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preypacks.com

사용 설명서

zealot 질럿

ZEALOT 15

Zealot 15 질럿 15는 장거리 산악자전거 경주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합니다. 보호대, 도구 
및 안면 보호 헬멧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대하며 등판을 통해 내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Osprey의 AirScape™  등판, 하니스 및 힙벨트는 거친 지형에서 안정적인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The Zealot 15 meets the evolving needs of enduro mountain bike racing. It carries 

armor, tools and full face helmets securely and comfortably, with full access to  

the interior via the backpanel. Osprey's AirScape™ backpanel, harness and hipbelt 

provide stable carry on rough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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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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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格
규격 S/M M/l
세제곱 인치 793 915
리터 13 15
파운드/온스* 1/13 1/14
킬로그램* 0,82 0,85
인치 13h x 9w x 9d
센티미터 34h x 22w x 24d

물백 무게 11 oz / 0.31 kg 

*배낭 무게는 물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징 
1 상단 측면 릴리스 버클 측면 압축 스트랩

2 이중 신축성 메쉬 측면 주머니

3 소형 지퍼 장착 외부 긁힘 방지 주머니

4 LidLock™ 헬멧 부착대

5 전면 패딩 다목적 주머니 및 안면 보호 헬멧 부착대

6 깜빡이등 부착대

7 등판으로 주 수납공간에 접근

8 착탈식 롤아웃 도구 파우치

9 내부 물백 슬리브**

10 이중 신축성 메쉬 하니스 주머니

11 이중 지퍼 장착 힙벨트 주머니

**Hydraulics™ 물백은 미국 및 일부 선정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물
본체     330D 나일론 도비

액센트      330D 나일론 도비

하단     420D 나일론 팩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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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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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rScape™ 등판

 +  릿지 성형 폼으로 경량, 안정적 및 통기성 등판이 

탄생합니다 

 +  프로필을 낮게 설계하여 배낭이 밀착되어 우수한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2 BioStretch™ 통기성 하니스

 + EVA 폼에 큰 구멍을 도입하여 통기성, 편안함 및  

  신축성이 강화됐습니다

 + 자석 물백 호스 부착대를 가진 조절식 흉골 스트랩

3 패딩 힙윙/ergopull™ 웨이스트스트랩

 + 패딩 스페이서 메쉬 힙윙과 개조 ErgoPull™ 을 가진  

  나일론 웨이스트스트랩이 안정적인 휴대를 제공합니다 

크기 / 핏

남녀공용 몸통 크기

단일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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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특징

깜빡이등 부착

배낭 전면 패널 아래에 있는 깜빡이등 부착 스트랩으로 

신속히 후미등을 부착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lidlock™ 헬멧 부착대

Osprey 의 LidLock™ 이 자전거 헬멧을 쉽고 안전하게 휴대합니다.

A 배낭에서 LidLock™ 부착대를 당기십시오.

B  LidLock™ 을 꼬아 헬멧 구멍 하단으로 통과시키십시오. LidLock™ 을 다시 

수평으로 돌려서 헬멧을 고정하십시오.

C  배낭의 우측 외부 패널에 있는 코드 루프로 LidLock™  장력을 조절하십시오. 

D  헬멧을 빼려면 과정을 역으로 시행하십시오.

사선 주머니

긁힘 방지 열 엠보싱 섬유로 안감을 댄 지퍼 장착 

상단 사선 주머니는 안경과 전자 장치를 수납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단 수납공간/롤아웃 도구 파우치

지퍼 장착 하단 수납공간에는 착탈식 롤아웃 도구 파우치가 있어 도구를 

정리하고 트레일 수리 시 깔끔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롤아웃 도구 

파우치를 제거하려면 도구 파우치의 봉제 코드 루프를 배낭에 연결된 토글에서 

분리하십시오.

전면 다목적 주머니

전면 패널 다목적 주머니는 주요 자전거 장비를 휴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목적 

주머니의 상단 퀵 릴리스 압축 스트랩이 안면 보호 헬멧을 고정하고 하단 퀵 릴리스 

압축 스트랩은 측면 신축성 메쉬 주머니와 연계되어 팔꿈치 및 정강이 보호대를 

휴대합니다.

1  안면 보호 헬멧 부착

 안면 보호 헬멧을 부착하려면 상단 압축 스트랩 2개를 분리하고, 헬멧 전면을  

 배낭의 전면 패널에 비치하고, 압축 스트랩 2개를 헬멧의 전면 구멍을 통해  

 통과시키십시오. 압축 스트랩 버클을 다시 연결하고 스트랩을 당겨 헬멧을 배낭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헬멧의 턱끈을 전면 팬널 바닥 근처에 있는 깜빡이등 부착  

 패치로 통과시키면 휴대 안정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2 팔꿈치/정강이 보호대 휴대 

 팔꿈치 및 정강이 보호대 휴대를 휴대하려면 하단 압축 스트랩 2개를 분리하고,  

 보호대를 신축성 직물 측면 주머니에 넣고, 보호대 주변을 당겨서 안전하게 

 고정하십시오.

2

1



zealot 질럿 5

물백

물백

배낭의 주 수납공간에 대한 등판 액세스로 내부 지퍼 장착 물백 수납공간과 

3L Hydraulics™ 물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l hydraulicS™ 물백* 

Osprey 의 3L Hydraulics™ 물백은 입체형 HydroStatic™ 등판으로 배낭 핏과 

편안함을 유지하고 자석 바이트 밸브 부착대로 흉골 스트랩에 신속히 연결됩니다.

*미국 및 기타 일부 시장에 포함

oSprey 의 모든 물백 제품군에 대한 정보는 oSpreypackS.coM 을 방문하십시오.

규격

액량 온스 100
리터 3
온스 10.9
킬로그램 0.31
인치 16h x 7w x 3d
센티미터 40h x 18w x 8d

주 수납공간 등판 액세스  

이중 지퍼 장착 등판으로 배낭의 주 수납공간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백을 

쉽게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신축성 주머니에 추가 장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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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물백 관리

Osprey 배낭은 매우 견고한 제품이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본 배낭 관리로 배낭을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낭 세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ospreypacks.com/PackTech/PackCare.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ospre y 배낭
표준 관리

+  여행한 후에는 항상 배낭을 깨끗하게 세척하십시오.

+  중성 비누,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정기적으로 지퍼를 세척하십시오. 올바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배낭이 젖은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여 걸어서 건조하십시오.

+  스트랩을 모두 푸십시오.

+  직물, 웨빙 또는 메쉬에 먼지, 땀, 소금 및 얼룩이 들어간 경우 배낭을 세척하십시오. 

(High Road™ 바퀴달린 샤시 여행 가방은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배낭 세척

A  음식, 먼지 또는 쏟아진 내용물을 비롯하여 배낭을 비우십시오.

B  배낭에 착탈식 하니스와 힙벨트가 있는 경우 배낭 본체에서 제거하십시오.

C  배낭을 세탁기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배낭과 부품은 중성세제와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여 유아용 욕조나 대형 싱크에서 세척하십시오.

D  배낭을 부드럽게 흔드십시오. 부드러운 솔로 주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수납공간의  

 안과 밖을 닦으십시오.

E  중성 비누,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지퍼를 세척하십시오. 버클을 물과 비누로  

 세척하십시오. 지퍼와 버클에 먼지와 이물질이 끼지 못하게 막으면 올바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  욕조나 싱크에서 더러운 물을 빼내고 차갑고 깨끗하고 비누가 없는 물로 다시  

 채우십시오. 배낭을 깨끗이 헹구십시오. 필요하면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G  실외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서 말리십시오.

바퀴 장착 여행용 가방

（High Road™ 바퀴 달린 샤시 여행 가방은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A  여행을 마칠 때마다 음식, 먼지 또는 쏟아진 내용물을 비롯하여 배낭을 비우십시오.

B  중성 비누, 따뜻한 물 과 부드러운 솔로 정기적으로 지퍼를 세척하십시오. 올바른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  샤시 외부를 젖은 천이나 스펀지로 닦으십시오.

D  따뜻한 물, 중성 세제 그리고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로 얼룩과 먼지를 닦아서 가방  

 직물을 세척하십시오.

E  깨끗하고 비누가 없는 물에 적신 타월로 가방에서 비누 잔여물을 닦아내십시오.

F  실외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서 말리십시오.

권장 세척 제품   
Osprey 는 가방 관리용으로 Nikwax® 제품을 추천합니다. 라벨 지침을 

자세히 읽은 후 제품을 가방에 사용하십시오.

tech Wash® - 따뜻한 물과 함께 이 제품을 사용하여 배낭 또는 가방을 

세척 및 청소하십시오.

tent & gear Solar proof® - 이 스프레이식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자외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방수성을 개선하십시오.

ospre y물백
물백 표준 관리

+  물백의 세균 방지 제조법이 대부분의 곰팡이와 세균 성장을 방지합니다.

+  매번 사용 후 물백을 헹구면 특히 설탕 음료를 담은 경우 물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기적으로 Osprey의 Hydraulics™ 세척 정제를 사용하여 물백을 세척하십시오.

+  물백에 사용하는 요오드 또는 기타 세척 정제는 물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제는 시간이 지나면 물백에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물백을 얼려도 물백의 품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백에 물이 있는 경우  

 물백이 얼면 물이 팽창하여 넘치면서 물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뜨거운 물을 물백에 채우지 마십시오. 물백에 손상을 주고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  Osprey 배낭 YouTube® 페이지에서 “Osprey Hydraulics™ 물백 세척” 동영상을  

 보십시오.

물백 정밀 세척 (oSprey hydraulicS™ 세척 키트 사용)

A 따뜻한 물로 물백을 채우십시오. 표백제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B   세척 정제 하나를 물백에 넣고 뚜껑을 닫으십시오.

C   물백을 눕히고 5분 동안 정제를 용해시키십시오.

D   물백을 30초 동안 흔들어 용액을 혼합하고 확산시키십시오.

E   바이트 밸브를 누르고 물백을 짜서 공기를 제거하고 물백 호스와 바이트 밸브에 

용액을 채우십시오.

F  물백을 15분 동안 놔둔 후 용액을 배출하십시오.

G   물백과 튜브를 깨끗한 차가운 물로 헹구십시오.

H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물백을 널어서 말리십시오.

물백 정밀 세척 (oSprey hydraulicS™ 세척 키트 사용)

1   물백을 헹구고 따뜻한 물과 중성 세제를 채우십시오. 표백제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Osprey의 Hydraulics™ 세척 키트의 대형 세척 솔로 물백 내부를 닦으십시오.

3  물백에서 호스를, 호스에서 바이트 밸브를 제거하고, Osprey의 Hydraulics™ 세척  

 키트의 소형 브러시를 사용하여 호스 내부를 닦으십시오. 

4  실리콘 바이트 밸브 커버를 제거하고 커버와 바이트 밸브를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하십시오.

5 물백, 호스 그리고 바이트 밸브 부품의 내부와 외부를 차가운 깨끗한 물로  

 헹구십시오.

6  호스와 바이트 밸브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리십시오.

7  Osprey의 Hydraulics™ 세척 키트 건조 랙을 물백에 삽입하고 잘 환기된 곳에서  

 걸어서 말리십시오.

자세한 Osprey 물백 세척 방법은 youtube.com/ospreypacks 에서 “Osprey 
Hydraulics™ 물백 세척”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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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re y 액세서리  
Osprey의 다양한 액세서리로 배낭을 원하는 대로 맞추고 보호하십시오. 

전체 제품 라인을 보려면 귀하의 현지 Osprey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www.ospreypacks.com을 방문하십시오.

배낭 꾸리기 
배낭을 잘 꾸리면, 배낭을 메고 있는 동안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www.ospreypacks.com/PackTech/
HowToPackYourPack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보장 
Osprey 배낭 설계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합니다. 저희가 만든 배낭은 아무리 

거칠게 다루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탁월한 보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spreypacks.com을 방문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Osprey 고객 서비스로 연락해주십시오. 상담원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www.ospreypacks.com 에서 고객 서비스 탭으로 스크롤하십시오

oSprey packS, inc.  
115 progreSS circle ,  
cortez, co 81321 uSa         
866-284-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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