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2.28 

회사원문 

코로나 19 영향으로 달라진 골프장, ‘마스크’ 필수 아이템으로 

▶ 까스텔바작, 일상 사용 가능한 KF94 필터교체형 패션 마스크 출시에 판매 호조 

 

<2020-02-28>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바깥활동에 나서는 발걸음이 줄었지만, 실내보다 감염 

가능성이 낮고 안전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야외 스포츠 중 골프장을 찾는 발길은 꾸준하다. 

일부 지역 상황에 따라 골프장 예약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한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 여

가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밀집하거나 근거리 신체 접촉 발생 우려가 없는 골프

장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달라진 골프장의 풍경이다. 골프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용 시설에

서 샤워를 하는 등의 일과는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손 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는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캐디가 마스크를 착용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일부 골프장에서는 ‘캐디 마스크 착용 캠페인’까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프웨어 업체는 안전한 실외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성 마스크에 패션성을 가미한 

형태로 제품을 출시한 이후 리오더에 들어가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오리지널 디자인 브랜드로 패션 골프 웨어를 선보여온 까스텔바작은 이번 시즌에 마스크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하면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패션까지 고려한 제품을 선보였다. 기능 

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증한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입자 차단 기능을 갖춰 평소 모든 

실외활동에서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 호흡기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까지 보호 

하도록 설계했다. 또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폴리에스 

테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높이고 쉽게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터 교체형이기 때문에 교체형 필터를 개당 천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 매번 교체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체용 필터는 전국의 까스텔바작 전 매장 

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까스텔바작 필터 마스크 착용사진 

 

디자인의 경우 최근 의류업계에서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패션 마스크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까스텔바작의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복종에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고려해 

가장 무난하고 세련된 블랙 컬러 1종으로 통일하고 블라종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까스텔바작 관계자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일반 캐주얼과 정장, 교복까지 모든 복종에 전반적으로 

도드라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에, KF94 입자차단 기능성 필터교체형 마스크로 활용도가 매우 높

은 제품”이라며, “야외 활동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안전한 스포츠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라

면서 골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한편 까스텔바작에서 출시한 필터교체형 kF94 마스크 제품은 현재 까스텔바작 전 매장을 통해 구

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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