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모터식 동력장치의 특장점

•경유 사용대비 10~20% 정도의 비용으로 획기적인 경비절감

•엔진 O/H 및 수리부분이 90%이상 감소로 비용절감

•엔진 저진동으로 기계수명 연장

•휠터, 크리너, 오일, 벨트교환 등이 없이 유지비용 절감

•소음문제 50%이상 부분 해결

•매연문제 완전해소로 인체건강 및 작업효율 극대화

•청결 상태 지속적 유지로 환경오염 방지효과

80~90%

디젤
대비

특허출원  제 10-1015048호, 제 10-1066891호, 제 10-1064141호

디젤 대비 80~90%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시스템 입니다.

E.P.M
HEAVY EQUIPMENT



건설장비토탈정비시스템 :
두산인프라코어
지 정 정 비 공 장

현대중장비
지 정 정 비 공 장

커먼스디젤
지 정 정 비 공 장

엔진부 유압부 전기부 도색부 용접부 부란자 뿌레카 전기굴삭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1-1번지

TEL: 053) 592-8875, 584-6868   

FAX: 053) 592-8874

전기굴삭기 A/S 전담팀 : 053) 555-1193

▲ 회사 전경(영남권 최대규모, 총부지 1,300평) ▼ 중장비 정비사업소 

“ 건설중장비, 전기모터식 중장비 

    제작설치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편리하게 한곳에서...

    저희 세아가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주�)� � 세� � 아� � 이� � 에� � 프� 
세� 아� 건� 설� 기� 계� 정� 비



E.P.M Electric Power Moter

E.P.M  HEAVY EQUIPMENT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친환경 건설중장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주�)� � 세� � 아� � 이� � 에� � 프� 
세� 아� 건� 설� 기� 계� 정� 비



안녕하십니까? (주)세아이에프, 세아건설기계장비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건설장비의 디젤방식 

동력전달을 전기모터식으로 변경하여 상당부분 비용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귀사의 원가절감 부분에 

일익코자 본 제안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아이에프, 세아건설기계장비는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신기술 개발과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세아이에프, 세아건설기계장비   임직원 일동

인사말씀   G r e e t i n g s

대표    이  한  기

회사연혁   C o m p a n y  H i s t o r y

1990. 04

1994. 11 

1996. 07

1996. 09

2000. 02

2001. 08

2005. 05

2005. 11

2008. 08

2010. 05

2012. 05

2012. 06

2012. 06

2012. 06

세아보링 설립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현대자동차서비스(주) 중장비부 지정

(현대중공업 지정 정비공장)

대우중장비(주) A/S지정 정비공장

유압전문업 등록(제2700-80046호)

세아건설기계정비(건설기계 종합 정비공장 승격)

두산인프라코어 지정 정비공장

현대건설장비 A/S센터 지정

(주)세아이에프 설립

(주)세아이에프 벤처기업 등록

(주)세아이에프 ISO 9001 인증

(주)세아이에프 이노비즈기업 선정

(주)세아이에프 경영혁신형기업 선정

(주)세아이에프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특허 및 인증 현황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한 전기모터식 동력장치-

(주) 세아이에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80~90%의 원가절감으로 고소득 창출을 약속드리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철저한 고객만족서비스로 

21세기 인간중심 신기술의 선두기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친환경 건설중장비

E.P.M  HEAVY EQUIPMENT

E.P.M Electric Power Moter

이제, 건설기계장비도 원가절감시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