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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AETHER / ARIEL PRO 시리즈

AETHER PRO 70

ARIEL PRO 65

Ospre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sprey는 귀하의 모험을 위해 가장 

기능적이고, 내구성 강하고, 혁신적인 등산 용품을 만든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 사용, 유지 보수, 고객 서비스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18 - 2017년 12월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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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통된 기능
1  탈착식 상단 리드 

2 탈착식 듀얼 측면 압축 스트랩

3 Stow-on-the-Go™ 트레킹 폴 부착 장치

4  Osprey Daylite 데이팩 또는 AlpinePocket을 부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화된 코드 루프

5 듀얼 전면 압축 스트랩

6 듀얼 아이스 툴 부착 장치

7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랩

8 안전 휘슬이 포함된 흉골 스트랩

9 탈착식 듀얼 힙벨트 포켓

+ 리드 없이 사용가능한 통합 FlapJacket™ 커버

+ 내부 리저버 슬리브

패브릭 
메인     NanoFly™ 210D Cordura® 나일론 x 210D UHMWPE 립스톱

액센트     315D 코듀라 나일론

바닥    210D UHM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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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 R IEL P R O 65
여성용

사양  XS S M
입방 인치 3783 3967 4150
리터  62 65 68
파운드 3.6 3.73 3.85
킬로그램 1.63  1.69 1.75
인치  33h x 16w x 14d 
센티미터 83h x 41w x 36d

피복재 3.07lb | 1.39kg
 중량

최대 중량 35-60lb | 15-27kg

A E T HER P R O 7 0
남성용

사양  S M L
입방 인치 4089 4272 4455
리터  67 70 73
파운드 3.81 3.94 4.06
킬로그램 1.73 1.79 1.84
인치  32h x 18w x 15d 

센티미터 82h x 45w x 37d 

피복재 3.28lb | 1.49kg
 중량

최대 중량 35-60lb | 15-27kg



AETHER / ARIEL PRO 시리즈 4

착용

1

2

3

4

하네스

힙벨트

서스펜션

백패널

1 LIGHTWIRE™ 서스펜션

 +   알루미늄 7075 주변 프레임은 하중을 힙벨트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줍니다.

 +   단일 6061-T6 센터 스테이가 백패널 형태를 유지해 

줍니다.

2 AIRSCAPE™ 백패널

 +  정밀 컷 및 아코디언 모양처럼 펼쳐진 메쉬로 덮인 폼 

융선을 통해 추가적인 환기가 가능합니다.

 +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접촉면으로 더욱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 ISOFORM4하네스

 + 넓은 메쉬 직물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4 ISOFORM4CM™ 힙벨트

 +   정밀하고 개인 체형에 맞게 제작된 맞춤형 히트 몰딩

 + Ergopull

ISOFORM4 하네스 남성용

사이즈  S  M L  XL 

ISOFORM4 CMTM 힙벨트 남성용

소매가  $39

사이즈  S  M L  XL

인치 <31 30-34 33-37 >36

센티미터 <79 76-86  84-94 >91

ISOFORM4CM™
Osprey의 IsoForm4 CM™ 힙벨트는 뛰어난 핏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정밀하고 개인 체형에 맞게 제작된 맞춤형 히트 

몰딩

ISOFORM4 하네스 여성용

사이즈  XS S M L

ISOFORM4 CMTM 힙벨트 여성용

소매가  $39

사이즈  XS S M L

인치 <28 27-31 30-34 >33

센티미터 <71 68-79 76-8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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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조절 / 피팅
하네스 크기 조절

A 배낭의 힙벨트 스트랩, 하네스 스트랩 및 로드 리프터를 완전히 풉니다.

B    배낭에 10-20lbs/4-9kg의 장비를 넣으세요. 

C  힙벨트가 가운데에 오도록 하고 사용자의 엉덩이뼈 위에 놓이도록 배낭을 놓습니다. 

힙벨트 패딩이 엉덩이뼈의 위쪽과 아래쪽 절반에 걸쳐있어야 합니다. 힙벨트 버클을 

채우고 힙벨트 스트랩을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D  어깨 스트랩을 아래쪽 또는 윗쪽으로 조절하여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쇄골뼈 

2"/5cm 아래에서 흉골 스트랩을 조정하여 버클을 채워줍니다. 하중 리프트를 조여 

어깨의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E   하네스 요크 또는 하네스 스트랩이 사용자의 목 근처에서 함께 만나는 곳을 

찾습니다. 요크는 제7 척추뼈 2"/5cm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제7 척추뼈는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고 목의 밑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F   제7 척추뼈에서 요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기록합니다. 이 수치로, 몸통을 

원하는 2"/5cm 크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ETHER PRO 남성용 크기 조절

S 16-19" /40.5-48cm

M 18-21" / 46-53 cm

L 20-23" /51-58.5cm

ARIEL PRO - 여성용 크기 조절

XS 14-17" /35.5-43cm

S 16-19" /40.5-48cm

M 18-21" / 46-53 cm

하네스 피팅

하네스 스트랩은 배낭과 등사이에 공간이 없게 하여 어깨를 완전히 감싸줍니다. 

하네스 스트랩의 패딩 처리된 부분은 겨드랑이에서 1"/2.5cm-2"/5cm 정도 아래에 

있어야 하며, 흉골 스트랩은 쇄골 아래쪽에서 약 2"/5cm 정도로 조정을 해야합니다.

장골능선제7 척추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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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조절 / 피팅

호환가능한 힙벨트 & 하네스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힙벨트가 장착되어 있어 신체 비율의 차이에 따라 완벽한 

착용감을 보장합니다.

힙벨트 제거하기

1  지퍼가 달린 힙벨트 포켓 앞쪽에 버클을 탈거하고 반대쪽도 반복하십시오.

2  지퍼가 달린 힙벨트 포켓 아래쪽에 버클을 풀고 반대쪽도 반복하십시오.

3   손을 힙벨트와 배낭 사이에 밀어 넣어 후크와 루프 클로저를 분리하여 힙벨트를 

제거하십시오.

4  새로운 힙벨트를 장착하시려면 위의 순서를 역으로 하십시오.

 

하네스 제거하기

1  하네스의 양쪽에 있는 로드 리트터 웨빙을 푸십시오.

2  하네스의 양쪽에 있는 하단 하네스 스트랩 웨빙을 푸십시오.

3   백패널과 하네스 사이에 손을 밀어 넣어 후크와 루프 부착 장치를 푸십시오.

4  새로운 하네스를 장착하시려면 위의 순서를 역으로 하십시오.

하네스 조정하기

백패널과 하네스 사이에 손을 밀어 넣어 후크와 루프 부착 장치를 풀고

하네스를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위치로 밀어넣으세요.

1

2

1

3

기능 세부 사항

리드 없이 사용 가능한 통합 FLAPJACKET™ 커버
70L/65L
상단 리드 없이 배낭을 사용할 경우 Flapjacket™ 버클을 펴서 전면 수직 압축 스트랩에 
부착합니다.

내부 리저버 슬리브
70L/65L
적절한 배낭 중량 배분을 위해 리저버를 슬리브 안에 두십시오. 고정 루프에 
리저버를 장착하여 똑바로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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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 사항

ERGOPULL
70L/65L
Ergopull 힙벨트는 자연스러운 인체 공학을 활용하여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힙벨트를 조이고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탈착식 듀얼 측면 압축 스트랩

70L/65L
퀵 릴리스 버클이 포함된 듀얼 상부 측면 압축 스트랩은 하중을 압축하고 안정화를 통해 

최적의 운반을 보장하며, 물품을 배낭의 측면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착식 듀얼 측면 압축 스트랩

A  각 압축 스트랩 상단에 있는 버클을 탈거하고 버클 자체에서 웨빙 압축 스트랩을 

푸십시오.

B  알루미늄 D링과 프레임 자체에서 웨빙을 빼내십시오.

C 힙벨트 포켓 뒤쪽 배낭의 바닥에 있는 트라이글라이드로부터 웨빙을 제거하십시오.

D 측면 압축 스트랩을 다시 연결하려면 나열된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탈착식 상단 리드
70L/65L
기어를 더 적게 사용하거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여행인 경우 탈착식 상단 리드

A 전면 고정 스트랩을 푸십시오.

B 로드 리프터 트라이글라이드 옆에 있는 버클을 푸십시오.

C 웨빙 루프를 통해 수 버클 피스를 푸십시오.

D 나열된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여 상단 리드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탈착식 듀얼 힙벨트 포켓

70L/65L
탈착식 힙벨트 포켓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무게를 줄입니다.

A 힙벨트에서 힙벨트 포켓을 탈거합니다.

B  알루미늄 토글 부착물(프레임의 측면에 위치한 두개, 배낭의 하단에 하나)

을 제거하려면 토글을 부착 장치로 당기면서 비틀어 느슨하게 하고 배낭에서 

제거합니다. 

STOW-ON-THE-GO™ 트레킹 폴 부착 장치

70L/65L
Osprey의 Stow-on the-Go™ 트레킹 폴 부착 장치는 배낭을 착용한 채로 트레킹 폴을 

신속히 부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  배낭의 왼쪽 하단에 탄성이 있는 루프를 찾으십시오. 배낭에서 루프를 꺼내는 동안 

트레킹 폴의 바스켓 끝을 루프에 삽입하십시오.

B  왼쪽 하네스 스트랩에서 트레킹 폴 아이콘을 찾습니다. 코드를 위로 잡아당겨 열고, 

폴 핸들을 루프에 넣고, 코드 잠금으로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C 트레킹 폴을 제거하려면 이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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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 사항

전면 듀얼 압축 스트랩

70L/65L
듀얼 전면 패널 압축 스트랩은 하중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전면 

압축 스트랩을 푼 다음 스트랩을 당겨 조입니다.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랩

70L/65L 

외부 부착용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랩

A 웨빙을 트라이글라이드에서 빼내십시오.

B 웨빙을 허리 둘레 히치 부착 장치에서 푸십시오.

C 재부착을 하려면 이 과정을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안전 휘슬이 포함된 흉골 스트랩
70L/65L

상부 코드 부착 장치가 있는 탈착식 듀얼 아이스 툴 루프

70L/65L
탈착식 듀얼 아이스 툴 루프는 가벼운 툴 부착 장치를 제공합니다. 

하부 툴 루프 제거하기

A 코드 루프의 끝에서 매듭을 푸십시오.

B 두 개의 작은 웹 루프에서 코드를 제거하십시오.

툴 장착하기

A   툴 샤프트를 아이스 툴 루프의 상단을 통과해서 아래로 밀어 넣고 샤프트를 배낭 

상단의 위쪽으로 고정합니다.

B  샤프트를 상부 코드 루프와 전면 압축 플랩 사이에 놓고 상부 코드 루프를 통해 전면 

압축 스트랩 버클을 꿴 다음, 버클을 클립으로 고정하고 단단히 조이십시오.

C 제거하려면 이 과정을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OSPREY DAYLITE 데이팩 또는 ALPINEPOCKET을 부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화된 코드 

루프

70L/65L
Daylite/Alpine 포켓 부착장치

Daylite/Daylite+의 트라이글라이드 슬라이더와 Alpine 포켓의 금속 후크가 Aether/
Ariel Pro의 전면 패널에 위치한 네개의 코드 루프에 부착됩니다.

A Daylite/Daylite+를 부착하려면 슬라이더를 아래에서 코드 루프를 밀고 측면 압축 

스트랩을 당겨서 필요에 따라 장력을 조이거나 조절합니다.

B Alpine 포켓을 부착하려면 웹 루프에 4개의 금속 후크를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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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ospreypacks.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spreypacks.com

사용자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