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하신년
2016년 한해 헌터코리아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터코리아는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2017 丁酉年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헌터코리아 임직원 일동

www.hunterkorea.com



사전 계약 인센티브 안내 (www.hunterkorea.com)
❶ 사전 계약기간  2017년 3월 31일 한정
❹ 한정판 Black 색상 장비 선택 가능 (기존 색상: Red)

❷ 5년 A/S 무상 품질 보증 (기존: 3년 무상 품질 보증)
❺ Flange Adapter 무상 제공 (제품 가격: 130만원)

❸ Demo Tool 무상 제공
❻ 홍보용 스탠딩 배너 무상 제공

장비 시연(Demonstration) 및 PT 신청 안내  장소 : 서울 마포구 토정로 137 (주)헌터코리아 트레이닝센터  /  홈페이지 참조 : www.hunterkorea.com

상상을 뛰어넘는
휠 밸런스의
기술혁명이 시작된다
비로소
진정한 휠 밸런서가
완성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UTOMATIC Rim Profiled
비전 레이저 시스템으로 실시간 3차원 림 모형을 스캔합니다.

AUTOMATIC Rim Runout
자동으로 림 런아웃 측정과 진동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AUTOMATIC Wheel Dimensions
휠 사이즈 자동측정과 최적의 웨이트 위치를 설정합니다.

AUTOMATIC Weight Mode
자동으로 클립식 또는 접착식 웨이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www.hunterkorea.com

AUTOMATIC
Road Force

AUTOMATIC
Error-Proof Guided Balance

AUTOMATIC
Forcematch Prediction

AUTOMATIC
Tire Pull



상담문의 02-323-3011

● 2017. 3. 31 사전 계약 한정 ●

Road Force ® Elite

AUTOMATIC Spoke Location
자동으로 스포크 위치와 스포크 최적의 웨이트를 배치합니다.

AUTOMATIC SmartWeight® Optimized
밸런스 정확도와 추 사용량 감소는물론 하나의 웨이트로 밸런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 Black 컬러 제품은 한정판(Limited Edition) 색상입니다.



상담문의 02-323-3011

헌터코리아가 제안해 드리는 세계 최강의 라인업 ❶ ❷ ❸, 헌터 트리니티 프로모션과 함께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세계 No. 1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십시오.
헌터는 독보적 기술과 품질로 세계 최고의 명품을 완성했습니다.
헌터 트리니티 프로모션 제품군 라인업 3
❶ FIA (Fully Integrated Alignment) System
❷ Road Force® Elite Wheel Balancer
❸ TCR1S RevolutionTM Fully Automatic Tire Changer
3가지 제품을 한 매장에 신규로 일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 한하여
10년 무상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헌터코리아의 프로모션 정책입니다.

10  YEARSWARRANTY

세계 최강 Line-up 3
세계 최고의 서비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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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상 품질 보증
www.hunt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