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기능

서스펜션
Reverb 시리즈 서스펜션은 최고의 
휴대성과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내부 HDPE 윤곽 
프레임시트와 레이어드 SnowShed™ 
등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니스
모든 Reverb 시리즈 배낭에는 
안전 호루라기 버클과 단열 물백 
슬리브가 있는 조절 가능한 
흉골부위 스트랩이 있는 고정 
EVA 폼 패딩 하니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rgoPull™ 웨이스트 스트랩
모든 Reverb 시리즈 배낭에 개조된 
직선 ErgoPull™ 잠금 시스템이 
있는 착탈식 나일론 웨이스트 
스트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rgoPull™ 을 사용하려면, 조임 
스트랩을 충분히 느슨하게 
하고 중앙 버클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조임 스트랩의 
느슨해진 끝을 잡아 양손으로 
동시에 안쪽으로 균등하게 
당깁니다. 

대각선 스키 휴대
대각선 스키 휴대는 하단 전면 
패널 조임 스트랩을 사용하고 
상단 전면 패널 조임 스트랩의 
반대 면에 고정됩니다. 
사용하려면 A) 슬라이더 버클을 
통해 하단 조임 스트랩을 풀고, 
스트랩 강화된 부분 아래로 스키 
테일을 밀어 넣고, 스트랩을 
단단히 다시 조이십시오. B) 
왼쪽 하니스 상단의 후크 및 
루프 탭 아래에 있는 숨겨진 
나일론 휴대 스트랩을 찾아 
버클을 풀고, 나일론 스트랩을 
슬라이더에 통과시켜 스트랩을 
연장하십시오. C) 스키 상단 
부분에 버클을 다시 채워 
고리를 만들고, 스트랩을 
조여 안정적이고 단단히 
휴대하십시오. 제거하려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REVERB 18  
Reverb 18 은 샤프한 스타일과 사이드컨트리 모험을 즐기는 
사용자를 위한 실용성을 갖춘 저 프로필, 리프트 액세스/
사이드컨트리 라이딩 배낭입니다. 

독특한 기능 
• 외부 간편 액세스 탐침봉 및 삽  
 손잡이 슬리브
• 탐침봉/삽 손잡이/스킨스용 슬리브가  
 있는 산사태 안전 키트용 지퍼 등판  
 액세스와 내부 키 클립이 있는 전면  
 패널 지퍼 주머니
• 스크래치 방지 휴대용 보호 열  
 엠보싱 천 처리된 상단 지퍼 고글  
 주머니

주요 직물
• 420D 도비 폴리
• 420HD 나일론

크기 용량 무게
OS 1098 cu.in. / 18 l 2 lb 1 oz / 0.94 kg

REVERB 10  
Reverb 10 은 샤프한 스타일과 사이드컨트리 모험을 즐기는 
사용자를 위한 실용성을 갖춘 저 프로필, 리프트 액세스/
사이드컨트리 라이딩 배낭입니다. 

독특한 기능 
• 탐침봉/삽 손잡이/스킨스 및 예비  
 레이어 등을 위한 산사태 안전 키트용  
 등판 메인 수납공간 액세스
• 내부 지퍼 사선 주머니와 열쇠 클립이  
 있는 스크래치 방지 휴대용 보호 열  
 엠보싱 천 처리된 상단 지퍼 고글  
 주머니

주요 직물
• 420D 도비 폴리
• 420HD 나일론

크기 용량 무게
oS 610 cu.in. / 10 l 1 lb 14 oz / 0.85 kg

Reverb 시리즈  
사용 설명서

Osprey Re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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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SPREYPAC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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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REY ADDONS™

Ospre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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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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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낭 꾸리기

배낭을 잘 꾸리면, 배낭을 
매고있는 동안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www.ospreypacks.com/ 
PackTech/HowToPackYourPack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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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움 가벼움

2013년 07 월 01 일 업데이트재활용 용지에 인쇄



REVERB 10

REVERB 10: 등판 액세스
Reverb 10 에는 탐침봉/삽 손잡이/
스킨스 및 예비 레이어 등을 위한 
산사태 안전 키트용 등판 메인 
수납공간 액세스가 있습니다. 

REVERB 10: 고글 주머니
Reverb 10 에는 내부 지퍼 사선 
주머니와 열쇠 클립이 있는 
스크래치 방지 휴대용 보호 열 
엠보싱 천 처리된 상단 지퍼 고글 
주머니가 있습니다. 

Hydraulics™ 물백
이동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2 또는 3리터 
Osprey Hydraulics™ 물백을 배낭에 
추가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인근 
Osprey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www.ospreypacks.com 을 방문하십시오. 

등판 액세스
이중 지퍼 등판 입구를 통해 
메인 수납공간에 들어가 스키나 
스노보드를 휴대할 때 장비와 
물백을 사용하고 수납공간을 
사용하는 동안 눈으로부터 등판, 
하니스 및 힙벨트가 보호됩니다. 
내부에는 장비 및 지퍼 물백 
수납공간을 위한 입구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물백
물병 행어와 완전히 단열된 이중 
지퍼 하니스 라우터를 갖춘 내부 
지퍼 등판 물백 수납공간으로 
편리하게, 물이 얼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A) 필요 시 물병 
행어를 사용하여 지퍼 수납공간에 
물병을 밀어 넣고 B) 우측 하니스 
스트랩을 통해 물 호스를 배치하여 
이동하면서 물을 관리하십시오. 

강화 전면 패널 
모든 Reverb 시리즈 배낭에는 강화 
패딩 전면 패널이 있어 휴대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보호합니다. 

장갑을 끼고 조작할 수  
있는 버클
퀵 릴리즈 장갑 친화형 버클은 
엄지와 검지로 쉽게 해제할 수 있어 
물품을 쉽게 수납 수 있습니다. 

수직 전면 패널 스노보드 휴대
Reverb 리버브 수직 스노보드 
휴대는 배낭 전면 패널의 강화된 
하단 스트랩과 왼쪽 어깨 하니스의 
격납식 스트랩을 사용합니다. 
왼쪽 어깨 하니스의 스트랩을 
길게 늘여 스노보드 위를 지나 
오른쪽 하니스에 연결시킵니다. 
사용하려면 A) 슬라이더 버클을 
통해 하단 조임 스트랩을 풀고 직물 
오버레이 아래에서 조임 스트랩을 
길게 늘립니다. B) 스노보드 
바인딩을 정위치에 놓고 바인딩 
아래 스노보드 위로 스트랩을 
다시 부착하고 슬라이더 버클 
사이로 조임 스트랩을 통과시켜 
단단하게 조이십시오. C) 왼쪽 
하니스 상단의 후크 및 루프 탭 
아래에 있는 숨겨진 나일론 휴대 
스트랩을 찾아 버클 클립을 풀고 
스트랩을 스노보드 위로 완전히 
늘려, 오른쪽 어깨 하니스에 
있는 암 버클에 연결하여 단단히 
조이십시오. 제거하려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 스노보드 휴대로 스노슈즈를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수평 등판 스노보드 휴대
강화된 힙벨트 윙으로 배낭의 
등판에 스노보드를 신속히 
수평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A) 배낭 등판이 위를 
향하게 바닥에 놓고 스노보드 
베이스가 위를 향하게 수평으로 
배낭의 등판을 가로질러 배치하고, 
배낭 양쪽의 바인딩으로 강화된 
힙벨트 윙에 놓이게 하십시오. 
B) 배낭과 보드를 등에 매고 
힙벨트와 하니스를 조여, 보드를 
배낭의 등판과 등 사이에 수평으로 
고정시키십시오. 제거하려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REVERB 18

REVERB 18: 외부 탐침봉/
삽 손잡이 슬리브
Reverb 18 에는 외부 간편 액세스 
탐침봉 및 삽 손잡이 슬리브가 
있습니다. 삽 손잡이 슬리브를 
사용하려면 A) 배낭 왼쪽에서 
슬리브 위에 있는 삽 손잡이 
아이콘을 찾고, 장갑을 끼고 사용할 
수 있는 버클을 통해 유지 스트랩을 
풀고, 삽 손잡이를 슬리브 샤프트에 
먼저 삽입하십시오. B) 삽 손잡이 
위로 유지 스트립을 연결하고 
조여서 안정적이고 단단히 
휴대하십시오. 

탐침봉 슬리브를 사용하려면  
A) 배낭 오른쪽에서 슬리브 위에 
있는 탐침봉 아이콘을 찾고, 천 
플랩을 올리고, 탐침봉 슬리브에 
삽입하십시오. B) 탐침봉 주위로 
탄성 코드 잠금 루프를 단단하게 
조이십시오. 제거하려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REVERB 18: 전면 패널 액세스
Reverb 18 에는 탐침봉/삽 손잡이/
스킨스용 슬리브가 있는 산사태 
안전 키트용 지퍼 등판 액세스와 
완벽한 정리를 위한 내부 키 클립이 
있는 전면 패널 지퍼 주머니가 
있습니다. 

REVERB 18: 지퍼 고글 주머니
Reverb 18 의 상단 지퍼 고글 
주머니는 스크래치 방지 휴대를 
위해 보호 열 엠보싱 천 처리되어 
있습니다. 

A

B

A

B

B

C

C

A

*

A

B
A

A

B

B

독특한 기능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