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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공통 특징
1 아래 덮개 직물 지퍼 주머니를 가진 플로팅 착탈식 단일 수납공간 상단 주머니를 확장하여 대형 적재도 가능합니다.

2 상단 주머니를 제거한 경우 통합 FlapJacket™ 잠금 시스템으로 덮개 없이 어떤 날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퀵 릴리즈 상단 및 하단 옆면 압축/고정 스트랩이 적재 안정성과 외부 보관 옵션을 제공합니다.

4 이중 옆면 지팡이/아이스 프로 주머니가 옆면 압축/고정 스트랩과 연계되어 안정적이고 편리한 외부 휴대를 제공합니다.

5 강화된 A 프레임 스키 휴대 루프가 상단 압축/고정 스트랩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스키를 보관합니다.

6 장갑을 낀 채로 조작할 수 있는 지퍼 풀과 버클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전면에 2개와 후면에 1개의 강화된 운반 루프로 3점 운반 시스템이 간단하고 안정적인 운반 성능을 제공합니다.

8 번지 장비 타이오프를 가진 강화된 아이스 장비 이중 장착고리로 아이스 장비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압축식의 강화된 전면 패널 주머니로 크램폰과 기타 물건을 외부에 쉽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덮개 아래 조절식 로프 압축 스트랩으로 로프를 안정적이고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11 등판에 부착된 내부 물백 슬리브는 최대 3리터의 물백을 수용하며 하니스 물백 배출 포트와 연계되어 이동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12 조절식 흉골부위 스트랩과 구조 호루라기 버클이 있는 고정 입체형 EVA 폼 하니스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13 열성형된 입체형 스노우섀드 눈막이 등판이 얼음/눈이 덜 쌓이게 하고 배낭과 등 사이를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14 장비 루프와 ErgoPull™ 잠금장치가 있는 착탈식/교체식 EVA 폼 힙벨트가 최적의 착용감과 하중 이동을 제공합니다.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는 산악 안내인, 전문 산악인 및 주말 암벽 등반가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특별히 디자인한 Osprey 라인의 대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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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본체     210D 나일론 새도 박스
액센트      210D 강력 나일론
하단     210D 나일론 새도 박스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使用手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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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T 52 배리언트 52 
등산/등반용

Variant 52 배리언트 52 는 알파인 등반 및 탐험 등산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상단 적재 남녀공용 배낭입니다.

규격 S M L
세제곱 인치  2990 3173 3351
리터 49 52 55
파운드/온스 3/5 3/7 3/9
파운드/온스(분리 시)  1/14 2/1 2/3
킬로그램 1.49 1.56 1.63
킬로그램(분리 시)  0.86 0.93 1.00
인치 29h  x  13w  x  11d
센티미터 74h  x  34w  x  28d 

VARIANT 37 배리언트 37 
등산/등반용

Variant 52 배리언트 37 은 스키 등산 및 빙벽 등반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상단 적재 남녀공용 배낭입니다.

규격 S M L
세제곱 인치  2075 2258 2441
리터 34 37 40
파운드/온스 3/3 3/6 3/8
파운드/온스(분리 시)  1/14 2/0 2/3
킬로그램 1.46 1.53 1.60
킬로그램(분리 시) 0.84 0.91 0.98
인치 28h  x  12w  x  10d
센티미터 71h  x  31w  x  26d

최적의 적재 범위

5 K G 1 0 1 5 2 0 2 5 3 0 3 5

1 0 L B S 2 0 3 0 4 0 5 0 6 0 7 0 8 0

최적의 적재 범위

5 K G 1 0 1 5 2 0 2 5 3 0 3 5

1 0 L B S 2 0 3 0 4 0 5 0 6 0 7 0 8 0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使用手冊



3

서스펜션/등판
모든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배낭에 적용된 탐험 
서스펜션은 HDPE 프레임시트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막대는 열성형 입체형 눈막이 등판과 
연계되어 뛰어난 편안함과 배낭 내부 무거운 등반 장비의 
하중 이동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등에 최소한의 눈과 얼음이 
쌓이게 합니다.

서스펜션 제거
감량을 원하는 알파인 미니멀리스트는 내부 Variant 배리언트 서스펜션 구성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주머니 고정 스트랩을 풀고 상단 덮개를 뒤로 젖혀 배낭의 내부 등판으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2  봉제된 물백 슬리브 바로 위에 있는 훅 및 루프 등판 서스펜션 수납공간을 찾아 당겨 HDPE 
프레임시트를 노출하십시오. 

3  한 손으로 배낭의 외부 베이스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프레임시트를 단단히 잡고 배낭에서 
서스펜션 구성품을 빼서 제거하십시오. 

프레임시트를 다시 삽입할 때 알루미늄 프레임이 배낭 등판의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여 피팅이 
올바르게 되도록 합니다.

EVA 폼 탐험 하니스
고정 입체형 EVA 폼 하니스는 안정성, 휴대성 및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재봉 솔기는 모두 
신체에서 떨어져 있으며 구조 호루라기 버클이 있는 조절식 
흉골부위 스트랩이 적절한 몸통 안정성을 제공하고 물백 호스 
라우터로 언제라도 쉽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아이스 프로 주머니
이중 옆면 주머니에 지팡이, 피켓 및 기타 긴 물건을 
안전하고 보관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면 압축 
스트랩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이십시오.

전면 패널 압축 주머니
강화된 전면 패널 압축 주머니는 추가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크램폰과 기타 물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압축 주머니를 
조이거나 풀려면 등판 가까운 곳의 배낭 양쪽에 있는 캠 
잠금 버클을 찾아 풀어 조임 스트랩을 사용하십시오. 버클을 
통해 조임 스트랩을 원하는 길이로 조정하고 버클을 다시 
잠그십시오.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공통 특징 / 세부 사항

EVA 폼 탐험 힙벨트
각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배낭에는 최적의 착용감, 편안함 그리고 하중 이동/
안정성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개조식 직선형 ErgoPull™ 잠금장치가 있는 착탈식/
교체식 EVA 폼 힙벨트가 있습니다. 힙벨트 양쪽의 강화된 장비 루프로 장비를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힙벨트를 제거하려면: 
1  힙벨트 가까운 곳에서 배낭 등판에 부착된 사다리 잠금 버클을 찾아 조임 스트랩을 풀고 
해제하십시오.  

2  한 손으로 힙벨트를 단단히 잡고 다른 손으로 등판과 주 배낭 본체 사이 틈으로 밀어 넣어 
훅과 루프를 분리하십시오. 

3  슬롯에서 힙벨트를 당겨 분리하십시오. 힙벨트를 다시 부착하려면 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물백
등판 내부에 부착된 물백 슬리브는 최대 3리터의 물을 
수용하며 등판 물백 배출 포트를 통해 배낭 하니스의 탄성 
라우팅 스트랩을 사용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2 
리터나 3 리터 Osprey Hydraulics™ 물백 혹은 1.5 리터나 
2.5 리터 Hydraulics™ LT 물백을 배낭에 추가하십시오.

ERGOPULL™ 힙벨트 클로저
사용하려면 조임 스트랩을 충분히 느슨하게 하고 중앙 
버클을 연결하십시오. 양쪽 조임 스트랩의 느슨해진 끝을 
잡아 양손으로 동시에 안쪽으로 균등하게 당깁니다.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使用手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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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휴대
번지 도구 타이 오프와 하단 옆면 해제 버클이 있는 이중 아이스 장비 장착고리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한 손으로 신속히 사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구력이 뛰어난 픽 슬리브와 
도끼 헤드 스트랩이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보호하고 장착합니다.

1  강화된 아이스 장비 장착고리의 양쪽에서 도끼 헤드 스트랩을 찾아 버클을 푸십시오.  
2  아이스 장비 핸들을 위로 밀고, 픽 슬리브를 먼저 선택하고, 아이스 장비 헤드를 
강화된 장착고리를 통과시켜 버클을 다시 장착하십시오. 

3  배낭 전면 패널의 양쪽에 있는 번지 도구 타이 오프를 찾아, 코드 고정기로 느슨하게 
하고, 도구 손잡이를 번지를 통과해 밀어넣고, 코드 고정기를 조여 Y 클립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제거하려면 이 절차를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탈착 가능 상단 주머니
내부 열쇠 클립과 덮개 아래의 지퍼 달린 직물 주머니를 가진 플로팅 착탈식 단일 
수납공간에 자주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주머니를 분리하려면: 

1  전면 상단 주머니 고정 스트랩 버클 두 개를 푸십시오. 
2  상단 주머니를 배낭 등판에 연결하는 퀵 릴리즈 버클 두 개를 푸십시오. 
3  상단 주머니의 중앙 스트랩을 배낭 상단 스커트에 봉제된 버클로 통과시켜 제거하십시오. 이 
과정을 역으로 실행하여 상단 주머니를 다시 장착하십시오. 

VARIANT 배리언트 분리 시

1 통합 FLAPJACKET™ 을 가진 착탈식 상단 덮개
  FlapJacket™ 덮개가 주 수납공간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아래로 눌러주어 배낭 
하중을 안정시킵니다. 

2 착탈식 프레임 및 프레임시트

3 착탈식 힙벨트

총 무게 절감 1lb/6oz (0.63kg) (Variant 52 배리언트 52 M)

내장식 FLAPJACKET™ 클로저 시스템
탈착 가능 상단 주머니 없이 사용할 때 FlapJacket™ 덮개가 
주 수납공간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아래로 눌러주어 배낭 
하중을 안정시킵니다. 

FlapJacket™ 을 사용하려면 위 설명과 같이 상단 
주머니를 제거하고 상단 주머니 부착 스트랩을 사용하여 
FlapJacket™으로 주 수납공간 덮고, 버클을 채우고 
조이십시오. FlapJacket™ 아래 지퍼 달린 메쉬 주머니가 
있어 상단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작은 물건을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점 벡터 운반 시스템
전면에 2 개, 후면에 1개의 강화된 운반 루프를 통한 3
점 벡터 운반 시스템이 간단하고 안전한 운반 성능을 
제공합니다. 운반 리그를 배낭 앞쪽의 봉제된 2 개의 운반 
루프와 뒤쪽의 강화된 그립 핸들 루프에 연결하십시오.

VARIANT SERIES 배리언트 시리즈 공통 특징 / 세부 사항

A 프레임 스키 휴대
Variant 배리언트 양쪽 하단 가까운 곳에 있는 강화된 A 
프레임 스키 휴대 루프는 옆면 압축/고정 스트랩과 연계되어 
안정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A 프레임 스키 휴대를 제공합니다. 
바인딩이 루프에 닿을 때까지 루프를 통해 스키 테일을 
밀어 넣고 상단 압축/고정 스트랩을 사용하여 배낭 옆쪽에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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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RE Y  액세서리 
Osprey 의 다양한 액세서리로 배낭을 원하는 대로 맞추고 보호하십시오. 
전체 제품 라인을 보려면 귀하의 현지 Osprey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ospreypacks.com 을 방문하십시오.

背包保養
Osprey는 배낭 관리에 Nikwax® 제품을 추천합니다. 배낭 
세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ospreypacks.com/PackTech/
PackCare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배낭은 수년 동안 거칠게 취급될 것을 고려해 제작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러나 배낭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줄 몇 가지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 여행한 후에는 항상 배낭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 배낭이 젖은 경우, 널어 말립니다. 
• 모든 스트랩을 느슨하게 풀어둡니다.
• 가끔 배낭을 세척합니다. (High Road™ 바퀴 달린 샤시 여행 가방은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배낭 꾸리기
배낭을 잘 꾸리면, 배낭을 메고 있는 동안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ospreypacks.com/PackTech/HowToPackYourPack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보증
Osprey의 지속가능성은 저희 배낭 제품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배낭은 아무리 거칠게 다루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탁월한 
보증을 보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ospreypacks.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Osprey 고객 서비스로 연락해주십시오. 상담원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ospreypacks.com 에서 고객 서비스 탭으로 스크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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