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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운동에 최적화 된 ‘아디다스 후디’
<클라이마히트 후디>

두꺼운 패딩은 운동 효과 저하
통풍 잘되는 옷 겹쳐입는게 굿
장시간 운동 계획 땐 방수 신발

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된 할루오 파이
버 소재와 발목 부분에 히트가드를 적
용해 외부 한기를 완벽히 차단하고 내
부 열은 장기간 유지시켜 주게끔 디자
인 되었다. 갑피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는 발수 기능이 뛰어나
발을 보호해 준다.

생각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오고 있
다. 이런 날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은 오

뉴발란스에서는 퇴근 후 운동하는 러

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상

너들을 위해 안전한 기능을 갖춘 ‘문 페

을 예방하고 운동의 효과를 잘 이끌어

이즈 팩’을 출시했다. 빛을 반사하는 재

내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귀반사 디테일이 곳곳에 적용되어 어두
운 밤에도 안전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
도록 도와주고, 높은 착화감과 편안한

뀫가볍고 통기성 좋은 옷 겹쳐 입기

착용감으로 활동성까지 갖췄다.

야외 운동 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두꺼운 패딩을 갖춰 입는 것은

뀫새벽보다 저녁 운동이 효과 좋아

운동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땀이
밖으로 배출 되지 않고 남아 있어 오히

추울수록 근육은 긴장하게 된다. 특

려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

히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는 운동 중 발

고, 이로 인해 옷이 무거워져 운동의 효

목이나 무릎, 허리 등에 부상을 입기 쉽

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야외에서 운동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전 철저한

을 계획하고 있다면, 통풍이 잘되는 옷

준비는 필수다. 먼저 실내에서 10분 정

을 여러 벌 껴입는 것이 효과적이다. 옷

도 발목, 무릎 등 관절을 중심으로 스트

과 옷 사이의 공기가 단열재 역할을 해

레칭을 해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주어 운동 중에 땀이 많이 나도 체온 조

좋다. 밖으로 나간 뒤에도 몸이 낮은 온

절에 도움을 준다.

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분 정도는 가

아디다스가 출시한 ‘클라이마히트 후

볍게 뛰고 맨손 체조 등으로 땀과 호흡

디’는 운동 후 땀으로 인해 체온이 낮아

을 정리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땀 배

겨울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출을 도와주고 온기를 가둬주는 ‘에어

운동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보다는 일

트래핑’ 구조를 적용했다. 날씨에 구애

상 활동 후 저녁에 하는 것이 부상 방지

받지 않고 보온 효과가 뛰어나 최상의

는 물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야외 운동 중 외부로

겨울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과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아디다스 ‘클라이마히트 후디’는 보
온 효과가 뛰어나 겨울철에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제공 ｜ 아디다스

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땀을 씻어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중에

노출된 얼굴과 머리는 체온 손실이 많
이 발생하는데 ‘클라이마히트 후디’는

능하다. 초슬림형 3중 방풍 필름을 삽

야외 운동에서는 신발도 보온효과를

는 물을 필수로 챙기는 것이 좋다. 차갑

뒤통수를 감싸고 이마까지 덮을 수 있

입해 바람을 차단하기 때문에 추운 날

따져봐야 한다. 특히 장시간 운동을 계

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배출한 땀이 더

는 형태로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유

씨에도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

획하고 있다면 방수 기능까지 포함된 신

빨리 증발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분

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 ‘블록 테크 후리스 풀짚 파카’는 안

발을 신는 것이 좋다. 아디다스의 ‘클라

을 섭취해 주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고

감에 후리스 소재를 사용해 부드러운

이마히트 로켓 부스트’는 속이 비어 따

부상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감촉과 보온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뜻한 공기를 머금는 북극곰의 털 구조

유니클로의 ‘블록 테크’ 라인은 방풍
기능성을 갖춰 야외 활동에 활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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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점을 오픈했다. 또한 2017년까지

벤제프, 커피 찌꺼기 활용 티셔츠 선봬

나이키골프 ‘컬렉션: 윈터 룰스’ 출시

10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을 목

골프웨어 브랜드 벤제프는 커피의 원두

나이키골프는 겨울 시즌을 대비한 한정

표로 본격적인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섰

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 소재의 의류 ‘에

판 컬렉션 ‘나이키 골프 클럽 컬렉션:윈

다. 저스트핏코리아의 중국 진출은 프

스카페 하이넥 티셔츠’를 출시했다. 에

터 룰스(WINTER RULES)’를 출시한

랜차이즈 창업뿐만 아니라 EMS아카데

스카페(S.Cafe)는 커피 원두를 내리고

다. 비시즌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골퍼들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EMS트레이너 파

난 뒤 남은 찌꺼기에서 나노 입자를 추

을 위해 출시됐다. 추운 겨울에 활용할

견까지 연계해 현지 취업을 통한 일거리

출해 원사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수 있도록 보온성과 활동성이 뛰어나고

창출 서비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저

진 친환경 소재다. 땀이 나게 되더라도

일상에서 데일리 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저스트핏코리아, 中 베이징 1호점 오픈

스트핏 EMS트레이닝 시스템은 무선E

소재 특성상 원단에 수분이 닿자마자

감각적인 디자인도 특징이다. 필드 블레

국내 최대 EMS트레이닝 장비 유통 및

MS 전용 수트를 통해서 주요 근육에 직

넓게 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건조

이저, 골프 다운재킷, 옥스포드 조거 팬

교육 브랜드 저스트핏코리아가 중국 진

접 전기 자극을 주고 이를 통해 신속한

된다. 커피 자체가 가진 소취 기능이 악

츠 등 겨울에 입기 편한 골프웨어로 구

출을 공식 확정하고 시장 확장 계획을

근육 회복과 강화 작업을 이끌어내는 운

취를 없애주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주

성되어 있다. 나이키 에어줌 90 IT와 나

발표했다. 저스트핏코리아는 중국 현지

동법이다. 20분 운동으로 6시간의 운동

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뛰어나다. 여성

이키 루나 포스 1G, 우먼스 나이키 블레

법인을 설립하고 베이징의 대표적인 번

효과를 창출하는 신개념 운동법으로 주

용 티셔츠로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로

이저 등 새로운 색상의 스파이크리스 골

화가인 왕징에 저스트핏 EMS스튜디오

목받고 있다.

출시됐다.

프화도 함께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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