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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ER / VERVE SERIES  
바이퍼  / 버브  시리즈

VIPER 13/

바이퍼 13

VERVE 9/

버브 9

VERVE 3/

버브 3

VIPER 9/

바이퍼 9

VIPER 3/

바이퍼 3

바이퍼 / 버브 시리즈는 여행 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 보충과 여행에 필수적인 

장비의 보관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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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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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능
1 상단 압축 스트랩

2  레저보어 칸에 바로 넣고 뺄 수 있는 지퍼 통로

3  지퍼가 달리고 긁힘 방지 열양각처리된 스태쉬 주머니*

4  지퍼가 달린 정리 주머니와 전면의 천 쇼브잇 주머니

5  Lidlock™ 헬멧 부착대

6  깜빡이 등 부착대

7  스트레치 망사 하니스 주머니

8  마개 밸브가 달린 자석 흉골 스트랩

+  Hydraulics™ LT 2.5L 레저보어 동봉

+  자전거 펌프 고리가 있는 메인 칸*

 *바이퍼/버브 3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천
MAIN 210D 폴리 허니컴

ACCENT 420HD 팩클로쓰

BOTTOM 420HD 팩클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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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P ER 13 바이퍼  13
남성용

사양 단일 제품

큐빅 인치 793
리터 13
파운드* 1.28
킬로그램* 0.58
인치 18h  x  9w  x  9d
센티미터 45h  x  23w  x  18d

레저보어 무게 6 oz / 0.18 kg
*배낭 무게에 레저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V IP ER 9 바이퍼  9
남성용

사양 단일 제품

큐빅 인치 549
리터 9
파운드* 1.21
킬로그램* 0.55
인치 18h  x  9w  x  7d
센티미터 45h  x  22w  x  18d

레저보어 무게 6 oz / 0.18 kg
*배낭 무게에 레저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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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P ER 3 바이퍼  3
남성용

사양 단일 제품

큐빅 인치 183
리터 3
파운드* 0.93
킬로그램* 0.42
인치 17h  x  8w  x  6d
센티미터 42h  x  20w  x  17d

레저보어 무게 6 oz / 0.18 kg
*배낭 무게에 레저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만의 특징

1 측면 스트레치 망사 주머니

2 상 하단 측면 압축 스트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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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 ER V E 9 버브  9
여성용

사양 단일 제품

큐빅 인치 549
리터 9
파운드* 1.12
킬로그램* 0.51
인치 16h  x  9w  x  8d
센티미터 41h  x  23w  x  20d

레저보어 무게 6 oz / 0.18 kg
*배낭 무게에 레저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V ER V E 3 버브  3
여성용

사양 단일 제품

큐빅 인치 183
리터 3
파운드* 0.88
킬로그램* 0.40
인치 17h  x  9w  x  6d
센티미터 42h  x  22w  x  14d

레저보어 무게 6 oz / 0.18 kg
*배낭 무게에 레저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VIPER / VERVE SERIES 바이퍼 / 버브 시리즈 5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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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골 스트랩

하니스

힙 벨트

프레임

백 패널

서스펜션
1 서스펜션 
 +  아틸론 폼 프레임시트가 무게를 백 패널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면서도 몸의 

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2 AIRSCAPE™ 백 패널

 +  망사로 표면처리된 굴곡진 폼이 무게중심을 몸에 최대한 가깝게 밀착시키면서도 
통풍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3 BIOSTRETCH™ 하니스

 +  망사로 표면처리된 다이컷 폼이 활동적이고 딱 맞는 느낌과 통기성을 
부여합니다.

 + 부드럽고 통기되는 스페이서망사가 표면에 닿습니다.

4  웨빙 힙 벨트

 + 분리 가능한 20mm 웨빙재질의 주행안정성의 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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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착용법

여성용 SPECIFIC FIT

+   배낭의 형태가 좁고 깊기 때문에 배낭 안 짐의 위치를 여성의 무게 중심에 가깝게 
맞추는 것으로 활동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어깨 하니스가 여성의 목, 어깨, 그리고 가슴에 해부학적으로 맞춰지도록 각기 
다른 곡선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여성의 엉덩이는 허리와 엉덩이의 측정에 따라 천차만별의 형태를 띄는 
원뿔형입니다. 본 제품의 힙 벨트는 무게의 적절한 분산과 더 나은 편안함을 
추구하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형태와 각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이퍼 - 남성용 사이즈

토르소 O/S  17-21” / 43-53 cm

힙 벨트 O/S  27-51” / 70-130 cm

버브 - 여성용 사이즈

토르소 O/S  14-18” / 36-46 cm

힙 벨트 O/S  26-49” / 65 – 125 cm

하니스 착용하기

하니스 스트랩은 배낭과 등 사이에 틈을 두지 않은 상태로 어깨를 완전하게 
감싸야 합니다. 하니스 스트랩의 패딩된 부분의 끝이 겨드랑이에서 1"/2.5cm 
에서 2"/5cm 정도 아래에 위치해야하며, 흉골 스트랩은 쇄골에서 약 2"/5cm 
아래에 오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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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특징

압축 스트랩

13L / 9L / 3L

측면 압축 스트랩이 짐을 안정화시켜줄 때, 하단의 
교차기능 압축 스트랩은 외부 장비를 운반하는 
스트랩 역할을 합니다. 조정하시려면 나일론 
스트랩을 슬라이더 버클 사이로 넣은 후 압축/운반 
하려면 고정시키십시오.

LIDLOCK™ 헬멧 부착대

13L / 9L / 3L

탄성있는 LidLock™ 헬멧 부착대가 당신의 헬멧을 보관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A  배낭 전면 패널 상단에 있는 LidLock™ 헬멧 부착 클립을 찾아 배낭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십시오.

B  위쪽에서 보면서 LidLock™을 헬멧 벤트 아래쪽에서 통과시킨 후 수평방향으로 
이끌어내십시오.

C  배낭의 패널 바로 바깥에서 팽팽함을 늘이거나 줄이기 위한 코드 루프를 
찾으십시오.

D 헬멧을 분리하려면 위의 과정을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깜빡이 등 부착대

13L / 9L / 3L
배낭의 전면 패널 아래쪽에 달려있는 깜빡이 
부착 스트랩은 어둠 속에서 좋은 시계를 
확보하는 데에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A 깜빡이 클립을 반사성 깜빡이 부착 고리 안으로 넣으십시오

B  깜빡이 부착 고리는 반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 없이도 어느정도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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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 레저보어 유지관리

귀하의 Osprey 배낭은 수 년 간의 사용을 위해 설계된 매우 내구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지관리를 더해 귀하의 배낭이 평생을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Osprey 배낭을 씻는 완전한 가이드를 위해서는 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spreypacks.com/PackTech/PackCare.

OSPRE Y 배낭
표준 유지관리

+  여행을 다녀온 후 가방을 골고루 씻어내십시오.

+   연한 비누, 따뜻한 물, 그리고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지퍼를 주기적으로 
닦아주십시오. 이 관리가 지퍼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배낭이 젖었다면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시키십시오.

+  모든 띠를 푸십시오.

+   흙, 땀, 소금기와 얼룩이 천, 웨빙, 망사에 스며들었다면 씻어내십시오.  
(HighRoad™ 바퀴가 달린 샤시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배낭을 씻는 법

A   배낭에서 음식물, 흙이나 쏟아진 것을 모조리 비우십시오.

B   만약 당신의 배낭의 끈이나 힙벨트를 떼어낼 수 있다면 배낭 본체에서 떼어내십시오.

C   세탁기로 배낭을 씻어서는 안됩니다. 배낭은 반드시 연한 세제와 따뜻한 물을 
이용해 욕조나 커다란 싱크대에서 씻어야합니다.

D   부드럽게 배낭을 비벼주십시오.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주머니를 포함한 배낭 
안팎의 모든 칸을 문질러 주십시오.

E   연한 비누와 따뜻한 물, 그리고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지퍼를 닦아주십시오. 버클 
사이로 물과 비누를 흘려보내주십시오. 지퍼나 버클들에서 흙과 먼지를 떼어내는 
것이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F   욕조나 싱크대에서 더러운 물을 빼고 차갑고 깨끗하며 비눗기가 없는 물로 
다시 채우십시오. 배낭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만약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G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바깥이나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걸어두십시오.

바퀴가 달린 여행 짐가방

(HighRoad™ 바퀴가 달린 샤시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A  여행 후, 배낭에서 음식물, 흙이나 쏟아진 것을 모조리 비우십시오.

B   연한 비누, 따뜻한 물, 그리고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지퍼를 주기적으로 
닦아주십시오. 이 관리가 지퍼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C   젖은 천이나 스폰지로 샤시의 외부를 닦아주십시오.

D  따뜻한 물, 연한 세제, 그리고 부드러운 솔이나 스폰지를 사용해 배낭 천을 문질러 
주십시오.

E   비눗기가 없는 물로 적신 걸레로 배낭에 남아있는 비눗기를 제거하십시오.

F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바깥이나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걸어두십시오.

세척제 추천  
Osprey는 배낭 관리에 Nikwax® 제품을 추천합니다. 세척제를 배낭에 
사용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Tech Wash® - 당신의 배낭이나 짐가방을 씻을 때 이것과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Tent & Gear Solar Proof® - 당신의 배낭을 자외선 노출에서 막고 방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OSPRE Y 레저보어
레저보어 표준 유지관리

+   매 사용 후 레저보어를 씻어내는 것으로 당신의 레저보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담은 이후에 특히나.

+  주기적으로 Osprey의 Hydraulics™ 클리닝 태블릿으로 씻어주십시오.

+   레저보어에 요오드나 다른 정화 태블릿을 쓰더라도 레저보어의 질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화 태블릿들의 장기간 사용은 레저보어를 얼룩지게 
할 수 있습니다.

+   레저보어를 얼린다고해서 레저보어의 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저보어를 
물로 지나치게 채운 후 얼린다면 물의 팽창으로 인해 레저보어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대로 레저보어에 끓는 물을 넣지 마십시오. 레저보어에 파손이 발생할 것이며, 
당신의 보증기간을 무효화합니다.

+   Osprey Packs의 YouTube®에서 “Cleaning an Osprey Hydraulics™ Reservoir”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레저보어를 씻는 법 (OSPREY HYDRAULICS™ 클리닝 태블릿으로)

A 레저보어를 따뜻한 물로 채우십시오. 표백제나 끓는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B  레저보어에 클리닝 탭을 하나 넣고 뚜껑을 닫으십시오.

C  레저보어를 뒤쪽으로 내려두고 5분간 태블릿이 녹게 두십시오.

D   욕액이 섞이고 퍼지게끔 30초간 레저보어를 흔드십시오.

E   레저보어의 마개 밸브를 꼬집고 비틀어서 공기를 제거하고 호스를 용액으로 
채우십시오.

F  15분 간 둔 후 레저보어를 비우십시오.

G  레저보어와 튜브를 깨끗한 찬물로 세척하십시오.

H 레저보어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십시오.

레저보어를 딥클린징 하는 법 (OSPREY HYDRAULICS™ 클리닝 킷으로)

1   레저보어를 씻고 따뜻한 물과 연한 접시 세제로 채우십시오. 표백제나 끓는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Osprey’s Hydraulics™ 클리닝 킷의 큰 솔으로 레저보어 내부를 문지르십시오.

3   레저보어에서 호스를 제거 한 후 호스에서 마개를 제거하십시오. 이후  
Osprey’s Hydraulics™ 클리닝 킷의 작은 솔으로 호스 내부를 문지르십시오.

4  실리콘 마개 밸브 뚜껑을 제거한 후 마개 밸브를 따뜻한 비눗물으로 닦으십시오

5 레저보어와 호스와 마개 밸브 파트들을 차고 깨끗한 물으로 씻어주십시오.

6  마르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려주십시오.

7   Osprey’s Hydraulics™ 클리닝 킷 드라잉 랙을 레저보어에 넣고 마르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마르기를 기다려주십시오.

Osprey 레저보어를 세척하는 완전한 가이드를 위해서는 youtube.com/ospreypacks. 
에서 “Cleaning an Osprey Hydraulics™ Reservoir” 영상을 시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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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RE Y 액세서리
Osprey의 액세서리 라인업으로 당신의 배낭을 커스터마이즈하고 
또한 보호해 보십시오. 라인업을 보시려면 근처의 Osprey 지점을 
방문하시거나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ospreypacks.com.

당신의  가방을  싸는  법
짐을 올바르게 쌈으로써 당신이 배낭을 메고 있을 때 더욱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링크를 방문해보십시오. 
ospreypacks.com/PackTech/HowToPackYourPack

품질  보증 
Osprey의 모든 배낭들은 귀하가 얼마나 험하게 사용하건 간에 관계없이 
내구성이 디자인에 고려되어 평생 쓸 수 있게끔 반영되어 있으며, 강력한 
품질 보증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세는 ospreypacks.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Osprey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매크로가 아닌 진짜 상담원들의 진짜 
도움을 드립니다. ospreypacks.com 에서 커스토머 서비스 탭에 마우스를 
올려보십시오.

OSPREY PACKS, INC.  
115 PROGRESS CIRCLE  
CORTEZ, CO 81321 USA  
866-284-7830

ww w.ospreypacks.com/ PackTech/ Owners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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