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 
전문 기업
뉴원의 기술력은 차량 개조, 개발 및 장애인 장비 관련 

분야에서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뉴원이앤씨는 

최고의 장애인 차량 전문 기업으로써 

그 기술력은 차량 개조, 개발 및 장애인 

장비 관련 분야에서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술력에 부합하는 생산기

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차

량을 고객 한분 한 분께 공급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실무 담당자 분들께서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안전테스트를 거친 장

애인 차량을 생산 공급할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뉴원이앤씨 대표이사 김 종 기



회사소개

● 회사명 : (주)뉴원이앤씨

● 대표 : 김종기

● 설립일 : 2012년 8월 20일

● 사업자 등록번호 : 113-86-63004

소재지

●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7

● 공장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7,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2로 97

품목 및 사업규모

● 업태 / 업종 : 제조업

● 생산품목 : 자동차 부품, 복지차량

● 자본금 : 12억원

● 매출액 : 74억원

● 총자산 : 60억원 

● 임직원 : 50명

연락처

● 전화번호 : 062-714-3440  ● 팩스번호 : 062-712-2486

● 홈페이지 : newonemotors.com  ● 이메일 : newone4777@naver.com

(주)뉴원이앤씨는 해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여러분에게 보다 전문화 되고 

안전한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차량생산공장과 별도로 중앙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지역별 협력 

  업체를 통한 경정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뉴원이앤씨 광주 공장은 장애인복지 차량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최신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승·하차가 편리한 

국제 규격의 저상 플로어 및 경사로 

뒷문형 휠체어



뒷문형 휠체어 1인용

ALL NEW CARNIVAL-1W(NEWONE -01)

● 트렁크 도어의 경사로를 통한 휠체어 1대 차량 탑승
● 차량 탑승, 하차가 편리한 국제 규격의 저상 플로어 및 경사로 
● 1열 시트 및 2열 시트 포지션 기존 차량과 동일
● 휠체어 고정방식 : 전방 자동, 후방 수동

다양한 크기의 전동 휠체어, 스쿠터의 

승·하차를 고려한 차량의 실내 설계
누구나 적은 힘으로 쉽게 사용 가능한 슬로프 개·폐 방식 및 휠체어 고정 장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안전성을 한번 더 고려한 인증된 제품입니다.

뒷문형 휠체어 2인용

ALL NEW CARNIVAL-2W(NEWONE -02)

● 트렁크 도어의 경사로를 통한 휠체어 2대 차량 탑승
● 차량 탑승, 하차가 편리한 국제규격의 저상 플로어 및 경사로 
● 1열 시트 포지션 동일, 2열 시트 포지션 변경, 시트 사이즈 선택 가능
● 휠체어 고정방식 : 전방 자동, 후방 1열 수동, 전후방 2열 수동



휠체어 고정벨트 Q’STRAINT사 제품으로써, 모든 안전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안전손잡이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된 스틸 재질의 손잡이로 주행 중 코너링 

또는 차량 승, 하차시 탑승자의 안정감을 높여줌

탑승공간 넓고 안정감 있는 실내 공간으로 탑승자에게 즐거운 드라이빙을 제공부채꼴형 슬로프 더욱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제작된(최대 하중 300kg) 

슬로프는 닫았을 때 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트렁크 도어와 완벽히 밀착되는 형태

뒷문형 휠체어 특징 및 제원



기준
올 뉴 카니발 뒷문형 1W

NEWONE-01

올 뉴 카니발 뒷문형 2W

NEWONE-02

최저 지상고 220mm 220mm

플로어 제원 1,400 X 820mm 2,400 X 820mm

경사로 제원 부채꼴형 경사로 - 진입부 1,000mm, 내부 800mm 부채꼴형 경사로 - 진입부 1,000mm, 내부 800mm

출입구 높이 1,450mm 1,450mm

총중량 2,490kg 2,490kg

탑승 정원 6명(휠체어 1대) 6명(휠체어 2대)

차량 설명

● 트렁크 도어의 경사로를 통한 휠체어 1대 차량 탑승
● 차량 탑승, 하차가 편리한 국제 규격의 저상 플로어 및 경사로 
● 1열 시트 및 2열 시트 포지션 기존 차량과 동일
● 휠체어 고정방식 : 전방 자동, 후방 수동

● 트렁크 도어의 경사로를 통한 휠체어 2대 차량 탑승
● 차량 탑승, 하차가 편리한 국제 규격의 저상 플로어 및 경사로 
● 1열 시트 포지션 동일, 2열 시트 포지션 변경, 시트 사이즈 선택 가능
● 휠체어 고정방식 : 전방 자동, 후방 1열 수동, 전후방 2열 수동

추가 옵션

● 휠체어 충전용 220v 인버터
● 자동 경사로
● 사이드 스텝(일체형, 자동)
● 플로어 LED
● 옐로우 도장
● 기타 필요에 따른 장애인 보조 기구

● 휠체어 충전용 220v 인버터
● 자동 경사로
● 사이드 스텝(일체형, 자동)
● 플로어 LED
● 옐로우 도장
● 기타 필요에 따른 장애인 보조 기구

차량 제원 및 설명



누구에게나 쉽고 편한 승·하차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즐기는 

편안하고 행복한 드라이빙

옆문형 휠체어

●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개폐와 함께 작동되는 

   2단 슬로프를 통한 휠체어 차량 승, 하차

● 1열, 2열 모두 휠체어 탑승 및 고정 가능

● 1열 일반인 탑승을 위한 순정 시트 사용 가능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핸드컨트롤 장착 가능

● 3열 시트(2인) 장착 후에도 트렁크 사용 공간 확보



2단 접이식 자동 슬로프
기아 카니발의 파워슬라이딩 도어의 작동 이후 자동으로 함께 작동하는 

2단 접이식 슬로프는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자동 시스템 입니다. 

(도어 및 슬로프 개·폐 방법: 스마트키, 도어 손잡이, 실내 버튼)



이지락(Easy lock)시스템 쉽고 안전한 휠체어 도킹 고정방식

차량의 기존 시트는 탈·착 가능한 이동형 시트이며, 운전석과 조수석, 

2열 중앙 까지 최대 3대의 휠체어가 탑승 가능. 휠체어 고정은 전자식 

도킹 시스템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고정 가능.

편의성, 안전성, 디자인을 모두 갖춘 올 뉴 카니발 
옆문형 자가 운전 차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옆문형 휠체어 특징 및 제원

1열 시트 탈거 1열 시트 장착



기준
올 뉴 카니발 옆문형 3W

NEWONE-11

최저 지상고 220mm

플로어 제원 2,100 X 1,550mm

경사로 제원 2단 접이식 경사로 725 X 1,200mm

총 중량 2,610kg

탑승 정원 5명(휠체어 3대)

차량 설명

● 파워 슬라이딩도어 개폐와 함께 작동되는 2단 슬로프를 통한 휠체어 차량 승, 하차
● 1열, 2열 모두 휠체어 탑승 및 고정 가능

● 1열 일반인 탑승을 위한 순정 시트 사용 가능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핸드컨트롤 장착 가능

● 3열 시트(2인) 장착 후에도 트렁크 사용 공간 확보

추가 옵션

● 휠체어 충전용 220v 인버터
● 이지락(휠체어 도킹 고정장치)

● 플로어 LED
● 장애인 운전용 핸드컨트롤

● 기타 필요에 따른 장애인 보조 기구

차량 제원 및 설명



뉴원이앤씨
www.newonemotors.com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7 
● 전화번호 : 062-714-3440  ● 팩스번호 : 062-712-2486
● 이메일 : newone47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