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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BER RACE 시리즈

KAMBER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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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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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능
1 가방 탈의가 필요 없는 신속한 스키 사선 휴대 시스템

2 스킨 스트레치 포켓에 신속한 접근

3 싱글 ToolLockTM 얼음 도구 그물망

4 클램폰 포켓에 신속한 접근

5 프론트 스트레치 벨트 포켓

6 토우 고리

섬유소재  
메인 30D 찢어짐 방지 나일론 

액센트 100D 나일론 도비  

바닥 30D 찢어짐 방지 나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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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 A MBER R A CE 
스펙  한 사이즈 
입방 인치 1098
리터  18
파운드 0.84
킬로그램 0.38
인치  19h  x  11w  x  9d
센티미터 47h  x  28w  x  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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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 끈

벨트

힙벨트

백 패널

휴대

휴대 
1. 공간 망/다이컷 폼 백패널

 + 부드럽고, 건조가 빠른 다이컷 폼 표면

2. 바이오스트레치™ 바디 랩 벨트

 + 제거 및 조절 가능 흉곽 끈

 + 앞쪽 벨트 스트레치 그물망 포켓

 + 부드럽고 접촉시 자극 없는 건조가 빠른 그물망 랩 

3. 15mm 조절 ERGOPULL™ 그물망 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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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정보
바이오 스트레치™ 바디 랩 벨트
바이오 스트레치™ 바디 랩 벨트는 흉곽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벨트의 양쪽에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으며, 가방을 벗을 필요 없이 음식 및 기타 기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절가능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흉곽 
끈은 다양한 착용감과 역동적으로 움직일시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벨트에서 흉곽 끈 제거를 위해, 흉곽 끈 버클에 
있는 섬유 탭을 당기십시오. 흉곽 끈 조절을 위해, 벨트에서 
원하는 위치로 위아래로 조절하십시오.

ERGOPULL™ 허리끈 클로저
Kamber Race는 조절 가능 스트레이트 ErgoPull™ 클로저로 
안정적인 나일론 허리끈을 제공합니다. 사용을 위해, 중앙 
버클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느슨하게 하십시오. 양쪽의 
느슨한 그물망의 끝을 잡고 양손으로 균일하게 당기십시오.

패널 로드 액세스
지퍼 패널 로드 액세스로 짐을 수월하게 싸고 내용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인 패킹 공간 최대화를 위해 크램폰 끈 
포켓 단추를 푸십시오.

빠른 접근 포켓
가방의 오른쪽에 위치한 후크와 고리 크램폰 신속 접근 
포켓으로 가방을 벗을 필요 없이 크램폰의 저장 및 접근을 
수월하게 합니다. 가방 왼쪽의 스트레치 스킨 포켓으로 
가방을 벗을 필요 없이 수월한 접근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도구 휴대
싱글 ToolLock™ 부착과 그물망 도구 공간으로 얼음 도구를 안전하게 휴대하고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 얼음 도구 헤드의 작은 구멍에 ToolLock™ 클립을 넣으십시오.
2 위쪽의 Y 클립 그물망을 느슨하게하고 얼음 도구 손잡이를 고정하십시오.
3 도구 제거를 위해 이 절차를 반대로 하십시오.

수분

백 패널 안쪽에 위치한 수분 슬리브는 3리터 저장까지 가능하며 
왼쪽 벨트 수분 출구 포트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레저보어 걸이로 수분 시스템을 제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스키 사선 휴대
부츠를 챙겨야할 시간과 힘을 절약해주며, 가방을 벗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사선 스키 휴대 벨트 리텐션 줄로 스키를 
휴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  오른쪽 벨트의 조절가능한 스키 휴대 끈을 찾아 해체를 
위해나일론 고리에서 제거하십시오.

2  왼쪽 아래 스키 사선 휴대 고리를 가방 바디에 닿게 하여 
후크와 고리를 풀고 스키 바인딩이 스키 휴대 고리에 
오도록 스키의 꼬리 부분 먼저 넣습니다.

3  스키를 가방의 오른쪽 벨트 스키 휴대 끈으로 오도록 
당긴 후 잠금 버클 탭을 당겨 알맞은 길이로 줄을 
조절하십시오.

4  스키 주변의 위쪽 스키 휴대 끈을 휴대하기 편하고 
안정적으로 고정시키십시오. 스키 제거를 위해 이 절차를 
반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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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확인을 위해 ospreypacks.com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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