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발행

CATALOGUE
TMOUNT PRODUCTS

T A B L E  T E N N I S

190223 ���� ���� 2019.indd   1 2019-03-10   �� 6:59:50



CONTENT

러버

목판

탁구대

지주네트

탁구공

탁구로봇

완제품라켓

경기용 기타용품

악세사리 및 기타

4-5

6-11

12-16

16

17

18-19

20-21

22-24

25

New Challenge 
for another beginning 
국내 유일한 탁구대 상판 전문 제조 회사

(주)티마운트는 국내 자체 생산의 탁구대와 목판, 해외 업체와 러버 공동 개발로 제품의 생산력과  
품질을 인정 받고 있으며, 세계 유명 탁구 브랜드들의 OEM 생산을 통해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TLAB을 설립하여 제품의 세밀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인 완성도 높은 탁구 전문 브랜드입니다.

•	탁구대	LPM	코팅	기술	국내	최초	특허	획득

•	핸즈프리	오토락	장치	특허	획득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세계	최대	탁구	용품사	버터플라이	탁구대	OEM	생산

•	중국	3대	탁구	용품사	729	탁구대	수출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	 ITTF	탁구대	인증	획득

•	 ITTF	러버	인증	획득	(ACE,	PRESTO,	STELLAR)

•	미국	탁구	시장	진출	(제품	런칭	및	구글	온라인	마케팅)

•	라틴	아메리카	청소년	올림픽	단독	탁구대	납품

•	 TCORE	프리미엄	목판	국내	자체	생산	출시

•	일본	3대	탁구	용품사	닛타쿠	탁구대	수출	계약

•	국내	최대	스토어	이마트	협약	체결

•	중국	최대	규모	TIANJIN	SPORTS	EVENT	탁구대	1,000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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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어 에이스 1 TCORE ACE 1 

경도 50° 두께 2.1mm 

색상 적, 흑  타입 

스핀, 스피드 밸런스가 우수한 MAX SPEED 러버  

타구 시 비거리가 우수하며, 공이 재빠르게 나가는 스피드형 러버임에도 불구하고 탑시트에서 공을 쉽고 

안정적으로 안아주고 끌어 올려주는 그립감과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스피드형 핌플 역학 구조로  

하드한 고경도 스폰지 사용과 넓은 핌플 구조 배열로 딱딱한 터치감은 전혀 없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플레이어에게 안정감을 주어 초보자부터 프로 레벨까지 사용 가능한 최적의 제품입니다.  

 

55,000

QUALITY BY DESIGN    
TCORE ACE 티코어 에이스 시리즈 
TCORE ACE 시리즈는 한국, 중국, 독일 3개국의 기술력을 융합한 새로운 기준의 러버입니다. 

TLAB(Table Tennis R&D Institute)은 선호도, 성향, 성능 테스트 등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완벽한 제품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TLAB의 빅데이터를 핵심 기반

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엘라스토머 스폰지, 특수 코팅 발포 기술력을 접목시켰으며, 탁구 강국 

중국에서도 45년 이상의 오랜 제조 역사와 탑시트 이중레이어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극강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러버를 구현하였습니다.

티코어 에이스 2 TCORE ACE 2 

경도 50° 두께 2.1mm 

색상 적, 흑  타입 

프로용 드라이브 공격형 러버  

하이텐션 탑시트와 고경도 스폰지, 스핀 중시의 프로 드라이브 공격형 러버입니다. 촘촘한 핌플 역학  

구조는 쉽게 들어가지 않고 탄탄한 편이며, 부드러운 탑시트에서 공을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잡아 주는 

그립력이 매우 우수하여 강력한 회전을 생성 시켜줍니다. 조금 부드러운 블레이드와 조합 시 강력한 타구  

궤적과 회전력을 자랑하며, 중상급 레벨의 기술 구사가 완성된 플레이어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55,000

데어빈트 스텔라 DERWIND STELLAR 

 독일산 ESN 러버

경도 47.5° 두께 2.1mm 

색상 적, 흑  타입 

ABS 볼에 최적화된 스피드형 하이텐션 러버
데어빈트 스텔라 러버는 40+ ABS 공에 최강의 성능을 발휘하는 엘라스토머 스폰지와 특수 코팅  

발포 기술력을 탑재하였습니다. 공을 감싸 안는 그립력이 우수하여 강력한 스핀 생성과 동시에 뛰어난 

스피드와 텐션 러버의 경쾌한 타구감을 제공하는 고성능의 제품입니다.

55,000

김택수의 선택
티코어 에이스 시리즈

김택수 감독이 직접 테스트
검증한 강력 추천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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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BY DESIGN    
TLAB 티마운트 티랩 디자인연구소 
티마운트 PRESTO 러버 시리즈는 협업을 통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러버 본연의 특징이 완벽

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러버입니다. TLAB은 선호도, 성향, 성능 테스트 등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완벽한 성능과 균형을 강조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TLAB의 빅데이터를 핵심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엘라스토머 스폰지, 특수 코팅 발포  

기술력을 접목시켰으며, 탁구 강국 중국에서도 45년 이상의 오랜 제조 역사와 탑시트 이중레이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제휴하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하여 극강의 시너지를 발휘

하는 러버를 구현하였습니다.

DOUBLE LAYER STRUCTURE 이중레이어 구조
세계 최초로 탑시트층과 미세한 셀 입자 표면을 이중레이어 구조로 합성하여 탄성력과  

마찰계수 수치를 향상시켰으며 반발력과 회전력를 완벽하게 융합하였습니다.

POWER GRID 파워 그리드  
미세한 입자를 화학적인 가교와 효율적인 공간 구조로 최적화하여 높은 에너지 밀도와 

볼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잡아 주는 마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ENERGY STORAGE 에너지 저장 기술    

스폰지 기공의 크기와 두께를 최적화하고 균일하게 배열하였으며, 합성된 프리셋 에너지  

입자를 고효율 에너지로 저장하여 물리적으로 탄성력과 컨트롤을 강화한 스폰지입니다. 

프레스토 스핀 PRESTO SPIN 

경도 47.5° 두께 2.1mm 

색상 적, 흑  타입 

PRESTO SPIN 강력한 스핀와 안정적인 타구감  

하이텐션 탑시트와 경량 고밀도 스폰지의 스핀 중시형 러버로 부족한 임팩트에서도 안정적이고 

 향상된 회전과 가변적인 힘의 균형과 비례가 우수합니다. 공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잡아 주는  

그립 마찰력이 매우 우수하여 동일한 반발력에서 평상시보다 향상된 스핀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토 스핀은 우수한 회전력과 최적의 타구 궤적에 중점을 두어 강력한 스핀과 감각을 선호하는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50,000

프레스토 스피드 PRESTO SPEED 

경도 47.5° 두께 2.1mm 

색상 적, 흑  타입 

PRESTO SPEED 강력한 스피드와 압도적인 파워 드라이브  

하이텐션 탑시트와 경량 고밀도 스폰지 조합으로 강력한 반발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컨트롤과 

반구 및 안정적인 블록을 선사합니다. 압도적인 회전의 파워 드라이브와 그립감, 종속 스피드가 

우수하여 볼끝이 살아있는 강한 임팩트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토 스피드는 반발력과 

최적의 타구 궤적에 중점을 두어 스트로크를 통한 강력한 스피드를 선호하는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50,000

레이허 DERWIND RAYHE

 독일산 ESN 러버

경도 45°, 47.5° 두께 2.1mm 

색상 적, 흑  타입 

데어빈트 레이허 러버는 새롭게 개발된 라지 포어 스폰지와 BIOS 러버 기술을 결합하여 출시되었습니다. 

타격시 공에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힘을 전달해주어 최고의 플레이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동작의 폭이  

넓고 강한 힘을 가진 플레이어가 사용할 때 그 성능은 배가 됩니다.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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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프리미엄 펜홀더 시리즈     

김택수	프리미엄	펜홀더	시리즈는	기소	히노끼	선별을	전문화하여	소재의	품질에	집중하였으며,	

김택수	감독이	직접	최상급	기소	히노끼를	검증한	후	제작된	프리미엄	퀄리티	제품입니다.	

한국	탁구계의	레전드,	김택수	펜홀더	전형으로	환상적인	풋워크,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와	역습,	

대한민국	탁구계를	이끈	레전드이며,	세계	랭킹	TOP	10에서	10여년	간	꾸준하게	롱런하며	최정상급	

실력을	유지한	영원한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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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프라임 X KIM TAEK SOO PRIME X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380,000

김택수 프라임 KIM TAEK SOO PRIME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250,000

김택수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 KIM TAEK SOO THE LIMITED EDITION

최상급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1,000,000

김택수 시그니춰(특주) KIM TAEK SOO THE SIGNATURE

최상급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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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어 히노끼 카본 에이스 TCORE HINOKI CARBON ACE

일본 기소산 히노끼와 카본의 완벽한 밸런스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키소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6.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히노끼 카본 블레이드의 특유의 반발력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컨트롤을 보완하여 강력

한 드라이브와 스매쉬를 구현합니다. 합판 각 레이어의 두께를 세밀히 조절하여 히노끼 카본 목판 

특유의 반발력과 보다 세밀한 컨트롤을 추구한 최적화된 성능의 블레이드입니다.

160,000

티코어 히노끼 카본 N320 TCORE HINOKI CARBON N320

강력한 파워 플레이의 고반발 히노끼 카본 블레이드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7.0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히노끼 표면과 중심층을 두껍게 설계하고 CORE X CARBON 특수 소재 간격을 넓혀 빠른 스피드

에 비해 다루기가 쉬우며, 경쾌한 타구감과 중진, 후진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선사하며, 순수  

합판 및 아릴레이트 카본 계열의 블레이드 유저들에게는 부족했던 스피드와 임팩트를 구현할 수  

있는 목판입니다.

160,000

티코어 히노끼 카본 프로 라이트 TCORE HINOKI CARBON PRO LITE

일본 기소산 히노끼와 카본의 강력한 반발력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키소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6.4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히노끼 카본 블레이드의 특유의 반발력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컨트롤을 보완하여 강

력한 드라이브와 스매쉬를 구현합니다. 히노끼 표면층과 중심층을 두껍게 설계하고 CORE X 

CARBON 특수 소재 간격을 넓혀 폴리볼 시대에 맞는 최적의 감각과 성능을 발휘합니다.

180,000

코어 에이 카본
아라미드 섬유와 고탄성 카본 파이버를  

직조하여 우수한 스피드와 부드러운 타구감이 

특징인 특수 소재

코어 엑스 카본
직조된 고탄성 카본 파이버 소재로 

묵직한 타구감과 고반발력의 특수 소재

코어 에이엘 카본
아릴레이트와 고탄성 카본 파이버를 직조하여 

정확한 컨트롤과 안정성이 탁월한 코어 ALC 

특수 소재

코어 제트엘 카본
최고 수준의 고탄성, 고강도에도 불구하고 카본 

파이버보다 가벼우며 고성능을 발휘하는  

코어 ZLC 특수 소재

티코어 목판 특수 소재 특징
티코어	목판은	엄선된	목재와	정밀한	가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합판	구조와	성능을	위해	

수많은	목판	구조를	샘플	테스트하여	최적의	특수	소재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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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어 하이퍼 카본 T540 TCORE HYPER CARBON T540

부드러운 감각과 전중진 드라이브 최적화 블레이드
합판구조 5+2 ply 표면소재 코토 특수소재 Core A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5.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부드러운 타구감에 전중진 드라이브에 최적화된 블레이드입니다. 안정감 있는 디펜스는 물론,  

공격하기 쉬운 드라이브 주전형 목판이며, 부드럽고 고점성의 아라미드 특수 소재와 고탄성의 카본 

파이버를 직조하여 우수한 스피드, 타구감, 진동 흡수성이 뛰어난 블레이드입니다.

140,000

김택수가 직접 테스트 검증한 강력 추천 블레이드

티코어 하이퍼 카본 T560 TCORE HYPER CARBON T560

파워풀한 이너파이버 구조의 프로용 블레이드
합판구조 5+2 ply 표면소재 림바 특수소재 Core A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5.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파워풀한 이너파이버 구조의 CORE A CARBON(아라미드 카본)을 사용한 프로용 블레이드 

입니다. 적당한 울림과 미디엄 하드의 타구감에 중후진에서도 파워있는 드라이브를 제공하며,  

또한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최적의 블레이드입니다.

165,000

김택수가 직접 테스트 검증한 강력 추천 블레이드

티코어 하이퍼 카본 F700 TCORE HYPER CARBON F700

최고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프로용 파워 블레이드
합판구조 5+2 ply 표면소재 림바 특수소재 Core AL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5.9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아릴레이트 이너파이버 7겹 구조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볼터치를 느낄 수 있으며,  

절제된 울림과 공을 움켜 잡은 듯한 정확한 컨트롤과 공격 시 부드럽게 잡아주고 강하게 뻗는  

최상의 파워를 제공합니다. 림바 표면에 특수소재를 합판하여 정확한 컨트롤과 안정성이 탁월한  

블레이드입니다.

250,000
김택수가 직접 테스트 검증한 강력 추천 블레이드

티코어 하이퍼 카본 F720 TCORE HYPER CARBON F720

공격과 안정성, 최상의 성능에 전천후 드라이브 공격형
합판구조 5+2 ply 표면소재 코토 특수소재 Care AL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5.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공격과 안정성, 최상의 성능에 전천후 드라이브 공격형 공격적인 양핸드 드라이브 전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수 소재를 아우터파이버 구조와 얇은 두께로 합판하여 파워와 컨트롤 균형

이 완벽한 블레이드입니다.

165,000

김택수가 직접 테스트 검증한 강력 추천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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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어 히노끼 카본 N220 TCORE HINOKI CARBON N220

스피드는 물론 컨트롤까지 완벽한 블레이드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7.0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 ST 29x100mm

히노끼 카본 특유의 반발력은 유지하고 공을 깊게 잡아 주는 느낌을 주고 진동이 적어 재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히노끼 표면과 중심층을 두껍게 설계하였으며 CORE X CARBON 

특수 소재 간격을 넓혀 빠른 스피드에 비해 다루기가 쉬운 최적의 블레이드입니다.

160,000

티코어 히노끼 카본 A100 TCORE HINOKI CARBON A100

힘과 임팩트 전달이 완벽한 히노끼 카본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히노끼 특수소재 Core A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6.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히노끼 표면층과 중심층을 두껍게 설계하여 플레이어의 힘과 임팩트 전달이 우수하며 가볍고  

다루기 쉬운 블레이드입니다. CORE A CARBON(아라미드) 특수 소재를 결합하여 우수한  

스피드와 부드러운 타구감을 발휘합니다.

160,000

티코어 히노끼 프로 TCORE HINOKI PRO

일본 기소산 히노끼와 카본의 강렬한 조합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기소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7.0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180,000

티코어 히노끼 에이스 TCORE HINOKI ACE

일본 기소산 히노끼와 카본의 완벽한 밸런스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기소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6.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160,000

티코어 히노끼 엘리트 TCORE HINOKI ELITE

일본 기소산 히노끼와 카본의 안정적인 퍼포먼스
합판구조 3+2 ply 표면소재 기소 히노끼 특수소재 Core X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5.9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8x100mm

150,000

190223 ���� ���� 2019.indd   9 2019-03-10   �� 7:00:19



B
LA

D
E

10

프로터치 S5 PROTOUCH S5

강화된 반발력의 5겹 합판 퓨어우드 시리즈
합판구조 5 ply 표면소재 림바 타입 OFF

무게 평균 83g 두께 5.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5x100mm ST 29x100mm 

일반적으로 5겹 순수 합판은 울림이 많고, 반발력이 부족하며, 컨트롤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5겹 순수 합판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부드러운 타구감 및 강화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우수한 가성비 최고의 목판입니다.

65,000

프로터치 S7 PROTOUCH S7

날카로운 감각과 소프트카본 신소재 블레이드
합판구조 5+2 ply 표면소재 림바 특수소재 Carbon Fleece 

타입 OFF 무게 평균 87g 두께 6.8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5x100mm ST 29x100mm

5겹 합판과 2겹 소프트카본(카본플리스) 특수 소재를 중심층 아래 배치한 이너파이버 구조로  

강력한 임팩트 감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공에 맞았을 때 날카로운 울림과 울림이 빨리 사라지는 

감각적이고 안정적인 랠리에 최적화된 목판입니다.

95,000

티코어 히노끼 카본 Z300 TCORE HINOKI CARBON Z300

강력한 드라이브와 탁월한 스핀의 쿼드 카본
합판구조 5+4 ply 표면소재 기소 히노끼 특수소재 Core Z Carbon, Carbon Fleece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7.1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9x100mm

엄선된 일본 기소산 히노끼 표층과 5겹 합판, 4겹의 CORE Z CARBON, 소프트 카본 조합으로 

합판과 특수 소재의 감각과 성능을 극대화 시켜 차원이 다른 타구감을 선사하는 블레이드입니다.

140,000

티코어 하이퍼 카본 C420 TCORE HYPER CARBON C420

부드러운 감각과 빠른 스피드의 표준 블레이드
합판구조 5+2 ply 표면소재 코토 특수소재 Core A Carbon 

타입 OFF 무게 평균 86g 두께 5.7mm  

헤드사이즈 150x157mm 그립사이즈 FL 34x100mm ST 29x100mm

코토 소재는 조직이 조밀하고 단단하며, CORE A CARBON(아라미드) 특수 소재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감각과 빠른 스피드로 공격시 드라이브 회전력이 우수한 고성능 블레이드입니다.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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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어 히노끼 AI 프라임 S TCORE HINOKI AI PRIME S

 최상급 일본 기소산 히노끼 特 (특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평균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450,000

티코어 히노끼 AI 플러스 TCORE HINOKI AI PLUS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평균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180,000

티코어 히노끼 AI 스마트 TCORE HINOKI AI SMART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평균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130,000

티코어 히노끼 AI 프라임 TCORE HINOKI AI PRIME

일본 기소산 히노끼
합판구조 1 ply 두께 단판 10.5mm 소재 일본 기소산 히노끼

무게 평균 97g 헤드사이즈 145x134mm 목판사이즈 255x134mm

340,000

프리미엄 기소산 히노끼 펜홀더 AI 시리즈
ㆍ단단하고 울림과 타구감이 좋은 기소산 히노끼를 등급 선별하여 10.5mm 단판으로 제작

ㆍ스피디한 반발력과 함께 강력한 파워 드라이브를 구현

ㆍ엄격한 등급 기준의 히노끼 목재를 3D TOUCH 가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여 균일하고 

 정교한 목판 형태로 가공

ㆍ자연건조방식으로 제작된 TCORE 목판은 평탄도가 우수하고 변형과 뒤틀림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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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탑 탁구대 사양

모델명
상판 파이프 캐스터

두께 상판 색상 엣지 색상 프레임 하부 사이즈 타입

ECOTOP ACE

25mm ECO BLUE 1 BLUE 60×20
50×50

5"B-4 TWIN

ECOTOP PRO

4"B-4

TWIN

ECOTOP ADVANCE SINGLE

ECOTOP CLUB 50×30 TWIN

에코탑 클럽 ECOTOP CLUB

클럽 전문가용
상판두께 25mm     프레임 60x20mm

캐스터 S4”B-4 

학교장터 201604264522409

나라장터 49181507-23039709

890,000

에코탑 어드벤스 ECOTOP ADVANCE

경기용 사양 

상판두께 25mm     프레임 60x20mm

캐스터 S4”B-4 

학교장터 201610205116325

나라장터 49181507-23039710

990,000

에코탑 프로 ECOTOP PRO

경기용 최고 사양
상판두께 25mm     프레임 60x20mm

캐스터 T4”B-4 

학교장터 201610205116299

나라장터 49181507-23039711

1,200,000

에코탑 에이스 ECOTOP ACE

  국제탁구연맹 공인

상판두께 25mm     프레임 60x20mm

캐스터 T5”B-4 

학교장터 201703225923110

나라장터 49181507-23190972

1,300,000

190223 ���� ���� 2019.indd   12 2019-03-10   �� 7:00:27



티마운트 탁구대 장점

TPU TWIN WHEEL 
안정감을 더한 세련된 디자인과 TPU 재질로 제작된 

Twin wheel로 손쉬운 조작 방법과 부드러운 브레이크

로 안전하게 바퀴를 고정 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된 제품들 ECOTOP ACE, ECOTOP PRO, 

ECOTOP CLUB, ECOTOP SMART

SAFE AUTO LOCK  
탁구대 설치 또는 보관 시 안전 굴절 장치가 자동 해제됨

으로 굴절 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탁구대를 접다가 발생

하게 되는 전도 사고와 굴절 장치에 손이 끼이거나 다치

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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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탑 탁구대 사양

모델명
상판 파이프 캐스터

두께 상판 색상 엣지 색상 프레임 하부 사이즈 타입

ECOTOP LOVE 25mm ECO BLUE 1 BLUE 60×20 50×30 4"B-4 SINGLE

ECOTOP SMART 22mm ECO BLUE 2 BLACK 40×20 40×20 3"B-4 TWIN

ECOTOP SMART i 22mm ECO BLUE 2 BLACK 40×20 40×20 3”B-4 SINGLE

ECOTOP ADVANCE (장애인용) 25mm ECO BLUE 1 BLUE 60×20 50×30 4”B-4 SINGLE

에코탑 스마트 i ECOTOP SMART i

소규모 단체용
상판두께 22mm     프레임 40x20mm

캐스터 S3”B-4 

학교장터 201604264523549

나라장터 49181507-23039706

580,000

에코탑 스마트 ECOTOP SMART

소규모 단체용 

상판두께 22mm     프레임 40x20mm

캐스터 T3”B-4 

학교장터 201604264523372

나라장터 49181507-23039707

670,000

에코탑 러브 ECOTOP LOVE

직장 단체용 

상판두께 25mm     프레임 60x20mm

캐스터 S4”B-4 

학교장터 201604264525110

나라장터 49181507-23039708

790,000

190223 ���� ���� 2019.indd   13 2019-03-10   �� 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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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탁구대 상판 전문 제조 회사
고강도 보드를 사용하여 성능과 환경 모두 극대화 
ㆍ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최소화

ㆍ피부	부작용	최소화	

ㆍ습기에	강하고	높은	성능의	장력

국내 최초 특허 유럽식 상판 고압 프레스 기술을 도입, 해외에서 인정
ㆍ티마운트	전용	상판	색상,	에코	블루

ㆍ수입	상판	조립	방식이	아닌	직접	상판	생산

ㆍ수분과	충격에	강한	내구성

완성도 높은 제조와 디자인으로 하이엔드 품질
ㆍ손쉬운	안전장치	작동	방법으로	안전	강화

ㆍ안전	굴절	반자동	장치	특허

ㆍ선명한	라인,	긁힘에	강한	스크린	잉크	사용

TABLE FEATURES

특허번호 제 10-1587044호 특허번호 제 10-711624호

190223 ���� ���� 2019.indd   14 2019-03-10   �� 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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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보드	채용

안전을	고려한	매끄러운	모서리	마감

표면과	동일한	배면	처리

마모에	강한	라인	도색

폴리볼을	컨트롤하는	특허받은	표면	구조

수분과	충격에	강한	멜라민	코팅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티마운트	전용	시트지

공인 인증공인 인증

190223 ���� ���� 2019.indd   15 2019-03-10   �� 7:00:33



PN900 정가 40,000

 국제탁구연맹 공인

지주 22X25X4.3cm    네트 175x15cm

학교장터 201604264524242

경기용 지주네트로, 고품질 스틸을 사용하여 견고하며 

탁구대에 나사조임 방식으로 간편하게 탈부착 가능

PN700 정가 25,000
클럽단체용
지주 22x26x3.7cm    네트 180x13cm 

학교장터 201604264524122

클럽과 단체용 스틸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집게형 

고정방식으로 간편하게 탈부착 가능

PN500 정가 15,000
일반용
지주 21.5x27x2.2cm     네트 180x13cm 

학교장터 201604264523972

일반용 스틸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집게형 고정방식으로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

 세계 유명 브랜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만큼 뛰어난 품질
 습기에 강하고 상판 전체에 고른 반발력을 유지시켜 주는 특허 LPM 코팅기술

티마운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3회 전국체전 공식 탁구대 지정

-중국국영기업 729사 ITTF탁구대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이마트 전국 매장 입점 계약 체결

오로지 품질로 승부한 또 하나의 쾌거
 에코탑 탁구대 일본 수출 계약 체결

최고의 품질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ITTF 인증 탁구대

190223 ���� ���� 2019.indd   16 2019-03-10   �� 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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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1성 연습구
클럽/탁구로봇용 (100입)

학교장터 201611235216547

58,000

티볼 클럽스타 트레이닝 40+ (2성)
ABS 플라스틱 소재, 클럽/탁구로봇용 (100입)

68,000

729 3성 경기 전용구 (SEAMLESS)

 국제탁구연맹 공인 (6입)

학교장터 201611235216765

경기 전용의 이음매가 없는 플라스틱 탁구공입니다.

13,000

729 3성 ABS 시합구 (SEAM)

 국제탁구연맹 공인 (6입)

경기 전용의 이음매가 있는 ABS 플라스틱 탁구공입니다.

10,000

티볼 에이스 40+ (3성)
ABS 플라스틱 소재, 일반 연습용 (10입)

12,000

티볼 에이스 40+ (3성)
클럽/탁구로봇용 (100입)

75,000

티마운트 프라임 40+ (3성)

 국제탁구연맹 공인 (6입)

학교장터 201610175102983

나라장터 49181509-23111819

경기 전용의 이음매가 있는 플라스틱 탁구공으로 셀룰로이드 볼과 

유사한 타구감과 규칙적인 바운드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량과  

내구성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최고급 사양의 제품입니다.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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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OP PRO는 별도 상품입니다.

티봇 프로 TBOT PRO

모든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 탁구 로봇
모드 고정/방향저장/랜덤 가능 볼스핀 9가지 스핀

각도 360도 회전 가능 *스핀/속도 등 다양한 옵션 설정 가능

사용 40mm+ (국제표준탁구공) 빈도 25-95볼/분당

사이즈 97x55x41cm 중량 11kg

현 프로 선수들과 입문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고성능 탁구로봇으로 프로 선수부터 초보자용 모두까지 탁구 실력  

향상을 위한 최상의 모듈 장착! 타사의 제품과 다르게 장기간 사용하여도 모터와 부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구조로  

공막힘과 단순 고장률이 적습니다.

1,550,000   학교장터 201610175102604 나라장터 49161508-23111902

LCD 스크린 컨트롤러

티봇 에이스 TBOT ACE

 LCD 스크린 컨트롤러로 쉽게 연습 가능

모드 고정/방향저장/랜덤 가능 볼스핀 9가지 스핀

각도 360도 회전 가능 *스핀/속도 등 다양한 옵션 설정 가능

사용 40mm+ (국제표준탁구공) 빈도 25-95볼/분당

사이즈 97x55x41cm 중량 11kg

LCD 스크린으로 업그레이드된 컨트롤러로, 사용자가 다양한 연습을 복잡하지 않은 조작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LCD 스크린에 연습 자세와 볼 서브 위치를 보여주어 정확한 자세를 따라할 수 있으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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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10
 2개입 셰이크 라켓 세트

합판구조 5 Ply 색상 블루, 레드

TS 10 셰이크핸드 라켓은 보급형, 저가형 라켓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능과 스타일리쉬한 디자의  

조화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T.TEK R1 러버는 고밀도 2.0mm 스폰지와 탑시트를 조합하였으며, 

6.0MM 순수 5겹 합판 사용으로 최적의 반발력과 스핀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퀄리티로  

탁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 제격인 완제품 라켓입니다.

 개당15,000

TP 30
SPEED
합판구조 1 Ply 색상 민트그린

학교장터 201610175102680

나라장터 49181508-23111858

30,000

TS 30
SPEED
합판구조 5 Ply 색상 민트그린

학교장터 201610175102792

나라장터 49181508-23111861

30,000

TP 50
SPEED+
합판구조 1 Ply 색상 스카이

학교장터 201610175102754

나라장터 49181508-23111857

35,000

TS 50
SPEED+
합판구조 5 Ply 색상 스카이

학교장터 201610175102803

나라장터 49181508-23111860

35,000

TP 70
POWER
합판구조 1 Ply 색상 레드

학교장터 201610175102775

나라장터 49181508-23111856

40,000

TS 70
POWER
합판구조 5 Ply 색상 레드

학교장터 201610175102820

나라장터 49181508-23111859

40,000

TP 90 
 ITTF 공인 러버

POWER SPIN
합판구조 1 Ply 색상 블랙

50,000

TS 90
 ITTF 공인 러버

POWER SPIN
합판구조 7 Ply 색상 블랙

50,000

FEATURES 각 모델별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세요.

플레이어의 강한 공격과 기술 구사력을 배가시켜주는 T 시리즈의 최상급 라켓입니다. 

ITTF 인증된 러버를 부착한 90 라켓은 고급 플레이어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레이 포인트의 시크한 디자인으로 최상급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묵직한 드라이브를 위한 중고급자용 라켓으로, 강한 파워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컨트롤이 

가능하여 위협적인 공격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라켓 디자인으로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찬사가 많은 라켓입니다.

빠르고 신속한 올라운드 플레이에 적합한 라켓으로 초증급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스피드 

플레이형 라켓입니다.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하여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플레이어에 추천하는 라켓입니다.

직장, 학교 등 단체에서 사용하기 좋은 입문용 라켓으로 탁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라켓입니다. 자세와 기술 연습에 적합한 그립감과 무게를 갖고 있으며 매우 

안정감이 있는 라켓으로 많이 사용됩니다.ARC LINE
편안하고 안정적 그립감

고성능 러버
각 모델의 특징을 살린 고성능 러버를 부착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지 그립
수많은 테스트를 걸쳐 제조된 이지 그립은 뛰어난 그립감

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렌디한 디자인
모델별 고유의 컬러로 포인트를 살린 트렌디한 디자인은 

수많은 라켓 사이에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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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커트 TSKIRT 정가 200,000
탈부착이 쉬운 티마운트 탁구대 전용 스커트
사이즈 195x120cm

재질 플라스틱, 라이텍스, 스트레치 원단 

설치 도구가 따로 필요 없는 벨크로 부착 방식으로 조립과 해체가 매우 쉽게 개선된 신제품입니다. 

내구성이 좋은 라이렉스 합포 원단과 스트레치 원단을 벨크로로 부착하여 심플하고 각진 디자인으

로 탁구대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티블록 TBLOCK 정가 35,000
탁구대 공막이
사이즈 125x25x65cm 재질 플라스틱 

학교장터 201612225377312 

단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대형 사이즈 견고한 몰딩 마감과 

원터치 락버튼 체결 방식으로 깔끔한 디자인

타월박스 TOWER BOX 정가 30,000
설치가 간편한 탁구 타월박스
사이즈 44x26x88cm 재질 플라스틱  

설치가 간편하고 견고한 재질로 제작된  

탁구 전용 타월박스입니다.

탁구대 기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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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는 별도 상품입니다.

벨크로 부착으로 간편한 설치
메쉬망은 벨크로 부착 방식으로 탈부착이 쉽고 튼튼합니다.

스코어보드 트레이
48.5 x16.5cm(내경15cm)  

트레이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엣지 부분 미끄럼 방지 고무패킹 

 처리 티마운트 스코어보드 제품의 하단 자석과 트레이에 깔끔

하게 부착 

티스탠드 TSTAND 정가 110,000
견고한 이동식 스탠드
사이즈 60x75x60cm

스틸 분체도장 방식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이 좋습니다. 

TN1850 정가 220,000
탁구대 연습망
사이즈 185x174x50cm

재질 스틸, 메쉬망 

스틸 분체도장 재질과 이동 고정식 캐스터 장착으로 내구성과 이동, 설치가 편리한 연습망입니다.

고정장치 캐스터
캐스터 락 장착으로 안정성 및 이동이 편리합니다.

고정장치 캐스터
캐스터 락 장착으로 안정성 및 이동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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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2330 정가 60,000
경기용 고정식 대형 펜스
사이즈 233x70cm  구성품 프레임, 커버

재질 스틸, 나일론  커버색상 블루

학교장터 201612225377173

탁구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기용 고정식 대형으로

티마운트 로고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고정 풋입니다.

TF1750 정가 80,000
경기용 이동식 대형 펜스
사이즈 175x75cm  구성품 프레임, 커버

재질 스틸, 나일론  커버색상 블루

학교장터 201610175102911

경기용 이동식 펜스로 이동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공수집기 정가 20,000
사이즈 최대 110cm 학교장터 201610175102898

볼캐쳐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되어있어, 쉽게 탁구공을 

수거합니다.

에코탑 폼 클리너 정가 6,000
학교장터 201610185104421

티스코어 35 TSCORE 35 정가 45,000
5세트 35점제 멀티 스코어보드
사이즈 48x30x12.5cm

학교장터 201610175102926 

티스코어 21 TSCORE 21 정가 34,000
5세트 21점제 클럽 스코어보드
사이즈 42x24x11cm

학교장터 201612225377057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활용 가능하며, PVC 카드에 시인성이 우수한 컬러잉크 인쇄와 카드링

은 넘김이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티마운트 패턴지로 만든 개성있는 스코어보드이며, 밑바닥

이 자석으로 되어있어 쉽게 펼치고 닫을 수 있습니다.

LPM 상판 탁구대 전용  

클리너로 탁구대 표면의  

기름 때를 제거하여 탁구대

의 성능 향상과 수명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티마운트 패턴

탁구대 기타용품

전용박스에 포장되어 깔끔하게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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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TRC 하드케이스 정가 30,000
고강도 ABS 플라스틱 소재
사이즈 295x185x55mm

색상 블랙, 레드, 오렌지, 블루그레이 

라켓 두 자루가 들어갈 수 있으며 강한 소재로 외부의 충격에도 

라켓을 확실하게 보호해 줍니다.

탁구 양말 정가 6,000
남성용 양말
사이즈 250~280mm 색상 블랙

여성용 양말
사이즈 230~250mm 색상 민트

쿠셔닝, 신축성과 통기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스포츠용 양말로 티마운트 

로고 자수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베이직 포켓케이스 정가 5,000
사이즈 185x174x50mm

색상 레드, 블랙, 블루

학교장터 201610175102839

라켓과 공을 보관할 수 있으며, 내부 쿠셔닝 구조로 더욱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한 라켓 케이스입니다.

티코어 사이드테이프 정가 30,000
사이즈 50m (두께 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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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마운트

본사, 티샵 오프라인 매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W동	1009호

PHONE	1833	5797

FAX	02	735	0707

ttmount.com

published by TMOUNT Design Team, TLAB

Copyright ⓒ 2019 TMOUNT 

지역 상호 연락처 팩스 주소

서울 티마운트	티샵 1833-5797 02)735-07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11,	SK	V1센터	W1009

서울강서,	경기북,	강원 나이스스포츠 031)916-8881 031)911-888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25번길	5-13

경기남 스매싱스포츠 031)427-1787 0505)427-1788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SK	벤티움	104동	506호

충남 우리동네스포츠 041)566-1491 041)565-1491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04-1

대전,	충남 동화체육상사 042)823-6507 0303)0256-65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92번길	13	(학하동)

전북 전주탁구백화점 063)277-2630 063)271-41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7	(덕진동	1가)

광주,	전남 티마운트	호남지사 062)942-7989 062)942-7999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94

광주,	전남 선경탁구백화점 062)673-6635 062)676-8083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85	(주월동	401-15)

대구,	경북 한울스포츠 053)354-5655 053)354-5653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617

대구,	경북 수성탁구용품점 053)783-5207 0504)383-1738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35길	62,	113동	1호

부산,	경남 탁구나라 051)248-8372 051)293-54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9-1

울산 백구스포츠 052)272-6660 052)261-1510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옥동	591-1)

티마운트 공식 대리점

티마운트 경기장 대회
탁구대, 용품 대여 문의

183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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