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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강소라처럼…
방한부츠로 겨울나기

블랙야크가 ‘성장’과 ‘안전’을 키워드로 선보인 BK폴카
사진제공 ㅣ 블랙야크
케이스(위)와 BK야크스타 책가방.

블랙야크 키즈, 책가방 7종 출시

▶‘겨울신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부츠다. 어그부츠를 밀어낸 패딩부츠, 레이스업부츠의 강세는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2009년 첫 출시된 이래 방한부츠의 대명사가 된 부띠 제품을 신은 노스페이
사진제공 ㅣ 노스페이스
스 홍보대사 강소라.

노스페이스 ‘부띠’ 구스다운 충전재 보온 최고
형지에스콰이아 ‘앵클 부츠’ 방수·접지력 굿

신학기 맞아 U자형 어깨 끈 등 기능성 강화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 소재 등을 적용한 패딩

퍼를 밑창에 채용하여 접지력을 강화시킨 기본

부츠, 레이스업 부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드컷 스타일 제품이다. 남녀 제품으로 선보여

특히 ‘캐주얼 앵클 부츠’는 10mm 컴포트 중

브랜드 블랙야크 키즈가 2017년 신학기를 위해

블랙야크에서 전개하는 키즈 전용 아웃도어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커플 아이템으로도 제격이다. 여성용은 제이드,

창을 삽입해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여 탁월한 착

‘성장’과 ‘안전’을 키워드로 기능성을 높인 책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보

다크 브라운, 애쉬, 스모크 그레이, 블랙의 5가

화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톤앤톤 앵클 부츠’

가방 시리즈 7종을 출시했다.

소설(小雪)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

온성과 접지력을 두루 갖춰 빙판길에서도 따뜻하

지 컬러로, 남성용은 블랙 한 가지 색상으로 선

는 블랙, 베이지 2가지 컬러로, ‘캐주얼 앵클 부

신학기 책가방 시리즈는 무게 하중을 최소화

면서 방한 아이템을 찾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분

고 안전하게 신을 수 있는 방한 부츠 ‘부띠(BOOTI

보였다. 가격은 남녀 제품 모두 12만9000원.

츠’는 블랙과 카멜 2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가격

할 수 있는 U자형 어깨 끈을 적용해 편안하고

주해지고 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쾌적하게 입

E)’ 신제품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은 두 제품 모두 33만9000원.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가벼운 EVA소

샌들이 주력 제품인 크록스도 앞이나 옆에서

재와 내구성이 좋은 PU소재를 사용해 어깨 끝

노스페이스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

끈을 묶는 레이스업 부츠가 디자인 트렌드라고

으로 쉽게 꺼지지 않고, 책가방의 무게를 적절

선보여

한 여성용 부띠 제품들도 출시했다. ‘16 부띠 브

판단하고 방한용 제품을 선보였다. 대표 제품인

히 분산해 성장기 어린이가 편하게 가방을 멜
수 있다.

을 수 있는 옷뿐만 아니라, 시린 발을 포근하게

노스페이스 ‘부띠’는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

감싸주면서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 준비

를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하고, 패딩 재킷을

가 필수다.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뀫보온성·디자인 모두 잡은 여성용 부츠 인기

겨울 신발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부츠가 빠

2009년 첫 출시한 이래 방한 부츠의 대명사로

이엑스(16 W BOOTIE VX)’는 VX 충전재와 아

‘로지포인트 레이스 부츠 우먼’은 레이스업 스

질 수 없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인 날

자리매김한 제품이다. 이번 시즌에는 최상급 구

이스 픽 밑창을 적용해 보온성과 내구성이 우수

타일로 신발 상단에 모피 장식을 더해 여성스러

‘BK폴카케이스’와 ‘BK야크스타’ 등 일부 제

이나 발가락 끝이 찌릿하도록 추운 날씨에는 부

스다운 및 자체 개발 소재인 ‘VX(Vertical Exc

하다. ‘16 부띠 쇼츠 미드 퍼(16 W BOOTIE MI

움이 돋보인다.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품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견고하면서

츠만한 방한 용품이 없다. 최근에는 보온 소재

ellence)’를 충전재로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D FUR)’는 상단 부분에 방한성이 뛰어난 퍼 소

고무 밑창과 경량성을 갖춰 출퇴근길 복장으로

도 가볍게 만들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쉽게

를 넣어 방한 효과를 높이거나 방수성과 접지력

밑창에 유리섬유 조직을 이용한 ‘하이드로 스토

재를 더해 포근한 느낌을 선사한다. 두 제품 모

도 손색이 없다. 가격은 9만4900원.

깨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 가방은 물론 안에

등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

퍼(HYDRO STOPPER)’와 세라믹 소재의 ‘아

두 블랙과 스모크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선보였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발은 우리 몸에서

의 제품들이 다수 출시돼 겨울 동심(冬心)을 자

이스 픽(ICE PICK)’ 등을 적용해 접지력을 강

다. 가격은 ‘16 부띠 브이엑스’ 8만9000원, ‘16

체온을 쉽게 뺏길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

블랙야크키즈는 책가방 출시를 기념해 12월

극하고 있다.

화했다. 다양한 길이와 풍성한 퍼(FUR) 디테일

부띠 쇼츠 미드 퍼’ 13만5000원.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담은 물건도 손상될 염려가 없다.

에 겨울철 야외 활동 시에는 발의 보온에도 신

11일까지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형지에스콰이아는 보온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경을 써야 한다”며, “최근 보온성은 물론 방수

책가방 신제품 구매 후 블랙야크 SNS 채널을

겸비한 여성용 데일리 앵클 부츠 ‘톤앤톤 앵클부

성, 접지력 등을 강화한 부츠들이 다채롭게 선

통해 착용 인증샷을 찍어 댓글로 남기면 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한 어그부츠가 귀여운

대표 제품인 노스페이스 ‘16 부띠(16 W BOO

츠’와 ‘캐주얼 앵클 부츠’를 출시했다. 기능성 발

보이고 있어 겨울 데일리 슈즈 아이템으로 활

추첨을 통해 블랙야크키즈 패딩(2명), 맨투맨

디자인과 보온성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엔 어

TIE)’는 가볍고 따뜻한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

열 내피를 적용해 보온 효과를 극대화하고, 밑

용하기 그만이다”고 말했다.

티셔츠(2명),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0명) 등

그부츠의 단점을 보완해서 미끄럼 방지 밑창과 눈

를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하고, 하이드로 스토

창에 가보시 힐을 적용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

뀫‘방한부츠의 대명사’ 노스페이스 부띠, 올해도 대세

폭을 넓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양형모 기자

IT·게임

엔씨소프트, e스포츠 대회·공연 강화…‘IP 활용’ 속도전

‘LoL 올스타전’ 스페인 개최

‘블소’ 토너먼트 대회·캐릭터 테마로 공연
‘리니지’ 시리즈 IP 활용 게임도 내달 출시

스포츠화를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리그오브

꺠꺠내달 9∼12일 바르셀로나서 지역대항전
e스포츠 종목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정통
레전드’(LoL)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올스타전’을
12월9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
우 산 조르디 경기장에서 연다. 올스타전은 ‘미드

한국의 대표 게임 개발명가로 강력한 지적재

시즌 인비테이셔널’, ‘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라이

산권(IP)을 다수 보유한 엔씨소프트가 주요 타

엇게임즈가 연간 공식 주최하는 3대 세계 대회 중

이틀의 IP 활용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블레이

하나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드앤소울’(이하 블소) e스포츠 대회와 공연을 지

인기 선수들이 다양한 게임 모드에서 흥미 위주의

속적으로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대결을 벌이는 것이 특징. 전 세계 750만 명이 참

‘리니지’ 시리즈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출시도

여한 투표 결과 한국을 대표할 선수는 ‘스멥’ 송경

서두르고 있다.

호, ‘벵기’ 배성웅, ‘페이커’ 이상혁, ‘프레이’ 김종
인, ‘매드라이프’ 홍민기로 결정됐다

먼저 지스타가 열린 지난 18일과 19일 부산
영화의 전당 특설무대에서 ‘신한카드 블소 토너

참가 선수들은 각 지역별로 ‘팀 파이어’와 ‘팀

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을 성황리에 개최했

아이스’에 소속돼 대결을 펼친다. 4일간 더 높은

다. 이틀 동안 1만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를 보기

점수를 쌓은 팀이 최종 승리하게 된다. 팀 파이어

위해 모여 들었다.

에는 한국과 북미,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지역
이, 팀 아이스에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시아(대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e

·홍콩·마카오) 지역이 배정됐다.

스포츠 대회는 흔치 않은 일이다. 블소는 게임
내 대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했다. 2012년 출시

올스타전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지역대항전과

한 뒤 대전 콘텐츠로 ‘비무 대회’를 지속적으로

1대1 토너먼트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모드로 구성

열어 왔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블소 토너먼

된다. 총 1950점이 걸려있으며 이중 1000점을 먼

트 2016’이라는 이름으로 e스포츠로서 도전을

엔씨소프트가 ‘블레이드앤소울’ e스포츠 대회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한카드 블소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 대회 현장 전경.
사진제공 l 엔씨소프트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변화도 시도했다. 지난

저 획득하는 팀이 우승하게 된다. 이외에도 단일
챔피언 모드와 둘이서 한마음 모드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대결도 펼쳐질 예정이다.

해 이벤트 매치로 선보였던 태그매치를 신규 종
목에 추가했다. 팬들에게 싱글과 다른 보는 재

다. 지난해엔 블소 IP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테

악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신곡

지 레드나이츠’를 12월8일 출시할 예정이다. 엔

최종 우승을 차지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는 ‘I

미를 선사했다. 결선에서는 한국의 김신겸이 중

마로 한 뮤지컬 ‘묵화마녀 진서연’을 선보여 화

‘그대는 그렇게’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공연은

씨소프트는 또 PC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바일

P 부스트’ 아이템이 제공된다. 지난해엔 한국 지

국 선수를 꺾고 싱글 부문 2년 연속 우승을 달성

제를 모았다. 올해는 IP를 활용해 만든 대중음

네이버의 V 라이브로 생방송 됐고 무려 41만명

로 그대로 구현한 ‘리니지M’도 공개한다. ‘리니

역이 속한 팀 파이어가 우승을 차지해 국내 게이

했다. 태그매치 부문에선 ‘GC Busan’팀이 초대

악 공연 ‘N-POP’을 18일 진행했다. EXO-CBX

이 시청했다. 음원은 정식 발매하기로 했다.

지2’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프로젝트도 내

머들이 혜택을 누린 바 있다.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는 블소 OST 2집 ‘The world’의 수록곡인 ‘포

인기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의 IP를 활용한

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의

권정현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

블소 e스포츠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화란의 초대장’을 새롭게 편곡한 ‘Crush U’를

신규 모바일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

‘리니지2 레볼루션’도 최근 12월14일로 서비스

부 총괄 상무는 “올해 마지막 LoL e스포츠 축제

이 게임 IP와 문화 공연을 연계한 특별 공연이

직접 불렀다. 레드벨벳은 진서연의 테마곡(왜

프트는 먼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리니

일정을 확정했다.

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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