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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며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 덕분에 이번
겨울이 조금 더 따스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역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올 한 해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국내 최초로 1988년에 오픈했던 용답 서비스센터를 확장하여 성동
서비스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확장을 통해 국내 수입차 최대 규모*로 다시 태어난 성동
서비스센터는 국내 최초의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을 열었던 곳이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리더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은 물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10억 원의 긴급 기금을 마련하여 기증한 이후, 10월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도화동산의 산림 복원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수려한 경치와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던 도화동산의
모습이 하루빨리 복원되어 경북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닿기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 사회와

소망해봅니다.
세계 최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키즈’도 2014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3만5,000명 이상의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는 서울시와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도로교통공단과의 어린이 교통공원 개보수 프로젝트, 안심 학교 담벼락 벽화
봉사활동, 플레이더세이프티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저희는 수입차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발휘하여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더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도전과 노력을 따스한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2022년 8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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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YEARS-

CHANGING
10

196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55년에 걸쳐,
메르세데스-AMG는 고성능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을 거듭해 왔다.
글 류청희

THE GAME
11

(아래 사진)

1967년, 혁신적이고 강력한 메르세데스-벤츠를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 한스 베르너

메르세데스-AMG

아우프레히트 Hans Werner Aufrecht와 에르하르트 멜허 Erhard Melcher가

G 63 에디션 55
실내 디자인만으로도 AMG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
(오른쪽 페이지 사진)
메르세데스-AMG의
혁신적인 모델 앞에 선
래퍼 윌아이엠과 포뮬러 원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독일 그로사스파흐 Grossaspach에 둥지를 틀고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메르세데스-벤츠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자회사가 된 브랜드인 AMG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55년에 걸쳐 메르세데스-AMG는 고성능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을 거듭해 왔다. 일반 도로는 물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입증된 성능과 열광적인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 스토리에 새로운 장이 더해졌다.
메르세데스-AMG는 지금까지 300 SEL 6.9 AMG, 300 E 5.6 더 해머

The Hammer, CLK DTM, SLS AMG 일렉트릭 드라이브 등 수많은 전설적
아이콘을 창조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꿔왔다. 현재 메르세데스-AMG는 자체 엔진
제조 시설과 2,000명 이상의 우수한 직원을 거느리고 독보적이고 독특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금도 메르세데스-AMG의 혁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

AMG ONE은 세계 최초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포뮬러 원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해 일반 도로에서 경주용 트랙까지 모두 달릴 수 있는 승용차로
탄생했다. 또한 비전 AMG 콘셉트는 메르세데스-AMG가
그리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차다. 4도어 쿠페의 아름다운
외모 안에는 혁신적 e-드라이브 기술을 활용한 독립

AMG.EA 플랫폼이 담겨 있다. 이 차는 순수 전기차로 이어질
메르세데스-AMG의 특별함을 상징한다.
설립 55주년을 기념해 메르세데스-AMG는 혁신에서
혁신으로 이어진 지난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펼쳤다. ‘55 Years
- Changing The Game’이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메르세데스-AMG 팬들과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캠페인에서는 메르세데스-AMG 직원들과 브랜드
앰버서더들이 등장해 사람과 차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비디오 클립과 스틸 사진으로 전달했다. 메르세데스-AMG
직원들은 ‘판도의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래퍼
윌아이엠,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 팀 CEO 겸
감독인 토토 볼프의 부인이며 레이서로 활동했던 수지 볼프,
포뮬러 원 레이서인 데이비드 쿨타드와 루이스 해밀턴 등
브랜드 앰버서더들은 보는 이들에게 스스로 ‘게임체인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했다.
그 밖에도 메르세데스-AMG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립 55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쳤다. 메르세데스-AMG 공식 웹사이트의 특별 콘텐츠,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아팔터바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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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5주년을 기념하는 브랜드
캠페인 ‘55 Years - Changing

AMG 프라이빗 라운지에 마련된 특별 전시회, 유튜브 특별 에피소드 등과 더불어
여러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틱톡 플랫폼으로 공개한 숏폼 영상 등이 세계
곳곳의 메르세데스-AMG 팬들을 사로잡았다.
현재 50종 이상의 모델로 구성된 메르세데스-AMG 포트폴리오는

The Game’을 통해 메르세데스AMG는 ‘게임체인저’처럼

다양한 차체 스타일과 파워트레인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특별한 차를 원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순수 전기 AMG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브랜드의 유전자임을 알렸다.

소비자들을 폭넓게 만족시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도 계속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완전히 자체 개발한 새로운 전기 아키텍처인 AMG.EA 기반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AMG 55주년을 기념하는
에디션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를 85대 한정으로 국내에
출시했다.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는 오프로더의 전설 G-클래스의
고성능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 63의 한정판 모델로, G-클래스만의 특별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5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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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베레나 리히터 Verena Richter
사진 리어 와일드 Leeor Wild,
에바 발레스 Eva Baales

SHOW
킥복서 재닛 토드와 예술가 카롤린
드네르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OF

한 명은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 링
주변을 계속해서 돌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다른 이는 캔버스
위에서 춤추듯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다. 내면의 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대해 들어보자.

STRENGTH
15

16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
두 여성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본다.
카롤린은 온몸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재닛은 팔과 다리를 뻗어 상대를 제압한다.

17

공격과 방어: 움직이는 동안 재닛과
카롤린은 본능에 충실하다.
두 사람 모두 머리보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편이다.

18

Photo production
Producer: Gemma Warren
Styling: Britt McCamey
Photographic assistant: Evadne Gonzalez
Hair and make-up: Ciara Maccaro

Photographed for “SZ magazine”

카롤린 드네르보는 자신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고백은 요셉 보이스의 또 다른 명언

좋아하는 두 가지,

“우리 모두가 예술가죠”라는 말을 떠올리게

춤과 그림을 적절히 결합해

한다.

작업을 진행한다.

두 가지 재능을 절묘하게 접목한 작품들을

카롤린 드네르보는 마침내 자신의
대중에게 선보였다. 바닥에 놓인 캔버스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녀는 연필을 손에 쥐고
춤을 추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종의 계시 같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Photo production
Styling: Caroline Bucholtz
Photographic assistant: Quentin Chamard-Bois
Styling assistant: Kira März
Hair: Sachi Yamashita
Make-up: Samuel Ruffin Hendrix

춤, 미술, 패션 공부까지 모두 의미가 있었죠.
미국 화가 요셉 보이스는 “나는 무릎으로

캔버스 위에 제가 뭘 입고 나갈지도 매우

생각하죠”라고 말한 바 있다. 예술적 창작에

중요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녀가 입은

필요한 사고는 논리적일 필요가 없다는

검은색 후드 스웨터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뜻이다. 무용가이자 화가인 카롤린 드네르보

형태로 자리 잡았고, 하얀색 드레스는 그림

Caroline Denervaud 역시 대다수의

작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 컬러의 궤적을

사람들이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 해결하는

추적하는 역할을 했다. 카롤린은 작업을

문제를 몸을 써서 풀어내곤 한다. “말을

진행할 때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 이유에

하기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머릿속이 좀 더

대해 묻자 그녀는 “제 움직임에 너무 많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42세의 아티스트는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현대무용을 배우러 런던으로 오던 시절부터

아는지 궁금했다. “그냥 느낌이죠. 춤을 추다

그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아주 어릴

보면 제 속의 스위치 하나가 꺼지는 느낌이

때는 전통 발레의 엄격함이 좋았어요. 하지만

들거든요.” 그녀의 답변은 명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분방한 현대무용에

춤을 추면서 그리는 작업이 끝나면

매료됐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페인트로 외곽선을 채워 넣는 2차 작업을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 후 무릎을

진행한다. 그림 자체의 의미와 주제를

다치는 바람에 꿈을 접어야 했다. “몸만 다친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과 삶 전체가 부정당한

할애한다. “그림의 위와 아래 방향을 먼저

느낌이었죠.” 카롤린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정하고 나서 컬러를 선정해요.” 그녀는 후속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직감도 필요하지만

무용가의 꿈이 좌절되자 그녀는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한 복잡한 프로세스예요.

절망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특정 컬러가 어떤 작품에서는 주변 색상을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오직 순수미술만이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그림에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화를 해치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건 서로 간의 밸런스예요.” 내면과 외면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그녀는 그림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그녀의 그림은

작업을 지속했다. 춤도 다시 추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와 더불어

“모두가 훌륭한 무용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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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토드는 무술

경기에서는 좁은 손가락 장갑을 낀다는

연습을 할 때 완전한

재닛은 무에타이 경기의 고충을 얘기했다.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보호하기 어렵죠.”
그녀는 대학 친구를 통해 무에타이를

자유를 느낀다.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 우주공학 분야를
공부한 그녀는 “정해진 규칙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발명을 이 규칙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라고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이러한 점이 매우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운동을 하며
배운 것 역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좁은 글러브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죠. 다치지 않기 위해
기존에 몸에 밴 기술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이
많았어요.” 재닛이 무에타이를 시작하던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초창기에는
뼈아픈 패배도 많이 경험했다. 그렇지만
재닛 토드 Janet Todd는 긴 머리를 깔끔하게

있게 됐어요. 친구들과 쇼핑도 다니고 영화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뒤로 묶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와인색

보고 파티도 즐겼죠.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한다는 점이 무에타이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트렁크에는 골드 컬러 바탕에 하얀색으로

같이 어울리고 남들처럼 제 나이에 누릴 수

생각한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킥복싱 링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스스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그녀는 맨발로 힘차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가득했어요.” 하지만 무술을 배우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복했다. 오른발을 앞으로 차내며 무릎을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겨요. 링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뻗는 순간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재닛은

것을 깨달았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렇죠.” 그녀는 일상에서 자신감과 냉정함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킥복서이자 두 차례

걸 알게 된 재닛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유지하면 경기에서도 승리할 기회가

팬아메리칸 무에타이 챔피언 자리에 오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많아진다고 믿는다. “강한 정신력이 경기를

그녀는 긴장감을 숨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지배해요.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신상태를

공격 자세를 취했다.

나 자신에게 몰입할 때 느끼는 즐거움은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죠. 설사 지더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라고 회상했다.

패배에서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단단한

“처음에는 기계체조 선수가 되려고
했어요.” 36세의 재닛은 자신의 이야기를

재닛의 손이 칼처럼 날카롭게

선수로 거듭날 거예요.”
재닛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시작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허모사

상대방의 팔을 내리친다. 링 위의 두 사람은

비치에서 자란 그녀는 쨍한 햇살 아래

빙빙 돌다가 서로를 껴안았다. “클린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무에 올라타고 해변에서 놀며 파도타기를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서는 다르다. “링 위에 서면 생각을

즐기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이가 들면서

녹화된 장면을 보며 그녀가 설명을 덧붙였다.

할 겨를이 없거든요. 몸이 상대방에 대한

자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무에타이 기술 중 하나지만 팔꿈치를

모든 걸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주말마다 각종 경기에 참가해야 했거든요.”

사용하기 때문에 킥복싱 경기에서는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만반의 준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기계체조를 그만두고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무술의 또 다른

필요합니다. 그 이후엔 본능적으로 경기에

치어리더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차이점은 킥복싱은 커다란 벙어리장갑

임하는데 그때가 바로 완벽한 자유를 느끼는

“그제서야 십대 또래들 같은 생활을 할 수

스타일의 글러브를 사용하고, 무에타이

순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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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S

EQS –
A
NEW SENSE
OF HOME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 Hendrik Lakeberg
사진 더크 부르니키 Dirk Brunie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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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누엘 아이레스 마테우스는
주변의 자연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친환경 하우스를
설계하면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연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의
작업 현장으로 떠나는 여정에 더 뉴 EQS가 동행했다.

타운하우스의 정문에 들어서면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당황할 것이다. 초인종은 있지만 어디에서도 문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리스본에서 흔한 좁은 골목길에 더 뉴 EQS를 주차한 후
찾아간 저택의 두툼한 대문 뒤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누엘
아이레스 마테우스의 초대로 이곳을 방문했다. 사실 알렌테주

Alentejo로 알려진 포르투갈 리스본 남부 지역에서 그가 설계한
저택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널찍한 콘퍼런스룸의 나무 바닥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아한
소리를 냈다. 벽에는 유명 그림이 걸려 있고, 테이블에는 건축 모형이
놓여 있으며, 책장에는 설계 도면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마테우스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예술가의 스케치 작품 같은 펜슬 드로잉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에도 그와 그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이 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컴퓨터다.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며 마테우스는 웃음을 터트렸다. 이것도 같이
세계적인 건축가

1988년 마테우스는 동생 프란시스코와 함께
아이레스 마테우스 건축사무소 Aires Mateus &

Associados를 설립했다. 럭셔리 타운하우스에

일하는 동료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작년에야 비로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디지털 기기에 특별한 반감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란다.
그는 자연에서 영감을 찾고 자신의 직감, 리스본 남부 지역 특유의 전통

대한 이들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해석은 이제

및 고객의 요구 사항에 기반해서 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최신 기기의

포르투갈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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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EQS 450+
1회 충전 주행거리:
478km
모터 최고출력:

245kW

배터리 용량:

107.8kWh

※ 기사에 소개된 차량 이미지와 제원은
국내 판매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마테우스는 1988년에 패밀리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동생
프란시스코와 함께 건축사무소를 설립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은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빠르게 구축했다. 절제된 미니멀리즘,
세련된 이미지, 감각적 모더니티로 대표되는 이들의 독창적 스타일은
인기를 얻기에 충분했다. 마테우스가 설계를 맡으면 단순히 ‘잘 지어진
집’이라고 평가받는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완벽한 대칭은 시각적
안정감을 주었고, 감각적인 공간 활용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집이 가져야 하는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편안한 휴식처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건축디자인 관점에서도 공간 배치가
화려하고 럭셔리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주말이나 여름휴가를 보낼 별장
설계를 마테우스에게 의뢰하는 리스본의 상류층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알렌테주 지역을 돌아보면 주요 삼림지대에 하얀색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자리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마테우스의
작품이다. 집이 위치한 삼림지대에는 소나무를 비롯해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 가꾼 코르크참나무가 자라고 있어 환경친화적
측면이 강조된다.
미니멀리즘 그 자체
단지 내 여러 저택들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전통 보존하기

하지만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건축설계

우리가 더 뉴 EQS를 타고 다음 날 방문하기로 한 저택의 평면도가

기법은 이내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마테우스 앞쪽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집의 시공은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30

시작되었다. 리스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나무로 둘러싸인 아주 좋은
땅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넓고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인적 드문 해변도
멀지 않아 여름 별장으로는 최적의 위치였다.
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전기차 더 뉴 EQS를 타고
타구스 생태보전구역 Tagus Estuary Natural Reserve에 인접한
타구스강을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리스본 도심의 좁은 길을 지났다.
배터리 잔량을 표시한 계기판은 600km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2시간 정도의 여정에는 충분한 수준이다.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있는 충전소 위치도 미리 확인해둔
상태였다. 더 뉴 EQS는 최근 ‘2022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명성에 걸맞게 고속도로를

완벽한 대칭은 시각적 안정감을 주었고,

벗어나 시골길로 날렵하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감각적인 공간 활용과 주변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작은 시골 도시들을 지나며 이 지역에서 흔히 볼

통해 집이 가져야 하는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달리는 기분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

편안한 휴식처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수 있는 광활한 소나무 삼림을 끼고 시원하게
운전석 앞쪽 계기판 전체를 좌우로 꽉 채운 대형
하이퍼스크린 너머로 멋진 풍경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널찍한 실내는 미래의 자동차를 미리
경험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잠깐이나마 시간 여행이라도 떠난
기분이었다. 더 뉴 EQS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자동차가
우리를 푹 안아 보호해주는 것같이 안전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고,
넓은 앞유리 덕분에 주변 자연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헤파 필터가 장착된 에너자이징 에어 컨트롤 기능을 통해 차량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꽃가루와 바이러스를 걸러내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PRE-SAFE® 시스템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운전자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게
했으며, 전기모터가 장착된 신규 차량 아키텍처의 도입으로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한다.
편안한 주행감을 느끼다 보니 아침에 마테우스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볼 여유도 생겼다. 이때 코르크참나무가
차창 옆을 스쳐갔다. 마테우스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르크참나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조심스럽게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지에 어울리는 집의 형태를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사각형이라고 확신했다. 사각형의 각 코너에 집의 네 가지 핵심 파트를
배치했다. 그래서 본채, 차고, 놀이방, 풀장이 넓은 중정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본채 가까이에 있는 코르크참나무 두 그루를 바라볼 수
자연과 조화로운 삶
마테우스가 직접 설계를 맡은 이 저택은 울창한
코르크참나무 숲으로 유명한 알렌테주의 독특한

있도록 작은 테라스를 설계하는 기발함도 발휘했다. “코르크참나무를
집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 넣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마테우스는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했다. 코르크참나무는

시공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집을 짓는 데는 실용적인 부분도

이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미학적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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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다는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깊이 고민한 모습이었다. 그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다. 마테우스 자신이 어린 시절 코르크참나무 숲에서 놀고 자란
기억도 있기 때문에 삼림 보존에 더욱 신경을 썼다. 더불어 알렌테주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택단지 건설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광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누구도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해치는 호텔과 리조트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서양 바다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고 강한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부수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이 지역의 이면도로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저택으로 가는 길은 임시 포장도로로
되어 있었다. 길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우리를

최고급 전기 세단으로서 더 뉴 EQS가 추구하는

안내했고, 여기에 과연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속가능성은 주택 설계 시 자연과 전통에 대한

깊어질 무렵 대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보존을 중요시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서서히 사람에게 다가서는 장소를 의미한다.

알렌테주의 집은 ‘그로어 Grower’라 불리는데

또한 럭셔리와 자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처음에는 풍경에 묻혀 저택의 모습이 잘 보이지

삶에 대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지만 눈앞의 건물이

않는다. 그래서 집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기에는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갑자기 친숙한 느낌이

든다. 집의 규모도 직접 방방마다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크기가 가늠되지
않는다. 좁은 복도를 지나면 채광 좋은 부엌이 나타난다. 바닥만큼
커다란 창문을 보면 마치 숲속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부엌의
아일랜드 식탁 너머로 중정의 풍경이 바로 보인다. 지금은 대낮의
태양 아래 더 뉴 EQS가 주차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차체의 우아한
형태는 집의 일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다. 사실 이 저택과 더 뉴

EQS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넓고 쾌적한 공간, 밝고 세련된 분위기,
현대적 감각에 빛나지만 절제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최고급 전기
세단으로서 더 뉴 EQS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알렌테주의 주택단지
건축 시 자연과 전통에 대한 보존을 중요시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럭셔리와 자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콤포르타 해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타구스강을 가로지르는
페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바다 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바다를 면한 산기슭에
주차한 더 뉴 EQS의 커다란 차창 너머로 바닷물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수평선 위로는 리스본 시내가 보였다. 바로 이때 더 뉴 EQS가 우리의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한 여정
더 뉴 EQS는 리스본에서 마테우스가 설계한 외곽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세단이 새롭게 보였다. 자연 속에 놓여 있어 더욱

타운하우스까지 2시간의 여정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아름다움이 빛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친숙한

짧지만 매우 즐거웠던 로드트립을 마치며.

느낌과 집에 온 듯한 편안한 기분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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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ART COLLECTION

글 레나테 비하거 Renate Wiehager

앤디 워홀은 20세기 예술계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적인 자동차 모델들 역시
팝아트 대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유명하다.
최고의 브랜드와 아티스트 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컬래버레이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Mercedes-Benz 300 SL Coupé (1954)”, 1986
Silkscreen, acrylic on canvas
152.5 × 127.5 cm
Mercedes-Benz Art Collection
Acquired 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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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2022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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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2022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Mercedes-Benz W 196 R Grand Prix Car
(Streamlined version), (1954)”, 1986
Silkscreen, acrylic on canvas
102.5 × 153 cm
Mercedes-Benz Art Collection
Acquired 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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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은 주변 친구들에게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대중들의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의
모티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곤 했다.

1986년 봄에 쓰인 앤디 워홀 Andy Warhol의 일기 서두에서
자동차를 주제로 한 그의 연작 계획을 엿볼 수 있다. “프레드가 전화를

작품화하길 원한 것이다. 이에 마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

걸어 한스 마이어와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와 가진 점심식사에

300 SL 쿠페를 그린 샘플 작품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대해 이야기했다. 꽤나 준수한 외모를 가진 자동차 업계 사람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가인 앤디 워홀과 메르세데스-벤츠 경영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에 웃으며 차를 그 사람에게서 구매하는 게

모두를 설득하기에 효과적일 거라는 계산도 있었다.

좋겠다고 답했다. 이왕이면 운전도 맡겨 지금 진행 중인 그림 작업에

난색을 표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자사 브랜드의 차량만

1986년 5월, 마이어가 뉴욕에서 가져온 4분할의 실크스크린

영감을 얻었으면 한다는 농담을 던졌다. 사실 나는 메르세데스-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 다임러-벤츠사의 CEO 에드자드

벤츠의 의뢰로 클래식카를 그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로이터를 비롯한 이사진 전체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사회

역사적인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승인 이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종 계약이 같은 해

그의 일기에 언급된 한스 마이어는 독일 뒤셀도르프 출신의

9월에 완료되었다. 자동차 역사를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갤러리 관장으로 앤디 워홀의 <자화상> 시리즈를 탄생시킨 대표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20개

스폰서다. 점심식사의 또 다른 참석자는 오랜 기간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을 모티브로 총 80여 작품의 제작 의뢰가 완료된 것이다. 20개

아트 컬렉션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한스 바움가르트다. 사실

모델에는 앞서 언급한 페이턴트 모터 카와 다임러 모터 캐리지를

팝아트 대가와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협업 프로젝트는 메르세데스-

포함한 클래식 라인부터 1986년 출시된 가장 최신 차량까지

벤츠의 광고 ‘1986, 자동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천재

포함되어 있었다. 총 80점의 작품 중 40점은 다임러-벤츠사가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광고는

보유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 앤디 워홀에게

자동차 역사에 남을 17대의 차량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1886년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가 보유한 작품 역시

출시된 최초의 벤츠 페이턴트 모터 카와 같은 해 선보인 다임러 모터

5년 내 매수 청구권을 메르세데스-벤츠에 부여하는 옵션도 포함된

캐리지, 1931년 생산된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1984년 출시된

계약이다. 하나의 모티브에 두 가지 버전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20개

다임러-벤츠 중형 세단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모델별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었다.

한스 마이어의 최초 제안은 광고에 실린 17대의 차량 모두를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으나 다임러-벤츠사에서는

큐레이터 한스 바움가르트는 1차 작업 대상이 될 8종의 자동차
모델을 1886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선정했다. 작가가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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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은 자동차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추모와 기념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여겼다. 또한 자동차가 경제적인 부,
개인의 자유, 충만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죽음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부추기고 근대의 새로운 괴담을
양성한 것이 바로 자동차라 믿었던 것이다.

클래식 자동차 사진만 보게 될 경우 초반 작업부터 쉽게 질릴 수 있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의 사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2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은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이 반영될

극심한 경기침체와 에이즈 AIDS 출현으로 미국의 미술업계는

수 있는 고정된 모티브를 기반으로는 작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워홀 역시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독창성 대신 주변 친구들에게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대중의 취향을

조수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친구와 파트너를 잃는 슬픔에 빠진다.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티브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때부터 워홀이 검은색 복장만 고집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흰색

있다. 워홀은 ‘카 Cars’ 시리즈 작업 초창기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발을 쓴 것도 이 무렵인데 워홀은 무려 400개가 넘는 가발을 갖고

제공한 참고 자료와 사진들에 많이 의존했다. 1차 작업은 1987년 1월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2006년 경매에서 1만 파운드에 거래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총 8개 자동차 모델을 대상으로 싱글 버전과 분할 버전

확인되었다. 워홀은 1984년 그의 컬트 매거진 <인터뷰> 전체를 그

두 가지로 제작하였다. 그는 작업이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당시 파트너이자 에이즈를 앓았던 존 굴드를 위해 할애했다. 기존의

12개 모델 관련 사진과 자료를 바로 요청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미술업계 소식과 동향이 아닌 비주류의 치유 기법과 소수자에 관한

1987년 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연작 작업은 미완성으로 남게

내용으로 잡지 전체를 채우는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되었다. 에드자드 로이터와 한스 바움가르트, 한스 마이어는 워홀의

또한 1980년대 초반, 워홀은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클럽에도

작업 스튜디오 ‘팩토리’에 보관된 최종 완성품을 보기 위해 직접 뉴욕을

자주 등장했다. 밤에 그와 자주 어울리던 무리에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방문했고 깊은 감동을 받은 채 독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 해링, 케니 샤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워홀은 메르세데스-벤츠 8종 모델을 대상으로

36점의 실크스크린화와 13점의 대형 드로잉화를 완성했다. 이 중

그라피티를 비롯해 순수미술과 전통 방식에 맞서는 파격적인 화풍과
기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점의 실크스크린화를 제외한 모든 작품은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다. 또한 그가 사망하기 2주 전 추가로 완성한

앤디 워홀의 작품 속 자동차

2점의 대형 드로잉화 역시 개인 소장품으로 남아 있다.

희귀한 빈티지 자동차는 워홀이 추구하는 ‘대중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워홀의 사생활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고급 제품으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상업예술과 자동차에 대한 그의 철학을 살펴보기 전에 말년의 그가

희소성을 가진 자동차의 경우 그의 작품 속 오브제와 같은 대중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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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2022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Mercedes-Benz W 125 Grand Prix Car (1937)”, 1986
Silkscreen, acrylic on canvas
102 × 152.5 cm
Mercedes-Benz Art Collection
Acquired 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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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2022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Mercedes-Benz C 111 Experimental Vehicle (1970)”, 1986
Silkscreen, acrylic on canvas
152.5 × 128 cm
Mercedes-Benz Art Collection
Acquired in 1987

48

‘오라 aura’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아티스트들에 의해 여러 차례 재해석되고 활용된 바 있지만,
워홀에 의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오라가
아티스트나 그들이 작업하는 대상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다. 오라는 예술을 소비하는 일반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과 경외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확신했다.

역시 갖고 있다.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었다. 특히 오라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원한다면 워홀이 다루던 다른 주제와 아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여러 차례 재해석되고 활용된 바 있지만, 워홀에

것이다. 특히나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대 소비 사회’의 확장

의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오라가 아티스트나

관점에서 자동차를 다룬다면 아주 생소한 주제는 아니었다. 이미

그들이 작업하는 대상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1960년대 초반 패션 디자인 광고 작업에 참여하여 자동차를

오라는 예술을 소비하는 일반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과 경외심에서

소품으로 다루었다. 1962년 공개한 ‘캐딜락’ 시리즈가 대표적인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 워홀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례이다. 1954년 작품인 <데드 스톱 Dead Stop>을 비롯해

모색했다. 그래서 스스로 ‘워홀 오라 Warhol Aura’를 만들어내고

1962년 신문에 실린 교통사고 사진을 그림으로 재해석한 <죽음과

마케팅에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1975년에 발간한 저서 <철학 The

재해 Death and Disaster> 실크스크린 연작에도 자동차가
등장한다. 그는 자동차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추모와 기념의 의미를

Philosophy>에 이 당시를 회고하며 워홀은 이렇게 글을 남겼다.
“몇몇 회사들이 나의 ‘오라’를 사겠다며 접근해왔다. 내 작품에는 전혀

동시에 지닌 것으로 여겼다. 또한 자동차가 경제적인 부, 개인의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당신의 오라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유, 충만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죽음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금을 지불할 의사가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부추기고 현대사회의 새로운 괴담을 양성한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그 사람들이 말하듯 엄청난 금전적 가치가

것이 바로 자동차라 믿었던 것이다.

있는 거라면 이제는 무엇이든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마저

메르세데스-벤츠와의 컬래버레이션 의뢰를 받은 후 워홀은
자동차를 20세기의 전설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개진했다. 자동차를

들었다. 내 생각에 ‘오라’는 남들만 볼 수 있고 가치도 매길 수 있는 것
같다. 온전히 타인의 시선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오라’다.”

그리지 않은 오랜 공백 기간 동안 오히려 그는 매릴린 먼로 등
연예계 스타와 유명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상업예술과 주문자 방식 예술

강조하거나 소위 ‘오라’로 불리는 매혹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주문자 생산 방식 예술, 혹은 워홀이 말하는

실크스크린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냈고 이를 통해 그는 명성과

상업예술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질만능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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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에 있어 워홀은 스스로를 좋은 파트너, 즉 의뢰를
할 수 있는 믿음직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의뢰는 하나의 제품을 또 다른 대상으로
재해석하는 것, 즉 예술 작품의 모티브로 재탄생시키는 것과 이를 위해

‘워홀 오라’의 세계관을 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로잡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계약과

그의 그림 속 달러 기호와 레닌,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유명인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술 애호가를 포함한 고객의 다양한

이미지는 매우 신선했다. 드로잉만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구도 일반 하청업자들이 기계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그들을 떠올리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의식 속

획일화되어 처리될 수 있다. 워홀의 주장에 따르면 예술을 위한 예술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끄집어내 형상화한 친숙한 제품과 인물은

혹은 순수미술 분야는 소수의 미술 애호가를 대상으로 한 익명의

놀라움 그 자체였다. 워홀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한 우리 시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었다. 이에 반해 그가 추구하는 상업예술은

대표 인물들과 브랜드, 제품들은 서로의 가치를 증폭시키며 그의 작품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속에서 빛났다. 또한 일상적인 오브제의 발견은 예술에서 어떤 의미나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믿었다.    

깊이 있는 통찰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그의 평소 생각도 잘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계약

상업적으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제품이 되는 두 가지, 앤디

관계가 존재한다. 계약 관계에 있어 워홀은 스스로를 좋은 파트너,

워홀과 메르세데스-벤츠는 공통점이 있다. 미술 시장에서 여전히

즉 의뢰를 할 수 있는 믿음직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앤디 워홀의 전시회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의뢰는 하나의 제품을 또 다른 대상으로 재해석하는

엄청난 수의 관객이 몰려든다. 메르세데스-벤츠도 마찬가지다.

것, 즉 예술 작품의 모티브로 재탄생시키는 것과 이를 위해 ‘워홀

삼각별 엠블럼으로 대표되는 브랜드의 인기는 20세기 자본주의

오라’의 세계관을 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제품이 워홀의 미술

사회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빠르고, 세련되고, 고품질’의

작품으로 성공적인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작품 속

자동차라는 암묵적 함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앤디 워홀과

제품이 실제와 똑같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컬래버레이션은 서로에게 엄청난 행운이다.

것이다. 지난 20년간 워홀의 작품 카탈로그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서로 똑같은 수준의 행운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눈이 어디에 머무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그린

생각해본다.

것인지, 혹은 어떤 제품을 형상화한 것인지 쉽게 인지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겨버린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오브제의 도상성이 높아질수록, 즉 그림 속 이미지를
쉽게 해석 가능할수록 워홀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 역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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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테 비하거는 2001년부터 슈투트가르트, 베를린을 포함한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아트 컬렉션을 이끌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자. mercedes-benz.art/en

Photo: © 2022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Karl Benz with his Sales Assistant Josef Brecht in the Benz
Patent Motor Car (1886)”, 1986
Silkscreen, acrylic on canvas
102 × 125.5 cm
Mercedes-Benz Art Collection
Acquired i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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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
IN
MOTION
인터뷰 조세핀 클라트 Josefine Klatt, 헨드리크 라케베르크 Hendrik Lakeberg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노만 포스터 Norman Foster가 설계한 역사적인
건축물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건축계의 거장과 함께 자동차의 변화무쌍한 힘, 그리고 공동
큐레이션 전시회인 <모션, 자동차, 예술,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그의 애마이자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300 SL 걸윙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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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eston Wells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에서 지난 9월까지 열린 공동 큐레이션
전시회 <모션, 자동차, 예술, 건축>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노만 포스터: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마차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초고속 개발과 발전,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한 산업화라 할

“자동차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도시와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바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를 그림이나
설치미술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실제로 몇몇 자동차는 미술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술 스튜디오에서 자동차가
디자인되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흙으로 조각상을
빚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자동차 외관의 날렵한
선과 간결한 형태를 디자인한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나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작품이 헨리 무어의 조각상에 표현된 예술적인 곡선과
닮았다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죠. 이처럼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자동차 디자인에는 미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까요? 자동차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도시와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동차를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참 많이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몇몇 작품에서는

바뀌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의도를 좀 더 노골적으로 묘사했죠.

20세기 초반, 자동차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어요. 도로에는 말의
배설물과 동물 사체로 지독한 악취가 나고, 온갖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 당시 도시 미화와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자동차가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다른 문제로 자동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말이죠. 하지만 자동차가 또 다른 모습의 혁신을 보여주지

Photos: Filippo Bacci/Getty Images, picture-alliance/dpa/Arno Burgi

않을까 기대합니다. 1971년 ‘문 버기 Moon Buggy’라 불린 최초의
달 탐사선이 전기모터를 달고 움직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인
발전이라고 놀랐던 것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 혁신적인 발명품이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라는 개념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1950년대
초반에도 있었거든요. 이번 전시회에서 이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그럼 전시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건축디자인 관점에서 자동차를 조명하는 데 집중했어요.
수많은 자동차와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한 전시관에서 4대의
베를린

자동차와 2점의 조형물로 구성된 전시실로 이동하며 작품을

유서 깊은 기존의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에 현대적인 건축물이 추가된 것이

감상하는 거였습니다. 또 벽면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고 텅 빈

1999년이었다. 설계를 담당한 포스터는 국회의사당이 지닌 민주주의
장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흰색의 거대한 동굴을 만나는 공간도 있었죠. 이번 전시회는 시간의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무겁고 진중한 외관과

흐름에 따른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주제를 최대한

대비되는 조명과 채광이 뛰어난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하게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55

전시회장 입구에 앤디 워홀의 <카 Cars> 시리즈 3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에는 가상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전시되었는데요. 메르세데스-벤츠 아트 컬렉션 소장품 중에서 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창작 활동을 할 때 가상세계를 통해 어떤 영감을

작품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받으시나요?

예술가들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부각하고 싶었어요.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설치미술 중 우리 미래에 대한 두 가지

특히 앤디 워홀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과 목소리, 상상력을

시나리오를 제안한 학생의 작품이 있었어요. 초음속으로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림에 사진을

이동이 가능해 어디든 순간이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접목하는 방식부터 일반적이진 않죠. 또 자동차가 있는 다음

시나리오이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움직임이 최소화된 정적인 세상이

전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획기적인

온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어디로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것이

방식을 도입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보수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존처럼 전시회장 하나에 모든 작품을 선보일 필요도 없다고

음식이나 모든 생활용품이 주문만 하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 편리한

생각했고요. 전시회장 자체를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을 기념할 수

세상이 되는 거죠. 아마도 우리의 미래는 이 2개의 시나리오가 적절히

있도록 기획한 것도 특이한 점이죠. 일부러 벽을 세우지 않았어요.

섞인 형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전시장을 구분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원했거든요.

이번 전시회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의 1세대 300 SL과 이를

최종 전시장에는 MZ세대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작품들로

담은 실크스크린화 및 골조 프레임을 메르세데스-벤츠 아트 컬렉션에

구성했는데, 전문 아티스트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직접 소장하신 거로 아는데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위해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노만포스터재단의 초대를 받은 전 세계 16개의 유명 디자인스쿨이

재출시된 메르세데스-벤츠 최초의 순수 스포츠카와 앞서 언급한

참여했습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 SL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소개한 경량 스틸 튜브를 장착한 프레임은 그 당시 획기적이라는

수많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가를 받았으니 또 다른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SL 300 프레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진화가 눈에

옆에 다양한 사진을 함께 전시했는데요. 프레임 높이에 맞춰 자동차

띄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

지붕에 경첩을 달고 위아래로 열고 닫는 걸윙 도어가 디자인된 배경을

같지는 않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한 배경이죠.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자동차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도심이 점점 더
정비되고 소음을 최소화하며 보행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면서
줄지어 움직이는 차량을 보기는 더욱 더 힘들어질 겁니다. 도심
내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겪던

“미래의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옛날 얘기가 되겠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디자인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던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해요.”

몇몇 현상이 빠르게 정착하고 우리 생활 곳곳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최근 트렌드를 지켜보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의 자연스러운 공존과 자율주행으로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은 공허한 말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사람들이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발로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를 밟다니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차들이 서로 충돌해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흔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했다는 말도 들었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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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SL 300이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 작품
같은 예술성을 지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미래에 우리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멋진 클래식카는 앞으로도 큰 인기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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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션, 자동차, 예술, 건축> 전시 구겐하임 빌바오
이번 인터뷰는 노만 포스터와 비디오 콘퍼런스를 통해 진행했다.
현재 스위스 장크트모리츠에 거주하고 있는 87세의 거장은 지난

9월까지 열렸던 <모션, 자동차, 예술, 건축> 전시회의 공동 큐레이션을
맡았다. 이번 전시회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노만포스터재단이 함께

자동차광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기자님의 말이

주관했고, 지난 세기 자동차 디자인과 예술사가 밀접한 연관성을

맞았으면 좋겠네요. 젊은 세대들도 자동차의 아름다움에 충분히

지니며 함께 발전을 거듭했다는 측면을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전시회는

매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시회를 둘러보면 자동차의 네 바퀴와

구겐하임 미술과 2층 전체를 이용해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엔진, 차대를 보통의 관점에서 해석해 일반적인 자동차의 모습을
담은 작품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아트 컬렉션은 앤디 워홀부터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까지 다양한 소장품을 제공했다.

다양한 소형 자동차를 그린 많은 디자인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의 현재를 보여주기보다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한 마지막 전시장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날 수 있었죠. 현재
시점에서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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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회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아트 컬렉션이 제공한 영국 출신
팝아트의 대가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 <다섯개의 타이어, 변천의 역사

Five Tyres Remoulded (portfolio)>를 만나볼 수 있었다. 타이어의
형태 변화를 탐구한 작가의 시리즈 작품 중 일부를 엿본다는 점이 흥미를
돋운다. 작가는 전 생애에 걸쳐 기술 발전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예술 작품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데 집중했다.

런던
완공된 이후부터 런던의 명소로 자리 잡은 ‘게르킨 Gherkin’은
노만 포스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41층 높이, 총면적 4만6,400m2의
오피스 빌딩으로 자연 환기를 강화하기 위한 광장까지 조성되어 있다.
런던 시내의 멋진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 꼭대기
층의 연회장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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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해밀턴 Richard 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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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나 규격을 맞추어야 하는 제한 때문에 브랜드별 차종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체별 각 사의 개성을 되살리기

“자동차는 건축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점만

생각해요. 만약 제가 직업을 바꿔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다면

제외하면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동차업계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쟁사의 자동차와 차별화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아요. 일부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차종 간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300 SL을 직접 운전해본 소감과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글쎄요. 환기 부분은 좀 아쉽죠.(웃음)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노련한 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확 트인 도로를 달릴 때 300 SL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어를 변경할 때마다 그 힘에 놀라게 될 테니까요.
또한 일종의 경외심을 갖고 이 차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싱 자동차의 유전자를 지닌 만큼 300 SL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니까요. 물론 이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더욱 크죠.   
자동차와 건축물은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건축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움직인다는 점만

엔지니어들이 자동차와 자동차업계의 트렌드를 지켜보며 많은

제외하면 완벽하게 똑같아요. 건축가들이 고민하는 많은 부분이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품질의 주거 혹은 사무용 빌딩을 짓는 데

자동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죠. 실제 건축 설계사와 디자이너,

자동차업계에 적용되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된 주택단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자동차가 이상적인 모델로 끊임없이 영감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자동차를 통해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발명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지요.

그런 모순점을 지닌 게 오히려 재밌지 않나요?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로를 달리며 원하는 곳에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죠. 그렇지만 교통 체증은 심해지고 도로에 갇혀 있는
Photo: Nigel Young/Foster + Partners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이를 피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최소화하며 고립되는
현상이 심해졌다고 비난하는 거죠.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을 보면 이런
비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을 통해 더 많은
코펜하겐
코펜하겐 타워의 준공과 함께 노만 포스터는 이 도시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2층 높이의 오피스 타워와 다소 낮은
빌딩이 유리로 지은 실내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건축 프로젝트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동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동차의 미래도

엄격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오피스 빌딩을

마찬가지죠. 현재의 여러 문제점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개선안이 곧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구현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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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E SEONGSU

THIS IS
FOR
ALL SENSES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모든 것이 메르세데스-벤츠 그대로인 더 뉴 EQE의
특별한 매력을 팝업 전시장 EQE 성수에서 제대로 경험했다.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EQE 성수를 운영했다. 더 뉴 EQE는 2019년 EQC를 출시한 이후

기존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이는 다섯 번째 전기차 모델이자 비즈니스

말했다. 완벽한 변화는 무언가에서 출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세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결과물을 확인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에서 가장 감각적인 동네인 성수 일대를 선택한

의미다. 그만큼 기존 질서에서 시작된 변화는 어렵다. 완성차 세계에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래된 자동차 공업사를 개조해 전통적이면서도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새로움 속에서 브랜드의 고유한

새로움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재탄생한 EQE 성수는 마치 오늘날의

정체성과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메르세데스-벤츠처럼 전통과 럭셔리함을 갖추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세단 더 뉴 EQE와 오버랩된다.

모든 감각과 자극이 이곳 성수에

더 뉴 EQE의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앰비언트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는

라이트 터널, 더 뉴 EQE의 실내를 형상화한 공간에서 EV 사운드와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의 국내 출시 기념 팝업 전시장

방향제 향이 어우러진 EQE 센스 라운지 등 EQE 성수에 마련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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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이면서도 새로움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재탄생한 EQE 성수는
마치 오늘날의 메르세데스-벤츠처럼 전통과 럭셔리함을 갖추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세단 더 뉴 EQE와 오버랩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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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더 뉴 EQE가 가진 특징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및 커스터마이징 네임태그를 만들 수
있는 EQE 익스피리언스 존이나 더 뉴 EQE만을 위해 큐레이션한
음악으로 공간을 채운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을 위해 성수동의 다양한 스토어 및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와 협업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티 브랜드 ‘티 컬렉티브’와 비어샵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더 뉴 EQE와 EQE 성수에 어울리는 티와 맥주를
각각 블렌딩하고 셀렉트해 선보였다. 또 스피커 셀렉트 샵으로
유명한 에디토리와 성수의 유명 베이커리 오로라, 음악 스튜디오
남산에서는 공간과 사운드에 어울리는 오디오 시스템과 베이커리,
음악을 각각 선보였다.

감각 그 이상을 선사하는 더 뉴 EQE

EQE 성수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기 전날인 10월 21일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관련사 임직원과 파트너들이 모여 더
뉴 EQE에서 비롯된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일렉트릭 시대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케팅 박진경 상무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박진경

그만큼 더 뉴 EQE는 탑승자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상무는 “더 뉴 EQE가 ‘모든 순간, 모든 감각을 깨우다’라는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요소들을 탑재한 차량이다. 메르세데스-

컨셉으로 만든 차량인 만큼 기존의 전형적인 차량 전시 공간보다는

벤츠의 최상위 전기 세단 더 뉴 EQS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대형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데 심혈을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EVA2를 기반으로 개발한 두 번째 모델이다.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만큼 더 뉴 EQE와 EQE 성수의 감각적인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더 뉴 EQE 350+로 88.89kWh 배터리를

조화가 돋보였다.

탑재해 1회 충전만으로 최대 471km를 주행할 수 있다. 더 뉴 EQE의

이후 더 뉴 EQE 모델로 선정된 송중기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

외관은 메르세데스-EQ 고유의 패밀리룩이 반영된 진보적이고

영상을 관람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전략기획팀 박양원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한다. 낮고 슬림한 전면부, 동시에 원보우

상무가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출시와 더 뉴 EQE의 제품 특징을

실루엣을 지닌 측면 디자인, 후면의 날렵한 리어 스포일러까지, 다른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형식으로 진화된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특징이 잘 살아있다는

박양원 상무는 “더 뉴 EQE 출시를 통해 컴팩트 세그먼트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 실시했던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대형 세단에 이르기까지 풀 세그먼트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을 정도로

소개했다. 다른 차량이 아닌 더 뉴 EQE를 선보이게 된 것은

안전성 역시 검증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전동화 모델의 진화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디자인과 성능, 안전성까지 인정받은 더 뉴 EQE와 성수라는

대중들이 기대하는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이 출시되었음을 알리는

감각적인 지역에서 진행된 일주일간의 만남은 “모든 순간, 모든

출사표인 셈이다.

감각을 깨우다”라는 더 뉴 EQE의 철학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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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KOREA

첫 번째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
‘천왕근린공원 도시숲’ 완공
지난 10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서울시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근린공원에서
도시숲 완공식을 가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시와 ‘그린플러스

GREEN+ 도시숲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절감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천왕근린공원은 도시숲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로,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간 나무 3,000여 그루를 심는 등 녹화 및 정비
사업을 완성해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출발을 알렸다. 천왕근린공원 내 도시숲 면적은 총

지난 9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1,500m 규모에 달하며, 식재한 3,410주의 나무는

베티나 페처 Bettina Fetzer 메르세데스-벤츠

연간 2,292kg의 이산화탄소와 121kg의 미세먼지를

AG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총괄과 함께

흡수하고, 12만2,322kg의 산소를 생산할 전망이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2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는 독일 본사에서 2001년 개발해
전 세계 13개국의 약 200만 명 어린이가 참여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2014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약 3만5,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우선 멈춤’ 등 안전
메시지가 적힌 깃발을 흔들며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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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도화동산’ 산림
복원에 6억 원 지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10월,
경상북도 및 울진군과 산림녹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이상국 위원(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3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10억 원의 긴급 기금을 조성한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 국내 출시

바 있으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울진군에 위치한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더 뉴 EQE는

국도 7호선을 따라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수입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세그먼트에 최초로

곳으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도화동산 내

선보이는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모델은 ‘더 뉴 EQE

약 6만6,000m2 규모의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350+’이다. 더 뉴 EQE의 외관은 심리스 디자인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특유의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감각적 순수미를 구현했으며, 실내는 넉넉한 공간감으로 탑승자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88.89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71km 주행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더 뉴 EQE 350+에 탑재된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는 더 뉴 EQE 출시를
기념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차량을 미리
경험해보는 팝업스토어 ‘EQE 성수’를 오픈하기도 했다. EQE 성수는 앰비언트
라이트 터널, EQE 센스 라운지 등 더 뉴 EQE의 매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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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산’을 주요 복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도화동산은 경상북도의 유명 관광지로서 동해와

CONNECT TO
YOUR WORLD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커넥티비티 기능이 탑재되기 이전의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동차는 이미
모빌리티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안에서만
머물던 여러 기능은 커넥티비티 기능과 함께 무한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커넥티비티 Connectivity’라고 하는
네트워크 연결 기능은 이전까지 자동차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편리성과 안전성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함께하는 일상에 새로움을 더하는 기술이다.
커넥티비티는 운전자가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차체에 설치된
컴퓨터가 항상 실행하는 진단 기능과 운행 정보 기록 등을
원격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겨울철
추운 날씨에 차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차에 타고 난
뒤에야 발견한다면 아주 곤란하다. 그럴 때 커넥티비티
기술은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거나 헤드램프 전구가 나갔을 때는
물론이고, 정기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등
관리의 편리성을 더한다. 또한 여러 장치가 따로 만들어내는
차량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차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석해 더 효율적으로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특히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위치 정보는 커넥티비티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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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활용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주요 기능

물론 여러 편리한 기능을 활용하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내 차량 My Vehicle

메르세데스-벤츠 최신 모델들처럼 커넥티비티 기능이

· 현재 주유 상태 및 총 주행거리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커넥티비티 기능이 탑재되기

· 최근 주행 기록 및 드라이빙 스코어

이전 모델 소유자들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가 마련한

· 배터리 전압 등 차량 상태 세부 정보

커넥티비티 서비스 가운데 일부 기능을 똑같이 경험할 수

모빌리티 Mobility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 주변 주차장 정보

Mercedes me Digital Assistant’를 설치하는 것이다.

· 주차된 시간 및 알람 기능
· 현재 위치에서 차량까지의 경로 안내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크기가 5cm
정도인 작은 사이즈이지만, 이전까지 닫혀 있던 첨단 기능의

서비스 Service

문을 열어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의

· 공식 서비스센터 검색 및 서비스 예약
· 차량 상태 모니터링

장치이다.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

 상시 고객센터로 전화 연결(24시간 출동 서비스)
·비

웹사이트의 메르세데스 미 포털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통계 Statistics

한 뒤 스마트폰에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 앱을 설치한다.

 행 기록 및 통계
·주

그런 다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라이빙 스코어 통계
·드

차에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장치를 장착하고

 유 내역 및 통계
·주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활성화하면 된다.
이제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여러 정보를
무선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차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저장되어 차를 편리하게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들를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 시간이나

차와 나를 이어주는 편리한 서비스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평소 운전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편리성은 일상에서

습관과 주행 패턴도 영리하게 파악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

빛을 발한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을 때 주차 위치를

습관을 들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알려줘 쉽게 차를 찾을 수 있다. 차에 오르기 전에는 현재

바쁜 일상에서 잊기 쉬운 차량 관리도 메르세데스 미

차에 남은 연료량을 확인하고 이동하는 도중에 주유소에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친절하게 챙겨준다. 정기점검 시기가
다가오거나 진단 가능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알려주므로 시기에 맞춰 차량 점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앱에서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를 검색하거나
즐겨찾기에 저장한 서비스센터로 바로 연락해 예약 문의를 할
수도 있다.
소유한 메르세데스-벤츠 차에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장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고객컨택센터 080-

001-1886에 연락하면 된다. 장착 가능한 차종이라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무상 장착 캠페인에 참여해 무상으로
어댑터를 설치해보자.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해진 메르세데스-벤츠와의 일상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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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GUARANTEED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근 ‘2022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자동차 A/S(수입자동차)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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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성능, 안락함, 최신 기술과 편의성 등은 프리미엄 자동차를
선택한 고객들의 구매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처음 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시간 동안 만족감이 이어져야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
차라고 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세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차별화된 품질과 내구성, 서비스로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 있다.

7년 연속 서비스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근 ‘2022 한국품질만족지수 KS-

QEI’ 수입차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것도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의 높은 만족도와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다.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 Korean Standard
- Quality Excellence Index는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실제 소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발전을
거듭해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평가에서 브랜드 신뢰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지수’와 브랜드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 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지수’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CitNOW’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정기점검과

것은 물론 전문가 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다.

소모품 교체 등 단순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접수부터 출고까지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소요 시간을 최소화해 고객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소비자가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만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익스프레스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EQ 브랜드 전기차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수준을

서비스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국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높여왔다. 우선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차를 둘러보고 상담과

전기차 기본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며, 그중 57개 서비스센터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수입차 브랜드 최대 규모인 전국 총 64개의

전기차 전용 특수 장비와 고속 충전 시설 등을 갖추고 전기차에

공식 전시장과 24개의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전기차 소비자들이 불편함

또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충하며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서울 강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전문 테크니션에게
전기차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왔다.

및 성동, 경기도 하남 및 수원, 전라남도 목포, 광주광역시 등 6개
지역에 서비스센터를 신규 및 리뉴얼 오픈한 바 있다. 이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겉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는 전국 76개로

드러나는 표현을 넘어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해와 배려를 하는

늘어났고, 1,240개 이상의 워크베이를 갖추었다.

것이야말로 마음을 나누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서비스들은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 씨잇나우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7년 연속 한국품질만족지수 수입차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웹을 통해 서비스센터 예약은 물론, 서비스

A/S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좋은 평가로 이어진 셈이다.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를

메르세데스-벤츠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더 많은 소비자가

선보였고, 지난 7월에는 모바일 동영상을 통한 차량 점검 내용 확인은

만족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물론 서비스 견적 확인과 승인까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씨잇나우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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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GOLF BY TAYLORMADE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따뜻한

남성 약기모 카라 티셔츠

소재와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세련된 컬러 배색과 사선 디자인이

골프 라이프에 즐거움을 더하는

돋보이며, 뛰어난 신축성과

메르세데스-벤츠 골프 컬렉션.

보온성으로 겨울 시즌 착용하기
좋은 골프 티셔츠.
NBN9461812(M), NBN9461887(L),
NBN9461814(XL), NBN9461888(XXL) /
21만9,000원

남성 방풍 라운드 니트
한쪽 소매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라인 배색에 로고 디테일이
포인트인 방풍 라운드넥 니트.
NBN9461712(M), NBN9461787(L),
NBN9461714(XL), NBN9461788(XXL) /
33만9,000원

이어 워머 캡 모자

시티 테크 카트백 베이지

시티 테크 보스턴백 베이지

귀덮개 부분을 올리거나 내릴 수

슬림한 형태의 골프백으로 레터링

전면에 메르세데스-벤츠

있으며, 지퍼를 통해 분리 가능해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 골프백.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준 캐주얼한

상황에 따라 스리-웨이로 연출이

사이드 패널에 몰드를 적용하여

디자인의 보스턴백.

가능한 겨울 모자.

견고하며, 폼을 덧댄 알루미늄 핸들로

NBN9432501 / 23만 원

블랙 NBN9432601, 그레이 NBN9432701 /

7만2,000원

편안한 그립감을 선사.
NBN9432401 / 44만 원

넥 워머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앞 지퍼 스타일 넥 워머로 착용
시 포근함을 주는 제품.
NBN9432801 / 6만8,000원

이어 워머
니트 소재 귀마개로 골프캡과
코디하기 좋은 겨울철 라운딩 시
보온 필수 제품.
리버서블 담요

여성 원포인트 카라 니트

니트 비니 & 바이저

앞면은 방풍 원단, 뒷면은 보아 원단으로

대비되는 네크라인 카라 배색과

겨울용 니트 캡과 바이저가 세트로

되어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요.

역삼각형 모양의 시스루 패치가

구성되어 가을·겨울 시즌 활용도가

스냅버튼을 이용해 어깨에 걸칠 수

돋보이는 여성 골프 니트.

높은 제품.

있으며 무릎 담요로도 활용 가능.

NBN9461910(S), NBN9461911(M),
NBN9461912(L) / 31만9,000원

블랙 NBN9433101, 그레이 NBN9433201 /

NBN9433001 / 8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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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5,000원

화이트 NBN9433301, 블랙 NBN9433401 /
4만5,000원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www.benz-collection.com
02-3673-2216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Mercedes-AMG by Santoni
전통과 혁신의 가치를 공유한 두 브랜드의 특별한 만남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AMG와 이탈리아 가죽 세공의 진수 Santoni의 콜라보레이션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및 차량 액세서리는 공식 전시장 및 공식 서비스 센터, 브랜드 스토어, 공식 온라인 쇼핑몰(www.benz-collection.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AKE YOUR BENEFIT

MERCEDES ME CARE

MERCEDES ME CARE
MEMBERSHIP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구매하시고 현재 동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께만 발급하며 회원 가입에 대한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는 없습니다.
현재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등록자 명의 또는 실소유자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내
실사용자 명의,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 카드 멤버십의 유효기간은 앱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며, 등록 차량
매각 시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메르세데스

미 케어 고객센터 02-463-0006

MERCEDES–BENZ
BENEFITS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 카드 멤버십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과 다양한 혜택을 선사합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미 매거진 무료 구독(단, 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공)
· 메르세데스

미 케어 보너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10% 할인 쿠폰 제공

EXCLUSIVE
INVITATIONS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 카드 회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매년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 기브앤 골프
·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의 관심 분야와 니즈를 반영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4개의 테마 아래 진행되는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

MERCEDES ME CARE  메르세데스 미 케어 혜택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메르세데스 미 케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미 케어 제휴사 상시 혜택뿐
아니라 ‘Monthly Exclusive Benefit’도 놓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76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iOS 다운로드

보다. 편리한 경험 CitNOW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이라면 누구나! 직접 보여드리는 차량 점검 서비스 CitNOW
가까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CitNOW를 경험해보세요

메르세데스-벤츠 CitNOW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MERCEDES ME CARE
MEMBERSHIP

메르세데스 미 케어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제
 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TRAVEL
·그
 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10~15%, 식음료장 10% 할인
·네
 스트 호텔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부대업장 10% 할인
·대
 한항공 18개 노선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매 시 20% 할인
·동
 화면세점 5만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라
 한셀렉트 경주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식음업장 10%, 부대시설 50% 할인
·롯
 데리조트 속초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롯
 데시티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롯
 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롯
 데호텔 부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롯
 데호텔 울산 메르세데스카드 전용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롯
 데호텔 월드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SPORTS
·가
 민 브랜드 샵에서 5% 할인
·골
 프존마켓 상품 구매 시 5% 할인 및 트루핏 클럽 피팅 서비스 제공(1인 1회 한정)
·제
 이린드버그 온라인 & 오프라인 5~10% 할인

·롯
 데호텔 서울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롯
 데호텔 제주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 NEW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비트윈(BTWIN) 연간 회원권의 그린 또는 퍼플
상품 구매 시 10% 할인
·시
 그니엘 부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테
 일러메이드 지정 매장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20% 할인

·시
 그니엘 서울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DESIGN & STYLE

·인
 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르
 네 휘테르 두피모발관리센터 부산 탈모·모발 검사와 여행용 3종 파우치
무료 제공, 헤드 스파 10% 할인

·준
 오헤어 10% 할인
·챕
 터원 전 품목 5% 할인
·카
 시나 10% 할인

ENTERTAINMENT
·씨
 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LIFESTYLE
L
 IVING & KIDS
·광
 주요 광주요 15%
·덕
 시아나 1001 K 사이즈 이상 매트리스 구매 시 헤드보드 증정
·디
 밤비 온라인 몰에서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아
 이큐에어 차량용, 가정용 공기청정기 및 필터 30% 할인(연 2회)
·청
 소연구소 10% 서비스 할인 쿠폰, 청연스토어 3,000원 할인 쿠폰 제공(연 4회)
·크
 린웰 10% 할인 및 세탁이용권 제공
·키
 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20~30% 할인(반일권 기준)
·하
 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한
 사토이 10% 할인
·홍
 혜전 루브르네프 가족 사진 촬영 시 20% 할인 및 소가족 기념사진
(60만 원 상당) 무료, 루브르쁘띠 이용 시 아기·가족 사진 20% 할인

·휴
 롬 온라인 휴롬샵 할인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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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파
 르나스 호텔 제주 객실 10%, 식음료 10% 할인
·현
 대백화점 DUTY FREE 시내점용 H선불카드 3만원 증정 및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 제공

·K
 ALPAK 여행 상품 및 대한항공 이코노미 클래스 전 노선 5% 할인
·L
 7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R
 ESTAURANT & CAFE
·더
 키친 일 뽀르노 지정 매장에서 10% 할인(단, 음료 및 주류 제외)
·메
 르세데스 카페 바이 더클래스 효성 20% 할인(1일 1회 최대 4인까지)
·아
 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제
 일제면소 15% 할인
·파
 운드 로컬 카페, 비스트로 이용 시 5% 할인

HEALTHCARE
·서
 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솔
 가 비타민 전국 직영 매장에서 20% 할인(단, 온라인 구매 제외)
·자
 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차
 움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및 에버셀 스킨케어 프로그램 할인

ONSEN IN JAPAN

일본 료캉스
온천 여행

카이 유후인 자유 3일
한국에 잘 알려진 유후인 지역에 가장 최근에(22년 8월) 오픈한
온천 료칸으로 조용한 주변 풍경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界’ 브랜드

KAI

모더니즘 호텔 & 료칸 브랜드인 일본 ‘호시노’ 그룹의 세컨드 브랜드.
온천 료칸을 메인으로 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디자인된 객실과 공간,
그리고 제철 재료를 이용한 가이세키 요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카이 벳푸 자유 3일
등불이 비추는 로비부터 축제 분위기의 놀이터 등 활기넘치는
온천 마을 체험이 팬데믹 기간 오픈(21년 7월)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이 아소 자유 3일
아소 국립 공원 내의 약 8,000평 부지에 프라이빗하게 위치.
엄선된 제철 요리와 최상급의 와규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카이 기리시마 자유 3일
남 큐슈 유일한 카이 브랜드로 21년 1월 오픈.
사쿠라지마가 바라보이는 환상적인 뷰와 억새밭에 자리잡은
노천탕에서 심신의 치유가 가능합니다.

문의 KALPAK 02-726-5703/6

PARTNERSHIP
PLACES

주목해야 할 메르세데스 미 케어 제휴사! 메르세데스 미 케어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비트윈(BTWIN) 연간 회원권의

덕시아나 1001 K 사이즈 이상 매트리스 구매 시 헤드보드 증정

그린 또는 퍼플 상품 구매 시 10% 할인

1926년 창업자 에프라임 융에 의해 신체에 딱 맞는 침대를 만들고자

진정한 휴식이 있는 영혼의 안식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하는 욕심으로 오로지 최적의 수면을 위한 모든 것을 연구하기

(Banyan Tree Club & Spa Seoul)은 남산에 위치하여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잠자는 동안 어떤 자세를 취하든 척추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누릴

신체 각 부위가 모두 완벽하게 받쳐지고 피로를 잊을 수 있는 침대를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연간 멤버십인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스웨덴의 최고 철강

‘비트윈(BTWIN)’은 호텔 내 레스토랑, 반얀트리 스파, 객실 서비스

기술을 지닌 페가스타와 협력해 가장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영구적인

등을 특별하고 합리적인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반얀트리 서울의

스프링을 개발하여 지금의 덕시아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람은

연간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된 기본 혜택을 포함해

인생의 1/3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우리 인생의 1/3이라니 길기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성된 Orange(오렌지), Green(그린),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남은 인생의 2/3를 좌우한다면 수면은 그

Purple(퍼플), Gold(골드) 4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
 트윈 멤버십팀 유선 예약에 한하며, 중복 할인 불가.
·2
 023년 11월 30일까지 혜택 적용 가능.

·덕
 시아나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1001 K 사이즈 이상 매트리스 구매 시

02-2250-8252 banyantree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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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보드 증정.

02-512-6551 www.duxiana.co.kr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2.310.1566
02.3479.6075
02.3438.6124
051.745.1550

롯데호텔 서울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 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프레스티지 시네마와 레스토랑이 어우러진 씨네드쉐프는

국내 최고의 럭셔리 비즈니스 호텔인 롯데호텔 서울은 1,015실

멀티플렉스의 장을 열어온 CJ CGV가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규모를 자랑하며 서울 소공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선사하고자 새롭게 선보인 특별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관광지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관광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럭셔리 시네마와 파인 다이닝의 만남이 매력적인 곳으로 서울

자랑하며 품격 있는 서비스로 도심 속 최상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압구정동과 용산 그리고 부산 센텀시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
 , 객실 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하며,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식
 음업장 이용 시 음료 및 주류는 할인 제외. 타 할인, 프로모션, 멤버십과

·씨
 네드쉐프 압구정점, 용산점 및 센텀시티점 영화 관람 및 식사 이용 시

중복 적용 불가(트레비클럽 포함), 갈라디너, 리테일 상품, 룸서비스 할인 불가.

·체
 크인 및 업장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에서 앱카드 제시.
02-759-7311 www.lottehotel.com/seoul-hotel

10% 할인 혜택 제공.
·단
 , 주류 및 음료 제외. 프로모션 상품 및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할인 불가.
10인 이상 단체 관람 및 대관 시 할인 불가.
www.cgv.co.kr

MERCEDES ME CARE 스마트폰에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을 설치하고 앱 카드를 활성화하여
제휴사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실물 플라스틱 메르세데스카드는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메
 르세데스 미 케어 앱 카드 혜택은 회원 본인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휴사 혜택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에서 앱 카드를 제시해주세요. 본인 확인 필요 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
 세한 제휴 혜택 내용은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www.mercedes-benz.c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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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NETWORKS
서울

인천

강원

강남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서비스센터
강남 자곡 전시장
강북 전시장
강서 목동 전시장/서비스센터
금천 전시장/서비스센터
논현 서비스센터
도곡 서비스센터
도봉 서비스센터
동대문 전시장/서비스센터
마포 전시장
방배 전시장/서비스센터
방배 내방 서비스센터
삼성 전시장/서비스센터
서초 전시장/서비스센터
성동 서비스센터
성산 서비스센터
성수 서비스센터
송파 전시장/서비스센터
양재 서비스센터
영등포 전시장/서비스센터
용산 전시장
용산 청파 서비스센터
중랑 전시장/서비스센터
청담 전시장
한남 전시장/서비스센터
AMG 서울 전시장/서비스센터

인천 전시장/서비스센터
인천 부평 서비스센터
인천 송도 전시장

원주 전시장/서비스센터
춘천 전시장/서비스센터
강릉 전시장/서비스센터

경기

충북

고양 전시장/서비스센터
구리 전시장/서비스센터
김포 전시장/서비스센터
동탄 전시장/서비스센터
부천 전시장/서비스센터
분당 백현 서비스센터
분당 서현 전시장
분당 정자 전시장
분당 판교 서비스센터
성남 전시장/서비스센터
수원 전시장/서비스센터
수원 권선 전시장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안성 전시장/서비스센터
안양 평촌 전시장/서비스센터
용인 수지 전시장/서비스센터
의정부 전시장/서비스센터
일산 전시장/서비스센터
죽전 서비스센터
파주 전시장/서비스센터

GANGWON
INCHEON

SEOUL

청주 전시장/서비스센터

GYEONGGI

충남
천안 전시장/서비스센터

대전
CHUNGBUK

CHUNGNAM

대전 전시장/서비스센터
대전 유성 전시장/서비스센터
GYEONGBUK

대구
대구 전시장/황금 서비스센터
대구 서구 전시장/서비스센터
이현 서비스센터

DAEJEON

DAEGU

경북

JEONBUK

ULSAN
GYEONGNAM

포항 전시장/서비스센터

울산
BUSAN

울산 전시장/서비스센터

GWANGJU

전북

부산

전주 전시장/서비스센터
군산 전시장/서비스센터

JEONNAM

감전 전시장/서비스센터
금정 전시장/서비스센터
남천 전시장/서비스센터
부산 북구 전시장/서비스센터
해운대 전시장/서비스센터

광주
광주 전시장/화정 서비스센터
광주 수완 전시장/서비스센터
소촌 서비스센터

경남
마산 전시장/서비스센터
창원 전시장/서비스센터
진주 전시장/서비스센터

전남
순천 전시장/서비스센터
JEJU

제주
제주 전시장/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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