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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Ospre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sprey는 귀하의 모험을 위한 가장 

기능적이고, 내구성이 있고 혁신적인 등산용품을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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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URO/DYNA 시리즈 2

개요

공통된 특징

공통*

1 지퍼가 달린 수통 슬리브(HydraulicsTM LT Reservoir 포함)

2 세로 지퍼가 달린 하네스 포켓(호루라기 지퍼 포함) 

3 듀얼 접근 가능한 하단 측면 패널 스트레치 메쉬 포켓** 

4 듀얼 초대형 스트레치 메쉬 플라스크/전화/식품 하네스 포켓 **

5 듀얼 하단 스트레치 메쉬 하네스 포켓(식품/보충용)

 *Solo 및 Handheld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uro/Dyna 1.5L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물 
메인     70D x 140D 나일론 트라이앵글 립스톱

액센트     320Gr 나일론 스트레치 메쉬

바닥    200Gr 나일론 스트레치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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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DYNA 시리즈 3

개요

DUR O 6
남성용

사양  S/M M/L

큐빅 인치 305   366

리터  5  6

파운드* 1.11 1.19

킬로그램* 0.51 0.54

인치  16h x 8w x 5d

센티미터 41h x 20w x 13d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UR O 1.5
남성용

사양  S/M M/L

큐빅 인치 61   92

리터  1  1.5

파운드* 1.11 1.19

킬로그램* 0.45 0.49

인치  16h x 10w x 3d

센티미터 42h x 25w x 7d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UR O 15
남성용

사양  S/M M/L

큐빅 인치 793 915

리터  13  15

파운드* 1.54 1.69

킬로그램* 0.70 0.77

인치  19h x 9w x 8d

센티미터 48h x 22w x 21d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 사항

1    QuickConnectTM을 탑재한 HydraulicsTM 

LT 2.5 리저버와 흉골 마그넷을 포함합니다

2  주요 수납공간에 접근 가능한 지퍼가 달린 

듀얼 패널

3 지퍼가 달린 힙 벨트 포켓이 있는 힙 벨트 랩

4  듀얼 접근 가능한 하단 측면 패널 스트레치 

메쉬 포켓

5  하단 압축 스트랩

6 지퍼가 있는 슬래시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7   스트레치 메쉬 압축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2

2

2

2

4

7

6

5

1

1

3

4

특이 사항

1    QuickConnectTM를 탑재한 HydraulicsTM 

LT 1.5 리저버와 흉골 마그넷을 포함합니다

2  주요 수납공간에 접근 가능한 지퍼가 달린 

듀얼 패널

3 지퍼 슬래시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4   스트레치 메쉬 압축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특이 사항

1    QuickConnectTM를 탑재한 HydraulicsTM 

LT 1.5 리저버와 흉골 마그넷을 포함합니다

2 지퍼가 있는 슬래시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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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DYNA 시리즈 4

개요

DUR O SOL O
남성용

사양  O/S

큐빅 인치 31

리터  0.5

파운드 0.33 

킬로그램 0.15

인치  7h x 10w x 3d

센티미터 19h x 25w x 8d

특이 사항

1   각진 패딩 보틀 슬리브(고정 스트랩 포함)

2  TPU 터치스크린 스마트 폰 창

3  대형 후크 및 루프 기어(식품 슬래시 포켓 

포함)

4  넓은 신축성이 있는 힙 벨트

5   HydraulicsTM 570ml BPA(비스페놀 A) 

없는 스포츠 보틀 포함:

 보틀 용량 570ml

 보틀 무게  0.06kg/2oz 

특이 사항

1  HydraulicsTM 250ml 소프트 플라스크 포함

2 소프트 플라스크 안정화 파우치

3 양손 잡이용(왼손잡이 또는 오른손 잡이용)

4  작은 지퍼가 달린 메쉬 포켓

5 작은 스트레치 메쉬 포켓

DUR O H A NDHEL D
남성용

사양  O/S

큐빅 인치

리터

파운드 0.11 

킬로그램 0.05

인치  8h x 3w x 3d

센티미터 20h x 8w x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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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DYNA 시리즈 5

개요

DY N A 6
여성용

사양  S/M M/L

큐빅 인치 305   366

리터  5  6

파운드* 1.11 1.19

킬로그램* 0.51 0.54

인치  16h x 8w x 5d

센티미터 41h x 20w x 13d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Y N A 1.5
여성용

사양  S/M M/L

큐빅 인치 61   92

리터  1  1.5

파운드* 1.11 1.19

킬로그램* 0.45 0.49

인치  16h x 10w x 3d

센티미터 42h x 25w x 7d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Y N A 15
여성용

사양  S/M M/L

큐빅 인치 793 915

리터 13  15

파운드* 1.54 1.69

킬로그램* 0.70 0.77

인치  19h x 9w x 8d

센티미터 48h x 22w x 21d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 사항

1    QuickConnectTM를 탑재한 HydraulicsTM 

LT 2.5 리저버와 흉골 마그넷을 포함

2  주요 수납공간에 접근 가능한 지퍼가 달린 

듀얼 패널

3 지퍼가 달린 힙 벨트 포켓이 있는 힙 벨트 랩

4  듀얼 접근 가능한 하단 측면 패널 스트레치 

메쉬 포켓

5  하단 압축 스트랩

6 지퍼가 있는 슬래시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7   스트레치 메쉬 압축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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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1    QuickConnectTM를 탑재한 HydraulicsTM 

LT 1.5 리저버와 흉골 마그넷을 포함

2  주요 수납공간에 접근 가능한 지퍼가 달린 

듀얼 패널

3 지퍼 슬래시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4   스트레치 메쉬 압축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특이 사항

1    QuickConnectTM를 탑재한 HydraulicsTM 

LT 1.5 저장고와 흉골 자석을 포함합니다

2 지퍼가 있는 슬래시 포켓이 달린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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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DYNA 시리즈 6

개요

DY N A SOL O
여성용

사양  O/S

큐빅 인치 31

리터  0.5

파운드 0.33 

킬로그램 0.15

인치  7h x 10w x 3d

센티미터 19h x 25w x 8d

특이 사항

1   각진 패딩 보틀 슬리브(고정 스트랩 포함)

2  TPU 터치스크린 스마트 폰 창

3  대형 후크 및 루프 기어(식품 슬래시 포켓 

포함)

4  넓은 신축성 있는 힙 벨트

5   HydraulicsTM 570ml BPA(비스페놀 A) 

없는 스포츠 보틀 포함:

 보틀 용량 570ml

 보틀 무게  0.06kg/2oz 

특이 사항

1  HydraulicsTM 250ml 소프트 플라스크 포함

2 소프트 플라스크 안정화 파우치

3 양손 잡이용(왼손잡이 또는 오른손 잡이용)

4  작은 지퍼가 달린 메쉬 포켓

5 작은 스트레치 메쉬 포켓

DY N A H A NDHEL D
여성용

사양  O/S

큐빅 인치

리터

파운드 0.11 

킬로그램 0.05

인치  8h x 3w x 3d

센티미터 20h x 8w x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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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DYNA 시리즈 7

특징

1

2

2

3

흉골 스트랩

하네스

힙 벨트

백패널

에어 메쉬 백 패널

+   부드러운 무자극 접촉면을 가진 통기성 메쉬 랩

바디 랩 하네스

+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해 조절 가능하고 탈착 가

능한 듀얼 흉부 스트랩

+   프론트 하네스 장비 및 식품 보관용 포켓

+   부드러운 무자극 접촉면을 가진 통기성 메쉬 랩

+ 큰 부하용 다이 컷 EVA 폼(15L만 해당)

에어 메쉬 힙 벨트(15L만 해당)

+  메쉬로 덮인 퍼포레이티드 폼 구조

+  수정된 스트레이트 ErgoPull ™ 힙 벨트 클로저

+   지퍼가 달린 스트레치 메쉬 바디 벨트 포켓이 

있는 조끼 스타일 배낭, 듀얼 조절 가능하고 탈착 

가능한 흉골 스트랩

크기 조절/피팅

DURO -남성용

크기  인치 센티미터 

S/M    34-40"  86-102cm

M/L   39-45"  99-114cm

여성용 특별한 착용감

+  어깨, 등판, 허리 및 힙 벨트에 있는 스트레치 메쉬가 다양한 몸 모양과 

크기로 구성되어 신체에 맞춤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  어깨 하네스는 좁은 어깨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여성의 가슴 크기 범위에 

맞게 탄성 패치를 사용하여 여성의 해부학적 적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배낭 베스트 운동을 제한합니다.

+  여성의 엉덩이는 원추형으로 생겨서 허리와 엉덩이 측정 값의 차이가 

큽니다. 15L의 힙 벨트는 이러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양과 각이 

지어져있어 보다 안정적인 로드 안정화와 지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배낭과는 달리, 가슴의 크기는 적절한 착용감을 보장하기 위해 

크기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DYNA -여성용 

크기  인치 센티미터 

WXS/S 31-37"  79-94cm

WS/M     35-41"  89-10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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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DYNA 시리즈 8

1   배낭 배치

  이 배낭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흉곽에 고정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반적인 하이킹 배낭보다 몸통에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배낭을 처음 멜 때, 배낭의 윗부분이 목 밑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듀얼 가슴 스트랩 위치

   흉골 스트랩의 버클을 채우고 웨빙을 조금 느슨하게 남겨주세요. 상단 

가슴 스트랩은 쇄골 2.5-5cm/1-2"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단 가슴 

스트랩은 자유롭고 쉬운 호흡을 수용하기 위해 하네스의 중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낭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낮게 유지하십시오. 여성의 경우 가슴 스트랩 위치를 조절하여 편안하게 

착용하고 아늑하게 유지하십시오.

3 가슴 스트랩 조이기

  가슴 끈을 조이기 전에 배낭의 양 옆에 있는 겨드랑이 아래쪽의 몸통 

스트랩을 완전히 풉니다. 가슴 스트랩이 적절하게 배치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웨빙의 끝을 집어서 손에 있는 스트랩을 잡아 당길 때까지 스트랩을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배낭을 과도하게 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착용감을 위해 필요한 만큼 조절하십시오.

4  측면 바디 스트랩 조이기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하네스와 배낭을 연결하는 측면 바디 스트랩을 

당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낭의 아래쪽 부분이 몸통에 당겨지고 배낭이 

흉곽을 감싸줍니다. 최적의 착용감, 편안함 및 안정성을 위해 가슴 하네스 

스트랩의 위치와 당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5  어깨 하네스 스트랩 & 힙 벨트 조이기(DURO 15/DYNA 15)

  가슴 스트랩을 조정한 후 하네스를 힙 벨트 스트랩에 끼우십시오. 그런 

다음 버클을 조이고 힙 벨트 버클을 조입니다. 체중이 어깨 하네스에 

의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장골능선(골반) 위에 직접 놓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6 리저버 호스 마그넷 놓기

크기 조절/피팅



DURO/DYNA 시리즈 9

기능에 대한 세부 사항 

다중 스트레치 메쉬 하네스 포켓
75L/60L
듀얼 초대형 및 소형 하네스 포켓은 소품 및 부드러운 플라스크에 바운스 방지 
운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듀얼 사이드 패널 스트레치 메쉬 포켓
15L/6L/1.5L 
배낭의 측면에 있는 스트레치 메쉬 포켓으로 배낭을 제거하지 않고도 자주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전 휘슬 지퍼 당김 줄이 있는 수직 하네스 포켓
15L/6L/1.5L 
하네스 스트랩에 있는 전용 포켓으로 귀중품이나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비상 안전 휘슬 지퍼 당김 줄을 제공합니다.

지퍼가 달린 듀얼 주요 수납공간 액세스  
15L/6L
이중 지퍼식 스트레치 메쉬 포켓으로 
장비, 식품 및 의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스트레치 메쉬 포켓
15L/6L
스트레치 메쉬 전면 패널 포켓으로 
레이어, 장비 및 기타 기능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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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한 세부 사항 

지퍼가 있는 슬래시 포켓 
15L/6L/1.5L 
배낭 상단의 슬래시 포켓으로 
작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HYDRAULICSTM RESERVOIR
15L/6L/1.5L 
Duro/Dyna 15L에 포함된 
Hydraulics LT™ 2.5L 수통, 
Duro/Dyna 6L 및 1.5L에 포함된 
1.5L 수통(간편히 채우기, 장착 
및 탈착을 위한 빠른 연결 가능). 
튜빙의 자석이 흉골 스트랩에 쉽게 
고정됩니다. 

Duro/Dyna Solo에는 570ml BPA(비스페놀 A) 없는 보틀 포함, Duro/Dyna 
handheld에는 250ml 소프트 플라스크 포함 

트레킹 스틱/얼음 도끼(피켈) 부착  
15L/6L/1.5L 
트레킹 스틱을 최단 길이로 
압축하십시오. 측면 압축을 풀고 
바스켓 끝을 삽입하십시오. 트렉킹 
스틱 핸들을 어깨까지 가져오고 번지 
키퍼 루프를 열고 손잡이를 넣은 다음 
단단히 조입니다.

TPU 터치스크린 
SOLO
휴대 전화 및 전자 제품에 기능적 터치 스크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수통 슬리브
15L/6L/1.5L 
지퍼가 달린 내부 수통 슬리브가 쉽게 채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버클이 달린 내부에 
매달린 루프가 올바른 수직 방향과 무반동 운반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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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ospreypacks.com 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spreypacks.com

사용자 메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