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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UM시리즈

MOMENTUM 32 MOMENTUM 26

Ospre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모험을 위해 가장 

기능적이고, 내구성이 강하며, 혁신적인 휴대 가방을 만드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 사용법,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이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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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지퍼 열 차단 포켓

2 랩탑과 태블릿 슬리브 패드 분리 탑 집 액세스

3 서류 슬리브와 망 포켓 메인 공간

4 스트레치 사이드 패널 물병 포켓

5 프론트 패널 포켓

6 LidLock™ 헬맷 부착

7 프론트 패널에 반사 디테일

8 로우 지퍼 신발 포켓 (32L 전용)

9 블링커 라이트 부착

10 빌트인, 스너그 핏 고선명 레인 커버

11 사이드 압축 끈

12 집어넣을 수 있는 키체인과 지퍼 열 차단 사이드 패널 포켓

개요

섬유 소재
메인  400D x 200D 나일론 도비

액센트  420HD나일론 팩 클로스

바닥  420HD 나일론 팩 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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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MOMEN T UM 3 2
스펙 한 사이즈

평방 인치 1953

리터 32

파운드 2.67

킬로그램 1.21

인치 20h  x  12w  x  11d

센티미터 50h  x  30w  x  29d

MOMEN T UM 2 6
스펙 한 사이즈
입방 인치 1648
리터 26
파운드 2.38
킬로그램 1.08
인치 20h  x  12w  x  11d
센티미터 50h  x  30w  x  29d

고유 기능

1 라지 로우 지퍼 신발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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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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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끈

벨트

힙벨트

백 패널

서스펜션
1 AIRSCAPE™ 백패널

 + 통풍과 편안함을 위한 망 커버 폼

 
2 어깨 끈

 + 혁신적인 통풍 스트레치 판과 로드 리프터

 + 망 커퍼 폼 통풍 윈도우

 + 편안함과 통풍을 위한 에어망 어깨 끈

 + 안전 휘슬과 함께 조절가능한 가슴 끈 

3 웨빙 힙벨트 

 + 착용시 편안함 유지를 위한 탄력있는 힙벨트 윙

 + 웨빙 팩 안정 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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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크기

벨트 핏

벨트 끈은 가방과 등에 간격을 두지 않고 어깨 주변을 완전히 감싸야 합니다. 벨트 끈의 
패드 부분은 겨드랑이 1"/2.5cm- 2"/5cm아래와 쇄골 아래 약 2"/5cm에 조절된 가슴 
끈의 패드 부분은 겨드랑이 1"/2.5cm- 2"/5cm아래와 쇄골 아래 약 2"/5cm에 조절된 
가슴 끈에서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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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정보

랩탑 및 태블릿 슬리브 
32L / 26L 랩탑 슬리브

인치 18.9h  x  11.8w  x  3.9d
평방미터 48h  x  30w  x  10d

32L/26L 태블릿 슬리브

인치 11.2h  x  8.5w  x  2d
평방미터 28.5h  x  21.5w  x  5d

지퍼 처리 접이식 키체인 사이드 패널 
32L / 26L
움직이는 동안 열쇠, 휴대폰, 기타 작은 물건들을 
안전하고 긁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이 가능한 
키체인은 우연히 열쇠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스트레치 사이드 패널 물병 포켓
32L / 26L
스트레치 사이드 패널 물병 포켓에 작은 물병을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을 벗지 않고 포켓의 내용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로우 사이드 압축 끈
32L / 26L 
로우 사이드 압축 끈으로 짐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가방에 짐이 
많지 않을 경우 가방의 측면을 조여줍니다. 가방 압축을 위해, 측면의 끈을 
당기십시오.

긁힘 방지 탑 지퍼 포켓
32L / 26L
긁힘 방지 탑 지퍼 포켓에 선글라스와 
기타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 정리 포켓
32L / 26L 
프론트 패널 포켓에 펜, 책, 기타 작은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MOMENTUM시리즈 7

기능 상세정보

LIDLOCK™ 헬맷 부착
32L / 26L
Osprey의 LidLock™으로 자전거 헬맷을 쉽고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A  가방의 프론트 패널 위 근처에 있는 LidLock™ 헬맷 부착 클립을 찾아 가방에서 
당깁니다.

B  수직 자세에서 아래로부터 헬맷의 구멍을 통해 LidLock™를 통과시킨 후 수평 
자세를 취합니다.

C 탈착시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블링커 라이트 부착
32L / 26L
가방의 프론트 패널 베이스 근처에 있는 블링커 
라이트 부착 끈을 이용해 어두울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라이트를 빠르게 부착 할 수 있습니다.

A 반사 블링커 라이트 부착 고리를 통해 블링커 라이트 클립을 찾습니다

B 블링커 라이트 부착 고리는 반사되며 블링커 라이트 미사용시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통합 제거 가능 레인 커버
32L / 26L

A 가방 베이스 근처에 있는 레인커버 아이콘을 찾습니다.

B 레인커버 칸의 지퍼를 엽니다.

C 레인커버 칸에서 레인커버를 꺼내고 가방의 위쪽과 아래쪽을 덮어줍니다.

D 레인커버 아래에 있는 코드 잠금을 이용하여 알맞게 당겨줍니다.

E 레인커버를 가방 안에 넣으려면 이 절차를 반대로 합니다. 

F  레인 커버 전체를 제거하려면, 레인커버 칸 안에 있는 코드 고리의 플라스틱 리테이너를 

해지하십시오. 

팁: 곰팡이 방지를 위해 레인커버를 우천시 사용 후 제거한 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본 제품, 기타 제품, 가방 관리, 가방 싸는 방법, 평생보증, Osprey 고객 서비스 연락처에 관한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ospreypacks.com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spreypacks.com

사용자  메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