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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EXOS/EJA 시리즈

EXOS 58 EXOS 48 EXOS 38

EJA 58 EJA 48 EJ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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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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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통된 기능
1 상단 리드 웹 루프 장치 

2 상단 및 하단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는 탈착식 부동 상단 리드

3 탈착식 듀얼 측면 압축 스트랩

4 Stow-on-the-Go™ 트레킹 폴 부착 장치

5  InsideOut™ 압축 스트랩을 사용한 듀얼 엑세스 스트레치 측면 메쉬 포켓

6 액세서리 코드 장치

7 전면 장비 장착용 스트레치 메쉬 포켓

8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랩

9 번지 타이가 달린 아이스 도끼 부착 장치

10 안전 휘슬이 포함된 흉골 스트랩

+ 리드 없이 사용 가능한 통합 FlapJacket™ 커버

+ 내부 리저버 슬리브

패브릭 
메인     100D 고강도 나일론

액센트     100D 고강도 나일론 트리플 체크 도비

바닥    210 고강도 나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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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 XOS 4 8
남성용

사양  S M L
입방 인치 2746 2929 3112
리터  45 48 51
파운드 2.6 2.62 2.65
킬로그램 1.18  1.19 1.20
인치  31h x 16w x 13d
센티미터 79h x 40w x 32d

피복재 2.31
중량

최대 중량 15-40 lb  |  7-18 kg

E XOS 3 8
남성용

사양  S M L
입방 인치 2136 2319 2502
리터  35 38 41
파운드 2.53 2.56 2.58
킬로그램 1.15  1.16 1.17
인치  29h x 16w x 12d
센티미터 74h x 40w x 30d

피복재 2.28
중량

최대 중량 15-40 lb  |  7-18 kg

E XOS 5 8
남성용

사양  S M L
입방 인치 3356 3539 3722
리터  55 58 61
파운드 2.69 2.71  2.74
킬로그램 1.22 1.23 1.24
인치  32h x 16w x 15d
센티미터 80h x 41w x 37d

피복재 2.38
중량

최대 중량 15-40 lb  |  7-1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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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J A 4 8 
여성용

사양  XS S M
입방 인치 2563 2746 2929
리터  42 45 48
파운드 2.52 2.55 2.57
킬로그램 1.14  1.16 1.17
인치  28h x 16w x 13d
센티미터 72h x 40w x 33d

피복재 2.24
중량

최대 중량 15-40 lb  |  7-18 kg

EJ A 3 8
여성용

사양  XS S M
입방 인치 1953 2136 2319
리터  32 35 38
파운드 2.45 2.48 2.51
킬로그램 1.11  1.13 1.14
인치  27h x 16w x 12d
센티미터 68h x 40w x 31d

피복재 2.20
중량

최대 중량 15-40 lb  |  7-18 kg

EJ A 5 8
여성용

사양  XS S M
입방 인치 3173 3356 3539
리터  52 55 58
파운드 2.57 2.60  2.63
킬로그램 1.17 1.18 1.19
인치  30h x 16w x 15d
센티미터 75h x 41w x 38d

피복재 2.27
중량

최대 중량 15-40 lb  |  7-1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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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1

2

3

하네스

힙벨트

서스펜션

1 초경량 AIRSPEED™ 서스펜션

 +   6065 알루미늄 프레임

 + 측면 환기구가 있는 통기성이 좋은 입체형 메쉬 백패널

2 EXOFORM™ 하네스

 +  매끄러운 층의 메쉬를 통해 편안함과 쿠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 15mm 조절 가능한 슬라이드 흉골 스트랩

 + 스트레치 메쉬 에너지 젤 포켓

3 EXOFORM™ 힙벨트

 + ErgoPull™ 클로저

 +  매끄러운 층의 메쉬를 통해 편안함과 쿠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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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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크가 제7 척추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기록하십시오. 이 수치로, 

몸통을 원하는 2"/5cm 크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OS 남성용 크기 조절

S 16-19" /40.5-48cm

M 18-21" / 46-53 cm

L 20-23" /51-58.5cm

E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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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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 사항

상단 리드 웹 루프 장치

상단 리드 및 전면 패널 부착 장치는 추가 기어를 외부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SIDEOUT™ 압축 스트랩을 사용한 듀얼 엑세스 

스트레치 측면 메쉬 포켓

듀얼 엑세스 측면 스트레치 메쉬 포켓은 작은 물품을 

저장하고 배낭을 착용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단 또는 측면에서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단 및 하단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는 탈착식 부동 상단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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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리드를 재장착하기 위해 나열된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탈착식 듀얼 측면 압축 스트랩

탈착식 듀얼 측면 압축 스트랩은 무게를 줄여줍니다. 

A  상단 및 하단 래더 잠금 장치에서 웨빙을 빼내십시오. 

B  3개의 플라스틱 측면 압축 장치에서 웨빙을 빼내십시오.

C  교체하려면 위의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STOW-ON-THE-GO™ 트레킹 폴 부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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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코드 잠금으로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C 이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여 트레킹 폴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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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 사항

액세서리 코드 장치

추가 외부 장비 부착 장치를 제공합니다.

전면 장비 장착용 스트레치 메쉬 포켓

전면 스트레치 메쉬 포켓은 빠른 접근이 필요한 기어를 

저장하거나 젖은 기어를 건조하기 위해 고정해 줍니다.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랩

외부 부착용 탈착식 슬리핑 패드 스트랩

내부 리저버 슬리브

적절한 배낭 중량 배분을 위해 리저버를 슬리브 안에 

두십시오. 고정 루프에 리저버를 장착하여 똑바로 

세우십시오.

번지 타이가 달린 아이스 도끼 부착 장치

아이스 툴 루프와 번지 타이는 장착된 툴 장치를 안전하게 유지해줍니다.

A   툴 샤프트를 아이스 툴 루프의 상단을 통과해서 아래로 밀어 넣고 

샤프트를 배낭 상단의 위쪽으로 고정합니다.

B   번지 코드 자물쇠를 풀고 툴 손잡이를 번지로 통과시킵니다. 코드 고정 

장치를 Y 클립에 끼워 조여서 툴을 제자리에 고정하십시오.

C   툴을 제거하려면 위의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십시오.

안전 휘슬이 포함된 흉골 스트랩

리드 없이 사용 가능한 통합 FLAPJACKET™ 커버

상단 리드 없이 배낭을 사용할 경우 Flapjacket™ 버클을 펴서 

전면 수직 압축 스트랩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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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