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PREY ADDONS™

Osprey 다양한 AddOns™ 제품으로 배낭을 
맞춤화하고 보호하십시오. 자세한 제품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근 Osprey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www.ospreypacks.com 을 

방문하십시오.

배낭 관리
Osprey 는 배낭 관리에 Nikwax® 제품을 
추천합니다. 배낭 세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ospreypacks.com/PackTech/PackCare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배낭은 수년 동안 거칠게 취급될 것을 고려해 
제작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러나 배낭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줄 몇 가지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 여행한 후에는 항상 배낭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 배낭이 젖은 경우, 널어 말립니다. 

• 모든 스트랩을 느슨하게 풀어둡니다.

• 가끔 배낭을 세척합니다. (High Road™ 바퀴 달린  

 샤시 여행 가방은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HYDRAULICS™ 물백 관리
Osprey Hydraulics™ 물백 세척 시, 물백 세척 
브러시, 배관 시스템 세척 브러시 및 편리한 
건조대가 들어있는 Osprey Hydraulics™ 물백 
세척 키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세척하기에 앞서 Hydraulics™ 수납공간에서  
 Hydraulics™ 물백을 분리하십시오.

• 따뜻한 비눗물에 담그십시오. 세척 브러시로 물백을  
 깨끗이 문질러 닦습니다. 물에 헹군 후 건조대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 건조 및 보관 중에는 뚜껑을 열어둡니다.

• 세척 키트와 함께 Hydraulics™ 세척 정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Hydraulics™ 세척제는 완전 천연, 생분해성,  
 무염소 제품이며 모든 용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spreypacks.com 을 방문하십시오.

보장
Osprey 의 배낭 설계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합니다. 저희가 만든 
배낭은 아무리 거칠게 다루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탁월한 보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ospreypacks.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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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66 284 7830

Osprey Rev 시리즈 배낭을 구매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희는 세심한 손길로 다듬어져 완벽한 기능이 있는 배낭을 

선보이며, 신제품 Osprey 시리즈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이해와 사용을 돕고자 합니다. 구매하신 배낭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Rev 
사용자 설명서

S14재활용 용지에 인쇄 WWW.OSPREYPACKS.COM

REV 24
Rev 24 는 패널 적재식 전문 물백으로 
장거리 트레일 달리기 또는 지구력 경주에 
적합하며 아웃도어 마니아 및 장거리를 
빨리 주파하길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독특한 기능

1  하나의 지퍼 및 하나의 개방형 신축성 
메시 측면 주머니를 통해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측면 이중 신축성 메시 하니스 주머니로 에너지 스낵과 기타 
비상 품목을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3  지퍼 신축성 메시 바디 벨트 주머니로 중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4  2.5 리터 Hydraulics™ LT 물백이 포함되어 이동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크기 용량 무게
S/M 1343 cu.in. / 22 l 1 lb 2 oz / 0.50 kg
M/L 1465 cu.in. / 24 l 1 lb 3 oz / 0.54 kg

REV 18
Rev 18 은 패널 적재식 전문 물백으로 장거리  
트레일 달리기 또는 지구력 경주에 적합하며  
아웃도어 마니아 및 장거리를 빨리 주파하길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독특한 기능

1  메시 측면 주머니로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측면 이중 신축성 메시 하니스  
주머니로 에너지 스낵과 기타 비상 품목을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3  지퍼 신축성 메시 바디 벨트 주머니로 중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4  2.5 리터 Hydraulics™ LT 물백이 포함되어 이동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크기 용량 무게
S/M 976 cu.in. / 16 l 1 lb 1 oz / 0.48 kg
M/L 1098 cu.in. / 18 l 1 lb 2 oz / 0.52 kg

REV 12
Rev 12 는 패널 적재식 전문 물백으로 단거리  
트레일 달리기 또는 지구력 경주에 적합하며  
아웃도어 마니아 및 장거리를 빨리 주파하길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독특한 기능

1  신축성 메시 측면 주머니로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측면 이중 신축성 메시 하니스 주머니로  
에너지 스낵과 기타 비상 품목을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3  지퍼 확장 물병 슬리브가 있는 어깨 하니스가 추가 저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4  지퍼 신축성 메시 바디 벨트 주머니로 중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5  2.5 리터 Hydraulics™ LT 물백이 포함되어 이동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크기 용량 무게
S/M 610 cu.in. / 10 l 1 lb 1 oz / 0.47 kg
M/L 732 cu.in. / 12 l 1 lb 2 oz / 0.50 kg

REV 6
Rev 6 은 패널 적재식 전문 물백으로 단거리  
트레일 달리기 또는 지구력 경주에 적합하며  
아웃도어 마니아 및 장거리를 빨리 주파하길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독특한 기능

1  신축성 메시 측면 주머니로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측면 이중 신축성 메시 하니스 주머니로 에너지  
스낵과 기타 비상 품목을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3  지퍼 확장 물병 슬리브가 있는 어깨 하니스가 추가 저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4  1.5 리터 Hydraulics™ LT 물백이 포함되어 이동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크기 용량 무게
S/M 305 cu.in. / 5 l 0 lb 13 oz / 0.38 kg

M/L 366 cu.in. / 6 l 0 lb 14 oz / 0.40 kg

REV 1.5
Rev 1.5 는 초소형 스타일 패널 적재식 전문  
물백으로 단거리 트레일 달리기 또는 지구력  
경주에 적합하며 아웃도어 마니아 및 장거리를  
빨리 주파하길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독특한 기능

1  단일 측면 이중 신축성 메시 하니스 주머니로 에너지 스낵과 기타 
비상 품목을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1.5 리터 Hydraulics™ LT 물백이 포함되어 이동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크기 용량 무게
S/M 61 cu.in. / 1 l 0 lb 10 oz / 0.28 kg

M/L 92 cu.in. / 1.5 l 0 lb 11 oz / 0.30 kg

REV 솔로 REV SOLO
Rev 솔로는 전문 허리 스타일 물병 슬링으로  
트레일 달리기 또는 지구력 경주에 적합하며  
아웃도어 마니아 및 장거리를 빨리 주파하길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독특한 기능

1  보호 및 신속한 사용을 위한 지퍼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주머니

2  작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 신축성 메시 바디 벨트

3  600 ml BPA 미포함 Hydraulics™ 스포츠 물병 포함

크기 용량 무게
OS 정보 없음  cu.in. /정보 없음 l 0 lb 14 oz / 0.12 kg

1



DIGIFLIP™ 미디어 주머니 
Rev 솔로를 제외한 각 Rev 시리즈 

배낭에는 탈착식 드롭다운 DigiFlip™ 

미디어 주머니가 있어 모든 형태의 

터치스크린 모바일 장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를 보관하기 

좋은 신축성 메시 주머니가 특징인 

혁신적인 DigiFlip™ 미디어 주머니는 

이동 중에 휴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상단 지퍼형 비스듬한 주머니 
Rev 솔로를 제외한 모든 Rev 시리즈 

배낭에는 상단 지퍼형 비스듬한 

주머니가 있어 작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전면 패널 번지 
각 하니스 Rev 시리즈 배낭은 신축성 

전면 패널 번지가 있어 추가 외부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물백 수납 공간 
각 Rev 시리즈 배낭에는 물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이동 중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된 내장식 물백 안정화 

밴드와 상단 호스 배출 포트를 가진 

이중 지퍼식 전용 물통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HYDRAULICS™ LT 물백 
1.5 리터와 2.5 리터 용량으로 제공되는 

경량 및 유선형 Hydraulics™ LT 물백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며 신속하고 

간결한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Hydraulics™ LT 

물백의 주요 특징

•	 박테리아 및 곰팡이를 방지하는 항균  

 기능이 추가된 BPA, PVC 미포함 및  

 무미 메탈로센 PE 강력 필름

•	 가슴 스트랩 자석이 포함된 내장 180  
 도 피벗 온오프 자석 바이트 밸브

•	 호스를 쉽게 분리하여 신속히 다시  

 채울 수 있는 물백 호스  

 QuickConnect™ 시스템 포함

•	 물백 형태를 유지하면서 볼록  

 일그러짐과 출렁임을 줄이는 용접 양  

 측면 셰브런 배플

•	 신속히 물을 채우는 유연한 ¼”/ 
 6.35 mm 물통 호스

•	 신속하고 안정적인 여닫기를 위한 ¾  

 턴 필 캡

퀵 커넥트 사용
Hydraulics™ LT 물백 호스는 퀵 커넥트 

부착대를 사용하여 신속히 제거, 충전 

및 여과합니다. 퀵 부착대의 적색 

버튼을 눌러 호스의 상단 섹션을 

분리하고 재설치 시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퀵 부착 노즐을 물병 호스로 

밀어 넣으십시오.

REV 시리즈 공통 기능* *   
*Rev 솔로 제외

주요 직물

+ 70D x 70D 3 라인 립스톱 나일론

+ 70D x 160D 도비

REV 등판
각 Rev 시리즈 배낭에는 통기성이 좋은 메시 랩인 리버스 스페이서 

메시 등판이 있어 편안하고 자극 없는 접촉면을 제공하여 등판이 

편안하며 활동성이 우수합니다.

BIOSTRETCH™ 바디 랩 하니스
Rev 시리즈는 격렬한 활동 중 사용자와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된 

BioStretch™ 바디 랩 하니스가 있습니다. BioStretch™ 바디 랩 

하니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신속히 바이트밸브를 부착하기 위한 가슴 스트랩 버클

•	 배낭 안정성을 위한 조절/탈착식 이중 가슴 스트랩

•	 이동 중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전면 하니스 기어 및 식품 정리 

 주머니

•	 편안함과 성능을 위해 설계된 부드럽고 자극 없는 접촉면을 가진  

 통기성 스페이서 메시 랩

BIOSTRETCH™ 바디 벨트 (24L/18L/12L)

안정화 윙을 가진 Rev BioStretch™ 바디 벨트는 격렬한 활동 중 

안정성과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편안함과 안정성을 위한 리버스 스페이서 메시 커버 통기성  

 폼 구조

•	 완벽한 랩 안정성 및 지지를 위한 개조형 직선 ErgoPull™ 바디  

 벨트 클로저 시스템

•	 중요 물건을 신속히 수납하기 위한 지퍼 신축성 메시 바디 벨트  

 주머니

A   BIOSTRETCH™ 바디 랩 어깨 
하니스 배치
어깨 하니스 스트랩이 편안한 위치에 

오도록 하여 이중 가슴 스트랩을 

충분히 조이고 버클을 채우십시오. 

이때 상단 가슴 스트랩이 쇄골의 

1-2”/2.5-5 cm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하단 가슴 스트랩은 상하로 움직여 

배낭 안정성을 맞추고 호흡하기 

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B   배낭 위치 잡기/바디 랩 
어깨 하니스 조이기
배낭 본체는 일반적으로 착용할 

때보다 높게 위치해야 하며 이 때문에 

다른 배낭의 일반적인 착용감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니스에 

연결된 그물식 꿰임을 조여 수평으로 

배낭을 몸에 당겨 붙여 전체적인 

안정감을 증가시키십시오. Rev 
18/12/24 의 경우 배낭 본체 위치를 

잡은 후 힙벨트를 조이십시오. 무게를 

어깨 하니스가 지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낭처럼 배낭 본체를 

장골능 바로 위에 위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C   가슴 스트랩 조절/ 
위치 잡기
가슴 스트랩이 쇄골 1-2”/2.5-5 cm  

아래에 오도록 유지한 채 가슴 

스트랩을 충분히 조여 하니스를 

팔과 어깨의 활동 범위에서 

떨어트리십시오. 하단 가슴 스트랩을 

조이고 높이를 조정하여 숨 쉴 때 

가슴을 편안하게 펼 수 있고 배낭이 

안정되게 하십시오. 이중 가슴 

스트랩을 모두 조이고 올바르게 

위치를 잡으면 조끼를 입은 느낌이 

듭니다.

REV 시리즈 크기 및 피팅 
다양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때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독특한 하니스와 피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Rev 시리즈 배낭은 대용량 

배낭과는 다른 크기 및 피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니스 시스템이 

소형 Rev 배낭의 모든 하중과 대형 배낭의 대부분 하중을 감당하기 

때문에 Rev 시리즈 배낭은 상체 길이를 사용하여 크기를 맞추는 것과 

달리 사용자의 옷 사이즈에 맞춰 크기가 설정되었습니다. Rev 시리즈 

배낭의 적절한 피팅 방법：

여성을 위한 추가 피팅 팁 
피팅 기법과 선호도는 여성마다 다릅니다. 일부 여성은 어깨 하니스가 

가슴 측면에 놓이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여성은 가슴 위에 

놓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중 가슴 스트랩의 위치 잡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랩의 높이와 어깨 하니스의 위치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적절한 착용감을 찾으십시오. 하단 가슴 스트랩은 분리할 

수 있지만 배낭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 사용자가 느끼는 

편안함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판

BIOSTRETCH™ 

바디 랩 하니스

BIOSTRETCH™  

바디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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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y Note
Per the Word doc, the translation in this section is for "quick connect" and not "QuickConnect™"; may need to be redone after proo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