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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전거 타이어 

6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타이어 전문기업 흥아는 
국내도로와 환경에 적합한 타이어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내구성이 뛰어난 타이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뛰어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벨로또를 탄생시켰습니다. 

벨로또의 모든 타이어는 주행환경과 용도에 맞는 개별 
컴파운드를 개발 적용하였으며 펑크방지 벨트가 적용되어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4 5

타이어 종류 벨로또 타이어 종류에는 크게 클린처 타입과 튜블러 타입이 있습니다. 
클린처 타입은 비드에 따라 폴딩 비드와 와이어 비드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딩 비드[Folding bead]
폴딩 비드 타이어에 사용되는 비드로 케블라 섬유로 제작됩니다. 
가벼운 무게와 탄성을 가지는 동시에 강한 내구성으로 주행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와이어 비드[Wire bead]
와이어 비드 타이어에 사용되는 비드로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다이나믹, 캐주얼 등급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튜블러[Tubular]
튜브를 타이어 내부에 장착 후 봉합한 타이어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자전거 타이어이며 높은 공기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경기용 타이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타이어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구성이 강한 나일론 소재의 
직조물입니다. 고급 타이어일수록 밀도가 촘촘한 카커스를 사용
합니다. 카커스의 밀도는 EPI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PI?
타이어를 구성하는 직조물로서 사람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EPI는 Ends Per Inch 1인치당 면사의 가닥수를 의미합니다. 

EPI와 TPI 차이점
EPI와 TPI 모두 카커스의 인치당 밀도를 의미하지만 다른 개념 
입니다. 타이어는 카커스를 여러 번 겹쳐져 만들어집니다. EPI는 
겹쳐지기 전 본래의 밀도를 의미하고 TPI는 타이어가 완성된 상태
에서 겹쳐진 카커스의 총 밀도를 의미합니다. 벨로또는 EPI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이어의 카커스는 일반적으로 3겹으로 
겹쳐짐으로 EPI X 3 = TPI로 볼 수 있습니다.

NYLON 튜블러
튜블러 타이어에 적용되는 고급 카커스입니다. 튜블러 타이어에 
필요한 모든 주행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10EPI
에픽 등급에 적용되는 고급 카커스로서 낮은 구름저항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촘촘한 카커스입니다.

67EPI
다이나믹 등급에 적용되는 고성능의 카커스입니다. 

50EPI
다이나믹, 캐주얼 등급에 적용되는 내구성이 향상된 카커스입니다.

30EPI
캐주얼 등급에 적용되는 벨로또의 기본 카커스입니다.

카커스

카커스 원재료의 밀도측정

EPI 측정 방법 TPI 측정 방법

완성타이어 상태의 밀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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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시스템 트레드와 카커스 사이에 삽입되어 주행 중 날카로운 물질이 타이어를 
관통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크게 천 소재와 고무 소재로 나뉘며 
벨로또에서는 6가지 펑크 방지 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퍼 레이싱 웹테크
- 레이싱에 특화된 경량 프로텍션
가혹한 레이스 환경을 위한 펑크 방지용 웹테크의 경량 레이싱 
버전입니다. 매우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구름저항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벨로또 브레이커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XCR 웹테크
- 산악 레이싱을 위한 고탄성 프로텍션
산악자전거 경기를 위한 XCR 웹테크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낮은 
구름저항은 XC 레이서들을 위한 펑크 방지 벨트입니다. 촘촘한 
거미줄처럼 강한 내구성! 웹테크의 XC 레이싱 버전이 오프로드, 
산악 지형의 험한 코스로부터 타이어를 지켜 줄 것입니다.

슈퍼 라이트 스킨 
- 가볍고 튼튼한 고품질 브레이커를 이용한 프로텍션
초경량 산악자전거(MTB) 타이어를 위한 슈퍼 라이트 스킨입니다. 
매우 가벼운 무게와 낮은 구름저항이 특징으로 산악자전거(MTB) 
레이서에게 필수적인 펑크 방지 벨트입니다.

레이싱 웹테크
- 레이싱 타이어를 위한 고탄성 프로텍션
치열한 경쟁을 위한 웹테크 펑크 방지 벨트의 레이싱용 버전입니다.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구름저항 또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얼티메이트 프로파일
- 탄성이 뛰어난 천연고무를 사용한 프로텍션 
벨로또의 가장 강력한 펑크 방지 고무 층으로 날카로운 물질이 
타이어를 관통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최고의 트레드 프로파일로 
기존보다 40% 강해졌습니다. 뛰어난 탄성으로 주행성능과 승차감이 
매우 탁월합니다. 

웹-테크
벨로또의 기본적인 나일론 소재의 펑크 방지 벨트입니다. 무게가 
가벼우며 거미줄같이 직조된 웹테크 기술이 노면의 날카로운 
물질로부터 타이어를 보호해 줍니다.

벨로또 제품에는 총 3단계의 등급 레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을 통해 알기 쉽게 벨로또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천연고무 또는 인조고무에 
여러가지 화합물을 결합한 하나의 고무단위를 컴파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벨로또에서는 다양한 타이어의 특성에 알맞은 여러가지 컴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에픽[EPIC]_벨로또 등급 중 최상위 제품군입니다. 레이스, 크로스
컨트리용 타이어, 그리고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투어링 타이어 
제품군이 있습니다. 

다이나믹[DYNAMIC]_투어링, 레저 라이딩, 트레이닝을 위한 
벨로또의 중급 레벨의 타이어입니다. 탁월한 주행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에코_편안한 승차감, 낮은 구름저항을 통하여 주행 편의성을 
향상시킨 컴파운드입니다.

엔듀로_장거리 투어링, 스키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컴파운드
입니다. 믿음직한 내구력으로 안전한 라이딩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_강하고 질긴 내구성 확보뿐만 아니라 마일리지까지 
고려되어 설계된 컴파운드입니다. 최신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어느 타이어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익스트림_단단한 레이싱 센터 트레드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
하였으며, 소프트한 숄더 그리퍼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주행성능을 
확보한 최고의 컴파운드입니다.

네오 레이스_벨로또의 새로운 레이싱 컴파운드입니다. 국내 환경 
특성에 맞춘 특별한 레시피를 통해 최적의 그립력과 최소의 구름
저항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50% 이상 향상된 높은 마일리지를 
가진 벨로또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컴파운드입니다.

캐주얼[CASUAL]_벨로또의 입문급 타이어들로 입문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컬러와 유니크한 멋을 강조한 
타이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등급

컴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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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 타이어 제품별 적합 주행 노면

MTB 타이어 사용예시

페더라이트

프론트,리어 - 페더라이트 사용 프론트,리어 - 더블엑스 사용

프론트,리어 - 핫샷 사용 프론트,리어 - 익스플로션샷 사용

프론트,리어 - 슬링샷 사용

프론트 - 핫샷 / 리어 - 싱글샷 조합

프론트 - 핫샷 / 리어 - 싱글샷 조합

프론트, 리어 - 싱글샷 사용

크로스컨트리(XC) 컴페티션 올라운드

슬링샷 싱글샷 핫샷 더블엑스 익스플로션샷소닉샷

온로드, 힐클라임 컴페티션 트레일, 올마운틴 컴페티션

MTB

MTB타이어 라벨은 상단-제품명로고 / 하단-브랜드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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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B

슬링샷 SLING SHOT

다양한 환경에 강한 올라운드 XC
여러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발된 올라운드 XC타이어로 센터 블록 
배치를 통해 도로 주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강력한 트리플 블록을 
사이드월에 설계하여 안전성을 높인 슬링샷은 아스팔트와 XC싱글
코스까지 만족스러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페더라이트 FEATHER LIGHT

초경량! 온로드&힐클라임 최강자
깃털 같은 가벼움으로 초경량을 자랑하는 페더라이트는 
이미 국내 유명 선수들이 주행성능 검증과 우승까지도 
함께하였습니다. 온로드와 힐클라임 레이싱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페더라이트가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MT
B

 페더라이트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 라이트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325 g 110 51625101 65,000원
27.5" 50-584 27.5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340 g 110 51625111 65,000원
29" 50-622 29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360 g 110 51625121 65,000원

 슬링샷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XCR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40 g 67 51625211 39,000원
54-559 26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480 g 67 51625241 39,000원

27.5"
NEW 54-584 27.5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490 g 67 51625271 39,000원

29" 50-622 29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95 g 67 51625231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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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B

싱글샷 SINGLE SHOT

싱글코스의 강자 컴페티션 부스터
가벼워진 무게와 낮아진 구름저항, 강력해진 그립력으로 
더욱 공격적인 타이어로 싱글샷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임도까지 다양한 노면에 최적화 된 
블록패턴 구성은 스피드와 안전성을 확보해 줍니다.

핫샷 HOT SHOT

XC의 강력한 컨트롤러

MT
B

 핫샷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XCR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65 g 67 51625611 39,000원
54-559 26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510 g 67 51625641 39,000원

27.5" 50-584 27.5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80 g 67 51625621 39,000원
NEW 54-584 27.5x2.10 블랙 / 블랙스킨 30-55 (2.0-4.0) 530 g 67 51625671 39,000원
29" 54-622 29x2.10 블랙 / 블랙스킨 30-55 (2.0-4.0) 560 g 67 51625661 39,000원

 싱글샷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XCR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50 g 67 51625311 39,000원
54-559 26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510 g 67 51625341 39,000원

27.5" 50-584 27.5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80 g 67 51625321 39,000원
NEW 54-584 27.5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530 g 67 51625331 39,000원
NEW 57-584 27.5x2.25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630 g 67 51625351 39,000원
29" 54-622 29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648 g 67 51625361 39,000원

완벽한 컨트롤을 원한다면 핫샷을 선택하십시오. 개방형 
트레드를 통한 셀프 클리닝과 가벼운 무게는 빠르고 정확하게 
라이딩을 제어하여 주행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줍니다.  
XC싱글코스, 임도까지 만족스러운 라이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4 15

더블엑스

소닉샷

DOUBLE AXE

SONIC SHOT

강력한 올마운틴 컨트롤러

오프로드에 강한 세미슬릭 타이어

단 하나의 타이어로 여러 라이딩 환경에 대한 커버리지를 
원한다면 유일한 선택은 더블엑스입니다. 새로운 트레드 
블록 패턴의 설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공도와 도로에서 빠른 주행을 위해 탄생한 타이어입니다. 촘촘한 
세미슬릭 패턴은 공도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에 최적화되어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블엑스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XCR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515 g 67 51625501 39,000원
54-559 26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560 g 67 51625541 39,000원

27.5" 54-584 27.5x2.10 블랙 / 블랙스킨 30-55 (2.0-4.0) 580 g 67 51625551 39,000원
NEW 57-584 27.5X2.25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730 g 67 51625531 39,000원
29" 54-622 29x2.10 블랙 / 블랙스킨 30-55 (2.0-4.0) 615 g 67 51625561 39,000원

 소닉샷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XCR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NEW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65 g 67 51625401 39,000원
54-559 26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530 g 67 51625441 39,000원

MT
B

익스플로션샷 EXPLOSION SHOT

공도주행과 임도주행의 극강자
마이크로 블록에 따른 놀라운 노면 그립과 폭발적인 가속력을 
느껴보세요. 새롭게 개발된 익스플로션샷은 마이크로 블록의 
촘촘한 트레드 배열로 공도주행과 임도주행에 최적화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펑크 방지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익스플로션샷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XCR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50-559 26x1.95 블랙 / 블랙스킨 35-65 (2.5-4.5) 450 g 67 51625701 39,000원
27.5" 54-584 27.5x2.10 블랙 / 블랙스킨 35-55 (2.5-4.0) 500 g 67 51625751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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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패티라이트 FATTY LIGHT

팻바이크도 경쾌하게 라이딩하다
팻바이크도 가벼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990g의 초경량 
무게를 자랑하는 패티라이트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경쾌한 
라이딩과 신선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패티라이트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 라이트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100-559 26x4.00 블랙 / 블랙스킨 10-30 (0.8-2.0) 990 g 110 51625191 80,000원
27.5"
NEW 70-584 27.5x2.80 블랙 / 블랙스킨 20-45 (1.5-3.0) 730 g 110 51625181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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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 스피드

에어로

CHAMPION SPEED

AERO

승리를 위한 최고의 클린처 타이어의 탄생

스프린터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춘 스페셜리스트

벨로또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웹 무늬 트레드와 넓은 플러스 
트레드를 사용하여, 최고의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타이어
입니다. 23C와 25C 사이즈의 장점을 모두 갖춘 24C 사이즈를 
채택하여, 라이더에게 최고의 주행감과 안정성을 선사합니다.

그립을 위한 센터의 슬릭 패턴과 최적의 구름 저항을 위한 
숄더 마이크로 패턴, 그리고 에어로의 프로페셔널을 위한 사이드 
도트 패턴까지 이 모든 것이 오직 스피드를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스프린터를 위한 타이어로 완벽한 에어로의 성능을 느껴보세요.

블랙/블랙 스킨

블랙/블랙 스킨

블랙/레트로 스킨

블랙/레트로 스킨

 챔피언 스피드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 레이싱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NEW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4-622 700x24C 블랙 / 블랙스킨 85-130 (6.0-9.0) 220 g 110 51633601 55,000 원
24-622 700x24C 블랙 / 레트로 스킨 85-130 (6.0-9.0) 220 g 110 51633611 55,000 원

 에어로 에픽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 레이싱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NEW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45 (6.0-10.0) 235 g 110 51623701 55,000 원
25-622 700X25C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250 g 110 51623702 55,000 원
25-622 700X25C 블랙 / 레트로스킨 85-115 (6.0-8.0) 250 g 110 51623705 55,000 원
28-622 700X28C 블랙 / 블랙스킨 85-120 (6.0-8.5) 290 g 110 51623703 55,000 원

NEW 에어로 다이나믹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레이싱 웹테크 / 엔듀로 컴파운드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45 (6.0-10.0) 270 g 50 51623711 28,000 원
25-622 700X25C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290 g 50 51623712 28,000 원
28-622 700X28C 블랙 / 블랙스킨 85-120 (6.0-8.5) 330 g 50 51623713 28,000 원

로드

챔피언 GTR CHAMPION GTR

챔피언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와 완벽한 주행
챔피언 GTR은 완전히 새로워진 레이스용 튜블러 타이어입니다. 
최상급 NYLON 카커스 사용으로 스네이크 바이트, 열저항치, 
내구성 모두를 확보하였으며,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사용으로 
구름저항, 그립, 마일리지까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챔피언 GTR _ 에픽 등급 / 튜블러 타이어 / 슈퍼 레이싱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2-622 700x22C 블랙 / 블랙스킨 115-205 (8.0-14.0) 290 g NYLON 51633411 79,000원
24-622 700x24C 블랙 / 블랙스킨 90-175 (6.0-12.0) 325 g NYLON 51633421 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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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T 300 FANTOME T 300

사이클 트레이닝의 최적화
트레이닝을 위해 최적화된 사이클용 타이어입니다. 
프리미엄 컴파운드와 레이싱 웹테크로 신뢰할 수 있는 
내구성과 주행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블랙/블랙 스킨
블랙/베이지 스킨

 팬텀 T 300 _ 다이나믹 등급 / 튜블러 타이어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2-622 700x22C 블랙 / 블랙스킨 90-145 (6.0-10.0) 300 g 54(P20/3) 51633313 49,000원
22-622 700x22C 블랙 / 베이지스킨 90-145 (6.0-10.0) 300 g 54(P20/3) 51633312 49,000원

팬텀 FANTOME

내구성과 주행성을 모두 갖추다
빗살무늬 패턴 설계로 유니크한 스타일을 추구하였습니다.
마일리지와 그립력은 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최신 펑크 방지 기술을 통해 내구성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로드

블랙/블랙 스킨
블랙/베이지 스킨

 팬텀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레이싱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45 (6.0-10.0) 235 g 67 51623201 49,000원
23-622 700x23C 블랙 / 베이지스킨 85-145 (6.0-10.0) 245 g 67 51623202 49,000원

팬텀 베이퍼 FANTOME VAPOR 

완벽한 벨런스를 갖춘 타이어 
많은 라이더의 선택을 받은 스피드 네트 패턴과 내구성 및 그립력을 
고루 갖춘 컴파운드를 적용하여, 완벽한 밸런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최적의 
그립력으로 다운힐과 코너링 및 내구성까지 두루 갖춰진 타이어입니다.
밸런스를 원하는 라이더에게 추천하는 타이어입니다.

블랙/블랙 스킨
블랙/레트로 스킨

 팬텀 베이퍼 에픽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 레이싱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NEW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45 (6.0-10.0) 220 g 110 51624301 49,000원
23-622 700x23C 블랙 / 레트로스킨 85-145 (6.0-10.0) 220 g 110 51624303 49,000원
25-622 700x25C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240 g 110 51624302 49,000원
25-622 700x25C 블랙 / 레트로스킨 85-115 (6.0-8.0) 240 g 110 51624304 49,000원

NEW 팬텀 베이퍼 다이나믹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레이싱 웹테크 / 엔듀로 컴파운드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45 (6.0-10.0) 255 g 50 51624311 28,000원
25-622 700x25C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255 g 50 51624312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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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루트 얼티메이트 ROUTE ULTIMATE

픽시전용 타이어, 스키딩에 강하다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롭게 구성한 픽시용 
타이어입니다. 벨로또에서 가장 높은 트레드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성능에 초점을 맞춰 뛰어난 내구성과 
접지력을 가진 안전한 타이어입니다.

 루트 얼티메이트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얼티메이트 프로파일 / 엔듀로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35 (6.0-9.0) 460 g 50 51613131 30,000원
25-622 700x25C 블랙 / 블랙스킨 85-135 (6.0-9.0) 490 g 50 51613132 30,000원

루트 ROUTE

트랜디한 컬러의 연습용 타이어

로드

사이클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타이어로 강한 내구성과 
뛰어난 컴파운드로 제작된 타이어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컴파운드로 개성있는 컬러 감각을 표현하세요.

블랙/블랙 스킨
화이트/블랙 스킨
레드/블랙 스킨

 루트 _ 캐주얼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프리미엄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8"

23-622 700x23C 블랙 / 블랙스킨 85-135 (6.0-9.0) 330 g 50 51613101 20,000원
23-622 700x23C 화이트 / 블랙스킨 85-135 (6.0-9.0) 330 g 50 51613102 20,000원
23-622 700x23C 레드 / 블랙스킨 85-135 (6.0-9.0) 330 g 50 51613103 20,000원
25-622 700x25C 블랙 / 블랙스킨 85-135 (6.0-9.0) 340 g 50 51613111 20,000원
25-622 700x25C 레드 / 블랙스킨 85-135 (6.0-9.0) 340 g 50 51613112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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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세띠아 레이싱 에픽 SETIA RACING EPIC

레이싱 퍼포먼스를 구현하다
레이싱용 컴파운드와 케블라 폴딩 비드를 사용하여 최고의 
레이싱 퍼포먼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레이싱용 펑크 방지 벨트를 
사용하여 주행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 또한 완벽합니다. 

투어

 세띠아 레이싱 에픽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레이싱 웹테크 / 네오 레이싱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40-559 26x1.50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370 g 110 51621201 47,000원
44-559 26x1.7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430 g 110 51621211 47,000원

27.5"
NEW

44-584 27.5x1.7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450 g 110 51621221 47,000원
44-584 27.5x1.75 블랙 / 레트로스킨 45-70 (3.0-5.0) 450 g 110 51621261 47,000원
50-584 27.5x1.9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500 g 110 51621231 47,000원

29"
NEW

40-622 29x1.50 블랙 / 블랙스킨 45-85 (3.0-6.0) 420 g 110 51621241 47,000원
44-622 29x1.75 블랙 / 블랙스킨 45-80 (3.0-5.5) 480 g 110 51621251 47,000원
44-622 29x1.75 블랙 / 레트로스킨 45-80 (3.0-5.5) 480 g 110 51621262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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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세띠아 레이싱 다이나믹 SETIA RACING DYNAMIC

편안한 올라운드 와이어 타이어
화려한 컬러와 함께 내구성 강화를 위해 튼튼한 카커스와 
스틸 와이어 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떠한 투어링 환경에도 
잘 어울리는 올라운드형 타이어입니다. 

블랙/블랙 스킨
레드/블랙 스킨

 세띠아 레이싱 다이나믹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40-559 26x1.50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495 g 67 51611201 33,000원
40-559 26x1.50 레드 / 블랙스킨 45-70 (3.0-5.0) 495 g 67 51611202 33,000원
44-559 26x1.7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550 g 67 51611211 33,000원
44-559 26x1.75 레드 / 블랙스킨 45-70 (3.0-5.0) 550 g 67 51611212 33,000원

27.5"

44-584 27.5x1.7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570 g 67 51611221 33,000원
44-584 27.5x1.75 레드 / 블랙스킨 45-70 (3.0-5.0) 570 g 67 51611222 33,000원
50-584 27.5x1.9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620 g 67 51611231 33,000원
50-584 27.5x1.95 레드 / 블랙스킨 45-70 (3.0-5.0) 620 g 67 51611232 33,000원

29"

40-622 29x1.50 블랙 / 블랙스킨 45-85 (3.0-6.0) 540 g 67 51611241 33,000원
40-622 29x1.50 레드 / 블랙스킨 45-85 (3.0-6.0) 540 g 67 51611242 33,000원
44-622 29x1.75 블랙 / 블랙스킨 45-80 (3.0-5.5) 610 g 67 51611251 33,000원
44-622 29x1.75 레드 / 블랙스킨 45-80 (3.0-5.5) 610 g 67 51611252 33,000원

세띠아 디펜더 SETIA DEFENDER

강력한 내구성과 다양한 지형을 달리다

투어

세띠아 디펜더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강력한 
탄성력은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지형을 
커버하는 퍼포먼스와 경제성까지 겸비한 세띠아 디펜더는 
긴 여행길의 동반자로 추천합니다. 

 세띠아 디펜더 _ 캐주얼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엔듀로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6" 44-559 26x1.7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480 g 50 51621291 29,000원

27.5"
44-584 27.5x1.7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510 g 50 51621292 29,000원
50-584 27.5x1.95 블랙 / 블랙스킨 45-70 (3.0-5.0) 550 g 50 51621293 29,000원

29" 44-622 29x1.75 블랙 / 블랙스킨 45-80 (3.0-5.5) 550 g 50 51621294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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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띠아 투어링 SETIA TOURING

도심을 라이딩 하다
세띠아는 도심 라이딩을 위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입니다. 
자전거 여행 시 오랜 주행에서 오는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력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블랙/화이트

 세띠아 투어링 _ 캐주얼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에코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4"

32-507 24x1.25 블랙 55-95 (4.0-6.5) 500 g 30 51611121 20,000원
32-507 24x1.25 화이트 55-95 (4.0-6.5) 500 g 30 51611122 20,000원
32-507 24x1.25 레드 55-95 (4.0-6.5) 500 g 30 51611123 20,000원
32-507 24x1.25 블랙/화이트 55-95 (4.0-6.5) 500 g 30 51611127 20,000원

26"

32-559 26x1.25 블랙 55-95 (4.0-6.5) 520 g 30 51611111 20,000원
32-559 26x1.25 화이트 55-95 (4.0-6.5) 520 g 30 51611112 20,000원
32-559 26x1.25 레드 55-95 (4.0-6.5) 520 g 30 51611113 20,000원
32-559 26x1.25 블랙/화이트 55-95 (4.0-6.5) 520 g 30 51611117 20,000원

27.5"
NEW

32-584 27.5X1.25 블랙 55-95 (4.0-6.5)  590 g 30 51611511 20,000원
32-584 27.5X1.25 화이트 55-95 (4.0-6.5)  590 g 30 51611512 20,000원
32-584 27.5X1.25 레드 55-95 (4.0-6.5)  590 g 30 51611213 20,000원
32-584 27.5X1.25 블랙/화이트 55-95 (4.0-6.5)  590 g 30 51611214 20,000원

28"

28-622 700x28C 블랙 55-100 (4.0-7.0) 480 g 30 51611101 20,000원
28-622 700x28C 화이트 55-100 (4.0-7.0) 480 g 30 51611102 20,000원
28-622 700x28C 레드 55-100 (4.0-7.0) 480 g 30 51611103 20,000원
28-622 700x28C 블랙/화이트 55-100 (4.0-7.0) 480 g 30 51611107 20,000원

미니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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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 스피드 미니 CHAMPION SPEED MINI

최고의 미니벨로 타이어
벨로또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미니벨로 타이어입니다. 최상급 카커스와 
컴파운드 사용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접지력을 자랑합니다. 최상급 
미니벨로 타이어를 찾는 라이더에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블랙/블랙 스킨
블랙/레트로 스킨

팬텀 미니 FANTOME MINI

클래식한 멋! 미니벨로
빗살무늬 패턴 설계로 유니크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작은 휠을 사용하는 폴딩 자전거와 미니벨로, 시티 
자전거 등에 적합합니다.

블랙/블랙 스킨
블랙/베이지 스킨

 챔피언 스피드 _ 에픽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슈퍼 레이싱 웹테크 / 네오 레이스 컴파운드 

NEW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16" 28-349 16x1-1/8 블랙 / 블랙스킨 85-120 (6.0-8.5) 170 g 110 51633602 55,000 원

 팬텀 미니 _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폴딩 타이어 / 레이싱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16"
28-349 16x1-1/8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170 g 67 51623281 49,000원
28-349 16x1-1/8 블랙 / 베이지스킨 85-115 (6.0-8.0) 185 g 50 51623282 49,000원

18"
28-355 18x1-1/8 블랙 / 블랙스킨 85-120 (6.0-8.5) 180 g 67 51623284 49,000원
28-355 18x1-1/8 블랙 / 베이지스킨 85-120 (6.0-8.5) 190 g 50 51623285 49,000원

20"

25-406 20x1.00(406)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185 g 67 51623286 49,000원
25-406 20x1.00(406) 블랙 / 베이지스킨 85-115 (6.0-8.0) 195 g 50 51623287 49,000원
25-451 20x1.00(451)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205 g 67 51623288 49,000원
25-451 20x1.00(451) 블랙 / 베이지스킨 85-115 (6.0-8.0) 215 g 50 51623289 49,000원

 다이나믹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레이싱 웹테크 / 익스트림 컴파운드 

16"
37-305 16x1.35 블랙 / 블랙스킨 55-95 (4.0-6.5) 230 g 67 51623291 24,000원
37-305 16x1.35 블랙 / 베이지스킨 85-145 (6.0-10.0) 240 g 50 51623292 24,000원

루트 미니 ROUTE MINI

컬러풀! 미니 스프린터
강한 내구성과 뛰어난 컴파운드의 조합형 미니벨로 타이어
입니다. 컬러풀한 타이어로 개성있는 컬러 감각을 표현하세요.

세띠아 투어링 미니 SETIA TOURING MINI

나만의 컬러로 표현하다
세띠아 투어링 미니는 도심 라이딩을 위한 미니벨로 타이어입니다. 
컬러풀한 타이어들로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블랙/화이트

 루트 미니 _ 캐주얼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프리미엄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20"
25-451 20x1.00(451) 블랙 / 블랙스킨 85-115 (6.0-8.0) 260 g 50 51613191 20,000원
25-451 20x1.00(451) 화이트 / 블랙스킨 85-115 (6.0-8.0) 260 g 50 51613192 20,000원
25-451 20x1.00(451) 레드 / 블랙스킨 85-115 (6.0-8.0) 260 g 50 51613193 20,000원

 세띠아 투어링 미니 _ 캐주얼 등급 / 클린처 와이어 타이어 / 에코 컴파운드

ETRTO 크기 색상 공기압 psi(bar) 무게 EPI 품번 가격

16"
NEW

40-305 16X1.5 블랙 55-85 (4.0-6.0)  390 g 30 51611401 20,000원
40-305 16X1.5 화이트 55-85 (4.0-6.0)  390 g 30 51611402 20,000원
40-305 16X1.5 레드 55-85 (4.0-6.0)  390 g 30 51611403 20,000원
40-305 16X1.5 블랙 / 블랙스킨 55-85 (4.0-6.0)  390 g 30 51611404 20,000원

20"

40-406 20X1.5(406) 블랙 55-85 (4.0-6.0) 450 g 30 51611191 20,000원
40-406 20X1.5(406) 화이트 55-85 (4.0-6.0) 450 g 30 51611192 20,000원
40-406 20X1.5(406) 레드 55-85 (4.0-6.0) 450 g 30 51611193 20,000원
40-406 20X1.5(406) 블랙 / 블랙스킨 55-85 (4.0-6.0) 450 g 30 51611197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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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벨로또 튜브 VELOTTO TUVE

고품질의 부틸 사용과 구름성을 갖춘 튜브
고품질의 부틸 고무를 사용하여 공기 기밀성이 매우 좋으며 동시에 가벼운 무게로 뛰어난 구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모든 튜브의 불량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32시간의 공기압 유지 검사와 수중 외형 검사를 
통과한 튜브만이 벨로또 튜브로 합격점을 받아 출고됩니다.
밸브 코어가 분리되는 타입으로 코어가 파손되었을 경우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 밸브를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 튜브 최초 장착 시 밸브코어의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AV40
40mm

FV40
40mm

FV48
48mm

FV60
60mm

FV80
80mm슈레더 / 오토 밸브AV 프레스타 / 프렌치 밸브FV

 벨로또 튜브
ETRTO 범위 크기 범위 무게 AV40 FV40 FV48 FV60 FV80

16" 25 / 32 - 349 16 x 1.125 - 1.25 70g 12532349A 12532349B

20"

23 / 28 - 406 20 x 0.9 - 1.125 70g 12328406B
40 / 47 - 406 20 x 1.5 - 1.75 100g 14047409A 14047406B
47 / 60 - 406 20 x 1.75 - 2.25 140g 14760406A 14760406B
23 / 28 - 451 20 x 0.9 - 1.125 75g 12328451B

26"
28 / 32 - 559 26 x 1.1 - 1.25 100g 12832559D
40 / 47 - 559 26 x 1.5 - 1.75 120g 14047559B
47 / 60 - 559 26 x 1.9 - 2.35 140g 14760559B 14760559C 14760559D

27.5" 47 / 60 - 584 27.5 x 1.75 - 2.35 160g 14760584B 14760584C 14760584D

29"
40 / 47 - 622 29 x 1.5 - 1.75 130g 14047622B
47 / 60 - 622 29 x 1.75 - 2.35 170g 14760622B

700C
23 / 25 - 622 700 x 23 - 25C 95g 12325622A 12325622B 12325622C 12325622D
28 / 32 - 622 700 x 28 - 32C 105g 12832622A 12832622B 12832622C 12832622D

가격 8,000원 8,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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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설립된 (주)흥아는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차량 및 산업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타이어 전문 기업입니다. 
베트남 자사공장과 인도네시아 자사 공장
에서 생산되는 흥아의 자전거 타이어 
브랜드 SWALLOW는 수준 높은 생산 
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ISO14001, ISO/TS16949, KS 인증 등 
세계 정상급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소재와 생산기술의 개선을 통해 
SWALLOW 제품은 매년 진화하고 있으며, 
항상 더 나은 품질과 성능으로 소비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타이어/튜브

60년 역사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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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525 

HS545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25 700X23C 23-622(700C) 블랙

 HS525 700X25C 25-622(700C) 블랙

 HS525 700X28C 28-622(700C)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5 700X23C 23-622(700C) 블랙

 HS545 700X25C 25-622(700C) 블랙

HS546 

HS287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6 700X28C 28-622(700C) 블랙

 HS546 700X28C 28-622(700C) 레드

 HS546 700X28C 28-622(700C) 블루

 HS546 700X28C 28-622(700C) 화이트

 HS546 NEW 700X32C 32-622(700C)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287 700X35C 35-622(700C)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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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41 

HS148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41 12-1/2X2-1/4 62-203(12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48 14X1.50 40-254(14인치) 그레이

HS22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226 14X1.75 47-254(14인치) 블랙

HS540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0 NEW 14x1.75 47-254(14인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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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59 

HS367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367 16X1.95 50-305(16인치) 블랙+레드라인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59 16X1.50 40-305(16인치) 그레이

 HS159 16X1.75 47-305(16인치) 블랙

HS540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0 16X1.75 47-305(16인치) 블랙+레드라인

HS54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6 NEW 16x1.50 40-305(16인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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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540 

HS159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59 18X1.75 47-355(18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0 18X1.75 47-355(18인치) 블랙+레드라인

HS367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367 18X1.95 50-355(18인치) 블랙+레드라인

HS114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4 20X1-3/8 37-451(20인치) 그레이

 HS114 20X1-3/8 37-451(20인치) 블랙

HS159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59 20X1.50 40-406(20인치) 블랙

 HS159 20X1.50 40-406(20인치) 블랙+레드라인

HS54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6 NEW 20x1.50 40-406(20인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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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16 20X1.75 47-406(20인치) 블랙

HS367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367 20X1.95 50-406(20인치) 블랙+레드라인

HS516 

HS187 

HS110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87 22X1.00 25-501(22인치) 그레이

HS114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4 22X1-3/8 37-501(22인치) 그레이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0 22X1-3/8 37-501(22인치) 블랙

 HS110 22X1-3/8 37-501(22인치) 화이트

 HS110 22X1-3/8 37-501(22인치) 레드

HS25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256 20X1.75 47-406(20인치) 블랙+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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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5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256 22X1.75 47-457(22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391 NEW 22X1.75 47-457(22인치) 블랙

HS391

HS515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15 22X1.75 47-457(22인치) 블랙

HS110 

HS113 

HS11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0 24X1-3/8 37-540(24인치) 블랙/GUM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3 24X1-3/8 37-540(24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6 24X1-3/8 37-540(24인치)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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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515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15 24X1.50 40-540(24인치) 블랙

HS228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228 24X1.75 47-507(24인치) 블랙

HS505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05 24X1.95 50-507(24인치) 블랙

HS54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6 NEW 24x1.75 47-507(24인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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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546 

26X1-3/8 , Classic

HS106 HS27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06 26X1-3/8 37-590(26인치) 블랙 신문사

 HS106 26X1-3/8 37-590(26인치) BE/BK 구표준차

 HS130 26X1-3/8 37-590(26인치) 블랙/GUM

 HS130 26X1-3/8 37-590(26인치) 블랙

 HS276 26X1-3/8 37-590(26인치) 블랙(BB) 레스포, 빌보드

 HS546 NEW 26X1-3/8 37-590(26인치) 블랙

26X1-3/4, 26x1-7/8

HS10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06 26X1-3/4 590(26인치) BE/BK

 HS106 26X1-7/8 590(26인치) BE/BK

 HS130 26X1-7/8 590(26인치) BE/BK(NY/CR)

HS130 

HS54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6 NEW 26x1.25 32-559(24인치) 블랙

 HS546 NEW 26x1.50 40-559(24인치) 블랙

HS515 

HS516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16 26X1.75 47-559(26인치) 블랙+그레이라인

HS267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267 26X2.1 54-559(26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15 26X1.50 40-559(26인치) 블랙

 HS515 26X1.75 47-559(26인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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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505 

HS509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05 26X1.95 50-559(26인치) 블랙+앱솔루트

HS391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391 26X1.95 50-559(26인치) 블랙

 HS391 26X1.95 50-559(26인치) 블랙스킨 고급형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09 26X1.95 50-559(26인치) 블랙+스왈로우

 HS509 26X1.95 50-559(26인치) 블랙스킨+스왈로우 고급형

HS541 

HS515

HS391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15 27.5X1.75 47-584(27.5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391 27.5X1.95 50-584(27.5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541 26X1.95 50-559(26인치) 블랙

 HS541 26X1.95 50-559(26인치) 블랙+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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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00

HS117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17 27X1-1/16 25-630(27인치) 블랙

 패턴 사이즈 ETRTO 색상 비고
 HS100 27X1-1/4 28-32-630(27인치) 블랙

구분 사이즈 ETRTO 밸브종류 품번
12인치 12-1/2X1-1/4 57/62-203 EV S20357620

14인치 14X1.75/2.1 40/54-254 EV S25447570

16인치 16X1.75/2.1 40/54-305 EV S30547570

18인치 18X1.75/2.1 40/54-355 EV S35547570

20인치(406)

20X1.5 40-406 EV S40640470

20X1.5 40-406 FV 40mm S40640471B

20X1.5 40-406 FV 48mm S40640473B

20X1.75 47-406 EV S40647570

20X1.75 47-406 FV 40mm S40647571B

20인치(451)

20X1-3/8 37-451 EV S45132370

20X1-3/8 37-451 FV 40mm S45132371B

20X1-3/8 37-451 FV 60mm S45132372B

22인치(456,457)

22X1.75/2.1 47/54-456(457) EV S45747570

22X1.75/2.1 47/54-456(457) DV 40mm S45747574

22X1.75/2.1 47/54-456(457) FV 40mm S45747571B

22인치(501)
22X1-3/8 32/37-501 EV 1110000166

22X1-3/8 32/37-501 FV 60mm S50132372B

24인치(507)

24X1.25 32-507 FV 60mm S50725402B

24X1.50/1.75 40/44-507 EV S50740470

24X1.75/2.1 47/57-507 EV S50747570

24X1.75/2.1 47/57-507 DV 40mm S50747574

24X1.75/2.1 47/57-507 FV 40mm S50747571B

24X1.75/2.1 47/57-507 FV 48mm S50747573B

24X1-3/8 32/37-540 EV S54032370

24X1-3/8 32/37-540 FV 60mm S54032372B

흥아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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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이즈 ETRTO 밸브종류 품번

26인치(559)

26X1.0/1.5 24/40-559 FV 60mm S55925402B

26X1.5/1.75 40/47-559 EV S55940470

26X1.75/2.1 47/54-559 EV S55947570

26X1.75/2.1 47/54-559 AV S55947575

26X1.75/2.1 47/54-559 DV 40mm S55947574

26X1.75/2.1 47/54-559 FV 40mm S55947571B

26X1.75/2.1 47/54-559 FV 48mm S55947573B

26X1.75/2.1 47/54-559 FV 60mm S55947572B

26인치(590)

26X1-3/8 32/37-590 EV S59032440

26X1-3/8 32/37-590 FV 60mm S59032442B

26X1-7/8-2.00 EV 1110000185

27인치

27X1-1/16 23/28-622/630 DV 40mm 1110000309

27X1-1/16 23/28-622/630 FV 40mm S70023251B

27X1-1/16 23/28-622/630 FV 60mm S70023252B

27X1-1/4 28/38-622/630 DV 40mm S62228384

27X1-1/4 28/38-622/630 FV 40mm S70028381B

27X1-1/4 28/38-622/630 FV 60mm S70028382B

700C

700X23/25 23/25-622 FV 40mm S70023251B

700X23/25 23/25-622 FV 60mm S70023252B

700X23/25 23/25-622 FV 80mm S70023253B

700X25/32 25/32-622 FV 60mm S70025322B

700X28/32 28/32-622 FV 40mm S70028321B

700X28/32 28/32-622 FV 60mm S70028322B

700X28/32 28/32-622 FV 80mm S70028323B

700X28/38 28/38-622/630 FV 40mm S70028381B

700X28/38 28/38-622/630 FV 60mm S70028382B

흥아튜브

산업용튜브

구분 사이즈 밸브 종류 품번

산업용

26X2-1/2 (리어카) EV 1110000262

350-4 AV 0800000026

260-85 AV 0800000027

250-4 AV 0800000025

300-5 AV 0800000030

325-8(13X3) EV 0800000032

350-5 AV 0800000035

400-8/400-7 EV 080000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