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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W 다운 출하동향

“올해도 지속되는 롱패딩 열풍”
전체적으로 10~20% 초도물량 증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롱패딩 열풍이 올해 또다시 재현될까? 스포츠∙아웃도어 업계가 다양한 충전재를 사
용하고 길이감을 세분화하는 등 작년대비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운상품 구성으로 18F/W시즌 공략에 나선다. 특
히 올해는 작년 7월 한여름에 패딩이 출시된 것 대비 두 달 가량 앞당겨진 5월부터 다운 선 판매에 돌입, 일찌감치 시
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아웃도어 업계는 작년 롱패딩 사태를 겪은 이후 타사와의 경쟁에서 미리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
라며“롱패딩을 대체할 아이템이 없는 현 상황에서 롱패딩의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한다”
고 말했다.
스포츠∙아웃도어 업계는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키워드로 디자인은 물론 소재를 다양화한 가성비 높은 다품종으
로 고객 니즈에 맞추고 있다. 대부분 전년대비 롱패딩 초도물량을 10~20%가량 늘리고 추가 리오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올해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한 각 브랜드가 추천하는 18F/W 다운을 미리 살펴보자.

■디스커버리

■블랙야크

지난해 롱패딩 열풍의 주역 F&F(대표
김창수)의 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이하 디
스커버리)은 시그니처 아이템‘레스터 벤
치파카’
를 리뉴얼해 또 한번 시장 리딩에
나선다. 레스터 벤치파카는 일상 속 애슬
레저를 표방하는 롱다운 제품으로 기능을
컴팩트하게 압축하고 패션성을 살린 제품
이다. 충전재로는 고급 덕다운을 사용했으
며 고신축 폴리에스터 겉감으로 신축성을
높였다. 부자재로는 방수지퍼, 2WAY 지
퍼 등을 적용해 실용성과 활동성을 높였
다. 약 13만장을 초도물량으로 생산할 계
획이며 오는 7월 선보
일 예정이다.
디스커버리는 작
년의 재고 부족 사
태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 초도물
량을 10% 이상
증량했다. 또한
올해는 여성고
객 니즈를 충
족하기 위해
우먼라인을
강화하고,
키즈 상품
군을 선보
여 패밀리
룩을 기획
디스커버리
하는 등 다
양성이 돋
보이는 시
도가 눈에
띈다. 스
테디셀러
인 밀포드
를 새롭게
재해석한 리미티
드 에디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블랙야크(대표 강태선)는 대표 다운제품
으로‘B모션벤치다운자켓’
을 내세웠다.
이 제품은 롱다운 스타일 제품으로 RDS

블랙야크

인증을 받은 차이나 구스를 충전재로 사용
했으며, 겉감은 방풍성이 뛰어난 고어 윈
드스토퍼를 적용했다. 초도물량은 5만장
으로 100%의 리오더율을 예상하고 있다.
블랙야크의 올해 다운자켓 물량은 총
50만장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
지만 전년 대비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라인업을 강화해 기능을 동반한 착
장의 다변화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된 라이
프스타일 구축에 나서 보다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나우
블랙야크(대표 강태선)의 라이프웨어
나우는 롱다운 트렌드를 반영한‘비즈
▶16면에 계속

친환경 충전재가 가치소비 높인다
제이피코리아, 볼 타입 충전재‘노바다운에코’

제이피코리아크리에이티브(대표 전
성후)는 2종류의 친환경 볼 타입 충전재
‘노바다운 에코(NovaDown Eco)’
에
집중한다.
착한 패션, 윤리적 소비가 대세로 떠
오르면서 친환경 충전재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가볍고
따뜻한 천연 다운은 소비자에게 오랫동
안 사랑받았지만 동물 학대에서 얻은
제품이라는 한계가 있다. 습기에 민감
하고 털이 잘 빠져 취급이 어렵다. 시장
변화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다. 세탁 후
형태 안정성과 보온력 감소는 가장 치
명적인 단점이다. 반면 인공 충전재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단납기와 가격이
일정하다.
업계 관계자는“기능성 충전재로 개
발된 요즘 제품은 다운 충전재와 유사
한 보온성과 더 나은 보온성을 갖췄다”
며“기업들이 인공 충전재에 맞는 스타
일리시한 제품으로 승부하면 향후 기업
가치도 오를 것이다”
고 말했다.
제이피코리아크리에이티브는 6월 말
F/W시즌 폴리에스터로 만든 노바다운
에코 볼타입 충전재를 출시했다.
노바볼 에코1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중합한 고신축성 파이버로 만
든 폴리에스터다. 기존 폴리에스테르는
2가지 석유추출물을 중합한다. 이 제품
은 석유계 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대
신 듀폰사의 옥수수 추출원료인 소로나
파이버(PTT폴리머)로 대체했다. 석유
를 절약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했다. 뛰어난 기능성과 함께 미래지
향적 소재이다.
에코 2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
해 만든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
사를 사용해 만든 볼타입이다. 오리지
널 폴리에스터 원사로 만든 제품과 같

제이피코리아크리에이티브의 친환경 볼 타입
기능성 충전재 노바다운 에코는 습기에 강하
고 따뜻하며 복원력이 우수하다.

은 품질을 구현한다. 다운과 유사한 터
치감을 느낄 수 있다. 노바다운에코 충
전재로 만든 옷은 일상생활은 물론 애
슬레저, 아웃도어 활동에서 따뜻한 체
온을 보호해주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천연 다운에 비해 얇고 가벼워
활동성이 좋다. 습기에 강하다. 패딩 충
전재로 쓰기에 보온성이 뛰어나다.
인비스타 서모라이트 국내 판매 독점
권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광발열 인비
스타 서모라이트(THER MOLITE)프
로 판매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이피코리아 전성후 대표는“패션
업계에서 에코 충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충전재를 감싸는 원
단을 다운패딩처럼 보온성 강한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 패딩 가치를 높여야한
다”
고 말했다.
제이피코리아크리에이티브는 오는 9
월 인비스타와 협업해‘기능성 충전재’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정정숙 기자 jjs@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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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카#3’
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브랜드
정체성에 걸맞은 리사이클 다운을 충전재
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겉감은 나일론
20데니아의 가벼운 원단을 사용해 경향화
에 중점을 뒀다.
나우는 전년대비 다운 총 물량을 25% 증
량했으며 그중 90%가 서스테이너블
(sustainable, 오가닉/리사이클/BCI 등 환
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
된 것이 특징이다.

■마모트
블랙야크(대표 강태선)의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마모트는‘랠리카 다운자
켓’
을 8월 중 출시한다. 구스다운 제품으
로 은은한 광택의 30D 나일론 소재를 사용
했으며, 후드 및 목 안쪽에 인조 밍크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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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스타일로 구스
다운과 저데니아
고밀도 소재를 사
용해 초경량
성을 강점으
로 내세운
제품이다.
초도물량
은 1만
2000장
이다. 스
컬다운
자 켓
#7은 스
트레치 헤비 벤
치 다운자켓으
▶마운티아
로 덕다운을
‘스컬다운자켓#7’
사용한 제품
이다. 초도물
량은 2만장이다. 두 제품
모두 예상 리오더율은 50%이다.
마운티아는 올해 전략으로 합리적인 가
격을 앞세워 소비자 타켓층 확대에 주력하
며, 라인을 3개로 세분화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위한 상품구성 확대에 나선다.

■밀레
MEH(대표 한철호)의 밀레는 지난 5월
‘베릴 벤치파카’선판매에 나서며 일찌감
치 롱패딩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덕다운

마모트

더해 고급스러움과 보온성을 높였다. 전체
물량은 5만6000장으로 20%의 리오더율
을 예상하고 있다.
마모트는 전년대비 전체 다운물량을
20% 증량했으며 그중 롱다운은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또한 전년대비 키즈 다운
자켓 물량이 50% 증가하는 등 키즈시장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로투세븐, 전 브랜드 패딩류 물량 확대
다운∙웰론 다양한 충전재로 구매력 높인다

제로투세븐(대표 조성철)의 대표 유
아동브랜드‘알퐁소’
,‘포래즈’
,‘알
로앤루’
는 올해 F/W시즌 패딩류 물
량을 늘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다. 알퐁소는 웰론 충전재를 사용한
웰론점퍼로 구매력을 높일 예정이다.
친환경 충전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를 겨냥해서다.
베이비∙토들러 라이프웨어 알퐁
소는 올 가을, 겨울 트렌디하면서 실
용적인 아이템에 집중한다. 다운점퍼
는 전년 발주 금액대비 231%, 웰론점
퍼는 71% 늘려 발주했다. 알퐁소는
매장과 매출 볼륨확대를 위해 발주 비
중을 높였다는 것이다. 올해 겨울까지
12개 매장을 확대하고 164개를 운영
한다.
FW시즌은 가성비 좋은 다운점퍼 지난해 포래즈 17F/W시즌 히트 아이템인 블랙롱
와 패딩목도리 세트, 퍼후드다운 등으 다운점퍼.
로 구성된‘젤 착한 점퍼’
와‘웰론점퍼’ 1만5000장 판매가 예상된다. 가격은 5
만9900원이다.
를 대표 아이템으로 내세웠다. 오리털
알로앤루는“작년 성인에서 인기를
(솜털80%, 깃털 20%)로 만들어 따뜻하
끈 롱패딩은 유아동 시장까지 확대됐
면서 가볍다. 알퐁소는 9월 출시 예정인
다. 올해까지 패딩 인기는 이어질 것으
젤 착한 점퍼류 3만장 판매를 예상한다.
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그는“알로앤
다운 대체 웰론 충전재로 만든 웰론
루는 기존 아이템에서 업그레이드해 리
점퍼는 가성비를 원하는 고객을 겨냥했
얼라쿤, 폭스트리밍, 발열 안감 등으로
다. 가을에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
퀄리티를 높였다”
고 밝혔다.
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로 구
키즈 브랜드 포래즈는 패딩류 물량을
성된다.
전년대비 50%이상 늘렸다. F/W시즌
유아동 캐릭터 브랜드 알로앤루는
패딩은 경량을 비롯해 다운, 구스 등 다
F/W시즌에 보다 트랜디하면서 브랜드
양한 아이템을 제안한다. 다운점퍼(아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군
우터)는 아우터와 이너로 코디할 수 있
으로 구성한다. 아우터 라인은 다운류
는 투웨이컨셉으로 선보인다. 가을부터
를 보강해 다양한 종류 아우터를 제안
겨울까지 입을 수 있어 장점으로 꼽힌
한다. 패딩류 물량은 전년대비 13% 증
다. 8~9월 중 출시되는 다운 경량 패딩
가된다. 다운(솜털80%, 깃털 20%) 소
(솜털 80%, 깃털 20%)은 간절기에 이
재로 만든 점퍼를 비롯해 화섬 소재 기
너와 아우터로 입을 수 있어 구매욕구
획 상품인 아론롱다운점퍼가 대표 주력
가 늘어나는 추세다. 포래즈는 이번 경
아이템이다. 아론롱다운점퍼는 트렌디
량패딩은 2만장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
한 컬러감과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
상한다. 가격은 3만9900원~7만1900
다. 앞 밑단 지퍼가 밑단에서 올라가 있
원으로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을
어 유아동이 움직일 때 편리하다. 후드
겨냥한다.
가 있고 앞 목쪽에 바람가리기용 덧닫
이 있어 따뜻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정정숙 기자 jjs@ktnews.com

■마운티아
동진레저(대표 강태선)의 아웃도어 브랜
드 마운티아는‘듀란구스다운자켓#7’
과
‘스컬다운자켓#7’
을 선보인다. 듀란구스
다운자켓#7은 초경
량 슬림 숏 다운

▲마운티아‘듀란
구스다운자켓#7’

밀레

을 사용한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 핏의 스트
릿 무드가 특징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초도물량은 2만5000
장이다.
밀레는 올해 25개 스타일, 35만장의 다
운자켓 물량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
난해 30% 비중이었던 벤치파카를 올해
40%까지 확대하며 롱다운 판매에 주력할
전망이다.

■코오롱스포츠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코오롱스
포츠는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템 헤스티아

를 롱 기장으로 출시한다. 충전재로는
RDS 인증 받은 구스다운을 적용했으며 겉
감으로 고신축 우븐소재를 사용해 부드러
운 터치감과 경량성을 살렸다. 가격은 39
만원으로 책정돼 높은 가성비를 자랑한다.
코오롱스포츠는 지난해 대비 전체 다운
물량을 130% 증량했다.

■컬럼비아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대표 심한
보)의 컬럼비아는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
한 스타일의 롱다운‘살루다 스프링스 벤
치다운자켓’
을 공개했다. 거위 솜털80%,
▶17면에 계속

컬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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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Trend

■카파

▶16면에서 계속

깃털20%를 충전재로 사용했으며 컬럼비
아만의 보온 기술이 적용된 옴니히트 써멀
리플렉티브 소재를 안감에 적용해 보온성
을 높였다.

■머렐
화승(대표 김영수)의 머렐은 지난해 완
판 아이템‘다니엘헤니 벤치다운’
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된 2018년형 신제품을 오는
8월까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 판매한
다 . 머 렐 은
2018 F/W

카파코리아(대표 민복기)의 카파는‘222
반다 롱다운’
으로 F/W 시즌 공략에 나선
다. 덕다운 충전재, 고밀도 경량 나일론을
사용한 이 제품은 초도 물량으로 3만장을
계획했으며, 2만장을 추가로 리오더할 예
정이다.
카파는 전년대비 전체 패딩물량이 65%
증가 했으며, 스포츠 브랜드의 DNA를 살
려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착용 가능한 다운
2트랙 전략으로 롱다운 열풍을 이어간다
는 방침이다.

■아디다스 골프
아디다스코리아(대표 에드워드 닉슨) 아
디다스 골프는 골프 플레이에 적합한 디테
일을 살린‘아디제로 다운자켓’
을 출시한

머렐

롱패딩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스
타일 수 또한 지난 4종에서 총 16종으로 대
폭 늘릴 방침이다. 특히 기존 남녀 공용 제
품과 함께 여성 전용 제품과 키즈용을 추가
로 선보이며, 한층 다채로운 롱패딩 스타
일을 소개할 예정이다.

■휠라
휠라코리아(대표 윤근창)의 휠라는 브
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부각해 빅로고
트렌드를 살린 무릎 길이의 롱다운을 선
보인다. 구스다운 충전재에 발수처리가
된 경량성 겉감을 사용했다. 예상 리오더
율은 50%로, 오는 8월 중 출시될 예정이
다.
휠라는 전년대비 다운제품을 10% 증량
생산할 계획이며, 전체 다운 중 40~50%
가량을 롱다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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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몰른, 중공섬유‘젤플러스아우터’패딩
한세드림(대표 임동환)의‘모이몰른’
은 지난해 완판한 롱패딩점퍼를 올해
FW 확대해 제안한다. 다운을 대체하는
충전재 젤플러스(JELL PLUS)로 만든
패딩류를 대세 아이템으로 판매한다.
F/W시즌 깊이감을 더한 컬러감으로 유
니크한 감성 아이템을 선보인다. 간절
기 시즌부터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얇은
패딩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구스다운 점
퍼 등을 선보인다.
젤플러스 아우터는 특수섬유(중공섬
유)를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볍
다. 볼륨감이 우수하다. 털 빠짐 현상과
변색이 없는 신소재와 마이크로 젤
(MICRO JELL) 단점을 보완해 특수가
공 처리를 한 폴리충전재인 젤플러스를
사용한다.
모이몰른은 시크한 블랙컬러 루크젤
플러스롱점퍼와 생활방수 가능한 화섬
소재 에코젤플러스벤치워머 등의 롱패
딩류 1만5000장 판매를 예상한다.
모이몰른은 하반기 온 오프라인 마케
팅을 강화한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보
고 그날 매장을 방문 한 고객은 매장 VP
존에서 바로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한
세드림은 보유한 전브랜드에서 사용 가
능한 쑥쑥포인트멤버십 혜택을 높인다.
더블포인트 행사 등 소비자에게 직접

모이몰른은 다운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젤
플러스아우터를 F/W시즌 주력 패딩으로 출
시한다.

혜택이 주어지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
다.
/정정숙 기자 jjs@ktnews.com

아디다스골프

다. 이 제품은 거위 솜털90%, 깃털10%를
충전재로 사용해 초경량성을 강점으로 내
세웠으며 방풍기능 겉감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을 살려 스윙
에 편안한 스트레치 소재를 활용했다. 오
는 10월 출시 예정.

탑텐은 올해 실용성에 더욱 집중, 헤비아
우터/롱패딩/경량베스트와 같은 성동성
상품에 주력한다. F/W시즌 전체 다운 물
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량하며 6월 온
오프라인 선판매를 시작으로 8~9월 본격
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K2(대표 정영훈)는 올해 19가지
로 스타일을 대폭 늘리고, 물량 역시 25만
장으로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한여름 롱
패딩 전쟁에 참여한 아이더는 롱패딩에 한
해 50%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지난달 24
일부터 다운자켓 선판매를 진행한바 있다.
/조동석 기자 zoddong@ktnews.com

■탑텐
신성통상(대표 염태순)의 SPA 브랜드
탑텐은 지난해에 이어 롱패딩을 주력으로,
일부 푸퍼패딩도 부각한다는 전략을 세웠
다. 대표 상품인 롱패딩은 구스다운 충전
재에 생활 방수가 가능한 겉감을 사용했으
며 초도 물량으로 30만장을 생산한다. 또
한 추가로 20% 가량의 리오더를 계획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성비, 가심비를
모두 사로잡을 계획이다.

탑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