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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 Tire Korea Co., Ltd.

본 리플렛의 모든 글과 이미지 사진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혹은 일부분 사용시 
저작권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egal notice

www.continental-tires.co.kr

215/65R17C 112/110 R195/75R16C 110/108 R

205/75R16C 113/111 R

225/65R16C 112/110 R

235/65R16C 115/113 R

공급 사이즈 

15˝ 16˝ 17˝

195/70R15C 104/102 R

205/70R15C 106/104 R

215/70R15C 109/107 R

* 공급사이즈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readwear Indicator

Smart 3D Sipe

Snow Catchers

성능 비교 

VanContact™ 4Season = 100%

VanContact™ A/S Ultra

소음 100%

회전저항 105%

 110%  눈길 견인력

 110%  트레드 내구성

마일리지 170%

젖은 노면 성능 95%마른 노면 성능 99%

* 타이어의 성능은 운전자의 운전 성향 및 화물 적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new 
VanContact™ A/S Ultra
탁월한 마일리지 성능과 우수한 겨울철 주행성능을 자랑하는 콘티넨탈의 올웨더 VAN 타이어 

최상의 마일리지와 우수한 연비효율성  

추운 겨울 환경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 제공  

향상된 사이드월 내구성 



The new VanContact™ A/S Ultra Technology information

Developed to last and to let you 

forget about your tyres

최신 VAN 컴파운드 테크놀로지 최고의 VAN 패턴 테크놀로지 VAN 사이드월 테크놀로지 

VAN 사이드월 테크놀로지   

견고한 사이드월 디자인 : 전체 사이드월까지 이어진 견고한 벽돌형 립 디자인을 통해 
장애물로부터 받는 손상을 방지하여 긴 타이어 수명 보장  

향상된 사이드월 내구성

최신 VAN 컴파운드 테크놀로지 

새롭게 디자인된 필러 구조를 통해 회전 저항 최소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동시에 최신 기능성 폴리머를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우수한 마모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마일리지와 우수한 연비효율성   

최신 VAN 패턴 테크놀로지  

스노우 캐쳐 : 향상된 핸들링과 눈길 주행 성능, 향상된 마일리지 성능  
스마트 3D 사이프 : 접지 면적을 더욱 넓혀 겨울 환경에서도 뛰어난 그립력과 향상된 제동 성능 제공  
트레드웨어 인디케이터 : 타이어 마모 정보를 즉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체 시기 확인 가능 

추운 겨울 환경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 제공  

최신 VAN 컴파운드 테크놀로지

새롭게 디자인된 필러구조를 통해 

회전저항을 최소화 하고 최신 기능성 폴리머를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우수한 마모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능적 디자인 요소 

Van 사이드월 테크놀로지

벽돌형 구조의 견고한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높은 내구성과 

긴 타이어 수명을 보장합니다 

트레드 웨어 인디케이터 

새로운 트레드 웨어 인디케이터는 

바닥면에 잘 보이게끔 위치하여 타이어 마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사용자가 타이어의 잔여 트레드 깊이를 확인하고 

타이어 교체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사이드월에는 해당 인디케이터가 

타이어 바닥면 어디에 위치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소 4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The new VanContact™ A/S Ultra

VanContact™ A/S Ultra는 내구성과 긴 수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최신형 제품으로 콘티넨탈의 첫 번째 올웨더 

VAN타이어 입니다. 또한 3PMSF 인증 마킹을 받아 추운 겨울 환경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 차원 높은 마일리지 성능과 내구성을 경험하세요 

3PMSF Marking : 유럽에서 겨울용 타이어로 인증한 타이어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