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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유행한일명 냉장고바지 인

기가 올해도 거세다 남성 소비자들의 구

매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아동복 시장까

지영역을넓히며강세를나타내고있다

29일롯데백화점광주점등에따르면이

른더위가찾아온이달 1225일 2주간영

캐주얼 매장의 냉장고 바지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증가했고 특히

유니섹스캐주얼의경우 23%나성장했다

아동복역시 세탁후건조가빠르고가벼

우면서 통풍이 잘되는 쿨맥스 혹은 폴리

소재의바지판매가 17%나 늘었다 냉장

고 바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구김이 가지

않는 폴리 스판덱스 소재로 만든 바지를

통칭한다 더운 날씨에 입으면 냉장고처

럼시원해진다고이런이름이붙었다

오픈마켓 옥션 역시 지난 2주간 냉장고

바지판매가작년같은기간보다 385% 증

가세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냉장고 바지는 통통한 하체를 가릴 수

있어 주로 여성들이 즐겨 입었는데 올해

들어 남성들의 구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기간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냉장고바지판매신장률은 305%로 여성

(75% 신장)을 앞질렀다 옥션에서 냉장고

바지를 산 남성 중 2030대가 64%를 차

지해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많이 찾는

것으로나타났다

냉장고바지인기는유아동복에까지미

치고있다

유아동복 브랜드 드림스코는 5월 한 달

간쿨링소재제품판매량이전년동기대

비 30%증가했다고밝혔다

냉장고바지는 가벼우면서 통풍이 잘되

는 소재 덕분에 한여름 땀띠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아

이들용 냉장고바지는 성인용보다 컬러가

좀 더 화려하고 중간에 세련된 무늬 등을

넣어디자인적요소도강화했다

이 밖에 쿨링 소재 아동복 티셔츠도 강

세를보이고있다 활동성이많고땀이많

이 나는 아이들은 여름에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어야 하기때문에 기본적으로 티셔

츠가 많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쿨원단과

벌꿀과와플모양의메쉬조직과쿠션지를

함께 매치해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쿨링

티셔츠가인기가많다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 바지를 남성들

도입기 시작하면서 커플 냉장고 바지 어

린이용 냉장고 바지도 덩달아 잘 팔리고

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아웃도어업체들이 저마다 특화한 기능

성아쿠아슈즈를잇따라선보이며치열한마케팅을벌이고있다

29일업계에따르면네파는최근물속젖은바위에서도미끄럼

방지효과를갖추고있는논슬립아쿠아슈즈 네온테트라를출시

했다 물과 기름 위에서도 우수한 접지력을 발휘하는 하이퍼제

트 아웃솔(밑창)을적용했다

가볍고충격흡수내구성이뛰어난인젝션

파일론미드솔(중간창)을사용 발의피로도

를최소화했다고회사관계자는설명했다

화승스포츠브랜드케이스위스는물배출

과빠른건조기능을갖춘아쿠아 러닝화 올

뉴 아쿠아런을 내놓았다 물 배수 기능이

탁월한 펀칭 파이렉스 인솔(깔창)을 삽입해

물과 접촉 시 아웃솔(밑창)의 철망 배수구

멍에서물이쉽게빠져나간다고케이스위스

는설명했다

밀레도 물놀이나 계곡 산행은 물론이고

비오는날에도레인슈즈로활용할수 있는

아쿠아샌들 로바트네오를출시했다 밑창에세개의배수구를

둬샌들안에물이고이는것을최소화하고 수분을 빠르게건조

시키는제품이라고회사측은강조했다

아디다스도새로운클라이마칠기술력과혁신있는부스트소재

를 결합한 클라이마칠 부스트 러닝화를 선보였다 360도 통풍

기능으로발을시원하고쾌적하게만들어줄뿐만아니라뛰어난

착화감을제공한다고아디다스는설명했다

르까프도가벼운등산이나캠핑등을즐길수있는다목적아웃

도어샌들 X베론(XVERON)을출시했다 연합뉴스

때이른더위가기승을부리는데다부산 해운대광안리해수

욕장등주요해수욕장이다음달 1일개장하면서비치용품판매

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올여름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구명

조끼등물놀이 안전용품에많은수요가몰리고있다

29일 이마트에 따르면 1925일 물놀이

용품의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 727%

신장했다

이 가운데구명조끼매출은 151% 늘어나

며 증가폭이 가장 컸고 보트(645%) 튜브

(565%) 수영복(125%)도많이팔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

면서 비치용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며 특히 올여름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이슈가되면서구명조끼의매출

이유독높게나타났다고전했다

롯데마트에서도구명조끼판매가대폭늘

어났다 1925일 롯데마트의 성인 부력 보

조복(구명조끼) 매출은 538% 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또아동용구명조끼와암밴드등아동용수영안전용품매출은

작년동기보다 1358% 신장했다

이밖에호루라기(55%) 응급처치장비(78%) 랜턴(102%) 등

기타안전 관련용품도인기를끌었다

롯데마트관계자는 성인용물놀이안전용품보다아동용안전

용품의 매출 증가폭이 큰 까닭은 세월호 참사로 자녀의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관심을가지는 학부모가늘어났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올휴가필수품 구명조끼

세월호참사여파대형마트매출전년비 151% 

여름엔아쿠아슈즈

물배출건조기능갖춘신발출시잇따라

바람 솔솔 냉장고바지 대유행

구김없고시원해남성아이들로인기확산

최근 2주 매출전년비백화점 30%옥션 385%

휠라 아쿠아런

최근유행하고있는냉장고바

지를입은모델

출처인터넷쇼핑몰 토모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