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한 바디라인과 비비드한 컬러의 CEVO-C SE

내외장에 다양한 방음재와 흡음재를 적용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EXTERIOR

 트렁크(적재공간 40ℓ) 완속/이동 충전을 위한 5핀 충전구  LED 타입 방향지시등 및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안정성 있는 주행감, 독보적인 존재감

강성 높은 서스펜션 적용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LED 방향지시등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세련된 멋을 강조해주며

넉넉한 트렁크 적재공간을 확보해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운전자 중심의 감각적인 인테리어

LED 클러스터로 차량 주행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 컵 홀더 등 다양한 수납공간과 시거잭을 장착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라디오/USB MP3 Player 등을 통해 즐거운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브라운 내부 포인트 컬러와 쾌적한 환경을 

파워윈도우, 전동도어락을 비롯하여 다이얼식 기어까지 

제공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주행 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에어컨/히터  다이얼식 기어  LED 클러스터 

INTERIOR



스페이스 프레임 바디 / 국산 배터리 적용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높은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배터리 내부 소화장치 및 MSD(전력 차단 시스템)를 적용해

안전과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SAFETY
CEVO-C SE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스터 + 디스크 브레이크

빠른 응답성과 제동성능을 위해 부스터+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경사로 밀림방지 알고리즘

경사로가 많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SERVICE INFORMATION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 1회 제공 (기본점검 8가지 항목) 

품질 보증 서비스
3년 / 6만km

2년 / 4만km

전기차 전용부품(주 전원 배터리, 동력 전달부품 포함)

차체 및 일반부품(소모성부품 제외)

SALES NETWORK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3, 오렌지카운티 1층

  031-8039-5388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10:00~18:00

서울/경기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1, 주연빌딩 1층

  064-805-9470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10:00~18:00

제주 전시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218

  061-872-7133 

  평일 09:00~19:00 주말/공휴일 10:00~17:00

전남/영광 전시장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51-34 1층

  070-4680-5708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10:00~17:00

안성 전시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61 2층

  053-716-0316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09:00~20:00

대구/경북 사무실

1522-9282
 고객센터

AFTER-SALES SERVICE

초소형 전기차의 새로운 정비 Paradigm

전국 서비스센터

차량입고 점검

입고정비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2Way
System

※ 상세위치는 CEVO 웹사이트(www.cevo.co.kr) Service -> A/S센터 탭을 확인하세요.

Passion
Red 

Lime
Green

Aqua
Blue 

Midnight
Blue 

전고

1,550

축간거리 1,575

전장 2,430전폭 1,425

윤거(전) 1,250

윤거(후) 1,225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22년 05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MENSION COLORS( 단위:mm )



  CEVO-C SE 환경부 시험 결과 및 주요 제원

축전지 용량 환경조건
1회 충전 주행거리

도심 복합 고속

10.16kWh 상온 75.4km 69.4km 62km

환경부 테스트 결과이며 운전습관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배터리 충전효율 저하로 주행거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 충전시간 에너지 소비효율(kWh당) 

리튬이온(국산) 4시간(완속)

타이어 크기

155/70R 12

최고 속도

80 km/h

최고 출력

14.85kW 도심6.7km 복합6.3km 고속5.8km

Save Energy Save Economy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220V로 충전
 ※ 단, 16A(암페어)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

다양한 차종과 호환가능한 5핀 충전기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휘발유차 대비 7.7배 경제적

77km     VS     휘발유차 10km

1천원당 주행거리

(ℓ당 2,000원, 연비 20km 가정)(가정용 누진제 1구간 기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별도구매



소상공인을 위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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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용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는 상품 배송시 비 바람 눈 등 
외부환경과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적재 프레임을 적용해 음식, 화분, 과일 등 다양한 소규모 상품을
고객에게 최상의 상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최적화했습니다. 

파워 윈도우, 에어컨, 전동 도어록 등 편의기능과 
스페이스 프레임, 부스터, 디스크 브레이크 등 
동급 최고의 안전 장치가 라이더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운전자와 상품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