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preypacks.com

사용 설명서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

ACE 75 에이스 75 
(11-18* 세) 

ACE 50 에이스 50
(8-14* 세) 

ACE 38 에이스 38
(6-11* 세)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는 Osprey 성인용 배낭과 기능과 핏이 같은 10-17 세의 야외 
활동을 즐기는 젊은이를 위한 테크니컬 배낭입니다. 조절 범위가 매우 넓은 몸통 및 
힙벨트로 배낭을 사용자의 성장에 맞출 수 있어 오랫동안 가치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Ace 75 에이스 75 는 야외 교육 그룹이 요구한 용량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 권장 연령대. 키와 몸무게는 아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OSpREy 아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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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통 기능 
1 주 수납공간으로 연결되는 상단 적재

2 덮개 주머니 아래 지퍼 

3 상단 측면 릴리스 버클 압축 스트랩 

4 데이지 체인

5 Lower InsideOut™ 측면 압축 스트랩

6 이중 신축성 메쉬 측면 주머니 

7 칸막이가 있는 하단 지퍼 장착 침낭 수납공간

8 대형 신축성 메쉬 전면 주머니 

9 슬리핑 패드 스트랩

10 통합 레인커버

11 지퍼 상단 덮개 주머니

12 내부 물백 슬리브

직물
본체     210D 나일론 더블 다이아몬드 립스톱

액센트      420HD 나일론 팩클로스

하단     420HD 나일론 팩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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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 5 0 에이스 5 0 
(8 -1 4 세* )  

규격	 원	사이즈	
세제곱 인치 3051
리터	 50
파운드/온스 2/15
킬로그램 1.34
인치 26h  x  13w  x  12d
厘米 센티미터 67h  x  33w  x  30d

아동	적재	범위
체중의 15-20 %  

아동	몸통	범위
인치 13" – 18"
센티미터 33 –  46

A CE 7 5 에이스 7 5  
( 1 1–18 세* )  

규격	 원	사이즈	
세제곱 인치 4577
리터	 75
파운드/온스 3/9
킬로그램 1.61
인치 31h  x  13w  x  14d
厘米 센티미터 79h  x  34w  x  35d

아동	적재	범위
체중의 15-20 %  

아동	몸통	범위
인치 14" – 19"
센티미터 35.5 –  48

A CE 38 에이스 38 
(6 -1 1 세* )   

규격	 원	사이즈	
세제곱 인치 2319
리터	 38
파운드/온스 2/6
킬로그램 1.09
인치 23h  x  12w  x  11d
厘米 센티미터 58h  x  31w  x  28d

아동	적재	범위
체중의 15-20 %  

아동	몸통	범위
인치 11" – 15"
센티미터 28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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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기능
1   착탈식 플로팅 상단 덮개
2 Stow-on-the-Go™ 트레킹 폴 부착대
3 Fit-on-the-Fly™ 힙벨트
4 지퍼 힙벨트 주머니
5 조절 가능 아이스 장비 또는 낚시대 루프
+ 내부 압축 스트랩

독특한	기능
1   착탈식 플로팅 상단 덮개
2 Fit-on-the-Fly™ 힙벨트
3 지퍼 힙벨트 주머니
4 조절 가능 아이스 장비 또는 낚시대 루프
+ 내부 압축 스트랩

개요

독특한	기능
1   고정 상단 덮개

* 권장 연령대. 키와 몸무게는 아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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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크기/핏

서스펜션

1 서스펜션 
 +  LightWire™ 프레임 및 1.2mm HDPE 프레임시트 

2 AIRSCApE™ 등판
 + 메쉬 커버 릿지 폼

3 스페이서메쉬	하니스
 + 조절 가능 심리스 스페이서메쉬 하니스
 + 구조 호루라기 버클이 있는 조절 가능한 흉골 스트랩

4 스페이서메쉬	힙벨트
 + Fit-On-the-Fly™ 조절 가능 힙벨트 (75L / 50L)

 + 고정 스페이서메쉬 패딩 힙벨트 (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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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ERgopull™	힙벨트
75L / 50L
Osprey 의 ErgoPull™ 디자인은 힙벨트를 조일 때 특히 유용합니다. 。
A 힙벨트 웨빙을 풀어 힙벨트를 허리에 찰 수 있게 하십시오.
B  양쪽 조임 스트랩의 느슨해진 끝을 잡아 양손으로 동시에 안쪽으로 균등하게 

당기십시오.

아동용	크기	및	핏
올바른 핏과 크기는 야외 활동을 나서는 아동에게 중요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허리와 
몸통을 측정하여 적절한 크기의 배낭을 선택해야 합니다.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의 조절 
가능 하니스 시스템과 Fit-on-the-Fly™ 힙벨트은 다양한 크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Ace 
에이스의 각 리터 버전은 다양한 사용자에게 맞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핏과 크기와 함께 사용자 체중의 15-20%로 하중을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보다 
하중이 무거우면 척추와 허리 근육에 과도한 중량이 가해져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아웃도어 주역에게 즐겁고 안전한 경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osprey	의	맞춤형	핏과	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spreypacks.com 을	방문하십시오.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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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핏

B E

A

C

D

A

조절식 하니스

하니스는 최대 5"/13cm 까지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사용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하니스 조절하기

A  로드 리프터와 하니스 스트랩을 완전히 푸십시오. 
B 배낭 등판에 Osprey 새 아이콘이 있는 플랩이 있습니다. 플랩을  
 열어 훅과 루프 클로저를 분리하십시오.
C 하니스를 LightWire™ 프레임에 따라 밀어 넣으십시오. 
D Osprey 새 아이콘 위에 있는 창에서 보여주는 값은 하니스를  
 올바른 크기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핏 가이드입니다.
E 하니스를 적절한 크기로 조절한 후 플랩을 아래로 당겨 플랩의  
 훅과 루프 클로저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몸통 크기

ACE 75 에이스 75 (11–18 세*)  

O/S 14-20" / 35-51 cm

ACE 50 에이스 50 (8-14 세*)  

O/S 13-18" / 33-46 cm

ACE 38 에이스 35 (6-11 세*) 

O/S 11-15 英寸 / 29-38 厘米

* 권장 연령대. 키와 몸무게는 아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중 범위

어린이는 체중의 15-20% 이상 휴대하면 안 됩니다. 

FIt-on-thE-Fly™ 힙벨트带  
75升 / 50升
Fit-on-the-Fly™ 힙벨트 패드는 최대 5” /15cm 까지 확장되어 다양한 허리에 맞고 
편안한 핏을 제공합니다. 힙벨트 조절하기

A 힙벨트에서 조정 아이콘을 찾아 고정 힙벨트와 조절 가능 패드 사이에 손을 넣어  
 훅과 루프 클로저를 분리하십시오. 
B 힙벨트 삽입 패드를 제자리로 밀어 넣어 골반뼈를 덮게 하십시오.  
C 단단히 눌러 훅과 루프 클로저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D 양쪽 힙벨트 윙에서 같은 거리로 패드를 확장하여 배낭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십시오.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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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특징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带랩 

75L / 50L / 38L  
슬리핑 패드 스트랩으로 외부 장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모두 제거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 부착점

75L / 50L / 38L  
이중 전면 패널 데이지 체인에 외부 장비를 여러 개 
부착할 수 있습니다.

통합 레인커버

75L / 50L / 38L 
통합 착탈식 레인커버로 우천 시 배낭을 보호합니다.

A  배낭 하단 근처의 레인커버 아이콘을 찾아 레인커버 수납공간을 여십시오. 
B  수납공간에서 레인커버를 당겨 배낭 위로 덮고 고무줄로 고정하십시오. 
C  레인커버를 수납공간에 넣으려면 이 절차를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D  레인커버를 제거하려면 코드 루프에서 토글을 풀어 제거하십시오.
 참고: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 레인커버를 제거하여 완전히 건조 후  
 보관하십시오.

상단 덮개 주머니 

75L / 50L / 38L
덮개 하단 지퍼 메쉬 주머니와 내부 열쇠 클립를 가진 지퍼 상단 주머니에 
자주 필요한 물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이중 측면 압축 스트带랩

 75L / 50L / 38L  
 퀵 릴리스 버클을 가진 이중 상단 측면/휴대 스트랩이 짐을 압축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최적의 휴대가 가능합니다.

2 InSIDEout™  압축 스트带랩

 75L / 50L / 38L  
 Osprey 의 InsideOut™ 압축 스트랩으로 장력을 가하고 이중 신축성 메쉬 측면  
 주머니에 쉽게 짐을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InsideOut™ 압축 스트랩 

 A  양쪽 측면 주머니의 상단과 측면에서 덕빌 버클을 찾아 웨빙을 푸십시오. 
 B  슬라이더 버클을 측면 주머니의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놓고 웨빙을 설치하고 

절차를 역으로 실행하십시오.

1

2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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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특징

착탈식 플로팅 상단 덮개

75L / 50L
플로팅 상단 덮개는 확장하여 큰 짐을 휴대하거나 배낭 본체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단 덮개는 3점 벡터 스트랩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낭 본체에 부착되어 다양한 짐을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측면 래더 버클을 뽑고 스트랩을 등판에 장착된 슬라이더 버클로 
통과시키십시오. 다시 부착하려면 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내부 압축 스트带랩

75L / 50L
배낭에 짐을 넣은 후 빨강 내부 압축 스트랩을 연결하고 
당겨서 하중을 안정화하십시오.

아이스 장비/낚시대 루프

75L / 50L
배낭의 전면 패널 하단에 단일 장비 루프에 낚시대나 아이스 장비를 휴대할 수 있고 사용자 
장비와 연계되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Stow-on-thE-go™ 트带레킹 폴 부착대

75L / 50L

Osprey의 Stow-on the-Go™ 트레킹 폴 부착대는 배낭을 멘 상태에서 트레킹 폴을 
신속하게 부착 및 휴대하게 설계됐습니다.

A 트레킹 폴을 최소 길이로 조절하십시오.
B  배낭 하단 왼쪽에 있는 탄성 루프를 찾으십시오. 배낭에서 루프를 당긴 

상태에서 트레킹 폴의 바스켓 끝을 루프로 넣으십시오. 
C  왼쪽 하니스 스트랩에서 트레킹 폴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코드를 당겨 열고, 폴 

핸들을 루프에 배치하고, 코드 락을 당겨 고정시키십시오. 
D  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여 트레킹 폴을 제거하십시오.

DAylItE 배낭/ AlpInE 주머니 부착대

75L 

배낭 전면에 코드 루프 4개가 있어 Osprey Daylite 배낭이나 Alpine 주머니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A Daylite 상단 및 하단 스트랩에서 슬라이더 4개를 찾으십시오. 
B 큰 배낭의 코드 루프 4개와 슬라이더를 맞추십시오.
C 코드 루프를 통해 각 슬라이더를 밀어 넣으십시오.
C 스트랩을 당겨 고정하십시오. 

ACE SERIES 에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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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물백 관리

Osprey 배낭은 매우 견고한 제품이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본 배낭 관리로 배낭을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낭 세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ospreypacks.com/PackTech/PackCare.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OSpRE y 배낭
표준 관리

+  여행한 후에는 항상 배낭을 깨끗하게 세척하십시오.

+  중성 비누,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정기적으로 지퍼를 세척하십시오. 올바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배낭이 젖은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여 걸어서 건조하십시오.

+  스트랩을 모두 푸십시오.

+  직물, 웨빙 또는 메쉬에 먼지, 땀, 소금 및 얼룩이 들어간 경우 배낭을 세척하십시오. 

(High Road™ 바퀴달린 샤시 여행 가방은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배낭 세척

A  음식, 먼지 또는 쏟아진 내용물을 비롯하여 배낭을 비우십시오.

B  배낭에 착탈식 하니스와 힙벨트가 있는 경우 배낭 본체에서 제거하십시오.

C  배낭을 세탁기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배낭과 부품은 중성세제와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여 유아용 욕조나 대형 싱크에서 세척하십시오.

D  배낭을 부드럽게 흔드십시오. 부드러운 솔로 주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수납공간의  

 안과 밖을 닦으십시오.

E  중성 비누,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지퍼를 세척하십시오. 버클을 물과 비누로  

 세척하십시오. 지퍼와 버클에 먼지와 이물질이 끼지 못하게 막으면 올바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  욕조나 싱크에서 더러운 물을 빼내고 차갑고 깨끗하고 비누가 없는 물로 다시  

 채우십시오. 배낭을 깨끗이 헹구십시오. 필요하면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G  실외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서 말리십시오.

바퀴 장착 여행용 가방

（High Road™ 바퀴 달린 샤시 여행 가방은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A  여행을 마칠 때마다 음식, 먼지 또는 쏟아진 내용물을 비롯하여 배낭을 비우십시오.

B  중성 비누, 따뜻한 물 과 부드러운 솔로 정기적으로 지퍼를 세척하십시오. 올바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  샤시 외부를 젖은 천이나 스펀지로 닦으십시오.

D  따뜻한 물, 중성 세제 그리고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로 얼룩과 먼지를 닦아서 가방  

 직물을 세척하십시오.

E  깨끗하고 비누가 없는 물에 적신 타월로 가방에서 비누 잔여물을 닦아내십시오.

F  실외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서 말리십시오.

권장 세척 제품並   
Osprey 는 가방 관리용으로 Nikwax® 제품을 추천합니다. 라벨 지침을 

자세히 읽은 후 제품을 가방에 사용하십시오.

tech wash® - 따뜻한 물과 함께 이 제품을 사용하여 배낭 또는 가방을 

세척 및 청소하십시오.

tent & gear Solar proof® - 이 스프레이식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자외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방수성을 개선하십시오.

OSpRE y물백
물백 표준 관리

+  물백의 세균 방지 제조법이 대부분의 곰팡이와 세균 성장을 방지합니다.

+  매번 사용 후 물백을 헹구면 특히 설탕 음료를 담은 경우 물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기적으로 Osprey의 Hydraulics™ 세척 정제를 사용하여 물백을 세척하십시오.

+  물백에 사용하는 요오드 또는 기타 세척 정제는 물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제는 시간이 지나면 물백에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물백을 얼려도 물백의 품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백에 물이 있는 경우  

 물백이 얼면 물이 팽창하여 넘치면서 물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뜨거운 물을 물백에 채우지 마십시오. 물백에 손상을 주고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  Osprey 배낭 YouTube® 페이지에서 “Osprey Hydraulics™ 물백 세척” 동영상을  

 보십시오.

물백 정밀 세척 (oSpREy hyDRAulICS™ 세척 키트带 사용)

A 따뜻한 물로 물백을 채우십시오. 표백제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B   세척 정제 하나를 물백에 넣고 뚜껑을 닫으십시오.

C   물백을 눕히고 5분 동안 정제를 용해시키십시오.

D   물백을 30초 동안 흔들어 용액을 혼합하고 확산시키십시오.

E   바이트 밸브를 누르고 물백을 짜서 공기를 제거하고 물백 호스와 바이트 밸브에 

용액을 채우십시오.

F  물백을 15분 동안 놔둔 후 용액을 배출하십시오.

G   물백과 튜브를 깨끗한 차가운 물로 헹구십시오.

H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물백을 널어서 말리십시오.

물백 정밀 세척 (oSpREy hyDRAulICS™ 세척 키트带 사용)

1   물백을 헹구고 따뜻한 물과 중성 세제를 채우십시오. 표백제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Osprey의 Hydraulics™ 세척 키트의 대형 세척 솔로 물백 내부를 닦으십시오.

3  물백에서 호스를, 호스에서 바이트 밸브를 제거하고, Osprey의 Hydraulics™ 세척  

 키트의 소형 브러시를 사용하여 호스 내부를 닦으십시오. 

4  실리콘 바이트 밸브 커버를 제거하고 커버와 바이트 밸브를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하십시오.

5 물백, 호스 그리고 바이트 밸브 부품의 내부와 외부를 차가운 깨끗한 물로  

 헹구십시오.

6  호스와 바이트 밸브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리십시오.

7  Osprey의 Hydraulics™ 세척 키트 건조 랙을 물백에 삽입하고 잘 환기된 곳에서  

 걸어서 말리십시오.

자세한 Osprey 물백 세척 방법은 youtube.com/ospreypacks 에서 “Osprey 
Hydraulics™ 물백 세척”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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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OSpRE y 액세서리  
Osprey의 다양한 액세서리로 배낭을 원하는 대로 맞추고 보호하십시오. 

전체 제품 라인을 보려면 귀하의 현지 Osprey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www.ospreypacks.com을 방문하십시오.

배낭 꾸리기 
배낭을 잘 꾸리면, 배낭을 메고 있는 동안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www.ospreypacks.com/PackTech/
HowToPackYourPack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보장 
Osprey 배낭 설계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합니다. 저희가 만든 배낭은 아무리 

거칠게 다루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탁월한 보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spreypacks.com을 방문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Osprey 고객 서비스로 연락해주십시오. 상담원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www.ospreypacks.com 에서 고객 서비스 탭으로 스크롤하십시오

oSpREy pACkS, InC.  
115 pRogRESS CIRClE ,  
CoRtEz, Co 81321 uSA         
866-284-7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