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re that Fits
라우펜은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고객의 Work & Life에 맞춘 브랜드 입니다.

타이어를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심플함, 퀄리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미의식과 사려 깊은 성능을 갖추며,

당신의 생활에 더 합리적이고 편안하도록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라우펜은 전 세계 스마트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Fit한 타이어로, 어떤 길과 차량에도 최적의 만족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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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감과 조정안정성을 겸비한 

SUV 타이어



젖은 노면 마른 노면

Property

핸들링승차감

Benefit

마일리지 내구성

승차감과 조정안정성을 겸비한 
온-로드 SUV 타이어
X FIT HT는 어떤한 노면 조건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성능을 제공합니다.

속도지수 T, H, V

S.W. 225~265

시리즈 60~70

인치 16~18

눈길

FEATURES

승차감과 조정안정성

롱마일리지

내구성 : 돌박힘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

사계절용 :  마른노면, 젖은노면 및 눈길 성능 최적화

성능 정보

5.5핸들링

6컴포트

5.5마일리지

6제동성능



승차감 저소음

컴포트
X FIT HT는 주행시 소음과 진동을 줄여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컴포트

2 in 1 숄더 블록 설계는 넓은 접지면적을 갖게 되어 

탁월한 핸들링 및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저소음에 최적화된 트레드 그루브 디자인은 공력소음

(Pipe resonance) 효과를 발생시켜 노면과의 소음을 

최소화 해줍니다.

저소음 트레드 그루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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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승차감 제공

3D 진동 분석 기술

주행중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 전달 특성을 억제하기 위해, 

3차원 진동 해석으로 최적의 프로파일을 설계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WET DRY

젖은노면마른노면 눈길

지그재그 홈 디자인

지그재그 형상의 홈은 눈길이나 진흙길에서 

차량 견인력을 높여줍니다.

X FIT HT는 마른노면 뿐만 아니라 

젖은 노면 및  눈길 에서도 본연의 성능을 구현하는 

사계절용 타이어입니다. 

사계절용

4 Wide Straight Grooves

4개의 넓은 직선 트레드홈은 젖은 노면에서 

차량 안전성을 위해 효율적인 배수성을 제공합니다.

스노우 커프

멀티 스노우 커프 디자인은 마른 노면, 젖은 노면, 

눈이 많이 오는 도로에서 제동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타이어의 제동 및 핸들링 성능이 Standard Tire에 비해 

뛰어납니다.

X FIT HT Standard Tire

SPREAD



Cornering

Standard Tire

STOP
7%Better

X FIT HT

핸들링제동력 내구성

R1R2R3

타이바 (Tie-Bar)

블록을 연결하는 타이바는 트레드의 강성을 

높여 최대 코너링 그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R System 

(Multi-Tread-Radius Technology)

3개의 Tread Radius를 사용하여 직진 주행 뿐만 

아니라 코너링시에도 최적의 접지 형상을 

유지합니다.

벨트 엣지 테이프 디자인은 2개의 트레드 벨트 사이에 

통합되어 고속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벨트 엣지 테이프

X FIT HT Standard Tire

조정 안정성 및 내구성
X FIT HT는 고속주행 중 코너링 시에도 조정안정성 및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Available Sizes

규격 LI & SS 인치
Label

RRc Wet Grip

235/60R18T 103T 18 3 4

245/60R18T 105T 18 3 4

265/60R18V 110V 18 3 4

규격 LI & SS 인치
Label

RRc Wet Grip

225/70R16H 103H 16 3 4

235/70R16T 106T 16 3 4

245/70R16T 107T 16 3 4

16 inch 18 i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