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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넥스

BAG9829EX FLAME RED

백팩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요넥스의 대표적인 

테니스 가방이다. 코트 위 열정적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당신을 코트에서 

돋보이게 해 줄 것이다. 

색상  FLAME RED

규격 78cmX34cmX34cm

가격 14만 5천원

BAG9829EX BL

세계 톱 플레이어를 위한 기능성 가방으로 

라켓, 신발, 의류 등 모든 용품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

색상  블루/핑크/골드/블랙

규격 78cmX34cmX34cm

가격 14만 5천원

올 가을엔  이 Bag 어때요?
테니스의 계절 가을이 왔다. 역대 최고의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테니스 가방으로 설렘을 만끽해보자.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최대일(스튜디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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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REBEL BACKPACK

최대 2자루의 라켓 수갑이 

가능하며 신발 수납 공간과 

통합된 1개의 주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앞쪽에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다. 

RADICAL 12R MONSTERCOMBI

백팩 겸용으로 12자루의 라켓 수납이 

가능하며 3개의 주 수납공간이 있다. 

이중 1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라켓을 

보호하는 CCT+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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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볼랏

BACKPACK MAXI TEAM 753064 블랙

손잡이와 가방 끝에 폭신한 폼을 더하여 편안한 

휴대가 가능하며 라켓을 최대 두 자루를 수납할 

수 있는 대용량 백팩이다.

RH X 12 PURE DRIVE

최대 12자루의 라켓과 추가적인 장비들을 넣을 

수 있으며 패딩 처리된 숄더 스트랩을 사용하여 

백팩처럼 활용하거나 손잡이로 이용이 가능하다.

BACK PACK PURE DRIVE

1자루의 라켓을 휴대할 때 적합하며 라켓칸의 

손잡이 보호커버는 펼 수 있고 별도의 액세서리 

포켓과 네오프렌 헤드폰 구멍이 있다.

RH EXPANDABLE 

TEAM LINE

기본 사이즈에선 3자루의 

라켓을 수납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확장하여 최대 10자루의 

라켓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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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

SRI BAG 12 THERMO BLUE

팀 던롭 테니스 선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슈퍼프리미엄 투어백이다. 테니스화 

공간과 3개의 메인 칸이 구별되어 

있어서 모든 테니스 용품을 넣고 다닐 수 

있다. 

SRI BAG 8 THERMO RED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과 2개의 

메인 공간이 나뉘어져 있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인체공학적인 백팩 스트랩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다.

BAG RACKET BACKPACK

라켓 두 자루와 신발, 공, 의류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일반 

백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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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화이버

WOMEN ENDURANCE BACKPACK

여자 전용 백팩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가 돋보인다. 라켓 1자루 수납이 가능하고 

충격 흡수를 위해 내부에 고밀도 폼이 

형성되어 있다.

RACKPACK PRO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내부 공간이 넓어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다.

AIR ENDURANCE 12R

2개의 라켓 수납 공간이 있으며 가방 앞 쪽의 

작은 포켓은 지갑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수제 처리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