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년을 넘는 역사와 전통,  최신 독일 기술의  프리미엄 타이어 

1871년 독일 하노버에서 설립된 Continental은 승용차, 상용차 및 이륜차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성능 지향적
인 타이어를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또한 타이어 기술 및 타이어 생산의 선두주자 중 하나이며 다양한 환경과 여
러 분야에 사용이 적합한 광범위한 타이어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모빌리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Continental Brand Promise

Safety
안전은 콘티넨탈의 미션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핵심 요소입니다. 

Most Selected Brands
콘티넨탈 타이어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랜드 중 하나로써 
유럽 생산 차량의 1/3은 콘티넨탈 타이어로 장착되어 출고 됩니다.

German Engineering,Technology
콘티넨탈 타이어는 150년 동안의 경험과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Superior Performance
콘티넨탈 타이어는 다양한 카테고리 및 테스트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 왔습니다.

콘티넨탈은 15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높은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생산된 
최고 품질의 타이어를 공급하여 왔으며, 콘티넨탈이 판매한 모든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상 규정에 의거한 품질보증을 제공합니다.  

Tires Warranty

공급 사이즈 

215/45R17 91W

215/50R17 91W

215/55R17 94W

225/45R17 94W

225/50R17 98W

225/55R17 101W

225/60R17 99V

235/55R17 99V

225/45R18 95W

225/60R18 100V

235/45R18 98Y

235/55R18 100V

235/60R18 103V

245/45R18 100W

235/55R19 105V  

15˝ 16˝ 17˝ 18˝ 19˝

185/65R15 88H

195/65R15 91V

205/55R16 91V

205/60R16 96V

205/65R16 95H

215/60R16 95V

225/60R16 9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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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비교 

ComfortContact CCK

ComfortContact CC5

젖은 노면 125%  

핸들링 110% 

연료효율 115%

승차감 106% 

내마모 성능 110%  

마른 노면 113%   

정숙성 105% 

Continental Tire Korea Co., Ltd. www.continental-tires.co.kr

ComfortContact CCK
탁월한 승차감과 우수한 마일리지를 자랑하는 콘티넨탈의 사계절용 타이어 

● 조용한 승차감과 편안한 장거리 주행 환경 

●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사계절 타이어 

● 우수한 마일리지 성능과 향상된 연료 효율

ComfortContact CCK

The ones 
you can count on

ComfortContact CCK 
Product leafl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