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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재킷 ‘합성보온재’ 뜬다
수분방어 등 천연보온재 단점 보완…소비자에 어필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한기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두툼한 아웃도어 재
킷시장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아
웃도어 브랜드들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조
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기능이 우수
한 재킷을 속속 내놓으며 치열한 판
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온재’도
마무트 ‘마란군 재킷’

그 중 하나다. 보온재는 옷 속에 넣
어 온기를 유지하는 핵심재료다. 겨

울재킷용으로는 오리나 거위털과 같은 천연보온재가 대
표적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천연보온재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보
온재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천연보온재의 강점은 보온성
이다. 아직까지 합성보온재는 천연보온재의 보온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합성보온재는 천연보온재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분방어다. 천연보온재는 습기를
머금을 경우 보온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반면 합성보온
재는 수분에 강하고 건조가 빠르다. 겨울철 눈, 비에 더 강
하다는 얘기다.
천연보호재보다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게
다가 중성세제로 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편하다.
하이원 리조트의 스노보더용 슬로프 하프파이프에서 도약하는 보더. 하이원 리조트는 하프파이프 외에 초보도 1400여m 정상에서 탈 수 있는 4km의 코스부터 국제스키연맹 공인 레인까지 18면의 다양한 슬로프를 갖
추고 있다.
사진제공 ｜ 하이원 리조트

실제로 유럽, 북미, 일본의 아웃도어 시장에서는 합성
보온재가 천연보온재보다 인기가 높다. 천연보온재 다운
재킷은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패킹을 했다가 휴식시간에

최고의 설질·4200m 슬로프 “스키 탈 맛 난다”

꺼내 입는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수분에 강하고 슬림한 합성보온재 재킷이 슬
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
다. 스위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마무트는 합성보온

<가장 긴 코스>

재 기술인 아융기락을 적용한 ‘마란군 재킷’을 내놨다. 캐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는 수도권

난이도 고루 안배한 18개 슬로프 자랑
수도권에선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설질

에서 가까운 스키장은 아니다. 대중교통

닥터헬기·패트롤 등 안전시설도 완벽

이나 자가용 모두 2∼3시간 정도는 투자

객실 1827개…가족과 스키여행 강추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다.

나다 브랜드 아크테릭스의 ‘패트라 파카’, 스웨덴 브랜드

하지만 하이원의 진짜 자랑은 설질이다.

박한 상황일 때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대형

하그로프스의 ‘로카Ⅱ 후드재킷’ 등도 합성보온재를 활용

스키장의 고도가 높아 시즌 내내 최적의 기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닥터헬기’ 이송

한 제품들이다.

온을 유지해 자연 그대로의 파우더 스키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뀫리조트 내 호텔만 3개, 콘도 포함 객실 1827개

같은 슬로프는 2∼3일이면 오픈한다. 정설

하이원은 복합리조트답게 다양한 종류

하면 접근성에서 조금 불리하다. 하지만

뀫초보도 설경 즐기며 내려오는 1400m 정상

기도 12대가 대기해 낮 동안 스키어들이 이

의 객실이 있다. 강원랜드, 컨벤션, 하이원

하이원 리조트는 매년 이용객 수에서 상

슬로프

용해 울퉁불퉁한 슬로프도 2시간 정도면

등 총 객실 924개의 호텔 3개가 있고, 콘도

매끈하게 다듬어 야간스키가 가능하다.

도 마운틴, 밸리, 힐 등 3개를 운영한다. 호

를 자랑하는 수도권 근교 스키장과 비교

위권이고, 증가세도 꾸준하다. 하이원의

하이원은 스키장 부지 94만7780m²에 총

매력은 스키를 마음껏 제대로 즐길 수 있

18개의 슬로프를 갖고 있다. 슬로프 총 길

는 시설과 규모에 있다. 하이원 관계자는

이는 21km로 경기권에 비해 2∼3배 정도

“바쁘게 와서 한 두 시간 타고 떠나기보

큰 규모를 자랑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즐길 수 있다. 팬제설기 72대와 건제설기
671대를 갖춰 2700m 규모의 아테나1과 2

해야 한다. 평균 1시간 안팎의 이동거리

는 구급차 2대가 대기한다. 특히 시간이 급

텔과 콘도를 합하면 객실이 1827개에 달한
뀫응급상황엔 헬리콥터로 환자 이송 ‘닥터헬기’

삼성전자 TV, 영국 최고제품 선정
소비자 연맹지 ‘위치’ 발표…전 영역 ‘베스트 바이’
삼성전자 TV가 영국에서 2014년
최고제품으로 선정됐다. 영국 소

다.

올해 최고의 화두인 ‘안전’은 하이원에도

콘도마다 장비 렌탈과 매표소를 설치해

비자 연맹지 ‘위치’가 화면 크기

다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강원도 설경을

이중 가장 긴 곳은 제우스1과 제우스3이

예외가 아니다. 개장 전 원통형 매트 5000

스키나 보드를 즐기러 스키하우스까지 가

별 3개 분야로 나누어 2014년 TV

감상하며 스키를 즐기고 주변 관광과 맛

이어진 코스로 4200m다. 1376m의 밸리탑

개, 사각매트커버 1200개를 설치했고, 리

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카페테리아,

제품 순위를 발표한 결과, 삼성

기행도 챙기는 겨울여행으로 오는 분들

정상에서 출발해 밸리 스키하우스까지 한

프트 6기와 곤돌라 3기의 안전센서 및 전기

콘도 출입구 등 고객동선에 미끄럼 방지 매

전자 TV는 전 영역에서 ‘베스트

이 많다”고 소개한다.

번에 내려올 수 있다. 이외에도 아테나1

부품 정비 및 교체를 완료했다. 초급 슬로

트를 설치해 고객의 안전을 고려했다. 마운

바이’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발표한 전 제조사 20개

(1183m), 아테나2(1666m), 아테나3(1862m),

프를 위주로 기존 간이 매트형 쉼터를 밀폐

틴과 밸리의 스키하우스에는 다양한 먹거

TV 중 9개 제품이 순위권에 포함됐고, 이 중 6개 제품이

아테나3-1(1162m), 제우스2 (2198m), 제우

형 쉼터로 교체했다. 초보자들은 슬로프에

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1340m 마운틴탑

화질과 음향, 사용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베스트 바

스3(1835m), 제우스3-1(1023m), 아폴로1

서 안심하고 쉴 수 있고 중·상급자들은 슬

정상에는 다른 스키장과 달리 스낵바와 함

이로 등극했다. 1957년에 창간한 영국 소비자 연맹지 위

(1506m) 등 다른 슬로프들도 모두 1000m

로프에서 쉬는 고객을 피하느라 신경 쓸 필

께 전망 레스토랑을 운영해 가족과 함께 겨

치는 한 해에 2500대 이상의 가전제품을 테스트하며 매월

가 넘는 길이다.

요가 없어 더욱 안전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

울 강원도 산악 절경을 즐길 수 있다.

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있다.

팦
퉐

긴 슬로프들은 난이도를 고루 안배했다.

팧
퉐

길 수 있다.

렌탈 스키와 보드 장비도 넉넉해 마운틴,

한편,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삼성전자 TV의 유럽시

월드컵스키대회를 열 수준의 국제스키협

응급상황에는 안전요원(패트롤)이 스노

힐, 밸리의 장비대여소 스키 4500개 보드

장 판매 호조도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

회(FIS) 공인 슬로프 2개가 있는가 하면,

모빌 16대를 이용해 전문의가 상주하는 두

2000개를 갖추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헬멧

치에 따르면, 삼성 TV는 유럽 평판 TV 시장에서 1∼3분기

초보자도 밸리탑이나 마운틴탑(1340m) 정

군데 의무실로 이송한다. 의무실 옆에는 환

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김재범 전문기자

누적으로 매출 기준 41.3%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초고화

상에서 탁 트인 전망을 만끽하며 4km의 긴

자 상태에 따라 인근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질(UHD)TV 시장에서는 52.2%의 점유율을 달성, 고공 행진
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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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타고 출출할 땐 뜨끈한 ‘갈비곰탕’ 한 사발
팪
퉐

■ 한정식 레스토랑 ‘운암정’

에게 진지를 올리는 마음을 담아 현대적으
로 구성한 운암정찬, 축하연에서 손님을 대

‘드라마 촬영지에서 설경 보며 따끈한 한
정식.’
요즘 스키 리조트들은 슬로프 못지않게

팫
퉐

자상차림에 기본을 둔 식객한상차림 등이
있다.

부대시설에도 신경을 쓴다. 하이원에는 한

겨울 스키시즌에는 스키어와 보더들에

정식 레스토랑 ‘운암정’이 있다. 원래 이곳

게 뜨거운 국물이 일품인 갈비곰탕이 인기

은 허영만의 만화가 원작인 2008년 24부작

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슬로프를

드라마 ‘식객’의 세트장이었다. 만화와 드

질주하느라 얼었던 몸에 갈비곰탕의 진하

들이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라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음식점으

면서 깔끔한 국물이 들어가면 온몸이 확 풀

전통차에 대한 이론과 우리고 마시는 법을

로 등장하던 가상의 운암정을 현대적인 감

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배우는 다도 및 예절, 송화다식 만들기로

운암정 갈비곰탕

운암정에는 또한 전통 다도를 배울 수 있

구성되어 있다. 10인 이상 단체고객에 한해

겨울철 운암정은 하이원 주변의 경치를

는 다례관이 있다. 예명원에서 다도예절 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운암정은 규모가 크지

음미하면서 한정식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탁교육을 받고 다도예절 지도사 자격증을

않기 때문에 겨울 시즌 예약(033-590-7631)

높다. 메뉴로는 궁중요리의 기본상으로 왕

취득한 운암정 직원들이 다도를 일반고객

은 필수다.

각에 맞게 준비해 현실로 만들었다.

퉐 마운틴탑 퉐
팦
팧 리프트 퉐
팪 패트롤 안전요원
팫 시즌 라커룸
퉐

접할 때나 또는 회식을 할 때 준비하는 교

김재범 전문기자

태블릿PC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LG전자. 무선 키보드 적용 ‘탭북 듀오’ 출시
LG전자는 무선 키보드를 적용한 ‘탭북 듀오(10T550)’
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면과 키보드를 완전 분리해 이동시엔 태블릿PC로 사
용하고, 문서작업 시엔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적용해

전국 택시콜 서비스 ‘1333’ 서울지역 확대

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롯데호텔서울 ‘이어 엔드 라운지 파티’

버튼 하나로 탭북 본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호출해 주는 서비스다.

롯데호텔서울 더 라운지에서는 12월31일 저

스마트기기 3개까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택시 콜서비스 번호의 난립으

녁 7시부터 11시까지 2014년의 마지막 밤과

멀티터치가 지원되는 10.1인치 IPS디스플레이에 윈도

내년 7월까지 부산·광주·울산 확대

다. 이 서비스는 1단계로 7월부터 인천·대구·

로 발생하는 택시 배회운행, 원거리 배차문

2015년 새해 첫 날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우8.1 운영체제, 인텔 쿼드코어를 적용했다. 또 표준 USB

대전지역에서 시작됐다.

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택시 콜서비

‘2014 이어 엔드 라운지 파티’를 선보인다.연

3.0 및 마이크로 HDMI를 지원해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도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1333’

서울에 이어 내년 7월까지 부산·광주·울산

스 번호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200개

인 또는 가족과 함께 낭만적인 스탠딩 파티를

강화했다. 키보드를 제외한 본체 무게는 530g, 키보드를

을 기억해 둬야 할 것 같다. 서울에서도 1333번

으로 확대한다.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

나 됐다. 아울러 스마트 폰 앱을 통한 택시

즐길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세미뷔페

결합해도 792g에 불과하다. 제품은 검은색과 하얀색 두

을 누르면 손쉽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

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호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와 스파클링 와인 1잔을 비롯해 레드 와인

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74만원. 15일부터 22일까지 예

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택

택시콜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콜 사업자를

하지 않고도 택시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1종과 화이트 와인 1종이 무제한으로 제공된

약판매한다.

시콜 서비스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

1333번 단일번호로 연계해준다. 고객의 위치

게 됐다.

다. 문의: 02-317-7131∼2

양형모 기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김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