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 안내 2019
승용차, SUV/4×4와 LT 타이어

Explore the World
with Giti Tire
당신은 본질적으로 열정적이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탐험을 즐깁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당신은 항상
지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에게 진실 되라고 주장합니다.
애정의 증인, 만남의 기적, 아우르는 포용
비범 한 맛, 엑스트라 슈티.
나만의 탐색가가 되세요.
자신을 탐색하십시오.
Giti로 탐색하십시오.

도

...

싱가폴 본사의 세계적
타이어 회사
Giti 타이어는 60년 넘게 타이어 사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Giti타이어는 세계 최대의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Giti타이어는 세계 130개 이상의 나라에서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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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제조 공장
미국 1, 인도네시아 1, 중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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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무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두바이, 브라질

More than

35,000

전 세계 각국에 종사하는 직원

More than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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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이상의 나라에서 판매처

연구개발 & 테스트 센터
4 R&D 독일,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7 TESTING CENTER 영국, 스페인, 핀란드, 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3개의
3개의제조국,
제조국,
진정한 글로벌 타이어 회사

진정한 글로벌 타이어 회사

Giti타이어가 새로 문을 연 미국 공장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더불어Giti 타이어의 세번째 생산공장이다.
모든
센터는 최고의새로
기술진이
타이어의
안전과공장은
품질을 보장하고
있으며
총 생산 능력은 더불어
연간 타이어 1
Giti타이어가
문을
연 미국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억개를 초과한다.

Giti 타이어의 세번째 생산공장이다.
모든 센터는 최고의 기술진이 타이어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
으며 총 생산 능력은 연간 타이어 1억개를 초과한다.

Giti Tire’s manufacturing plant in South Carolina

미국
2017년, Giti는 최첨단의 새 타이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3개년 프로젝트를 완벽
히 완수하였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에 위치한 이 최첨단 승용차 타이어 공장
은높은 자동화율로 운영된다.

South
Carolina

위 치 :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체스터
직 원 : 1,000명 이상
생산량 : 지속적으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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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5년 이상의 경력으로 모든 종류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Giti의 중국 내
6개의 시설은 뛰어난 품질과 지속 가능성, 환
경적 노력으로 인정 받고 있다.

Hualin

Yinchuan

Hefei

Putian

위
치 : 중국
공 장 수 : 4개지역에 6개의 제조센터
(Hefei, Putian, Yinchuan and Hualin)
직
원 : 약 1만 9천명
생 산 량 : 150,000본/하루
공장면적 : 3,000,000 m2이상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생산 시설은 최근 TBR타이어
공장과 타이어 성능 시험장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동남아 시장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었다.

Tangerang

위
치 :
공 장 수 :
직
원 :
생 산 량 :

인도네시아
1 (Tangerang)
17,000명 이상
164,000본/하루
(오토바이 타이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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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Giti타이어의 Global One R&D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서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더 짧은 타임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Global One
R&D

영국

독일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2017년 Giti Global One R&D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술
센터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의 기술 역량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지역 및 지역화된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고 경제적인 타이어와 함께 적시에 제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전략적 초점은 컴퓨터 보조 설계 도구, 재료 그리고 컴파운드 기술 그리고 타이어-차량
상호 작용 성능 시뮬레이션의 개발입니다. 또한 젖은 도로 제동력, 낮은 롤링 저항성 및
균형 잡힌 다이내믹 핸들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OE자동차 제조 업체의 엄격
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타이어 세대 출시를 가속화했습니다.

Flat -Trac

Handling and stability test for
truck tires

Winter tire performance testing
test for SUV 4x4 t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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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스포츠로서
지티 타이어 R&D
기술 플랫폼

Simulating Tire-Vehicle Interaction on the MTS Flat Trac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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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에서 타이어는 컴퓨터
모의 실험, 물리적 내부 동적 시험
및 실외 차량 시험을 한다.
GitiR&D는 극한의 속도, 기동성,
위험 영향 및 날씨 불확실성를 고
려하여 타이어를 설계 이상으로
만들며 극한의 주행 시험장 역할을
하는 Motorsports를 통해
더 발전해 간다.
이는 고객을 위해 안전하고 더 나
은 일상적인 드라이빙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와
경험이 된다.

Giti 타이어는 전설적인
24시간 노르부르크링 레이스에서
강한 성능을 입증

10

전설적인 24시간 노르부르크링 레이스에 참가한 첫 해에, Giti 타이어가 후원하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GT3는 그 요구 조건을 극복했으며, SP8부문에
서 인상적인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Giti와 DarrMotorsport는 이 경주에서 진정으로 인간, 자동차와 타이어의 한
계를 뛰어넘는 매우 어려운 트랙과 날씨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돌아왔다.
Giti Motorsports팀의 최고의 재능, 기술, 열정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룰 수 있
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6

GITI MOTORSPORTS
CIRCUIT RACES
FORMULA RACING

포뮬러 3 아시아 시리즈 & 아시아 공식 타이어

TRUCK RACING

Giti는 호주에서 열린‘2017년 슈퍼 트럭 내셔날’에서
트럭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였다.

ENDURANCE RACING

Giti는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24시간 노르부르크링과
GTC Championship Sepang 12시간 연속 경기에서우승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SPECIALTY RACES

DESERT AND OUTBACK RALLY

Giti타이어의 인기는 오프로드 대회에서 증가하고 있다.

RACE TO THE CLOUDS

PPIHC 명예의 전당 베테랑 노부히로“Monster”
타지마는 Giti 타이어로 기록을 깼다.
Legendary Race to the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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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otorsports Technology
in Your Tires
Giti Motorsports 활동은 귀중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타이어가 설계 한계를 넘어 밀려 드는 완벽한 증명 장소 역할을합니다.
- Making better, safer everyday driving tires for our consu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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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i Motorsports 타이어들 :
Challenging the Toughest Terrains, Conditions, and Competitions Around the World.

Maximum Endurance

Street-Legal Tires, Motorsports

Over 24 Hours

Experience

Giti는 세계적인 24 시간 뉘르부르크링
지구력 경기 데뷔에서 2 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목적 및 고성능 UHP 타이어로
드리프트 주행

No Roads? No Problem!

Giti의 오프로드 타이어가 말레이
시아 보르네오 사파리 경기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9

Driving Big Performance in Small Cars

Giti는 영국에서 VW Fun Cup
의 공식 공급 업체입니다.

Taking on the Sandy Dunes and Other

Race-Tuned Competition Tires for Big

Obstacles

Trucks

모래 및 기타 견고한 조건은 사막용
타이어로 처리됩니다.

호주의 권위있는 슈퍼 트럭 내셔
널을 후원하는 Giti 트럭 타이어

PCR Mapping
288
288

228V1

228V1

225

229

T20

SUV & 4x4 Mapping

SUV 880
AT100

520V1

HT152

SUV 520

HT150

AT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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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능 과 핸들링

17 - 20“

18 -20 “

35 - 55

35 - 50

17 - 21 “
45 - 60

DAILY DRIVING
11

모든 곳에서 최고의 드라이빙을 경험한다.

T20

V1

V1

13 - 16 “

16 “

15 - 18 “

55 - 70

55 - 70

45 - 65

14 - 17 “

16 - 18 “

15 - 18 “

50 - 70

45 - 55

50 - 70

15 - 18 “
5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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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DRIVING

.거친 여정을 위해 .편안한 여정을 위해

70

15 - 18 “

15 - 18 “

60 - 75

60 - 75

152

16 - 19 “

15 - 17 “

55 - 70

65 - 75

DAILY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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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성능과 경쟁력

14 - 16 “

12 - 16 “

690 - 975kg

425 - 1050kg

Maximum load/ single tire

Maximum load/ single tire

COMMERCIAL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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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i Control 288은 훌륭한 성능과 함께 멋진 외형이
돋보입니다.
세단을 위한 초고성능 타이어인 Control 288은 럭셔리함을
선호하는 운전자들에게 제어력, 편안함 그리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Advantage

Features

Benefits

안전함과 안정성

고속으로 야기되는 원심력에서도
트레드가 부드러움

Good tread smoothness even under
centrifugal force caused by high speed

3D사이프

접촉면적 및 홈 배수량이 증가하여 젖은
노면에서 접지력 및 제동 안전성 향상

이중 고강도 케이싱 구조

충격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스 강도 증가 : 안전을 위해 덜 불룩함

자동차 레이싱 기술에 영감을
받은 트레드 컴파운드 포뮬라

높은 그립력

넓고 사각형의 윤곽 디자인

보다 균일한 접촉 구역

5 피치 패턴 디자인

소음 감소

소음 감소 기술을 적용한
3D 패턴 블록 설계

소음 감소

수월한 제어

편안함과 정숙성

NON - Scrambling
Techniques

Scrambl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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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를 소유한 성능지향적인 운전자를 위해,
GitiControl SUV 880은 진보된 비대칭 트레드 패턴과
트레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젖은 또는 마른 노면에서
탁월한 코너링 능력을 제공합니다.

Advantage

향상된 그립력

보다 강력한 구조로
정밀한 제어

저소음과
안정적 주행

Features

Benefits
실리콘을 포함한 트레드 컴파운드
포뮬라

젖은 도로에서 그립력 향상

테이퍼형 홈

트레드 강성 증가

더 넓은 접지 면적과 등고선

접지 면적 증가

이중구조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케이싱

충격저항을 위한 강한 케이싱

고강도 비드컴파운드

제어에 민감하게 반응

반 개봉된 홈

타이어 소음의 확산 감소

스틸 벨트 주변을 감싼 2개의
캡플라이

고속 주행 시 더욱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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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새로운 콤파운드로 더 나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중소형 세단을 위한 차세대 콤포트 타이어

Advantage

정숙성과
편안함

Features

NON - Scrambling
Techniques

Benefits

Scrambling
Techniques

미세한 홈과 최적화된 트레드
블럭 디자인

소음울림을 줄이기 위해
공기 흐름 차단

5개 부분 여러 정점의 무작위 배열

트레드 홈 안의 공기흐름 진동에
의해

3D 사이프

공기흐름 소음이 낮아지기 위해
공기 흐름을 빨리 배출시킨다.

이중 고강도 케이싱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

나노입자의 고무 강화 카본의 추가와
함께 부드럽고 매끄러운 트레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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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싱의 충격 저항 증가

트레드 컴파운드의 마모 저항
증가

Giti Comfort SUV520의 특징은 현대적 디자인,
젖은 도로와 마른 도로에서 최고의 편안함과
고성능이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는 것입니다.

Advantage

Features

Benefits

편안함과 정숙성

NON - Scrambling
Techniques

제어에 민감

파인 스크램블링 패턴 디자인

소음발생의 빈도를 줄임

고강도 캡 플라이

진동 흡수 양호

5부분 가변성 있는 정점의 임의 배열

트레드 홈 안의 공기흐름
진동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줄인다

3B 강성 등고선 밸런스 기술

트레드에서 균일한 힘 분포

고강성 트레드 패턴

보다 안정적인 핸들링

고강도 비드 에이펙스 스트립

더 빠른 반응

Scrambl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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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l-terrain tire for light trucks and SUVs that allow
you to take control anywhere you need to go --

Advantage

열악한
도로 조건에서
강한 성능

Features

Benefits
웨지 패턴 디자인

비포장도로에서 접지력 향상

푸넬 모양의 메인 홈 디자인

셀프 클리닝 능력 향상

“S”모양의 중심 립 디자인

트랙션 증가

검-디핑 스틸 벨트

수증기 부식으로부터 스틸 와이어를
보호

고순도 고무 성분의 트레드
컴파운드

컴파운드의 뜯김 저항을 향상

안전성과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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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SUV 및 4x4 차량의 마일리지, 핸들링 및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새롭고 독특한 패턴 디자인

Advantage

젖은 도로에서
훌륭한 핸들링

Features

Benefits
기능적 수지와 고 분산성 화이트 카본
블랙을 첨가한 트레드 컴파운드

젖은 도로에서 접지력 향상

넓은 트레드 디자인

접촉 면적이 더 넓음

이중 케이싱 구조

충격 저항을 위해 더 강한
케이싱

프로텍션 바

사이드 월 마모 방지

최대 9.0mm의 메인 홈 깊이

마모량 증가

고무강화 카본 블랙의 추가와 고탄력
고무 시스템 사용

컴파운드의 마모 저항이 증진

안전강화를 위한
강력한 케이싱

긴 마일리지를
위한 강한 마모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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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마일리지 성능과 배송하는 동안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한 라이트 트럭 제품이새롭게 업그레이드

Advantage

Features

Benefits

보다 높은
하중능력을 위해
고체 재료

긴 마일리지를
위한 마모저항
성능이 업그레이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NON - Scrambling
Techniques

이중구조 고강도 케이싱

케이싱 강도 증가

확대된 비드 에이펙스 스트립

높은 하중에서 비드로부터
손상 감소

두꺼운 비드 와이어

더 높은 강도

높은 마모 저항의 트레드 컴파운드

컴파운드의 높은 마모 저항

더 깊은 메인 홈

마모량 증가

5 피치 패턴 디자인

소음발생 빈도 감소

닫겨진 숄더 디자인

바깥으로 퍼지는 트레드
소음을 방지

Scrambling
Techniques

21

편안함, 높은 하중능력
고속주행 상용 밴을 위해 디자인된 타이어

Advantage

Features

Benefits
Full nylon ply
Double-layer
high-strength
steel belt

이중구조의 고강도 스틸벨트와 고강도
나일론 캡 플라이

트레드 강성 향상, 변형 제거

강한 하중능력
폴리에스테르 플라이의 고강도 케이싱

케이싱 강도 증가

연속적 대형 패턴 블록 디자인

트레드 블록 강성 증가,
불규칙한 마모 제거

상용 차량을 위한 마모 저항
컴파운드 포뮬라

컴파운드의 높은 마모저항

Ground

긴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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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with
Peace of Mind
GO UP TO 80 KM/H
FOR UP TO 80 KILOMETERS
AFTER COMPLETE AIR LOSS

17

18

16

Size

Speed Rating

Load Index

205/45RF17

W

88

225/45RF17

W

91

225/50RF17

W

98

225/55RF17

W

*225/40RF18

Size

Speed Rating

Load Index

*255/40RF18

W

95

275/40ZRF18

Y

99

*245/40ZRF19

Y

98

97

245/45ZRF19

Y

98

W

92

*275/35ZRF19

Y

96

*225/45RF18

W

95

*275/40ZRF19

Y

101

*235/50RF18

V

97

*245/40ZRF20

Y

99

245/45ZRF18

Y

100

275/35ZRF20

Y

102

245/50ZRF18

W

100

Size

Speed Rating

Load Index

*205/55RF16

V

91

*225/55RF16

W

95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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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 coming soon

Giti Tire RunFlat Benefits
PEACE OF MIND

MORE TRUNK SPACE

Giti’s RunFlat tires give drivers the

Giti’s RunFlat tires eliminate the need for a spare tire,

confidence that they won’t be stranded with a flat tire.

allowing for more space to put the things that matter
most to you.

THE INNER
SUPPORT RING

With Spare Tire

Inside the tire supports the
vehicle after a loss of air
pressure, allowing the tire to
function and the vehicle to
continue on the road.

Giti Tire
RunFlat Comfort
TREAD

Using RunFlat Tire

Giti’s Self-Supporting
RunFlat Tires Offer
Greater Peace of Mind

Ensures drivability and durability at zero
inflation pressure.

RUNFLAT TIRE
Sidewall can be supported by the
self-supporting rubber.

Giti RunFlat Tire
with normal air
pressure

Low heat generating bead filter ensures drivability
and durability at zero inflation pressure.

Reinforced
Sidewall

Temporary extended mobility for up to distance
of 80km at speed of up to 80km/hr.

Bead allows the tire to firmly grip to the
wheel even the zero inflation pressure.

NORMAL TIRE

High Temp

Low Temp.

Low heat generating Thinnest self-supporting
ply materials
and heat resistance rubber

Normal tire
with normal
air pressure

Air
Leakage

The optimal use of materials and components reduce the
size of self-supporting rubber and reduce the stiffness of
tire sidewall, improving riding comfort.

The pressure decreases immediately and the
friction produces heat

www.gitit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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