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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OURN 시리즈

SOJOURN 80L/28" SOJOURN 60L/25" SOJOURN 45L/22"

F16 - UPDATED 6/16

Osprey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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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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능
1   지퍼 처리된 탑 포켓에서 세면도구와 액체를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패드 탑과 사이드 핸들로 편안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3  듀얼 튜브 연장 핸들로 거친 표면에서 많은 짐을 옮길 때 더 많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잠금가능한 슬라이더 라지 패널 집으로 메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뒤쪽의 패널 포켓과 제거가느한 어깨 ID 카드 윈도우 벨트

6   추가 기어 부착을 위한 듀얼 프론트 패널 데이지 체인

7 경량, 하이 롤링 클리어런스 HighRoad™

8 장거리 수송 활용 가능 벨트, 힙벨트, 백패널

 9 증가된 무게를 위해 제거 가능한 서스펜션 컴포넌트

10  내용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듀얼 스트레이트 자켓™ 압축 끈

+  섬유 윙 내부 압축 끈이 옷을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  메인 공간의 네 개의 지퍼 포켓이 기어를 정돈해줍니다

섬유  소재
메인   420 Nylon 쉐도우 박스 

액센트  1680D 탄도 나일론

바닥 900D  슈퍼 옥스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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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OJOUR N 80L /2 8"
스펙 원사이즈

평방 인치 4882
리터 80
파운드 8.97
킬로그램 4.07
인치 28h  x  14w  x  14d
센티미터 71h  x  36w  x 35d

SOJOUR N 60L /2 5"
스펙 원사이즈

평방 인치 3661
리터 60
파운드 8.53
킬로그램 3.87
인치 25h  x  14w  x  14d
센티미터 64h  x  36w  x 35d

SOJOUR N 4 5L /2 2 "
스펙 원사이즈

평방 인치 2746
리터 45
파운드 7.93
킬로그램 3.60
인치 22h  x  14w  x  9d
센티미터 56h  x  36w  x 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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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1 HIGHROAD™ 서스펜션

 +  알루미늄 주변 프레임과 센터 핸들 스테이

2     스토어웨이 텐션 백패널

 +   Anti-GravityTM 텐션 요추 표면

 + 텐션 에어망 커버 백 패널

 + 듀얼 포지션 확장 조절 가능 토르소*
 *22" 싱글 포션

3  스토어웨이 통풍 벨트

 +   통풍 망 커버 벨트

 + 편안한 통풍 에어망 커버 접촉 표면

 + 조절가능 가슴 끈

4    스토어웨이 패드 힙벨트

 +  패드 에어망 커버 힙벨트

 +  싱글 25mm 망 ErgoPull™ 클로저

2

3

1

사이즈/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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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리퀴드 포켓
80L / 60L / 45L
가방의 위쪽에 액체 포켓이 위치해 있으며, 세면도구 또는 기타 작은 물건들을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습니다. 기어와 옷을 위한 전체 메인 공간을 확보를 위해 접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1L/1qt 의 세면도구 가방 또는 Osprey 의 공항 전용 더플 가방 및 
덮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탑 사이드 로우 측면 캐리 핸들
80L / 60L / 45L
두 개의 패드 로우 측면 핸들로 가방을 편리하게 잡고, 운반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의 무거운 듀티 소재는 손잡이를 보호하며, 아래쪽의 부드러운 
패드 소재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수월합니다. 세 번째 손잡이가 HighRoad™ 
앞쪽에 장착되어 있으며, 손잡이와 프론트 범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지 메인 공간 액세스
80L / 60L / 45L
풀 프론트 패널 U-집 오프닝은 기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납작한 지퍼 패스는 짐을 
넣을 때나 짐을 넣지 않을 때나 메인 공간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밝은 
내부 라이너 소재로 가방 안에 넣은 짐의 크기에 상관없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물망과 솔리드 사이드 포켓으로 물건을 편리하고 프라이빗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압축 끈
80L / 60L / 45L
패킹 공간을 최대화하고 메인 공간 내부의 짐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내부 압축 끈을 이용하십시오. 짐을 싸기 전 버클을 풀고 느슨하게 한 후 
가방의 바깥으로 꺼내놓으십시오. 물건을 넣은 후, 버클을 매고 버클이 가방 중간에 
위치하도록 균일하게 조절하십시오.

듀얼 프론트 데이지 체인  
80L / 60L / 45L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추가 끈, 외부 기어 및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SOJOURN 시리즈 6

기능 상세정보

스트레이트 자켓TM 압축 시스템
80L / 60L / 45L
Osprey 의 스트레이트 자켓™ 압축 시스템은 짐에 안정감을 더합니다. 외부 압축 
끈과 패드 사이드 벽 랩은 가방 내부 내용물을 보호합니다.

A   가방이 가득차 있을 때, 패드 사이드 벽의 앞 가장자리에 압축 끈을 버클에 
잠그십시오.

B  가방에 짐이 적게 들어있을 경우, 압축 끈을 백패널 근처에 가방 오른쪽에 
숨겨진 버클에 잠그십시오.

C  패드 사이드 벽을 단단히 매십시오.
컨버터블 백팩 휴대 스타일
80L / 60L / 45L
Sojourn High Road™ Chassis 의 서스펜션은 편안한 백팩 휴대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벨트와 힙벨트 착용법 
A     후방 플랩의 지퍼를 엽니다.
B     백패널의 뒤쪽에서 힙벨트와 벨트를 제거합니다.
C   힙벨트의 뒤쪽 공간으로 벨트를 가져옵니다. 
D  힙벨트를 가방의 아래쪽에 위치한 두 개의 버클에 채웁니다. 벨트 끈을 힙벨트 
측면의 버클에 채웁니다.

E   백패널 보관을 위해 이 단계를 반대로 합니다.
 
벨트와 힙벨트 제거 방법
A 후방 플랩의 지퍼를 엽니다.
B 백패널의 뒤쪽에서 힙벨트를 제거합니다.
C 벨트 끈 위쪽에 있는 버클을 해제합니다.
D  벨트와 백패널 사이에 손을 넣어 후크와 고리 클로저를 풀고 벨트를 
제거합니다.

E 벨트와 힙벨트 재설치를 위해 이 단계를 반대로 합니다.

메인 공간 지퍼 감금 가능 슬라이더 
80L / 60L / 45L
메인 공간 잠금 가능 지퍼로 가방의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TSA 승인 자물쇠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HIGHROAD™ CHASSIS
80L / 60L / 45L
모든 Osprey 바퀴 가방은 Osprey 의 전매특허인 
High Road™ 를 사용합니다:  
기능: 
A   통합 벤트 핀과 인체공학적 접이식 손잡이
B  6061 T6 알루미늄 프레임
C   섬유 유리 매트릭스 인레이와 통합 풋/그랩 
핸들의 뛰어난 내구성과 경량 합성 베이스

D   실 베어링과 하이 클리어런스 디자인의 
오버사이즈, 하이 트랙션 폴리우레탄 휠.

데이라이트 컴파티블
80L / 60L / 45L
Sojourn 시리즈 가방은 저희의 데이라이트 데이팩과 
호환됩니다. 가방 앞에 있는 네 개의 D 링을 이용하여 
데일리라이트를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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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ospreypacks.com 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spreypacks.com

사용자  메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