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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SYNCRO / SYLVA 시리즈

SYNCRO 20 SYNCRO 12 SYLVA 12SYNCRO 5 SYLVA 5

S19 - 2018년 12월 업데이트됨

Ospre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sprey는 고객님의 모든 여행과 모험을 위해  

가장 기능적이고 탁월한 내구성을 갖춘, 혁신적인 등산 용품을 제조합니다. 제품 

기능, 사용, 유지 보수, 고객 서비스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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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통 
기능 
1  전면 스트레치 메쉬 포켓

2  스크래치 방지 및 히트 엠보싱 처리된 지퍼 슬래시 포켓

3  LidLock 헬멧 휴대 기능

4  블링커 라이트 연결부

5  통합형 탈착식 고가시성 레인커버

6 리저버 바이트 밸브에 탁월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매그네틱 흉골 스트랩

7  장비 수납용 지퍼 포켓 
+   Hydraulics® LT 2.5L 리저버 및 전용 수납공간 포함

패브릭 

메인     100D Nylon Honeycomb

액센트     100D Nylon Honeycomb

바닥    100D 나일론 벌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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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YNCRO 12 
사양 한 사이즈
입방 인치 732
리터  12 
파운드* 1.72
킬로그램* 0.78 
인치  18h x 10w x 9d
센티미터 46h x 27w x 23d

SYNCRO 20 
사양 한 사이즈
입방 인치 1220
리터  20 
파운드* 1.95
킬로그램* 0.89 
인치  19h x 10w x 11d
센티미터 48h x 27w x 27d

SYNCRO 5 
사양 한 사이즈
입방 인치 305
리터  5 
파운드* 1.31
킬로그램* 0.60 
인치  18h x 10w x 7d
센티미터 45h x 27w x 17d

SYLVA 12 
사양 한 사이즈
입방 인치 732
리터  12 
파운드* 1.63
킬로그램* 0.74 
인치  17h x 10w x 9d
센티미터 43h x 27w x 22d

SYLVA 5 
사양 한 사이즈
입방 인치 305
리터  5 
파운드* 1.26
킬로그램* 0.57 
인치  16h x 10w x 7d
센티미터 40h x 27w x 17d

특이 사항

1 듀얼 스트레치 메쉬 측면 포켓

2  듀얼 상하단 측면 압축 스트랩

특이 사항

1  지퍼 힙벨트 포켓

2 듀얼 스트레치 메쉬 측면 포켓

3  듀얼 상하단 측면 압축 스트랩

*배낭 무게에는 리저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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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크기 조절 / 피팅

2

3

1

4

하네스

프레임

힙벨트

백패널

착용
1  AIRSPEED 서스펜션

  +  LightWire 프레임을 통해 신체의 굴곡에 완벽하게 밀차되는 백패널 

2  AIRSPEED 백패널

 +   편안한 착용감과 탁월한 통기성을 제공하는    
메쉬 소재의 3D 입체형 백패널 

3  바이오스트레치 하네스

 +   바이크 전용으로 고안된 어깨 스트랩이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통기성이 뛰어난 부드러운 소재의 접촉면과 몸의 굴곡에 따라 밀착되는 다이컷  
폼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4  힙벨트

  +  패딩 스페이스메쉬 힙윙과 웨빙 ErgoPull 허리 스트랩이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12L / 5L)

 +   지퍼 포켓 에어메쉬 랩 힙벨트가 뛰어난 안정성과 통기성을 선사합니다.(20L)

여성용 사양

+  더 짧은 길이와 좁은 폭의 토르소 

+   하네스는 여성의 목, 어깨, 가슴에 적합하도록 약간 좁은 폭과 짧아진 길이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백패널

백패널 및 하네스 스트랩은 배낭과 등 사이에 공간이  
없게 하여 어깨를 완전히 감싸줍니다. 

하네스

하네스 스트랩의 패딩 부분은 겨드랑이 아래쪽  
2.5cm/1"" -5cm/2"에서 끝나야 합니다.

SYNCRO - 남성용

토르소 O/S  17-21¨ / 43-53 cm

SYLVA - 여성용

토르소 O/S  14-18¨ / 35.5-46 cm

흉골 스트랩

흉골 스트랩은 쇄골 아래쪽에서 약 2"/5cm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피팅



SYNCRO / SYLVA 시리즈 5

기능

리저버 슬리브
20L / 12L / 5L

리저버 슬리브는 최대 3L까지 모든 리저버와 호환 가능합니다.

+  버클이 달린 내부 루프가 올바른 수직 방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백패널 리저버 출구가 중앙에 위치하여 하네스의 우측 또는 좌측으로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신축성 있는 라우팅 스트랩이 리저버 호스를 올바른 위치에 고정해 줍니다.

Osprey의 모든 리저버 및 리저버 관리 제품은 ospre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형 레인커버
20L / 12L / 5L 
통합형 탈착식 고가시성 레인커버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의 조건에서도 배낭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1  레인커버 아이콘을 찾아 레인커버 수납공간의 지퍼를 풉니다. 

2  레인커버 수납공간에서 레인커버를 당겨 탄성을 이용하여 배낭의 상단과 하단을 
레인커버로 감쌉니다. 

3  레인커버를 레인커버 수납공간에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십시오. 

4  레인커버를 배낭에서 완전히 분리하려면 코드 루프에서 토글을 풀고 분리하십시오.
 주의:  곰팡이를 방지하려면 레인 커버 전체를 완전히 말린 후에 보관하십시오.

리저버 바이트 밸브 매그넷
20L / 12L / 5L
리저버 바이트 밸브에 탁월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매그네틱 흉골 스트랩.

LIDLOCK 헬멧 연결 장치
20L / 12L / 5L 
Osprey의 LidLock을 통해 자전거 헬멧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1  배낭의 전면 패널 상단 근처에서 LidLock 헬멧 연결 클립을 찾아서 당깁니다. 

2    LidLock을 수직 방향으로 헬멧 통풍구를 통해 통과시키고 수평 방향으로 고정합니다. 

3    배낭의 슬래시 포켓 내부에 있는 코드 루프로 LidLock의 팽팽함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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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 사항

스크래치 방지 슬래시 포켓
20L / 12L / 5L 
선글라스 또는 전자 기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스크래치 방지 및 히트 엠보싱 
처리된 지퍼 슬래시 포켓

내부 수납
20L / 12L / 5L 
특수 고안된 포켓 사이즈로 소지품은 물론 
바이크 전용 장비 및 도구를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블링커 라이트 연결부
20L / 12L / 5L 
안전을 위한 블링커 라이트 연결부와 빛 반사 패치

전면 스트레치 메쉬 포켓
20L / 12L / 5L 
장비를 신속하게 꺼낼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된 포켓.

듀얼 스트레치 메쉬 측면 포켓
20L / 12L
장비를 신속하게 꺼낼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된 
포켓.

듀얼 상하단  
압축 스트랩
20L / 12L
퀵 압축 스트랩으로 배낭 전체를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지퍼 힙벨트 포켓
20L
작은 물품을 쉽게 넣고 꺼낼 수 있는 포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