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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라운딩…‘경량재킷’은 챙기셨나요?
나이키골프, 경량·보온·활동성 갖춘 재킷 ‘에어로로프트’ 출시
아디다스골프, 스웨터·폴로 셔츠 포함한 ‘아디퓨어 라인’ 선봬

뜨거운 태양이 자취를 감추니 가을이

분에 전체적으로 내장해 큰 스윙이나

성큼 다가왔다. 가을은 골퍼들에게 가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성을

장 반가운 계절이다. 시원한 바람과 청

극대화했다. 오리털보다 보온성이 뛰어

명한 하늘이 어우러진 초록의 필드는

난 거위털 충전재를 솜털 90%에 깃털

골프의 참맛을 느끼기에 충분한 조건을

10%의 이상적인 비율로 사용했다. 목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으로

부분을 감싸주는 형태로 제작돼 일교차

는 날씨변화도 커 자칫 감기와 같은 불

가 큰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간절기 아

청객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럴 때 꼭 필

우터로 손색없다. 기능적인 측면뿐만

요한 아이템이 경량 재킷이다.

아니라 디자인도 차별화했다. 화이트나
민트 등 은은한 시즌 유행 색상을 사용
하고 변형된 퀼팅 선이나 컬러로 포인

뀫가볍고 따뜻하게

트를 줘 세련된 느낌을 준다. 여성용의

‘경량, 보온 그리고 활동.’
나이키골프는 추운 날씨에도 최상의

경우 허리 쪽으로 갈수록 퀼팅 간격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경량성과 보

좁혀 활동성을 높이면서도 슬림하게 보

온성 그리고 활동성을 높인 ‘나이키 에

이는 효과를 높였다. 남성용은 허리 밑

어로로프트’를 출시한다. 바디 부분의

단 부분을 밴드로 처리해 안정적인 느

경우 가볍고 따뜻한 보온 패널 사이에

낌을 준다.

열과 습기를 배출하는 언지니어드 레이

FJ어패럴은 여성 골퍼들을 위한 기

저컷 홀을 배치해 경량성과 보온성은

능성 골프웨어를 선보였다. 라운드는

물론 라운드에 적합한 체온 조절과 쾌

물론 라이프스타일 웨어로도 활용

적함을 제공한다. 새로운 제품에는 움

가능한 FJ골프리저 컬렉션

직임이 편한 2중 구조의 하이퍼어퍼답

은 신축성이 좋은 기능성

트 시스템을 더해 활동성까지 높였다.

소재와 초경량 소재를 사

여기에 필드룩은 물론 감각적인 데일리

용해 뛰어난 착용감을 제

룩으로 활용해도 손색없는 웨어러블한

공하는 것이 특징. 특히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남성용은 맨투맨 스

국에서만 유일하게 선보

타일의 나이키 에어로로프트 하이퍼어

이는 ‘라이트웨이트 하이

퍼답트와 집업 스타일의 재킷, 베스트

브리드 재킷’은 스윙에

3가지 종류이다. 여성용은 콤보 재킷과

불편함이 없도록 스트레

콤보 베스트 2가지 종류로 출시된다.

치 소재를 적용했으며,

▲꺠골퍼들에게 가장 반가운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커 감기라는 불청객을
만날 수도 있는 가을엔 경량 재킷이 제격이다. 아디아스골프의 ‘2016
FW 아디퓨어’를 입고 있는 프로골퍼 안신애. 왼쪽 작은 사진은 나이키
골프의 ‘나이키 에어로로프트’.
사진제공꺠｜꺠아디다스골프·나이키골프

휠라골프는 착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바디 부분에 업그레이

않을 정도로 가볍고 활동성이 뛰어나면

드 된 인슐레이션을 적

서, 보온력을 높이고 스타일리시함까지

용해 보온성과 활동성을 강화했다. 재

담은 ‘스트레치 초경량 다운재킷’을 출

킷과 후드 집업, 티셔츠에서 스커트까

을 추천한다. 여러 개의 의류를 겹쳐 착

성), 스커트(여성)로 구성됐다. 스웨터

시했다. 스트레치 초경량 다운재킷은

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해 여성 골

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를 잊

재킷은 방풍안감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

기존의 경량 다운재킷에서 기능성과 패

퍼들의 감성과 스코어를 동시에 만족시

게 해 골퍼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

여 환절기에 입기에 좋다. 이너로 입을

션성을 모두 업그레이드시킨 똑똑한 다

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록 하고, 스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

수 있는 폴로셔츠는 클라이마 히트 기술

운재킷이다. 무게가 약 80g(여성용 기

아디다스골프에서는 쌀쌀해지는 날

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

을 적용해 보온성을 높이고 활동에 제한

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신

씨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다. 제품은 퍼포먼스 레이어링 시스템을

받지 않도록 신축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

축성이 좋은 저지(Jersey) 소재를 등 부

골퍼들을 위해 2016 FW 아디퓨어 라인

적용한 스웨터 재킷, 폴로셔츠, 팬츠(남

용했다.

스케처스 ‘딜라이트2 플로우 라이더’선봬

의 딜라이트와 또 다른 매력을 자아낸

뉴발란스 ‘ML878AAA’ 출시

된다. 복각 모델을 상징하여 878넘버가

스케처스는 시그

다. 곡선라인 디테일에 최근 트렌드인

뉴발란스가

신발 우측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

니처 아이템인 딜

힙합에서 흐름을 타는 방식을 나타내는

2016년 F/W

이다. 화이트, 블랙의 컬러웨이와 네이

라이트 시리즈의

‘플로우를 타다’라는 의미의 ‘플로우 라

시즌을 맞아

비 힐카운터의 포인트 배색이 돋보인

새로운 모델 ‘딜

이더’라는 펫네임이 적용됐다. 수트나

ML878의 오

다. 레트로한 느낌을 가미한 컬러를 통

라이트2

플로우

캐주얼룩, 힙합룩 등 개성 있는 연출이

리지널 복각

해 클래식한 감성을 담아냈으며, 어떠

라이더·사진’를

가능한 아이코닉 아이템으로 블랙과 그

모델 ‘ML878AAA(사진)’를 발매했다.

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트렌디한 디

출시했다. 세련된

레이, 네이비의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됐

뉴발란스가 90년대 출시한 하이테크 조

자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스타

블랙과 화이트 컬

다. 스케처스는 신제품 론칭에 맞춰 새

거화 878은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

일을 연출할 수 있다. 충격 흡수와 쿠셔

러를 베이스로 측

로운 모델로 엑소와 함께 한 광고도 공

이 돋보이는 모델로, 오리지널 버전의

닝이 뛰어나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

개했다.

복각 모델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매

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면의 웨이브 디테일이 특징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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