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이패스 앱(App)에서 가장 가까운
이브이킥(EVKICK)을 찾아보세요

이동, 그�이상의�가치

이브이킥(EVKICK)은 다르다!

초!초!초!
프리미엄 전동킥보드
고객님들께 편하고 안전한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급 전동킥보드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최초 관리형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서비스

EVPASS

EV ZONE & 이브이팡(EVPANG)

삶이 새롭게 열리는 이동혁신,

EVKICK
이용객 사용후기

이브이킥(EVKiCK)
“필요한 이용시간 만큼 소액결제도 가능해
출퇴근용으로 좋아요” 강OO(남, 29)

“2만원 대로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다니
정말 경제적이네요” 김OO(여, 21)

“휴대가 용이한 Folding(접이식) 방식이
어서 차량에 싣고 이동하기 편해요” 이OO(여, 31)

이브이패스 스테이션ㅣ영업시간 : 10시 ~ 19시
본사ㅣ제주시 첨단로 330, A동 201호
제주 본점ㅣ제주시 애조로 1230

제주공항 스마트모빌리티존ㅣ제주시 공항로 2(국내선 도착 1번 GATE 좌측)
성산직영점ㅣ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6

전남 순천직영점ㅣ전라남도 순천시 북문길 183
“타사 전동킥보드에 비해 발판이 넓고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감이 좋아요” 김OO(여, 24)

경남 통영 지사ㅣ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195 통영리스타트플랫폼 4층 창업LAB

문의전화 1811-9879

언택트
이동혁신의 시작

이브이킥(EVKICK) 이용방법

추억이 쌓이는 캠퍼스길,
매일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사랑하는 가족과 거니는 골목길,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여행지 곳곳,

이용방법
EVPASS 앱(App) 설치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이동혁신이 시작됩니다.

국내 최초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공유 전동킥보드 EVKICK으로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편리하게 언택트 이동을 시작하세요!

간편회원가입 (면허증/카드등록)
이브이패스 이용권 구매

이브이킥(EVKICK) 요금제

오래탈수록 더 합리적인 가격 (보험금 포함 금액)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상품
구분

EVKICK
시간권

25km의 속도로 즐기는
새로운 이동혁신! 이브이킥(EVKICK)
• 이브이패스 App 하나로 ONE PASS~

EVKICK
패스권

• App 내 EVROAD 정보 제공

• 안전헬멧 100% 제공

• 국내최대보험사 배상책임 보험 가입 • Gyro센서를 통한 넘어짐 알림

ㆍ안전헬멧 착용 필수
ㆍ2인 이상 탑승 금지
ㆍ음주운전 금지

ㆍ신호위반 금지
ㆍ운행중 휴대폰 사용 금지
ㆍ야간 주행시 라이트 켜기

3,000원

20분

4,000원

30분

5,900원

1시간

9,900원

17,900원
23,900원

여유롭게 이브이킥을 이용하는 상품

라이딩 종료 후 이브이존에 ‘반납하기’

이브이패스 6대 안전수칙

15분

2,000원

3시간

구분

QR스캔 후 ‘반납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1,000원

2시간

발을 2번 구르고 가속레버 누르기

가격

5분

10분

홈 > 무인대여 > 전동킥보드 상단 QR 스캔
전원 켜기

시간

*VAT 포함

시간

당일패스
2일패스
3일패스
4일패스
5일패스

가격

*VAT 포함

26,900원
35,000원
70,000원

100,000원
125,000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전동킥보드 배달/수거 서비스

오전 10시~
오후 6시

오후 6시~
오전 10시

배달비 10,000원

배달비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