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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습기와의전쟁 제습기사야만하나? 여름을앞두고매번

하는고민이다 에어컨하나만있으면되지 하지만뭔가부족하다고

느끼기때문이다특히지구온난화영향으로우리나라기후가고온다

습한아열대성으로변해가는탓에이런고민은현실이되고있다 올

여름 많은 소비자가 제습기 구매를 고민하거나 매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에어컨도어지간한제습기못지않은제습기능을갖추고있

어제품구입전에활용범위와용도를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는

게업계전문가들의조언이다

압축기(컴프레서)와 냉매를 쓴다는 점에서 에어컨과 제습기는 작

동원리가비슷하다

다만에어컨은빨아들인습한공기를바로바깥으로내보내기때문

에 제습기처럼물통의물로제거된습기를확인할수는없다

에어컨의제습기능을 3시간가량작동시키면약 14의습기를제

거할수있는데이는 10용량의제습기를같은시간동안가동했을

때의제습효과와맞먹는다

냉방없이제습기능만쓰면전력소비도제습기보다많지않다 가

정용제습기의 1시간소비전력량은평균 300W수준으로대형TV보

다많은편이다

제습기는 실외기가 따로 있는 에어컨과 달리 압축기가 본체 내에

있는데다 습기를제거한공기를실내에다시내보내기때문에더운

바람이 나온다 이 때문에 소음이큰편이고실내 온도를 12도 정

도높인다

반면제습기의가장큰장점은이동성이다

보통거실에고정된에어컨과달리침실 옷방 다목적실등필요한

장소로 자유롭게 옮겨다니며 간편하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활용

도가높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신발장이나 옷장 등 제습이 어려운

곳에도사용할수있다

에어컨과 제습 기능상의 차이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건조 기능

에있다 제습기를사용하면장마철에도실내에서 젖은빨래를빨리

건조할수있어만족도가높은편이지만 에어컨은건조기능이 상대

적으로떨어진다

업계 한관계자는 에어컨은제습기능이있어도기본적으로실내

냉방에 중점을둔제품이고제습기는습기제거에특화된제품이라

며 제품의활용범위와용도를따져보고구매하는것이좋다고 말

했다

현재제습기시장은위닉스를필두로LG전자 삼성전자등이선두

를 달리고 있다 위니아만도 콜러노비타 등이 뒤를 잇는다 루헨스

캐리어에어컨등도신제품을내놓았다

관련업계는 제습기 업체를 40개 이상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등에

서 드러난 업체가 30여개 이외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한 소형

업체 10개등이다 업체수는꾸준히늘어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

있어시장경쟁도뜨거워질것으로보인다

위닉스는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제습기시장에 5년무상품질보

증으로승부수를걸고 지난 3월제습기시장진출을선언한동부대

우전자는클라쎄브랜드를부착한제습기를출시하며여름용가전시

장 공략을 강화했다 쿠쿠전자도 공기청정 기능까지 겸비한 제품을

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장마철우리집 습기 전쟁

에어컨쓸까제습기살까

동부대우전자제습기클라쎄

에어컨제습기능 3시간작동시약 14제거

1시간소비전력 300W제습기와차이없어

최근 100만원대 보급형 UHD(초고해상도

Ultra High Definition) TV가출시되는가하면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커브드(곡면) UHD TV가

일부매장에깔렸다

냉장고도 슈퍼 프리미엄급과 보급형의 가격

차이가최대 9배까지벌어졌다

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계절 가전인 에어컨을

제외한 TV 냉장고 세탁기등 3대가전의프리

미엄보급형모델가격차가점차커지고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하순부터 예약 판매하는

105인치커브드UHD TV는 출고가가 1억2천만

원이다 워낙 고가 제품이라 디지털프라자 서울

강남본점과 백화점 3곳에만한정전시됐다

반면 삼성전자가 보급형으로 내놓은 40인치

UHD TV 출고가는 189만원 105인치와의가격

차는 635배에 달한다 78인치 커브드 UHD TV

도 출고가 1천29만원으로 40인치 보급형의 68배

다

LG전자도이만큼은아니지만가격차가꽤난

다 84인치울트라HD TV(모델명 84LA9800)는

2천240만원인 반면 보급 전략모델인 49인치 울

트라HD TV(49UB8500)는 290만원으로 약 77

배차이가난다

TV업계의 한 관계자는 곡면에 대화면을 선

호하는 고객층과 UHD TV 구매 자체를 망설이

는 고객을 나눠 투트랙 마케팅을 구사하는 것

이라고설명했다

용량외에기능적변별력이상대적으로적었던

냉장고도 600만700만원대 제품이 잇따라 출

시되면서가격범위가확넓어졌다

스파클링 기능을 탑재한 삼성의 셰프컬렉션

냉장고는처음으로 700만원벽을깼다 출고가는

739만원

올해나온 400대보급형냉장고는 81만9천원

으로셰프컬렉션과비교하면 9분의1수준이다

LG전자도디오스더블매직스페이스V9500모

델이 640만원으로 메탈 디자인 냉장고 신제품

(300만원대)의 2배정도다 세탁기는삼성전자의

드럼세탁기 21 모델(버블샷3 W9000 기준)이

220만원으로 가장 싼 전자동 세탁기(15) 워블

(59만원)의약 4배다

LG전자는 건조기능을 강화한 고급사양 드럼

세탁기(190만원)와 스마트 전자동 세탁기(130만

원)의가격차이가크지않다 연합뉴스

에어컨

침실옷방다목적실등장소이동성최대장점

실내서젖은빨래말리는 건조기능 만족도높아

제습기

3대가전프리미엄보급형가격차커진다

UHD TV 63배 냉장고도최대 9배업체들 투트랙전략

올해는봄부터때이른더위가찾아오면서 아

웃도어 브랜드마다 여름용 기능성 의류를 대거

출시하고총력전에나섰다

컬럼비아는 자체 개발한 냉각 기술인 옴니프

리즈 제로를 적용한 의류를 올해는 전년보다 4

배많게공급한다고최근밝혔다

옴니프리즈제로는 옷감이땀이나수분에즉

각 반응해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한 기술로 셔

츠모자바지등에폭넓게적용된다

컬럼비아 관계자는 지난해 7만 개 제품을 선

보인데이어올해는공급물량을 28만개로늘렸

다면서 여름이 길어진 데 따라 제품 디자인도

긴팔셔츠 7부 소매셔츠 재킷 팔토시등으로

다양하게출시했다고말했다

머렐은 여름용 트레킹화인 워터프로 마이포

아쿠아슈즈를지난해에는 4월초출시했으나올

해는 3월초부터매장에선보이고있다

디자인 종류도 지난해 8종에서 올해 11종으로

늘렸으며 올해부터 마이포를 여름 전용 제품

군으로특화할계획이다

K2도일찌감치여름철의류나신발을찾는소

비자가늘것으로보고여름 상품의공급물량을

작년보다 30%확대했다

에어메시소재로만든트래킹화 콜린 간편하

게 설치할 수 있는 12인용 텐트인 캉첸2 등

여름전용신상품도대거선보인다 연합뉴스

아웃도어 더 Cool하게

땀흡수기능강화셔츠모자바지등대거출시

TV냉장고세탁기

봄여름아웃도어
<이젠벅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