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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 만족 부

한국에서 어느덧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문’과 ‘2016 한국 품질만족지수’의 수입 자동차 A/S 서비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빠르다는 것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저는 판매량 1

을 자주 느끼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트렌디

위에 오른 것보다 품질만족지수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하고 개성이 강한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기뻤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유독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객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그리스가 갖

여기에 2017년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

고 있는 반도라는 지리적 공통점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국

털 서비스 솔루션 도입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민 성향이 한몫했습니다.

태블릿PC를 통해 서비스 예약과 상담, 서비스 현황 확인과

수입차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맞춤형 고객 서비스

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들 말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

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아에 부임한 이래 저는 한국 고객의 높은 눈높이에 부응하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올해는 날로 다양해지는 고

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직원들과 노력했

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단, 컴팩트 카, SUV, 그리

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메르

고 드림카에 이르기까지 6개 모델 및 47개 이상의 라인업 추

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수입차

가를 비롯해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브랜드 리더십을 강화할

판매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1위라는

예정입니다. 신차 출시와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숫자보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한국 고객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2017년 사회

가치입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업계의 큰 이슈였던 디젤게

공헌기금으로 4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책임 있는 기

이트 여파로 독일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에도 메르세데

업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

스-벤츠가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꾸준히 신뢰를

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국내 최고의 통신 기업인 KT와 함께 최초의 진정한 커

자동차 기업이 신뢰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

넥티드 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

선 뛰어난 품질의 자동차와 우수한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합

다. IT 기술의 접목으로 자동차의 기능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

니다. 아직도 많은 자동차 회사가 차는 팔기만 하면 끝이라

습니다. 저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동차의 본래 의미에 대해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잠재 고객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제 기억 속에 메르세데스-벤

니다. 이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금까지 딜러사

츠 하면 어린 시절 행복했던 순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학교에

와 함께 42곳의 전시장, 48곳의 서비스센터, 820개의 워크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갈 때 항상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했

베이를 구축했습니다. 이 덕분에 서비스 예약 대기 기간이 평

으니까요. 2017년 한 해, 저와 같은 이런 행복한 기억이 고객

균 5.1일에서 2.6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ILLUSTRATION HONG SEUNGHYU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전하는 2017 신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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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 산호세에서 카보 데 가타까지
ALP-822 도로로 이동
거리 - 24킬로미터
커브 - 30개

S PA I N

STR AIGHT TO
PA R A D I S E
알메리아 만(Gulf of Almeria)을 따라 달리는 5킬로미터 길이의 직선 도로에 다다랐다면 이미 환상적인 드라이브를
즐긴 후다. 24킬로미터의 전체 여정 중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초입의 산악지대 도로에서는 사람 한 명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카보 데 가타(Cabo de Gata)로 내려오는 도로에서는 이글레시아 데 라스 살리나스(Iglesia de las
Salinas)를 지나 목적지까지 가는 최종 직선 도로 구간에 접어들기 전까지 지중해의 멋진 경치가 눈앞에 펼쳐진다.
목적지인 옛 어촌 마을인 산 미구엘(San Miguel)에 꼭 들러서 맛있는 정어리 구이를 맛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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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Y W I N D O W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베트남 하롱베이가 이제 세계
최대의 공중 케이블카를 보유하게 됐다. 2층으로 된 곤돌라는
한 대에 최대 230명의 승객을 만 너머로 운송할 수 있는데 이는
케이블카로서 세계 최대 규모다. 그리고 2개의 기둥 중 하나는
높이가 188.88미터로 이 또한 전 세계 케이블카 기둥 중 가장 높다.
우연히도 베트남에서 8은 행운의 숫자라고 한다.
PIG .C OM

PICTURE PERFECT
침실 천장에 뉴스를 투사해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식탁까지 당신을
따라와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동영상을
보여준다. 팁론(Tipron)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최대 대각선 길이 2미터 공간에
영상을 투사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프로젝터다. 투사 가능한 공간에 맞춰
스스로 높이까지 조절한다.
TIPR ON.CE R E VO.C OM

B O N V O YA G E !
차 안에서 사는 걸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비즈니스 출장 중이나 여행 중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과 안락함을 갖춘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꽤 괜찮지 않을까? 메르세데스-벤츠
리빙@프레이저(Mercedes–Benz Living@Fraser)는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런던과 싱가포르를 찾은 방문객들은
부메스터(Burmester) 음향 시스템과 메르세데스–미
(Mercedes–me) 앱이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 월 등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럭셔리 액세서리를
갖춘 아파트를 숙소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투숙객을 위해 AMG 시뮬레이터까지 갖춰 메르세데스–벤츠
차를 운전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MER CEDE S - BENZ .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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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인 만코브스키는 다임러의 미래학자다.
미래의 이동 수단을 디자인하는 그가 현재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자동차가 건강한 웰빙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드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덕분에 이제 아마추어 사진가도 공중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인 드론스타그램(Dronestagram)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National Geographic Magazine)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의 출품작들을 보면 그
결과물이 꽤 멋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6,000개의 출품작 중 덴마크
사진작가인 마이클 B. 라스무센(Michael B. Rasmussen)의 이 사진을 ‘자연(Nature)’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그의 첫 번째 드론 실험 중 찍힌 사진으로 황폐한 지역을 배경으로 서
있는 한 무리의 소나무를 보여준다.
DR ONE S TAGR AM. AM/2016 - INTE R NATIONAL - DR ONE - PHO T O GR APH Y- C ONTE S T

어떤 의미인가요?
다양한 감지기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 차가 도로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날씨가 나빠지는 걸
감지하면 이를 스트레스가 유발될 상황이라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해 실내등의 밝기를 낮추거나 공기의
질을 높임으로써 운전자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 거죠.
물리적 데이터로 차가 운전자에게 기분이 어떤지
묻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심박계나 피트니스 팔찌 같은 기기와 차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신체와 관련된 정보를 포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사람의 허락하에서 말이죠. 아마 완전 자율주행차라면
스티어링휠에 특수 손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차가 운전자의 몸에 차고 있는
건강 계측 장치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혈당 수치를 쟀는데 휴식을 취하며 무언가를 먹어야 할
상황이면 경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빠른 심박수가
흥분되는 스포츠 중계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지
당신과 직접 소통하며 확인할 수도 있겠지요.

THE SK Y’S THE LIMIT
루프트한자는 지난해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공항 간의 운항을
시작했다. 이 항공 루트를 날았던 항공편 중 하나에서 이색적인 오프닝 이벤트가 열렸는데
바로 최초의 공중 기술 컨퍼런스다. 승객들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 가상 세계를 여행하고
비행기 내부에서 그들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회담을 들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부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나다니엘 시얀타(Natanael Sijanta)가 이날
연사 중 한 명으로 참가했다. 그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어떻게 기발한 사진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그 어떤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는지
설명했다. 프랑크푸르트-산호세 직항편은 그에게 무척 편리하다. 산호세 공항이 실리콘밸리의
메르세데스-벤츠 R&D 센터로부터 단 10분 거리이기 때문이다.
ME R CE DE S .ME/M Y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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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를 제외하면 이로 인한 장점이 또 있을까요?
개인 계측치를 다른 차량의 데이터와 합친 뒤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금세 특정 구역을 지나는 게 불쾌한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차가 알게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덜 유발할 다른 경로로 가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언제쯤
현실화될까요?
앞으로 5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PHOTOS PICTURE ALLIANCE/DPA (1), MICHAEL B. R ASMUSSEN/NATIONAL GEOGR APHIC (1) ILLUSTRATIONS JULIA PELZER

BIRD’S - EYE VIEW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최근 움직이는 자동차 시트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운전에 웰니스를 적용하는 건가요?
그것은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웰빙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모션 시팅(Motion Seating)은
등받이를 움직여 등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이것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방식의 한 예라면
디지털화를 통한 건강 증진 영역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자동차의 네트워킹을 통해서요.

GETTING THERE IS
HALF THE FUN
안전과 안락함 그리고 웰빙은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유전자의 본질이다. 하지만 알렉산더 만코브스키
( Alexander Mankowsky)에 의하면 미래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개인 피트니스 코치의 역할 또한 감당할지 모른다.
이미 현존하는 모델들도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SEEING THE LIGHT

SIT BACK
메르세데스-벤츠에 있어 시트는 안락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제 능동적으로 당신의 등과 허리를 보호하는,
당신 몸에 인체공학적으로 부합되게끔 조절되도록 고안된 최신형
시트를 제공한다. 일부 모델은 심지어 공기 주머니를 내장한 멀티컨투어 시트(multi-contour seats)로 당신의 몸 구조에 따라 시트를
조절하는데, 이 시트는 7개 구간으로 나뉜 안마 기능도 갖추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모로 다 미네이라
(Morro da Mineira) 빈민가 청년들은 낮에 축구를
하듯이 밤에도 길게 시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영국 회사인 페이브젠(Pavegen)이 축구 경기장 표면에
200개의 운동에너지 타일을 깔았는데, 사람이
그 위에서 뛸 때 각각의 타일이 5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사이드라인의 저장
장치로 흘러들어가 장치에 전기가 가득 차면 최소
2시간 동안 투광 조명을 비출 수 있다.
PAVE GE N.C OM

TA K E A B R E A K
만약 디스플레이 화면에 커피컵 심벌이 뜬다면 이는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다. 어떻게 차가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주의
어시스트(ATTENTION ASSIST) 기능이 피로가 쌓이고 부주의해질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스티어링휠의 움직임과 운전 거리, 운전 시간,
라디오 이용 등 70가지 이상의 변수를 감시해 만약 운전자가 깜빡
잠이 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B R E AT H E D E E P LY
메르세데스-벤츠는 유럽 알레르기연구센터(European Center for
Allergy Research Foundation: ECARF)로부터 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유일한 제조사다. 자동차에 최신 여과 시스템을 장착해 미립자,
꽃가루, 불쾌한 냄새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 에어 밸런스(Air Balance)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에서는 상쾌한 향기를 발산해 탑승객들이 숨을
깊게 들이쉬도록 유도한다.

GOOD VIBES
여느 선글라스처럼 렌즈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선글라스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안경테 ‘다리’에 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이어폰 없이도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블루투스로 안경다리에 전송되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 진동으로
골전도를 통해 귀에 전달된다. 음파가 중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두개골에 전달된 뒤
측두골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초소형 마이크가 장착되어 선글라스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다. 다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말이다.
ZUNGLE INC .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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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컨택센터 출범

C-Class 최초 오픈탑 The New C 200 Cabriolet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프리미엄 4인승 오픈탑 모델
The New C 200 Cabriolet를 출시한다. C-Class 최초 오픈탑
모델인 The New C 200 Cabriolet는 2016 제네바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첫선을 보인 후 2016 부산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만의 혁신 기술인
에어캡(AIRCAPⓇ)과 에어스카프(AIRSCARFⓇ)를 적용하여
언제나 쾌적하고 안락한 오픈 주행이 가능하다. 또 완전 자동
개폐식 소프트탑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오픈탑 모델인
The New S-Class의 소프트탑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최상의 안락함과 정숙성을 누릴 수 있다.

고성능 Mercedes–AMG SUV 2종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The New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와 The New Mercedes–AMG GLC 43 4MATIC을
공식 출시했다. The New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는
지난 10월 출시한 The New GLE Coupé의 고성능 버전으로 동급
세그먼트 내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 The New Mercedes–AMG
GLC 43 4MATIC은 메르세데스–벤츠 미드 사이즈 SUV 세그먼트
최초의 고성능 버전으로 The GLC 라인업 내에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이번 2종의 고성능 SUV 모델 출시로 메르세데스–벤츠 SUV와
메르세데스–AMG 라인업을 추가 확대 및 강화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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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월 14일부터
‘베스트 커스토머 익스피리언스(Best Customer
Experienc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컨택센터
(CCC: Customer Contact Center)를
출범하였다. 고객컨택센터는 기존의 콜센터
업무 외에도 고객이 전국 어느 공식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든 고객의 문의 및
요청 등을 효과적으로 취합한 후,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시승, 방문, 서비스
예약을 원스탑으로 해결 할 수 있고, 그 외
24시 긴급출동 서비스,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영어 응대 등의 개선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내로 국내 모든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
고객컨택센터를 구축하여 고객을 위해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은 기존의
콜센터와 같은 080-001-1886을 통해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NEWS

주요 부품가격 인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2월 1일부터 7,700여 개에
달하는 부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하한다. 이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총 4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빈번히
교체가 이뤄지는 부품인 부동액, 연료필터, 에어필터,
브레이크 디스크 등 7,700여 개를 선별해 진행된다.
특히 A-Class, C-Class, E-Class, S-Class의 앞뒤 도어
씰의 경우 41퍼센트로 인하 폭이 가장 높다. 이밖에,
A-Class와 C-Class의 앞 범퍼의 권장소비자가격이 각각
57만5,300원과 93만2,800원으로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내렸고, C-Class, E-Class, S-Class 오일필터도
동일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해 3만3,880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일부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제품도 평균 약
15퍼센트 인하되었다.

연말, 핫스팟 및 카운트다운 이벤트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금천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한 금천 서비스센터는
서울 서남부 지역 내 최초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의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접근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경기도 안성에는 안성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차량의 상담 및 구매에서부터 정비까지 아우르는 메르세데스-벤츠 만의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성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는 경기 동남부 지역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거점이 될 것이다.
지난 1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 구리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새롭게 문을 연 구리 전시장은 경기 동부 지역 내
최초이자 유일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으로 서울 동부 지역 고객들에게도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규모의 구리 전시장은 따뜻한 원목 소재를 사용한 메르세데스-벤츠 고유의
인테리어 시스템인 엠피에스투 익스클루시브(MPSII Exclusive)를 적용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내곡
서비스센터도 신규 오픈했다. 이는 의정부와 파주에 이어 경기 북부 서비스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장의 일환으로, 지상 2층, 2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10개의 워크베이를 운영한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기존의 부산 화명 전시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서비스센터를 신설해 부산 북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로 통합 오픈했다. 부산 북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4,637제곱미터로 지상 1층, 지하
4층의 대규모 설비를 갖추어 최대 16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다. 순천에는 기존 순천 전시장을 확장 이전하여
순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새롭게 통합 오픈한다. 순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는 15대 이상의 신차 및
공식 인증 중고차를 한눈에 비교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정비나 정기 점검 분 아니라 사고 차 수리까지
가능하며, A/S 부품구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젊은 감성의 고객이 자주 찾는 서울 주요
도심과 스키장 등 ‘핫스팟(Hot Spot)’과 이동식 쇼룸인
모바일 큐브를 통해 컴팩트 차량 전시와 고객 이벤트를
펼쳤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울 명동과 홍대 지역을
비롯해 강원도 오크밸리 스키장 등에서 진행한 이번 핫스팟
이벤트에서는 The New GLE Coupé와 Mercedes–AMG
GT S Edition 1을 함께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12월 31일에는 일렉트로닉 뮤직과 힙합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카운트다운 파티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The Final Countdown) 2017’에 고객분들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시된 젊은 감성의
The New C–Class Coupé와 뮤지션들의 공연 내내
무대에 자리한 Mercedes–AMG GT S Edition 1은 파티
참석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천 서비스센터 02-807-2400, 구리 전시장 031-579-9000, 내곡 서비스센터 031-974-5588,
부산 북구 전시장 051-678-7000, 부산 북구 서비스센터 051-678-7800, 순천 전시장 061-900-8500,
순천 서비스센터 061-900-8600, 안성 전시장 031-8094-6000, 안성 서비스센터 031-8094-6100

The New E 400 4MATIC 출시

금천 서비스센터 외부

구리 전시장 내부

내곡 서비스센터 내부

부산 북구 전시장 서비스센터

순천 서비스센터 외부

안성 전시장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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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 The New E-Class의 최상위 모델 The New E 400
4MATIC이 출시됐다. V형 3리터 6기통 가솔린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The New E 400 4MATIC은 최고출력
333마력과 최대토크 48.9kg·m의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럭셔리하고 클래식한 면모를 강조하는 보닛 위
세꼭지별과 쿠페형 루프의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강조한 외관,
최고급 디지뇨(Designo) 트림을 적용한 내부는 The New
E 400 4MATIC의 모던함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도 향상됐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Driving Assistance
Package Plus)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동급 세그먼트에서
유일하게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에어 바디
컨트롤(AIR BODY CONTROL)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54 th

ANNIVERSARY
Top position in 53 years continuously!

SPEECH

MERCEDES-BENZ KOREA

YEAR OF 2017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신년을 맞아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과 활동을 돌아보고
2017년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17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2017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과 목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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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5
만 6 ,343 대의 판매를 달성하며 수
입차 부문 판매 1위에 올랐다. 특히

The New E-Class가 단일 세그먼트
최초로 연간 2만 대 이상의 판매(2만

2,837대)를 이뤄냈으며, AMG 라인
업과 SUV 라인업은 각각 21.9퍼센트와 190.4퍼센트
의 성장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했다. 디미트리스 실라
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판매 성장과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한 지난해
와 마찬가지로 2017년 역시 판매 성장 및 고객 만족
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는 판매 및 서

터, 담당 어드바이저 지정은 물론 서비스 일정 확인,

비스 그리고 중고차 네트워크 확장과 IT 기술의 발전

마이 서비스 옵션 선택, 모바일 결제 기능 등을 확인

에 발맞춘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 운영을 비롯해 신

할 수 있다. 서비스&파츠 부문 김지섭 부사장은 “앞으

규 차종 론칭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이라면 모바일을 통해 서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판매, 서비스, 인증

스 이력 및 점검 내용을 애플리케이션(모바일·PC 등)

중고차 등 현재 메르세데스-벤츠가 제공하는 모든 사

을 통해 확인하고 PDF로 출력도 가능하다”며 “향후

업 분야의 네트워크 채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서비스 및 보증 기간 등 확인, 서비스·점검 상황 및 진

먼저 판매 네트워크는 경남, 대구를 시작으로 8개의

행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을 추가로 확장하여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

신차 소식을 기다리는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을 위

하고 Mercedes-AMG, Mercedes-Maybach, SUV 등

한 소식도 전해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각 차량 및 전시장의 특성에 맞춤 디스플레이를 선보
일 예정이다. 서비스센터의 경우 올해 추가로 7개(부

6개의 신규 차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컴팩트 부문에
서는 GLA에 오프로드 주행 감성을 강조한 GLA 액티

산·대구·창원 등)를 론칭하여 총 55개 서비스 채널을

비티 에디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단 이미

확보하고 총 1,000개가 넘는 워크베이를 통해 2017

지가 강한 국내 시장에서 컴팩트 시장의 점유율도 높

년에도 ‘고객 서비스 만족 1위’를 지킬 계획이다. 인증

이려 하고 있다. 세단 부문에서는 지난해 많은 사랑을

중고차 서비스인 ‘스타클래스(StarClass)’ 매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총 9개 매장을 추가하여 전국에 총 20
개의 인증 중고차 네트워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딜러사 등에서 총 1,000명의 추가 고용 창출
효과와 2,000억 규모의 투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네트워크 개발 및 트레이닝 부문 이상국 부사장은 “메

2017년에도 고객
중심의 전략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디미 트 리 스 실 라 키 스 사 장

받은 The New E-Class의 경우 E 43 AMG 4MATIC
을 비롯해 디젤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고, C-Class와

S-Class 역시 새로운 4MATIC 모델 등을 앞세워 고객
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한다. 최근 빠른 성장세가 돋
보이는 SUV는 ‘GLC Coupé’를 통해 SUV 라인업에 방
점을 찍을 예정이다. 최근 2017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르세데스-벤츠 고객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최고 수

서 공개된 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Class Coupé

준의 퀄리티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와 E-Class Coupé Cabriolet의 연내 출시도 예고했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런 확장은 단순히 판매 성장과

다. 이와 함께 ‘Mercedes-AMG 라인업’에 대한 투자

수익 외에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공헌에도 큰 힘

도 언급됐다. 세일즈&마케팅 부문 마틴 슐즈 부사장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Mercedes-AMG 라인업은 한국 시장에서 꾸준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성장

에는 Mercedes-AMG 퍼포먼스 센터를 총 10개소로

성장을 이어가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17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최초의 맞춤

확장하고 Mercedes-A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형 옵션 서비스인 ‘마이 서비스(My Service)’를 선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였다. 초기 4곳에서 시작했던 ‘마이 서비스’는 현재 16

신차 소식을 끝으로 2016년 실적 보고 및 2017년 주

개 서비스 채널에서 진행하며 고객만족도 1위의 밑거

요 계획 발표가 모두 끝나자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

름이 되고 있다. 올해는 ‘IT 기기와의 디지털 라이프’를

장은 “한국은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판매 8위 시장

통한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드

이며, 앞으로도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라이브를 시도한다. 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

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로 손쉽게 서비스 예약을 하고, 터치 방식의 인터페이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될

스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방식부터 입고 서비스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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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JUST LIKE A

GUIDING
The New E-Class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이동 경험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차다. The New E-Class에 적용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시스템은 마치
수호천사처럼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탑승자를 지켜준다.
글 류 청 희 (자 동 차 칼 럼니 스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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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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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우

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었

까이 다가선 차다. The New E-Class는 마치 수호천

던 미래 세계의 여러 신기한 물건들

사처럼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은 시간이 흐른 뒤 대부분 현실 세

탑승자를 지켜준다.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과는 아무

계에 구현되어 왔다. 실재하지 않더

관계가 없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해 대비하는

라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된 만

일은 첨단 기술의 몫이다.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자

큼 상상력을 뒷받침할 기술력이 개

동차와 안전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

발되면 언제든 실제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메르세데스-벤츠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가 다를 뿐이다.

개발한 바로 그 기술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메르

IT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상상을 현실화하는 속도를

세데스-벤츠가 E-Class를 ‘가장 인텔리전트한 비즈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동차에 지능을 불어넣어 스스

니스 세단’이라 자부하는 이유다.

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도 그 덕분이다. 이미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 중 많은
부분이 지금 거리를 달리는 차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 하나하나보다 여러 기술이 어
우러져 이루어내는 변화다. 언제나 자동차에는 사람
이 타고, 이동은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며 즐거워야
한다. 즉, 기술의 초점은 사람이어야 하고, 자율주행
역시 타고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The New E-Class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이동 경험에 가장 가
22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The New E-Class가
자연스럽게 도로 위를 달리도록 해준다.

ACTIVE BR AKE ASSIST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개입

스티어링휠 개입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개입

스티어링휠 개입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제동은 사고를 방지하는 최고의 안전 기술이다.
The New E-Class에 탑재된 새로운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Active
Brake Assist)는 임박한 충돌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최적의 제동을 도울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동 자율
제동을 시행한다. 이것은 충돌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또한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스테레오
다목적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앞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지, 멈추는지, 정지 상태로 있는지
감지하게 해준다. 교차로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된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Active Brake Assist with cross-traffic function)는 차량
앞 위험 지역에서 교차하는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를 감지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충돌 위험이 있으면 먼저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만약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빨리 밟지 못했을 경우 제동 보조를 한다.
운전자가 반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제동을 실시하게 된다.

DRIVE PILOT
The New E-Class를 몰고 있다면 디스턴스 파일럿 디스트로닉(Distance Pilot DISTRONIC)을
통해 자율주행이 주는 편리함을 더욱 폭넓고 안전하게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디스턴스 파일럿
디스트로닉은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에서 앞서 달리는 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한다. 특히
일반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보다 한층 높은 시속 210킬로미터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도심 도로에서는 스톱앤고 파일럿(Stop-and-Go
Pilot)이 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에도 자동으로 가속한다. 커브를 만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산악지대의 고갯길 같은 급한 커브가 아니라면 부드럽게 굽은 길에서는 스티어링 파일럿(Steering
Pilot)이 차로를 따라 스스로 스티어링휠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The New E-Class가 자연스럽게 도로 위를 달리도록 해준다.
물론 운전은 언제나 운전자의 몫이고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The New E-Class는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을 잡고 있지 않을 때 경고를 보낸다.
그러나 최대한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핸즈오프 경고(Hands-off warning) 기능은
직진 중일 때 상황에 따라 최대 60초까지 경고를 늦춘다.

ACTIVE BLIND SPOT ASSIST
The New E-Class에 적용된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측면 충돌의 위험을 소리와 불빛으로
경고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보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충돌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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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이프® 작동

브레이크 잠김
후방 추돌 감지

P R E - S A F E®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있게
마련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랑하는 프리-세이프®(PRE-SAFE®)는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기술로 수많은 탑승자를
보호해 왔다. 더욱 새롭고 세심한 안전 기술이 더해진 프리-세이프®
플러스(PRE-SAFE® PLUS)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The New
E-Class와 함께하는 여행을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PRE-SAFE® Impulse Side) 기능은
측면에 설치된 센서가 측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전
경고에 이어 도어 쪽 앞좌석 등받이 옆구리 부분을 공기로 빠르게
부풀린다. 순간적인 작동으로 안전 공간이 좀 더 넓어지므로 탑승자의
몸은 충격을 받는 부분에서 멀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충격을 상쇄해
위험도 줄어든다.
충돌할 때 생기는 큰 충격음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충격음의 높은 압력에 청각기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 프리-세이프® 사운드(PRE-SAFE®
Sound)다. 이 시스템은 충격이 감지되면 차 안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이른바 등골근 반사(stapedius reflex)라고 하는 속귀의 자연적 반사를
유도하는 짧은 간섭 신호를 낸다. 이 신호를 들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큰
압력의 소리에 대비할 수 있어 청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IMPULSE SIDE
치명적인 측면 충돌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기능이 탑재된
The New E-Class의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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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이 함께 움직인다. 또한 차가 달리는 곳은 주택가 골목에서
한적한 시골길,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 꽉 막힌 도심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운전자는 항상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황에 알맞게 여러 장치를 조절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The New E-Class의
멀티빔(MULTIBEAM) LED 헤드램프는 스스로 상황에 알맞게 헤드램프의 빛을 조절함으로써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운전자가 직접 하기 어려웠던 일까지 스스로 해낸다.
멀티빔 LED의 좌우 헤드램프는 독립적으로 제어되고, 변화하는 주행 상황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적응해 빛을
조절한다. 하나의 헤드램프는 4개의 컨트롤 유닛이 있어 앞 유리 안쪽에 설치된 카메라가 읽은 주변의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1초에 100번 계산해 가장 알맞은 빛의 형태를 정한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구성하는 84개의 LED를 조절해
계산된 패턴으로 빛을 낸다.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Intelligent Light System)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지능적인
헤드램프다. 물론 각각의 LED를 조절하는 데에는 기계장치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전자식으로
구현되는 세계 최초의 헤드램프인 것이다.
멀티빔 LED 헤드램프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플러스(Adaptive Highbeam
Assist Plus)다. 이 기능은 상향등으로 주행할 때에도 마주 오는 차가 감지되면 움직임에 맞춰 상대 차를 향한 빛만
하향등 상태로 조절한다. 이처럼 멀티빔 LED 헤드램프는 개별 LED를 지능적으로 조절해 다른 도로 사용자들도
불편함 없이 어두운 곳을 지날 수 있도록 돕는다. 비가 내릴 때나 복잡한 도심의 밤길에서도 모두가 편안한 빛의
혜택을 누리며 서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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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OPEN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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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드림카 라인업의 새로운 엔트리 모델인 The New C-Class Cabriolet의 등장으로
C-Class 라인업이 이전보다 더욱 탄탄해졌다. 정통 4인승 소프트탑 카브리올레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The New C-Class Cabriolet는 오픈 드라이빙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글 류 청 희 (자 동 차 칼 럼니 스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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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카브리올레
만큼 훌륭한 장르의 차를 찾기 어렵
다. 평범함 이상의 매력을 느끼고 표
현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개성이 담
겨 있기 때문이다. C-Class 역사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카브리올레인

The New C-Class Cabriolet는 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픈 드라이빙의 가장 젊고 신선한 표현이다.

The New C-Class Cabriolet는 데뷔 후 많은 소비자
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C-Class 세단에 뿌리
를 두고 있으면서도 메르세데스-벤츠가 지켜온 정통
럭셔리 소프트탑 오픈카의 특징을 가장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해석했다. 세꼭지별 엠블럼이 빛나는 다이
아몬드 라디에이터그릴과 벨트 라인을 따라 오픈되
는 부분을 감싸고 도는 크롬 장식은 스포티한 존재감
과 우아함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The New C-Class
Cabriolet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상징한다.
전통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소프트탑이 덮인 The
New C - Class Cabriolet 의 옆모습은 C - Class
Coupé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특유의 고급스러운 질
감이 느껴지는 소프트탑은 매끄러운 선을 그리며 뒤
쪽으로 흐르고,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프에서 시
작해 차체 옆면을 따라 LED 테일램프로 이어지는 곡
선과 곡면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적인 우아
함을 읽을 수 있다. 쿠페와 마찬가지로 세단보다 차체
를 15밀리미터 낮춘 서스펜션은 시각적인 매력을 넘
어 주행 특성에도 스포티한 감각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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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AT H E R P R O O F
옆모습이 C-Class Coupé와 쌍둥이처럼
닮은 The New C-Class Cabriolet는
에어스카프가 목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
겨울에도 오픈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그럼에도 공기저항계수는 0.31에 불과해 형태와 기

에는 에어스카프(AIRSCARF)가 목 주변을 따뜻하게

능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잘 보여준다.

해주고, 에어캡(AIRCAP)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루

세련된 소프트탑에는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세심한 배

프 프레임과 뒷좌석 뒤에 있는 전동 드래프트 스탑이

려가 담겨 있다. 어쿠스틱 소프트탑은 방음 및 보호

바람의 흐름을 조절해 차 내부로 휘몰아치는 바람으

소재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풍절음과 주행 소음을

로부터 뒷좌석의 탑승자까지 보호한다. 공기조절장

비롯해 외부의 거슬리는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

치도 오픈 드라이빙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된다. 또

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또한 더위와 추위에서도 실

한 루프를 열었을 때 360리터까지, 닫았을 때 285리

내 공간을 보호해주므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

터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는 언제든 마음 편히

도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
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C-Class 세단의 모습을 이어받은 실내는 편안한 분
위기 속에 카브리올레 고유의 기능을 고려한 특징이
곳곳에 배어 있다. 도어를 열고 차에 오르면 자동 벨
트 익스텐더가 손에 닿기 좋은 위치로 안전벨트를 옮
겨준다. 센터 콘솔의 터치패드 컨트롤러 뒤에 나란히
놓인 새틴 크롬 스위치들은 어느 것이든 카브리올레
만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불러낸다. 가운데의 탑 오픈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탑이 부드럽게 접히며 뒤 시트
너머 공간으로 사라지고 사이드 윈도가 내려간다. 탁
트인 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초에 불과하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에서는 달리

The New C-Class
Cabriolet는
C-Class 세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메르세데스-벤츠가
지켜온 정통 럭셔리
소프트탑 오픈카의
특징을 가장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해석했다.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다.
쿠페와 마찬가지로 몸을 든든히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는 최고출력 184마력의 2.0리터 엔진과 9G-

TRONIC(9단 자동변속기), 19인치 멀티스포크 AMG
휠, 스포티하게 조율된 서스펜션과 더불어 운전의 즐
거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준다. AMG 패
키지로 스포티하게 꾸민 차의 내외부가 더욱 멋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첨단 안전·보조 시스템이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속 50킬로미
터 이하에서 완전 정지가 가능한 어댑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ADAPTIVE BRAKE ASSIST)를 포함한 충
돌 방지 어시스트 플러스(COLLISION PREVENTION

ASSIST PLUS)는 멋과 즐거움, 안전까지 하나로 모

면서도 언제든 하늘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아주는 드라이빙의 묘약이다.

사시사철 오픈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The
New C-Class Cabriolet가 지닌 여러 매력 중 하나

카브리올레 출시와 더불어 C-Class 라인업은 세단과
쿠페를 포함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어느 쪽을

다. 여름에는 차체의 가죽이 열기를 반사해 직사광선

선택하든 메르세데스-벤츠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을 받아도 시트가 쉬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겨울

탄탄한 드림팀이 갖춰진 셈이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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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SUV 의 장점과 쿠페의 날렵한 스타일,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결합한 차세대 크로스오버 카가
The New GLC Coupé다. SUV의 이성적 장점과 스포티한 쿠페의 감성적 장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The New GLC Coupé가 그런 모습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ATHLETIC
ELEGANCE

ON THE STREET

2

015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금빛처

GLC Coupé는 안락함, 편의성,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함께 전통적인 SUV의 장점과 쿠페의 날렵한

럼 화려한 노란색 차체의 컨셉트카 앞에

스타일,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결합한 차세대 크로스

서 발길을 멈추었다. 역동적이면서 세련

오버다. 앞서 선보인 GLC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비자

된 스타일의 컨셉트카는 메르세데스-벤

를 만족시킨 강인하고 현대적인 뼈대 위에 쿠페의 유

츠 SUV 의 디자인 언어에 쿠페의 스타

전자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

일 요소가 결합된 모습을 뽐내며 도시적 감성이 담긴

고, 그 결과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독특한 개성을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곧 메르세데스-벤츠는 상하이에서 전 세계를 향해 유
혹의 손길을 내민 컨셉트카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이

다이내믹한 도시형 SUV

어받은 The New GLC Coupé가 우리 앞에 선보인다.

SUV와 쿠페의 감성이 하나의 차체에 어우러진 결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

는 메르세데스-벤츠 쿠페의 공통적 스타일 요소로 표

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흔하다. 그러

현된 앞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꼭지별 엠블럼이

나 메르세데스-벤츠는 The New GLC Coupé를 통해

가운데에서 빛나는 싱글 루버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과거의 그런 경험과 뚜렷하게 선을 긋는다. The New

그릴은 당당하고 스포티한 존재감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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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인 GLC보다 비스듬히 누운 앞 유리에서부터 시

동급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효율의 바탕이 된다. 유선

작되는 차체의 지붕 선은 뒤로 가면서 매끄러운 곡선

형인 기본 형태와 더불어 여러 세부적 해법은 뛰어난

으로 부드럽게 이어진다. 지붕과 만나는 부분이 둥근

효율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라디에이

뒤 유리와 맞닿은 차체 뒷부분은 넓은 어깨가 당당하

터와 헤드램프 주변의 빈틈을 없애고 고속 주행 때 공

고, 살짝 도드라진 스포일러 형태의 트렁크 리드와 좌

기저항을 줄이는 라디에이터 셔터를 더하는 한편 하

우가 분리된 넓은 테일램프는 최신 메르세데스-벤츠

체를 덮는 패널을 최대한 넓혀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쿠페와 같은 유전자를 느낄 수 있는 요소다. 뒤 유리

이끌어냈다.

에 와이퍼가 없는 것도 평범한 SUV와는 다른 모습이
다. 부드럽게 경사진 뒤 유리를 따라 흐르는 공기가

고강도 차체와 다양한 첨단 기술

물을 쓸어내리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기

물방울을 반으로 자른 듯한 옆 유리 아래로는 SUV의

술은 아낌없이 투입되었다. 차체에는 알루미늄과 고

당당함이 느껴지는 높은 벨트 라인부터 빛과 그림자

강도·초고강도 강판으로 이루어진 소재를 지능적으

가 교차하며 고전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차체 옆 부

로 배치했다. 특히 서스펜션에 쓰인 알루미늄 부품은

분이 흘러내린다. 앞뒤 휠 사이의 거리는 GLC와 거의

스프링 아래 무게를 줄여 승차감을 더욱 안락하고 안

같지만, The New GLC Coupé는 뒷바퀴 뒤쪽으로 차

정감 있게 만든다. 새로운 9G-TRONIC 변속기의 케

체가 더 길게 뻗어 있다. 그 덕분에 쿠페의 스타일은

이스는 가볍고 강한 마그네슘 소재로 이전 버전에 비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적재 공간은 그만큼 더 길

해 무게가 12킬로그램 가벼워졌다. 이러한 모든 노력

어져 SUV의 다재다능함도 지킬 수 있었다. 앞뒤 범

이 더해진 덕분에 수많은 장비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퍼 아래에 금속 느낌으로 더해진 가드 역시 The New

GLC Coupé의 바탕이 SUV에 있음을 암시하면서도
범퍼 아래로 자리를 옮긴 번호판은 쿠페의 타고난 안
정감을 표현한다. 이처럼 기능과 감성의 조화는 외부
스타일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다.
완벽한 비례와 절제된 호화로움은 실내에서도 변함
없이 이어진다. 프리미엄 내장재와 대담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마무리는 메르세데스-벤츠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수준으로 실내 전체를 채운다. 부
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The

New GLC Coupé의 독특한 실내 디자인을 상징하는
스타일 요소다. 실내를 천천히 돌아보면 세심한 장비
배치에서부터 세련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메르세데
스-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 순수함’이 잘 반영
되어 있다. 중앙 공기 배출구에서 시작해 앞좌석 사이
의 암레스트로 이어지는 센터 콘솔은 공간의 여유와
고전적인 우아함을 표현하면서도 인포테인먼트 디스
플레이와 터치패드 컨트롤러 등 현대적 첨단 기술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블루투스 음악 스트리밍 기능을
지닌 COMAND 온라인, 내비게이션, 고해상도 7인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등 최신 장비는 쉽고 편하게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련된 스타일
을 살리기 위해 뒤쪽 지붕이 낮아졌지만 트렁크 공간
은 여전히 뒷좌석을 세운 상태에서는 500리터, 접은
상태에서는 1,400리터에 이른다. 잠금 기능이 있는
트렁크 바닥, 은은하게 내부를 비추는 조명과 다양한
수납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만족감을 느끼도
록 실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매력적인 외부 디자인은 기능적인 역할도 소홀하지
않다. 0.31의 낮은 공기저항계수와 작은 저항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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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급 시장에서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무게를 억제
MODERN LUXURY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The New GLC Coupé의
독특한 내부 디자인을
상징하는 스타일 요소다.

할 수 있었다.
가볍고 견고한 차체라는 토대 위에는 다양한 안전
기술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더해져 메르세데스-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LECT) 기능이 있어

벤츠 브랜드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안전성이 확보
되었다. 운전석과 동반석, 뒷좌석 바깥쪽 좌석에는

운전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장 알맞은 주행 특성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벨트를 당겨주는 3점

을 경험할 수 있다. 에코(ECO), 컴포트(COMFORT),

식 안전벨트와 벨트 포스 리미터가 부상 위험을 덜

스포츠(SPORT), 스포츠 플러스(SPORT PLUS), 인

어주고, 구석구석 배치된 여러 에어백은 사고로부

디비주얼(INDIVIDUAL)의 다섯 가지 변속 모드 중 하

터 탑승자를 보호한다. 충돌 방지 어시스트 플러스

나를 선택할 때마다 운전자는 서로 다른 주행 감각

(COLLISION PREVENTION ASSIST PLUS), 주의 어
시스트(ATTENTION ASSIST), 크로스윈드 어시스
트(CROSSWIND ASSIST), 커브 다이내믹 어시스트
(Curve Dynamic Assist)가 포함된 ESP 등 첨단 기술
은 최고의 안전성을 추구해온 메르세데스-벤츠의 전
통을 발전적으로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절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그 위치로 차의 방향
을 바꾸는 파크트로닉(PARKTRONIC)이 포함된 액티
브 파킹 어시스트와 후방 카메라처럼 난감한 순간에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도 빠뜨리지 않았다.

The New GLC Coupé는
안락함, 편의성,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함께 전통적인 SUV의
장점과 쿠페의 날렵한
스타일,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결합한 차세대
크로스오버다.

을 경험하게 된다. 핸들링은 민첩하고, 특별히 조율된

4MATIC 상시 4륜구동 시스템과 스포츠 서스펜션,
다이렉트 스티어 시스템은 쿠페 스타일에 걸맞은 역
동적 주행 특성을 발휘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SUV의 본보기로서 The New GLC

Coupé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과 운전자 지원
시스템, 스포티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역동적 주행 감
각과 품격 있는 호화로움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The

New GLC Coupé는 오랫동안 메르세데스-벤츠가
SUV 세계에서 쌓아온 업적과 쿠페의 스포티한 스타

The New GLC 220 d 4MATIC Coupé에 쓰인 170마

일과 감성을 융합한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거리를 따

력 디젤엔진은 넉넉한 힘과 놀라운 효율, 만족스러운

뜻한 봄바람처럼 달리며 새봄을 알릴 듯하다.

주행 감각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이 포함되어 엔진의 힘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하게 만드는 9G-TRONIC PLUS(9단 자동변속기)는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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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TO FLO OR YOU
독일 보훔에 위치한 회사 쇼룸에
앉아 있는 얀 카트. 이레이즈드 헤리티지
컬렉션 카펫이 뒤편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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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O U G H T PAT T E R N S
카트는 털실 방울을 사용해 카펫
디자인에 쓸 컬러와 패턴을 정한다.

FASH ION

FOR

FLOORS

얀 카트가 선보인 카펫은 고대 동양의 수공예와 현대적인 비주얼 아이디어를 결합한 것이다.
어떤 카펫은 오랜 세월 동안 써온 골동품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카펫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사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카펫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하나가 모두 걸작이라는 사실이다.
글 베 네 딕 트 새 라 이 터 (BENEDIKT SARREITER) 사 진 크 리 스 찬 보 스 (CHRISTIAN B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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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머물던 시기에
제 시각을 끝없이
넓힐 수 있었고 그때
보고 느꼈던 요소는
오늘날까지도
저의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얀 카트

REVOLUTIONARY
얀 카트는 전통적인 오리엔탈 카펫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꾸며 이 분야의
묵은 먼지를 모두 털어냈다. (제일 위) 스페이스크래프티드 컬렉션의 카펫.
(왼쪽) 바이브런트 헤리티지(Vibrant Heritage) 컬렉션 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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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카트(Jan Kath)가 보훔(Bochum)

전통과 현대의 조합이군요.

에 위치한 회사 쇼룸 테이블에 앉

저희의 시각과 비전은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아 잠시 두 눈을 비빈다. 벽에는 ‘이

무엇보다 카펫의 제작과 직물 사용에 있어서는 직접

레이즈드 헤리티지(Erased Herit-

손으로 매듭을 짜는 유서 깊은 방식을 고집합니다.

age)’ 컬렉션의 카펫이 걸려 있다.

1년 반 전에 초창기 카펫을 비롯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처럼 선명하고 다채로운 배경에

고대 카펫 컬렉션을 보유한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비해 카트는 약간 창백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한 것 같

미술관에서 저희 이레이즈드 헤리티지 컬렉션이

기도 하다. 44세인 그는 항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낮이나 밤이나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북미

평가한 바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우리가 맞는

지역에도, 아시아에도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 하루 24시간을 꼬박 일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인걸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카트는 곧바로

하지만 당신의 방향에도 많은 굴곡과 반전이

온 정신을 집중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가 말하는

있었죠. 아버지의 숍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걸 좋아하고 자신의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정말 걷고
싶지 않았고 보훔 밖으로, 유럽 밖으로 나가보고

카트 씨, 품질이 좋은 고급 카펫과 보통 카펫의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인도의 테크노 히피

차이를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문화에 심취했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교한 카펫에 둘러싸여
자랐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카펫을

나중에 결국 카펫 사업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거래하는 상인이었고 여기 보훔에 가게도

무엇인가요?

있었거든요. 열두 번째 생일에 아버지께서 값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별다른 인생의 목표가

카펫을 주셔서 제 방 벽에 걸어놨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약간 특이하게 느껴졌지만 그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카펫이었나요?
비드자르(Bidjar)라는 클래식 페르시안
카펫이었어요. 아직도 갖고 있죠.
비드자르란 무슨 뜻인가요?
그 카펫의 패턴이 처음 만들어진 이란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에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의 가게에서 처음 견습
생활을 시작할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우리에게
낸 문제가 바로 이 비드자르 카펫의 디자인과 컬러,
질감만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 맞히는
거였죠.
그때 얻은 지식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네요.

FROM RUGS
TO RICHES
얀 카트가 지켜내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다.
카펫을 짜는 직업은 기원전
2,0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존재했으니 말이다. 손으로
매듭을 지어 만든 오리엔탈 카펫이
생산되던 지역은 마그레브 지방부터
중국까지 이어졌는데 사람들은
이를 ‘카펫 벨트’라고 부른다. 이곳이
바로 카트가 2,000여 명의 직원
중 대부분을 채용한 곳이다. 그의
카펫은 네팔, 인도, 태국, 터키와
모로코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본사는 독일 보훔에 있는데 카트가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뉴욕과 베를린,
밴쿠버에 지사도 두고 있다.
이 카펫의 평균 가격은 1제곱미터당
1,450유로 정도. 카트의 조부모도
페르시안 카펫 사업에 종사했으며
현재 부모도 함께 회사에서 일한다.

없었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쯤 그 당시 살고 있던
카트만두에서 아버지의 납품업자 중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셔서 그분 밑에서 퀄리티 체크, 워크플로
컨트롤 등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카펫 거래업자들 밑에서도 프리랜서로
일하며 티베트와 몽골까지 다녔어요. 그 후 한
독일 납품업자가 전화해 카트만두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을 넘겨받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저는 바로
받아들였죠.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군요.
두렵지 않다기보다는 순진했다고 봐야죠.
갑자기 3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책임져야 했는데
디자이너를 고용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하게 되었어요. 처음

5년간은 마냥 유행만 따르며 잘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훔 본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둘러싼
이레이즈드 헤리티지 컬렉션 카펫도 클래식 카펫의

그렇다면 오늘날의 얀 카트가 된 건

모티브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했군요.

언제부터인가요?

이런 앤티크 패턴을 소재로 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세기가 바뀌던 즈음, 제 사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레이즈드 헤리티지에서는 이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클래식 디자인에 더 많은 레이어를 겹쳐 반전을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줬어요. 마치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벽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마음먹었죠.

레이어 아래로 오래된 패턴이 조금씩 보이죠.

그렇게 ‘컨셉트(Concept)’ 컬렉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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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이 분야에서 젊은 작업자를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요?
요즘 네팔이나 인도의 청년들은 20년 전에 비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휴대폰 공장이나
건축 현장에서 일하거나 두바이에 가서 일할 수도
있죠. 저희와 일을 하게 되면 평균 이상의 급여에
공장 부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이며 놀이방도
제공하고 업무 환경도 나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단 매듭을 짜는 힘들고 고단한 일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근 공정무역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펼쳐 젊은
사람들이 이 일에 다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BIG ON Q UALIT Y

유도하고자 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다음

얀 카트는 자신의 카펫을 예술 작품처럼 전시한다. 보훔의
쇼룸이 자리한 건물은 원래 기계 조립 공장이었다.

세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 싶은 공예를, 이제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이 공예를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죠. 현재 저희는 그 어떤 앤티크 디자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객이 전통적인 카펫을

디자인했어요. 독일 루르 지방의 산업적 폐허를

찾는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특별한 피니시

모티브로 부패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그 뒤로 두

기술을 개발해 카펫에 몇 백 년 된 듯한 그윽한 멋을

번째 레이어가 보이도록 겹쳤죠. 이 방식이 나중엔

입힐 수 있으니까요.

저의 시그니처 기술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중에 있던
자금 2만 5,000마르크를 탈탈 털어 폐허로 있던

어떤 방법인가요?

졸버레인(Zollverein) 산업단지에서 사진 촬영을

보통 카펫 뒷면에 튀어나온 실오라기는 불로 태워

하고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모두 써버렸어요. 갖고

없애요. 저희는 카펫 앞면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있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버렸는데 아주

어떨지 시도해봤죠. 카펫의 실크와 털실을 매듭지은

운이 좋아 성공한 것이죠.
어떤 카펫이 만들기 제일 힘든가요?
‘스페이스크래프티드(Spacecrafted)’ 컬렉션
작품은 허블망원경으로 촬영된 사진을 카펫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최대한 사진같이 보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색상을 가지고 일했죠.
보통 카펫 하나에는 6~7가지, 많아야 8가지 색상이
들어가는데, 스페이스크래프티드 컬렉션 카펫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 깊은 공예를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까지 모두 그을려서 태웠죠. 재를 다 털어내자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이 한 300년은 걸어 다닌 듯한
카펫이 나타났어요. 전문가들도 진짜 골동품과의
차이를 잘 모를 정도였죠. 거기에 이 카펫은 특별한
워싱을 거치는데 그 부분은 영업 기밀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 저희는 15만
유로(약 1억8,400만원)나 하는 고대 카펫과 똑같이
생긴 카펫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얀 카트

많게는 80종류까지 들어간 것도 있어요. 정말 미친

당신의 다른 카펫도 저렴한 편은 아닌데 주요 구매

짓이었죠.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거예요.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희 사업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래처가

그 정도로 힘들었나요?

몇 곳 있어요. 패션회사와 가구회사의 협력 업체나

우선 이 모든 색을 보관할 곳이 없어 새로운 창고를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하고요. 저희 매장을 찾는

지어야 했어요. 게다가 몇몇 작업자는 아예 작업을

개인 고객들은 높은 품질을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거부했죠. 어쩔 때는 모든 매듭이 다른 색일 정도로

종종 아내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들어오는 남성분도

자주 색을 바꿔야 하니까요. 그렇게 작업하면

있는데 10분만 지나면 카펫에 대해 마음을 활짝

하루에 1센티미터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열게 돼요. 그리고 저희 제품 덕분에 젊은 사람들도

하나의 카펫을 만드는 데만 거의 6개월이 걸려요.

카펫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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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STUNNING FIGURE
클래식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한 컨셉트카가 선구적
기술로 가슴을 설레게 한다.

RED-HOT

STYLE

전기로 움직이는 숨 막힐 듯 황홀한 비율의 걸윙 쿠페.
Vision
Mercedes-Maybach 6 리서치카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이 전설적인 럭셔리 브랜드에 어떤 미래가 다가오는 지를 보여준다.
글 헬 지 벤 들 (HELGE BENDL)

단

몇 분 후면 상상이 현실이 된다. 다
임러 브랜드와 제품 디자인 총책임
자가 자신의 최신 프로젝트를 공개
하는 순간,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
라가 돌기 시작하며 몇몇 블로거는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위해 스마트

폰을 무대를 향해 고정한다.
캘리포니아의 페블 비치에서 열린 환상적인 자동
차 이벤트 콩쿠르 델레강스(Concours d’Elegance)
의 메르세데스-벤츠 본부인 ‘스타 라운지( Star

Lounge)’에서 고든 바그너가 지정된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콩쿠르 델레강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래식카 행사로 오직 진귀한 과거의 자동차들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지만 오늘은 스타 라운지
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들이 그들만의 비전
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완전
히 쇼의 주역이 되어버렸다.
차가 공개된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새로운 전
시 차는 스타로 등극했다. 관중들은 그저 눈으로 바
라보며 감탄해야 했지만 바그너는 차를 만질 수 있는
특권을 즐겼다. 48세인 그가 차의 윙을 손으로 부드
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저희는 이 최신 리서
치카에서 차체의 비율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길쭉한 후드, 낮은 지붕, 그리고 한껏 뒤쪽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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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스크린 역할을 하며, 원형 다이얼과 아날로그 바
늘이 운전자를 반긴다. “정통 아날로그 럭셔리를 향
한 갈망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레코드판과 클
래식 카메라의 부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sion Mercedes-Maybach 6는 사람이 직접 운전
할 수도 있다. “이 컨셉트카는 자율주행 모드도 지원
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 쿠페는 분명히 사람들
이 때때로 직접 운전하길 원할 차예요.” 748마력, 정
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4초 내에 가속하
고, 주행 거리는 500킬로미터 이상, 그리고 단 5분 만
에 1,200킬로미터를 달릴 전기를 얻는 고속 충전 기
능, 4개의 전기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사륜구동 시스
템 또한 갖추었다.

Vision Mercedes-Maybach 6는 걸윙 도어를 장착
했다. 이것은 전설적인 300 SL에 대한 경의를 표현
한 것이다. 그리고 매끈한 공기역학적 형태 및 스플

한 운전석을 갖춘 Vision Mercedes-Maybach 6는
차체의 길이 또한 엄청나고 이 쿠페의 전장은 5.7미
터로 현재의 Mercedes-Maybach S-Class보다도
더 길다.
바그너는 Mercedes-Maybach 브랜드가 고객에게
궁극적인 럭셔리를 선사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설명한다. 감각적인 순수성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

릿 리어뷰 윈도 같은 터치 덕분에 지난 콩쿠르 델레강

의 디자인 철학의 개요를 설명하고, 어떻게 세꼭지별

스의 스타였던 540 K 아우토반쿠리어(540 K Au-

tobahnkurier) 같은 럭셔리한 아르데코 스피드스터

을 단 자동차들이 ‘핫’하면서도 동시에 ‘쿨’해야 하는
지를 묘사한다.

우아함과 매력을 동시에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 디자인 총책임자가 개인적
으로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지가 확실히 드러난다.
바그너가 “라디에디터그릴을 보면 저는 세로 줄무늬

Mercedes-Maybach
디자인 수장인 고든 바그너가
리서치카를 통해 궁극적인
럭셔리를 선보였다. 브랜드
특유의 프로필을 형상화하는
대담한 전면은 보는 이들에게
전율을 선사한다.

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복고 디자인은 아닙니다”라
고 바그너가 명확히 밝힌다. “그보다는 새로운 아이
디어와 미래 지향적 기술이 혼합된 클래식 디자인 원
칙의 재해석이죠.” 영광스러운 자동차 역사에서 가
장 아름답고 럭셔리한 차들을 위한 장소에서 이제 미
래 세상의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를 엿볼 수 있게 됐

정장이 연상돼요”라고 말한다. 이 리서치카가 그에게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시 차는 보여주기 위한 차

있어 그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님이 여실하다. 그 어

일 뿐이다.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양산 모델에 반영될

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프로 근성을 지닌 바그너도

지는 수많은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MercedesMaybach를 위한 신모델 개발을 쉽게 상상할 수 있어

처음으로 불타는 듯 빨간 지르콘 색상으로 마무리된
PHOTOS DAIMLER AG

THE VISIONARY

실물 크기 모형을 봤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음을 인정

요. 아니면 리서치카에서 스타일 요소만을 뽑아 미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차는 치명적인

의 쿠페에 적용할 수도 있죠”라고 바그너는 말한다.

매력이 넘쳐나는구나!’”

혹시 벌써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고 묻자,

차의 내부는 럭셔리 라운지 스타일로 디자인됐다. 차

이 디자인 총책임자는 그저 미소를 짓는다. 그 대답은

체의 너비 전체를 가로지르는 글라스 패널이 디스플

아마 바그너의 머릿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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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 Moments
메르세데스-벤츠는 특별하다. 그 특별함은 오로지 최고의 퍼포먼스와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객을 향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소통과 서비스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해 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브랜드 앰배서더이자
국내 최고의 여성 골퍼인 박인비·안신애 선수와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 현장을 전한다.
글 이시우

Park In Bee Invitational
한국 여성 골퍼들의 축제
꿈의 무대에 선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목표와 꿈을 지니고 살아간다. 골프 팬들에게
‘박인비’라는 이름은 하나의 이정표와도 같다. 세계 골
프 역사상 남녀를 통틀어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올림
픽 금메달을 모두 획득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은 오로지 그녀뿐이니 말이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박인비 선수와 안신
애 선수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다채로운 이
벤트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특히 11월 25~27일 부산 동래 베네스트 골프클럽에
서 열린 ‘ING 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
셔널 2016’(이하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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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Park In Bee

후원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골프 축제의 위
상을 높였다.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은 박인비 선수를 비롯해 유소
연, 김세영, 고진영, 이승현 등 LPGA 및 KLPGA 투어
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26명의 한국 여자 골프 선수
들이 출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퍼가 총
출동했다는 점에서 마치 올스타전을 연상시켰다. 대
회 기간 동안 LPGA 선수들과 KLPGA 선수들은 엎치
락뒤치락 치열한 경합 끝에 전년도에 이어 LPGA 선
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의
후원사로서 다이내믹한 성능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
의 쿠페형 스포티 SUV인 The New GLE Coupé를 14
번 홀인원 경품으로 내걸었으며, 행사 기간 중 메르
세데스-벤츠 모바일 큐브를 설치해 대회에 참석한 모
든 이들이 The New GLE Coupé를 직접 감상하고 메
르세데스-벤츠 브랜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
를 마련했다. 이뿐 아니라 방문객에게 소정의 기념품
을 증정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쉽게도 부상으로 인
해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호스트로서 대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세계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
KLPGA에서 특별상을 받으셨는데 그 소감이 어떤가요?
올림픽에 나가기 전부터 심적이나 육체적으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그동안 프로 선수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힘든 경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금메달을 땄을 때
나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생각에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다양한 종류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차종이 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G-Class와 Mercedes-AMG GT S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Mercedes-AMG GT S는 무척 힘이 좋고
컨트롤이 뛰어나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 G-Class는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즐기기 좋았고 SUV 강점인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서 좋았어요.
팬들을 위해 골프 노하우나 팁을 귀띔한다면?
퍼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면에서 스트로크를 낮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퍼팅할 때 실전에서는 공을 보면서
치더라도 연습할 때는 홀을 보면서 스트로크 하면 평소에
거리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이번이 제가 참여한 세 번째 행사인데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행사 진행이 특별하고
차별화돼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무척 세심히 신경 쓴
점도 돋보이고요. 프로의 시각으로 볼 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꼈어요. 지난 일 년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배우고 느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 분위기를 띄우고 출전 선수들을 다독인 박인비 선
수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으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정말 대단하다.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애쓴
주최사와 스폰서에 감사드리며, 내년 대회가 벌써부
터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Mercedes Fan’s Day
브랜드 앰배서더와 함께한 특별 이벤트
축제가 끝나면 무대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취를 감
춘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의 좋은 시간은 멈추
지 않는다.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 끝난 다음 날인 11
월 2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또 하나 마련했다. 바로 박인비 메르
세데스-벤츠 코리아 브랜드 앰배서더와 함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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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팬즈 데이(Mercedes Fan’s Day With
Brand Ambassador)’다.

메르세데스 하우스 앞마당에 설치한 리셉션 공간에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는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

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날의 행사를 기대하는 모

서 메르세데스-벤츠를 상징하는 세꼭지별 엠블럼 앞

대회를 치른 부산 동래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성대

습을 보였다. 브랜드 하우스 내부는 메르세데스-벤

하게 열렸다.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에는 메르세데스-

츠를 상징하는 블랙 앤 화이트로 꾸민 세련되면서도

벤츠 코리아의 고객 총 120명이 참여했는데, 전날까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였으며 러그와 카펫, 벽난로

지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선수들이 직접 누빈

가 어우러져 안락하면서도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자

필드에서 행사를 진행해서인지 한껏 들뜬 표정이었

아냈다.

다. 더욱이 KLPGA를 대표하는 골퍼인 유소연 선수도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 총 2세션으로 진행됐는데

행사에 참여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선 환영사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이은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 행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됐다.

정 상무가 “메르세데스-벤츠라는 이름에는 딸을 사

조식 이후 진행된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박인비 선수

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와 유소연 선수가 각자 자신의 장기인 퍼팅과 어프로
치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오프닝 이후에는 고객
이 직접 참여하는 토너먼트 라운드가 이뤄졌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고객들이
수준급 실력을 뽐내며 열기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에
선수와 함께하는 원 포인트 골프 레슨을 비롯해 유소
연 선수가 고객들과 직접 경쟁하는 세션인 ‘비트 더
프로(Beat the Pro)’와 홀 레슨 럭키드로, 스타와 함
께하는 포토타임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특별하고 다
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무
엇보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박인비·유소연 선수에
게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묻고 답을 듣는 기회가 주어져
참석자들은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
름다운 순간은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추억
을 만든다.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는 메르세데스-벤츠
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히지 않을 특별한 선물
을 선사한 하루였다.

Mercedes Lady’s Day
메르세데스-벤츠 여성 고객만을 위한
레이디스 데이
자동차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기에 순수
한 열정과 섬세한 감각으로 똘똘 뭉친 여성 드라이버
역시 메르세데스-벤츠에게는 몹시 소중하다. 오랜 시
간, 메르세데스-벤츠는 수많은 국내 여성 드라이버에
게 사랑받아왔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퍼이자 브랜드 앰배서더
인 박인비·안신애 선수가 참여하는 여성만을 위한 프
라이빗 이벤트를 진행했다. 바로 ‘메르세데스 레이디
스 데이(Mercedes Lady’s Day with Brand Ambas-

sador)’다.
지난해 12월 8일, 부암동에 마련된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하우스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성긴 눈송이가 흩날렸으나 행사장을 찾은
여성 고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고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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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사랑하는 아빠처럼 여성 고객을 더욱 소중히 하

브랜드 앰배서더로서 처음 참석한 행사라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동안 메르세데스-벤츠를 타는 여성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다들 센스 넘치고 지적이시더라고요. 또한
지금껏 행사라 하면 호텔 이벤트 홀에서
진행하는 전형적인 행사만 생각했는데, 오늘
메르세데스 레이디스 데이에 참여하면서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메르세데스-벤츠는 역시
특별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들만 초대해 오늘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면서 어떤 차종을
시승해보셨나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델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C-Class Coupé와 GLC, GLE를 시승했어요.
그중 저는 C-Class Coupé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부터 C-Class Coupé를 꼭
타보고 싶었거든요. 디자인이 정말 귀엽고
예쁜데다가 겉보기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무엇보다 승차감이 뛰어나서
데일리 카로 안성맞춤이었어요.
안신애 선수 하면 가장 패션 감각이
뛰어난 선수로 손꼽힐 정도로 스타일이
늘 돋보입니다. 골프 패션과 관련해 여성
골퍼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필드에서 여성 골퍼들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드레스업 역시 경쟁으로 여겨지는데요.
무엇보다 패션은 자신의 몸에 잘 맞는 피팅감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흰색
계열을 입으면 적당히 튀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죠. 또는 골프장 배경과
보색을 이루는 컬러를 선택해도 화려하고 센스
있어 보인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한 지난 1년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제 드림카는 오랫동안 메르세데스벤츠였어요.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브랜드
로고가 제게 생겼다는 자부심이 느껴져서 지난
1년간 브랜드 앰배서더로서 무척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는 마음에서 메르세데스-벤츠를 사랑하는 여성분
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다음 토크쇼에서는 박
인비·안신애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을 일부러 챙겨 온 박인비 선수에
게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토크쇼 이후 행사에 참여한 고객은 총 세 팀으로 나뉘
어 브랜드 앰배서더와 함께하는 메인 이벤트를 비롯
해 ‘조 말론과 함께하는 프래그런스 컴바이닝 클래스
(Fragrance Combining Class)’, ‘마카롱 세션’을 진
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메인이벤트는 오

전에는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저녁
에는 안신애 선수와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이 진행됐
다. 이날 박인비 선수는 자신이 평소에 쓰는 퍼터를
챙겨 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대일 코칭하는 열
성을 보였으며, 안신애 선수는 기본 스트레칭 자세부
터 골프 자세까지 다양한 홈 트레이닝 노하우를 시연
해가며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메르세데스 레이디스 데이는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
시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메르세데스 레이디스 데
이는 각 세션별 30명씩 소규모로 진행돼 스타와 고
객이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이서 친밀감을 나누
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달랐다. 안신애 선수
PLEASANT
LESSON
참석 고객들은 오직
여성만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과 홈 트레이닝을
통해 보다 쉽게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는 행사를 마친 뒤 “프로 골퍼로서 평소에 팬들과 직
접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까
이에서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니 정말 뜻 깊고 좋은 추
억이 되었어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메르세데스 레이
디스 데이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여성 고객에게 또 한
번의 ‘Best in My Life’를 선사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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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IANS
자동차의 시작과 끝이라 불리는 메르세데스-벤츠는 기술력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꾸준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에는 2년마다 열리는 글로벌 테크마스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주관으로 열리는 테크마스터는 그래서 메르세데스-벤츠 테크니션들에게 꿈의 무대다.
글 황욱익 사진 박성영

지

난해 11월 15~17일 독일 슈투트가
르트에서 개최된 글로벌 테크마스
터에서 한국 팀이 총 6개 경쟁 부문
중 5개 부문에 입상했다. 독일, 중
국, 일본, 캐나다 등 12 개국의 72
명이 참가한 이번 글로벌 테크마

스터에서 한국 팀은 공인 진단(Certified Diagnosis

Technician) 부문에서 이혁수 테크니션과 공인 시
스템-전기장치 및 운행보조( Cer tified System
Technician-Driving Stability) 부문에서 윤인성 테크
니션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국 팀은 이밖에도 공
인 유지 보수(Certified Maintenance Technician)
부문에서 진민규 테크니션, 공인 파츠 및 액세서리 세
일즈(Certified Parts Accessories Salesperson)
부문에서 임재형 테크니션이 2위, 공인 시스템-파
워트레인(Certified System-Powertrain) 부문에
서 김성훈 테크니션이 3 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
았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정비 기술 자격의 최
고 타이틀인 공인 진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이혁
수 테크니션은 최고의 테크니션 양성을 위해 2008
년 국내에 도입한 독일의 선진 자동차 교육 시스템인

AMT(Automotive Mechatronic Traineeship) 졸업
생이다. 이밖에도 팀워크 및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국
가 간 팀 경쟁 부문 중 팀워크 역량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독일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로 이번 글로벌
테크마스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월 말,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테크마스터의
한국 대표팀을 만났다. 이번 글로벌 테크마스터를 이
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의 김
창호 부장과 공인 시스템-전기장치 및 운행 보조 부
문 윤인성 과장, 공인 진단 부문 우승자 이혁수 반장
에게 글로벌 테크마스터 우승 비결과 준비 과정에 대
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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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마스터에 출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출제될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했습니까?

윤인성: 우선 시험장 분위기를 숙지하는 게

김창호: 글로벌 테크마스터는 메르세데스-벤츠

가장 기본이었어요.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미지

본사에서 주관하는 기술 경진 대회로 각 국가별

트레이닝을 통해 환경 변화에서 오는 불안 요소를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 2015년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관련 분야에 대한

5월 21일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진행된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4일에 열린 코리아

만들고 실제 상황에 대입했는데, 멀쩡한 부품을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100개의 예상 리스트를

테크마스터에 임하며 글로벌 테크마스터 준비를

일부러 고장 내고 원인을 찾기도 했죠.

시작했습니다. 9개 분야에 총 639명이 응시하여

이혁수: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와 가장 많이 준비한

36명이 선발되었고 이 중 6명이 독일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마스터에 출전했습니다. 최종 6명은
6주간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테크마스터에

것은 엔진 진단입니다. 실제 차량 엔진의 부품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죠. 때로는 차 옆에서 잠들기도 하며 하루

24시간을 차와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테크마스터에서
두 분(윤인성·이혁수)이 우승을 했는데 특별한
비결이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윤인성: 비슷한 유형의 예상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파트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테크마스터 환경이 낯설다 보니 다른 파트
팀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겹치는 걸
최대한 줄였습니다. 글로벌 테크마스터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별 팀워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른 파트의 협조가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죠.
이혁수: 사실 글로벌 테크마스터의 단골손님은

S-Class입니다. 신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를 가장
많이 했죠. 그런데 사전에 공개된 시험장에 있는

C-Class를 보고 올해는 C-Class구나 생각했습니다.
S-Class 중심으로 대비한 게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새벽 늦게까지 C-Class에 관련된 준비를
다시 했죠. 출제된 문제는 모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로 실용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새벽까지 준비했던 연료 압력(연료 시동)
분야가 출제되어 고비를 넘기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김창호: 글로벌 테크마스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되었죠. 다행히
한국에서부터 다져진 팀워크와 한국 대표팀의 위기
대처 능력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처음부터 팀원 간의 조화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의 환경 변화 대응도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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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테크니션들이 모이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리이다 보니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요.

김창호: 메르세데스-벤츠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윤인성: 가장 큰 부담은 회사의 업무 공백과

게임 앤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진단 전략 혹은 4단계

성적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글로벌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인데 트레이닝

테크마스터에 나간다는 자부심도 갖는 한편 다른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

팀원과 협력이 잘될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양보가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간발의 차이도 있었고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분이 맡은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윤인성: 제가 맡은 건 주행 안전 부문입니다.
엔진을 제외한 섀시와 브레이크까지 포함되는데
메르세데스-벤츠의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에어매틱 제어와 유닛(통신 플렉스레이)의
하드웨어적 증상을 해결하는 파트입니다. 여러
경고등이 연쇄적으로 들어오거나 차체의 반응을

국제적인 경연 대회에서
검증된 테크니션의 실력은
현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테크니션의
기술력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최고의 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테크마스터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이야기해주세요.
김창호: 국제적인 경연 대회에서 검증된 테크니션의
실력은 현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윤인성: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류애와
동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동종 업계의
기술자이고, 무엇보다 메르세데스-벤츠라는
브랜드 내의 동료이기도 하고요. 제가 얻은 가장
큰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기술의 가려진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해결하고 내가 가진 기술력의 측정, 좀 더 상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하죠. 제한 시간이 매우

등급에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빡빡한 분야입니다.

이혁수: 가장 큰 효과는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이혁수: 쉽게 설명하자면 제 분야는 엔진
진단입니다. 진단기에 나오지 않는 증상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특히 시동 거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로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글로벌

MERCEDES-BENZ KOREA
TECH MASTERS
글로벌 테크마스터를 향한
도전의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글로벌
테크마스터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일하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테크마스터에서는 연료 압력 센서 조작이나 증상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보다 빨리

있는데 진단 코드에 없는 상황 등이 해결 과제로

대응하는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 메르세데스-벤츠

주어집니다.

고객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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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팎의 오염물질은 자동차는 물론 운전자의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람의 호흡기와
순환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여러 필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봄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고 순정 필터로 교체해보자.

황

사를 ‘봄을 알리는 불청객’의 대명
사라고 일컽던 것도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황사나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일상생활을 불편
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기오
염 관련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평소에 적당한 운
동과 더불어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가 필요
한 이유다.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건강관
리는 사람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차뿐 아니라 차
에 타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물론
50

에어 필터
자동차에도 황사 때 사람이 쓰는 마스크의 역할을 하
는 부품이 있다. 에어 필터가 바로 그것이다. 에어 클
리너 엘리먼트라고도 부르는 에어 필터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여과한다. 먼지나 불순물이 섞인 공
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엔진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
고 매연이 심해지기 쉽고, 나아가 피스톤과 실린더 등
주요 부품이 손상되어 엔진 수명에도 악영향을 준다.
에어 필터는 여과 능력이 오래 유지될수록 좋다. 메
르세데스-벤츠 순정 에어 필터는 흡수할 수 있는 먼
지와 불순물의 양을 측정하는 성능 테스트를 통해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다. 시중 3개 제조사의 제품
과 1개 위조품 에어 필터를 비교한 시험에서 순정 에
어 필터가 가솔린엔진용과 디젤엔진용 제품 모두 성
능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비순정품 대비 성능 유지
기간(service life)이 최대 216퍼센트 긴 것으로 나타
났다.

실내 공기정화 필터
흔히 에어컨 필터라고도 하는 실내 공기정화 필터는
차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여과하는 것이 핵심 기능인
만큼 봄철 황사와 꽃가루,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탑승
자의 건강을 지키는 부품이기도 하다. 필터를 제때 교
체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쌓이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
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외부 공기가 원활하
게 흘러 들어오지 못해 환기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
다. 따라서 실내 공기정화 필터는 때마다 반드시 새것
으로 교체해야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실내 공기정화 필터 성능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벤
츠 순정 필터는 정화 능력이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운 입자 정화 능력은 93퍼센트로
경쟁사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고, 굵은 입자 정화 능
력은 98.2퍼센트로 나타나 85퍼센트에 그친 경쟁사
제품보다 13퍼센트 뛰어난 성능을 지녔음이 확인되
차와 사람 모두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오너의 몫.

었다. 아울러 차의 환기 시스템의 일부로서 정확한 규

사람처럼 자동차도 호흡기와 순환계에 해당하는 부

격으로 만들어지므로 빈틈없이 공기를 정화하는 것

분, 그중에서도 필터를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건강을

은 비교할 수 없는 메르세데스-벤츠 순정 필터만의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필터는 쓰임새마다 특
성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모든 필터는 공통점이 있
다. 오래 쓰면 쓸수록 불순물이 쌓여 필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 필터는 차가 쓰이
는 환경이나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
정 기간이 지나거나 정해진 거리를 달린 뒤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필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가올 봄

사람처럼 자동차도
호흡기와 순환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중에서도
필터를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장점이다.

오일 필터
차의 심장인 엔진이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엔진오일이다. 정밀한 엔진 부품이 매끄럽게
움직이려면 엔진오일이 항상 깨끗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엔진 오일에 섞인 여러 불순물을 걸러내 부품을 보
호하고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돕는 것이 오일 필터다.

을 앞두고 미리 숙지하면 좋을 자동차의 주요 필터의

즉, 자동차의 심장이 오랫동안 튼튼하려면 오일 필터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교체할 때 반드시 순정 필터를

에도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오일 필터는 여과 성능과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51

PARTS

GENUINE OIL
F I LT E R
오일 필터는 겉으로 보아서는
정품과 위조품을 구분하기
어렵다. 현명한 방법은
항상 순정품을 쓰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는 가솔린엔진 차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교체 주기를
권장한다. 디젤엔진 차의 연료 필터 교환 주기가 가
솔린엔진 차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연료의 불
순물뿐 아니라 연료 속 수분까지 거르는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연료 속 불
순물은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떨어뜨리고 소음이 커
지는 데 영향을 주지만 수분을 제대로 거르지 않으면
자칫 엔진이 파손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기
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필터에 모인 물이 얼어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부
품 중 하나다.

컴팩트플러스 패키지와 서비스 캠페인
앞서 살펴본 여러 필터를 비롯해 자동차의 소모품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는 신차 구매 시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가 포함되어
구매 후 3년 또는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범
위에서 정기점검, 일반 수리와 함께 소모품 교체를 무
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ISP 기간이 만료되었더
라도 차는 꾸준히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럴 때
필터는 여과 기능이 좋을수록 여과지가 빨리 오염되

각종 필터를 포함한 소모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

기 때문에 필터 내부의 저항이 커지고 안전밸브가 비

매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정상적으로 빨리 열려 오염된 엔진오일이 필터를 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컴팩트플러스 패키지를 구매하

치지 않고 엔진을 순환하게 된다. 따라서 통과시키는

는 것이다. 컴팩트플러스 패키지는 차 유지 관리에 필

불순물 입자 크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필터

수적인 서비스를 한데 묶어 쿠폰북 형태로 제공하는

의 수명과 기능이 유지된다. 오일 필터의 여과 성능과

서비스 상품이다. 이 상품에는 기본 정기 점검을 비롯

내구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해 필수 소모품과 점검 및 교체 작업의 기술료가 모두

것이 좋은데, 교체할 때에는 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된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 항목을 따로 구매하고

순정품을 쓰는 것이 좋다.

서비스 받을 때와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과

2016년 프랑스의 국제 여과 성능 시험기관인 IFTS
(International Filter Testing Services)에서 실시한
오일 필터 성능 테스트에서 섭씨 40도 조건에서 디젤

상품을 구매한 뒤 부품비와 기술료가 오르더라도 추
메르세데스-벤츠가 실시하는 계절맞이 서비스 캠페

엔진 내 오일 압력 차이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식으

인도 차를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다. 계절의

로 시험한 결과 순정 오일 필터는 압력 차이에 관계없

특성에 알맞게 구성한 무상 점검 서비스와 주요 순정

이 원래 형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위조품은 오일 압력

부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사

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돋보인다.

이 높아지자 파손되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오일

와 꽃가루 등이 호흡기를 위협하는 봄을 앞둔 요즘,

필터는 겉으로 보아서는 정품과 위조품을 구분하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새봄맞이 서비스 캠페인

어려우므로 교체할 때에는 항상 순정품을 쓰는 공식

을 활용해보자. 단순히 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치지 않고 공인된 전문 테크니션의 섬세한 손길로

연료 필터

는 메르세데스-벤츠 오너라면 놓치기 아까운 캠페인

연료 필터는 가솔린 또는 디젤 연료를 걸러주는 것으

이다. 일상 속 작은 센스를 발휘해 차와 차에 타는 사

로 연료 속 불순물이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지 않도록

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세련된 메르세데스-벤츠 오

막는 역할을 한다. 차종별로 다르지만 디젤엔진 차

너가 되어보자.

차량 점검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를 아끼

52

SPORTS

THE FORMULA FOR

EFFICIENCY
포뮬러 원의 세계는 무척 빨리 변화한다. 고출력 연소 엔진들은
이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통합된 지능적 구동 장치로 교체됐다.
현재 이 장치의 효율성은 47퍼센트로 3년 전에는
단지 29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F1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혁신과 개선 사항 중 단 하나의 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 진 킬 리 안 비 숍 (KILIAN BISHOP)/ 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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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ERGY BAR
포뮬러 원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적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스포츠이며 이는 에너지의 생성과
사용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급제동 시 무려 주전자
4개에 담긴 물을 끓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81 %

감소했으며, 에너지
밀도는 2배 상승했다.

WATERKETTLES ALESSI MOD. 9091

EFFICIENCY
효율성을 달리 표현하기:
현재 포뮬러 원 경기 중 실버
애로우가 회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평균적인 가정에서
24시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다.

PU 106C
PU 106C는 메르세데스-벤츠가
포뮬러 원 엔진에 부여한 코드명이다.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리튬이온전지는
그랑프리 경기 중 무려 70회 이상
완충과 방전을 반복한다.
만약 배터리 셀을 땅에 펼친다면 배구
코트 전체를 덮을 것이다.

107 KG

2007년에 KERS(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운동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무게는
107킬로그램이었다.
그런데 가장 최신 버전의 무게는 단
20킬로그램에 불과하다.

*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배터리의 무게는
9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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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GENIUS
포뮬러 원 엔진의 수많은 하이브리드 처리 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려면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지능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F1 머신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한 차례 경기에서
무려 43조 또는 그 이상의 횟수를 계산해내야 한다.

1,240

시간당 100킬로그램의 부피흐름율로
최대 1,240킬로와트의
잠재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

1,000° C
포뮬러 원 머신에 실린 1.6리터 V6 연소 엔진이 뿜어내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섭씨 1,000도 또는 그 이상이다. 이 가스가 컴프레서에 연결된
터빈을 돌린다. 압축기와 터빈 사이에 MGU-H(H=Heat, 열) 하이브리드
장치가 존재하는데,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추출된 에너지는 제동 시 MGU-K(K=Kinetics, 운동)
장치를 통해 생성되는 전기와 함께 배터리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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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PE R C E NT
현재 KERS 시스템은 경기 중에 생성되는 에너지를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하는
작업으로 95퍼센트라는 놀랍도록 훌륭한 수준의 효율성에 도달했다. 2007년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39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해법이
아무리 많더라도 궁극적인 결정, 즉 전기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언제
스티어링휠에 달린 스위치를 누를지 판단하는 것은 운전자의 몫이다.

BILLIONS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포뮬러 원 머신은 매초
수십억 회의 계산을 해낸다.
차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일반 자동차의
프로세서보다 20배 정도 더 강력하다.

2,600°C

실버 애로우의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될 때
그 온도가 무려 섭씨
2,600도까지 상승한다.

MORE THAN 40
페트로나스는 메르세데스 포뮬러
원 경주차를 위해 한 시즌 동안 무려
40종류 이상의 혼합 연료를 연구해
후보로 내놓는다. 사용되는 연료가
경주차 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최대치의 출력의
뽑아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ELEPHANTINE
ONE LAP
트랙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엔진
안에서는 4만6,000회의 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작은 개선점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팀의 1.6리터 V6
엔진은 과거의 2.4리터 V8 엔진과
동등한 힘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엔진의 효율성은 29퍼센트였다.

37,000,000
4회의 F1 경주 동안 3,700만 번의
점화가 이뤄진다. 최신 F1 머신
엔진은 이 기간 동안 살아남아야만
한다. 3,700만 번의 점화 중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해도 엔진 기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CALCULATORS ARTIS MODEL ELEPHANTS SCHLEICH

포뮬러 원 연소 엔진의 6개 실린더는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서 가동된다.
믿기 어려울 테지만 1회 연소 시
각 실린더에 가해지는 가스압은 코끼리
4마리의 무게와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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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POINTS
포뮬러 원 엔진의 연소실에 공기를 공급하는
컴프레서는 흡입한 공기의 기압을 약 5배로 압축한다.

MGU-H는 터보차저의 터빈과 컴프레서
사이에 위치한 발전기의 명칭이다.
배기가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압축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DOWNSIZING
포뮬러 원 엔지니어들은 다운사이징 규정 때문에 새로운
전기 터보차저를 개발해야 했다. 보편적인 엔진들과는
달리 배기가스로 돌리는 터빈과 연소실에 공기를 공급하는
컴프레서 유닛이 하나의 케이스 안에 함께 위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분리된 구성은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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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S P I R AT I O N
터보차저를 개발할 때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팀의 전문가들은 헬리콥터의 터빈과 트럭의
터보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V자 형태로 늘어선
2열의 실린더 사이에 터보차저를 장착하는 AMG의
핫 V(Hot V) 컨셉 덕분에 엔지니어들은 무척이나 빡빡한
포뮬러 원 머신의 후미 공간을 아낄 수 있었다.

100, 000

MGU-H 발전기가 터보의

컴프레서 유닛을 돌리는 속도는 분당
최대 10만 회전이다.

AIR PUMP LEZ YNE

MGU-H

EMOTION
The best of
design, art,
and indulgence

TRUE
BE AUT Y
CANNED ART
스위스 건축가인 헤르조그 앤 드뫼론(Herzog & de Meuron)의
디자인에 런던 테이트 갤러리의 연장선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스위치 하우스(Switch House)가 2016년 여름 문을 열었다.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조이 디비전(Joy Division)과
록시 뮤직(Roxy Music)의 앨범 커버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피터 새빌
(Peter Saville)이 테이트 갤러리를 위한 새로운 로고 제작을 맡았다.
각기 다른 색깔로 갤러리의 다양한 면을 표현한 것이 특징인 그의 로고는
테이트 모던 바(Tate Modern bar)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판매 중인
‘스위치 하우스 페일 에일’ 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ATE .OR 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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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포즈를 취해온 이들을 가장 독창적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위스 사진작가 마르코 그롭(Marco Grob)은 이 분야에 있어 전문가다.
레이디 가가, 콜린 퍼스, 조지 클루니 등 수많은 스타뿐만 아니라 정계와 과학계의
유명 인사들까지 촬영한 그의 비법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다. 다른 사진작가들이
완벽한 사진을 건지고자 긴 시간을 투자할 동안 51세의 그롭은 속도를 택한다. “제가
추구하는 건 독창적인 사진이고 필요한 시간은 2분에서 5분이면 돼요.” 잡담 역시 그의
스타일이 아니다. “촬영 전에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 밖의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일을 잘하려면 카메라 안의 세계에만 집중해야 해요.” 이 같은
테크닉은 확실히 성공적이었다. 그동안 그는 에미상, 사진 업계의 오스카로 알려진
‘올해의 사진(Picture of the Year)’ 상 등 안 받아본 상이 없을 정도니 말이다.
이런 그도 사진작가 밑에서 일하던 15세 인턴 시절에는 ‘재능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뉴욕 타임스>, <보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15년 동안 찍은 200여 컷의 인물 사진을 담은 <머니 피플
폴리틱스(Money People Politics)>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TENEUE S.C OM

M

IR

IK MILA
N

PING - PONG PERFECTION
탁구는 딱히 화려하고 매혹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디자이너 파올로 칼카그니(Paolo Calcagni)의 손끝에서
탁구대가 세련되고 우아한 자태로 재탄생했다.
테이블 다리는 나무와 놋쇠로 제작하고, 상판은 호두나무,
자단나무, 벚나무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가죽으로 만든 네트,
제브라노 탁구채를 매칭했다.

PHOTOS ©2016 MARCO GROB. ALL RIGHTS RESERVED (3), IMAGO (1), DENISE BONENTI (1) ILLUSTRATION JULIA PEL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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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클럽과 바는 여행안내 책자에 나오는
일반적인 관광지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36세의 미릭 밀란(Mirik Milan)이다. 암스테르담
공식 ‘밤의 시장님(Night Mayor)’인 그는
네덜란드 메트로폴리스의 밤 문화를 책임지고 있다.

‘밤의 시장’으로서 당신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항상 최신 트렌드를 주시하며 암스테르담의
밤 문화가 안전하고도 역동적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시 당국과
클럽 오너, 지역 주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 업무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단점도 있나요?
밤 문화는 종종 부당하게 나쁜 평판을 얻기도
해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
내에서 인맥을 잘 구축해놔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쪽 공직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죠.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미팅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남들과 비슷해요.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3일 출근하는데 시청 안에서
일하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기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정치가, 지역 주민, 밤 문화 업계의
대표들에 의해 선출된 것은 맞지만 저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럼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날엔 밤에 일하나요?
주중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때문에
보통 11시쯤 잡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클럽들을
방문해야 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죠. 새로운 클럽
오프닝 같은 행사에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SHRINE TO WINE
‘라 시테 뒤뱅(La Cité du Vin, 와인의 도시)’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물관에 걸맞은 유일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재배지 보르도 지역이다. 미래적이면서도 거대한 성당을 연상시키는 건물에
위치한 총 1만3,350제곱미터의 10층짜리 전시 공간은 가히 포도주의 성지라 표현할 만하다.
라 시테 뒤뱅의 주요 타깃은 아직 와인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곳에서는 6,000여
년 전 그루지야에서 첫 포도나무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배우고, 로버트 파커 같은 와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80개국에서 생산된 800종의 와인을 시음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관여할 만큼 밤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밤에는 비슷한 사상을 가진 느긋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우정이 시작되고, 창의적인 재능이
발굴되는 곳이 바로 밤 문화입니다.

L AC ITE DU VIN.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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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모든 것은
빈티지라 좀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애인이 없는 건가?”
47세의 루시 리우는 털털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배우인 그녀는 20년 넘게 유 링(Yu Ling)이라는
본명으로 추상주의·구상주의 그림과 캘리그래피 작품을 선보여 왔다.
LUC Y LIU.NE T

C A N DY C R U S H
아티스트 마얀 질버만(Maayan Zilberman)은
자신의 고향 뉴욕에 자리한 휘트니 미술관에서
안경, 크리스털, 음악 테이프처럼 생긴 사탕을
만들어 판다. 너무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나머지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는 사탕 공장을
차리는 것이라고 한다.
S WE E T S AB A .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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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 OUT?
이렇게 아름다운
방에서 나가기란,
눈부신 해변이
손짓하더라도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

ON THE
ROCKS
W 고아 호텔의
스탠더드 풀이
지루해진다면 바로
절벽으로 이어진
락 풀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IT JUST CLICKED!
오늘날의 우리는 모두 ‘사진 중독’이 아닐까.
복잡한 SLR 카메라를 만지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을 보정하는 데만
몇 시간씩 투자하니 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스턴트 카메라가 주는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때로는 놀라운 요소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로모인스턴트 산 세바스티안(Lomo’Instant
San Sebastián)은 자동 기능과 수동 플래시
기능을 갖추었고 3개의 추가 렌즈도 제공하며,
결과물만큼이나 컬러풀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자랑한다.
LOMO GR APH Y.C OM

PHOTOS FACE TO FACE (1), TIAGO MARTINS (1)

REVEL IN AN
INDIAN SUMMER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던 고아(Goa)는 1960~70년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쾌락을
좇는 수천 명의 젊은 여행자들을 끌어 모은 히피들의 성지였다. 아직까지 그 시절의 잔류가 남아 있는
이 도시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최근에 문을 연 W 리트리트 & 스파(W Retreat
& Spa)다. 붉은 절벽과 코코넛 야자수 사이로 보이는 이 리조트는 한때 히피 세대의 파라다이스로
불리던 바가토르(Vagator) 해변의 고운 모래 위에 지어졌다. 호텔의 160개 객실, 스위트, 별장 및 빌라
내의 가구는 모두 현지의 전통과 모던한 디자인을 결합했으며, 벽에 걸린 소품과 쿠션은 현대적으로
풀어낸 에스닉 패턴과 인도 전통의 시샤 미러 자수로 꾸몄다. 이런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리 만무하다. 현지 어부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가까운 안주나(Anjuna)
해변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히피 마켓을 둘러봐도 좋다. 인도 장인들이 각종 물건을 들고
호객하는 광경, 나이 든 히피족이 근처의 향료 농장에서 풍기는 커리, 시나몬, 카르다몸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바로 이 농장들 때문에 포르투갈이 수세기 동안 이곳을 식민지로
지배하기도 했다. 관심이 있다면 근처의 농장 중 한 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물론 전날 밤
바닷가에서 펼쳐진 풀문 파티의 숙취로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W - GOA .C OM

WALK IN G O N AIR
리오 파이바(Rio Paiva)의 왼편 기슭에 자리한
포르토(Porto) 남동부는 숨이 막힐 듯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절경을 선사한다. 최근까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아로카(Arouca)
시에서 나무로 된 계단과 다리로 이어진
8.7킬로미터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체력이 좋은
등산객이라면 2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된다.
PA S S ADIC O SD OPAIVA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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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Take
your
time

일본의 수많은 전통문화를 탄생시킨 고대 황실의 수도였던 교토는
사찰과 신사로 잘 알려져 있다. 몇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이 전통적인 문화에 새로운 색을 입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서두르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 소 냐 블 라 슈 케 (SONJA BLASCHKE) 사 진 엔 노 카 피 차 (ENNO KAPIT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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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O O D TA S T E
오쿠무라 후미에는 갤러리 오너이자
푸드 디렉터다. 그녀는 전통 음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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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곳보다 전통을 중요시한다. ‘메이드 인 교토
(Made in Kyoto)’는 단순히 원산지를 가리키는 문구
가 아니다. 이 높은 자부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모인
아티스트와 창의적인 인재들은 교토의 ‘유구함’이 절
대 ‘구식’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다. 그들 중 몇 명이 감사하게도 자신의 인생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50년 전 일왕의 거처가
도쿄로 옮겨지기 이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일왕이
살았던 왕궁의 넓은 정원을 순회하는 역할은 이제 조
깅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 됐다. 여기서 몇 걸음만 더
가면 오쿠무라 후미에가 살고 있는 멋진 마치야 타운
하우스가 나온다. 조각물 사이를 통과한 햇빛 한 줌이
벽에 꽃무늬를 수놓는다. 종이를 바른 나무 미닫이문
은 중앙 복도와 방을 나누고 있다.
“2년 전 교토로 이사 올 때까지도 저는 이곳이 항상
시골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인구 150만의 도쿄
시 주민이었던 45세의 오쿠무라가 말한다. “그리고
깨달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 도시의 아주 작
은 일부분이라는 걸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이 도
시의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교
토를요.”

OPPOSITES
교토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정체성을 찾아서
전직 연극배우였던 오쿠무라는 푸드 디렉터로 새로
운 삶을 시작했다. 일본을 주도할 미래의 맛을 찾고
있는 그녀는 농부들에게 사과를 재배하는 대신 더 수
익 좋은 사과주를 생산하거나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

유

라고 제안하는 등 새로운 음식 컨셉트와 마케팅 전략
리로 된 찻집이 뜨거운 정오의 햇살

을 개발한다. 교토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뿐만

에 반짝인다. 하지만 찻집 앞에 놓

아니라 장소 간의 거리가 더 짧다 보니 도쿄에 있을

인 유리 벤치는 찌는 듯한 더위에

때보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더 쉽다.

도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 현대적인

이러한 변화가 생긴 계기는 오쿠무라가 2012년 30

설치예술물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교

년간 교토와 도쿄 사이를 출퇴근하던 독일인 갤러리

토 동쪽 산맥에 자리한 어느 절의

오너와 결혼하면서 찾아왔다. 긴 출퇴근길에 지친 부

나무 전망대에 설치됐다. 전망대에 오르면 수많은 신

부는 오랜 논의 끝에 결국 교토를 선택했다. 현재 그

사와 사찰로 유명한 교토라는 도시가 마치 바둑판처
럼 한눈에 들어온다. 전통 기모노를 차려입은 사람들
을 구경하기에도 딱 좋은 곳이다. 1200년 전, 당시의
일왕은 안전을 위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원
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산으로 이루어진 분지 속
의 교토는 악명 높은 날씨로 유명하다. 더운 여름엔
더 덥고, 추운 겨울엔 더 춥기 때문이다. 이 도시는 북

교토는 시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도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오쿠무라 후미에, 사업가

들은 주방 도구를 모티브로 한 응용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니치니치 아트 갤러리를 운영한다. 전문 셰프들
이 단골손님이다. 오쿠무라가 교토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음식을 통해 느끼는 자연
과의 밀접함이다. 쿄야사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특산
물이자 인근 시골에서 재배한 채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일례로 현지에서 재배한 가지는 길쭉하지 않고 둥그

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가모가와 강을 중심으로 반

런 모양새에 수분이 많다. 오쿠무라는 “교토에서 재

으로 나뉘는데, 봄이 오면 벚꽃이 만개해 마치 하나의

배한 채소는 지역 향토 음식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중

긴 분홍색 리본처럼 보인다. 교토 토박이들은 고향 도

요한 역할을 하죠”라고 말한다. 그녀 역시 자신의 정

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토가

체성과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많은 고민을 해

일본의 문화적 수도라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 온

왔다고 한다. 그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빛을 보니 아

나라가 나날이 현대화되고 있음에도 이곳은 일본의

마도 그 안식처를 찾은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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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시간의 흐름

다는 점이다. 교토에서 태어난 호리키는 비즈니스맨

‘쇼슈(Shoshu)’라고 불리는 아티스트는 한 번도 고향

의 도시로 알려진 옆 도시 오사카에서 자랐다. 그러다

동네를 떠난 적이 없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우연히 미팅을 통해 다시 교토로, 그리고 그녀의 운명

이 서예가는 교토에서 태어나 지금껏 다른 곳에서 사

인 와시 제조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교토 지역의

는 걸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교토에

장인들은 수년간 이 젊은 사업가를 인정해주지 않았

서의 시간은 째깍째깍,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갑

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디자인이나 경영을 배워본

니다.” 왜소한 체구에 머리가 벗겨진 58세의 그는 얼

적도 없으면서 이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모두

핏 보면 승려 같기도 하다. 교토의 수많은 좁은 골목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호리키는 여기서 포

길 중 하나에 위치한 작고 흔한 집에서 그는 다다미

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더 큰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물을 튀긴 모양인지 까

스케일의,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 방울이 벽을 뒤덮고 있다. “교토는 사실 하나의 큰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10미터가 넘는 혁신적인 대

역사적인 마을이에요.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
이 탄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널리
알려진 그가 말한다. 교토를 하나의 문구로 표현해야
한다면 어떤 말이 좋을지 묻자 그는 ‘신큐(新古: 새로
운 것과 오래된 것)’라고 답하고 이렇게 덧붙인다. “교
토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의 작품 역시 이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다른 이
들이 저명한 대가들의 기법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어
낼 때 쇼슈는 손수 만든 먹을 사용해 자신의 우상인
에릭 클랩튼의 기타 리프를 에너지 넘치는 붓놀림으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되죠. 단순히 오래된
것을 베끼기만 한다면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기만
할 뿐이에요.
쇼슈, 서예가

형 사이즈 종이를 생산하고, 일부는 무반사 유리를 덧
대어 보호 기능까지 갖추었다. 벽지나 병풍으로 쓰이
는 이 종이는 박물관, 명품 매장, 호텔, 사무실까지 다
양한 장소에서 뚜렷한 일본 고유의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은 칸토 케이스케의 스승이다. 특히 교토를 둘러
싸고 있는 산을 사랑한다. 오쿠무라의 안뜰 정원 자
연석 위로 자란 단풍나무 옆에 그가 자랑스럽게 서 있
다. 불과 9개월 전에 디자인한 이곳은 자연물이 유기
적으로 자라난 것 같다. 칸토는 자연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아

로 표현해내는 식의 작업을 선호한다. 빗자루만큼 넓

름다울 수 있도록 만든다. “일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

은 붓으로 부드러운 와시 종이에 먹물을 묻혀 말리면

녁에 사케 한 잔 하기에도 좋죠.” 40세의 칸토가 미소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굳는다. 그의 독특한 기법은 일

를 띠며 말한다. 다년간 도쿄에서 공부한 칸토는 다른

본 곳곳에서 찾아온 200여 명의 제자와 권위 높은 메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토의 느린 삶을 감사히 여긴다.

르세데스-벤츠의 광고 커미션을 가져다주었다.

“교토 주민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맥도날드 점

쇼슈는 “저는 전통을 사랑합니다”라고 강조한다. “하

원조차도 말이죠.” 교토의 맥도날드 로고는 빨간색이

지만 우리는 2016년도의 일본에 살고 있어요. 정치

아닌 갈색인데 빨간색은 신들의 색인 까닭이다.

적으로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이를 반
영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 방법만이 전통을
계속 보존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오래된 걸 단순히 베끼기만 한다면 시간은 영원
히 멈춰 있기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되죠.” 그의 목
표는 서예 분야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것이다.
일본인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다. 혁신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데, 첫째는 아웃사이더,
둘째는 젊은이, 셋째는 바보라는 것이다. 호리키 에리
코는 웃으며 이 말에 동의한다. 아티스트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과 작업하는 그녀는 자신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했다고 말한다. 닥나무 껍질로 종
이를 만드는 일본 전통 수공예 제지술인 와시(和紙)
가 점점 사라져갈 위기에 처하자 당시 20대 후반이
었던 그녀는 이 오랜 전통이 끊기는 걸 막겠다고 결심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아주 작은 결점이 하나
있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그녀는 1,500년의 역사
를 지닌 와시라는 공예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

VILL AGE-LIKE
일본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교토는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주 평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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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t like a sultan
후지야마 타카오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모든 손님들의 시선을 자신이 있는 카운터 쪽으로 자석같이
끌어당긴다. 무로마치 와쿠덴의 수석 셰프이자 실력과 유머를 겸비한 그에게 무대공포증 따위는 없다. 이
44세의 셰프는 식칼을 검처럼 휘두르며 얼린 갯장어 토막을 종이처럼 얇게 썰어 아삭한 초록빛 채소 위에
올리고 신 우메보시로 만든 퓌레와 차조기 잎으로 장식해 마무리한다. 그의 모든 요리가 그러하듯 이 메뉴
역시 굉장히 획기적이다. 다도 문화에서 유래된 기존의 깔끔한 가이세키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미각적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150년 전 교토 북쪽에 위치한 탕고(丹後) 지역에서 시작한
와쿠덴은 자랑스러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으로, 1982년 교토로 이전할 당시 도시의 요식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의 모든 메뉴는 탕고의 전통적인 요리 방식에 따라 복잡하지
않고 정직하게 만든다. “시골의 장점과 교토의 장점을 합쳤다고 볼 수 있죠.” 후지야마가
설명한다. 그릴에 구운 해삼 난소 등 아주 희귀한 재료를 쓰기도 한다. 모든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선함이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와 레스토랑에서 직접 잡은 생선을
사용하며, 추수 기간에는 모든 직원이 쌀 수확을 거든다. 테마가 정해진 특별한 날에는
저녁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카운터 반대편 후지야마의 자리에서 직접 칼을 쥐어볼
기회도 준다. WA K UDE N.JP/R YO TE I/E N/K YO T O

PIKE CONGER(Hamo)
후지야마 수석 셰프가 손에 쥔 칼에
힘을 주고 누르자 생선이 갈라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길이가
무려 2미터에 달하는 갯장어인
하모(はも)는 3,500여 개의 뼈를
갖고 있다고 셰프가 설명한다.
하지만 막상 요리를 할 때는 후지야마
같은 베테랑이 아주 얇게 썰어 내놓기
때문에 손님들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다. 가을의 전령으로 알려진
하모는 보존 기간이 길다 보니
교토의 요식 업계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식재료다. 과거에는 바다에서
교토까지 거의 100킬로미터나
들어와야 해서 생선을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야 했는데
갯장어는 훨씬 더 오래 신선도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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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Y
DELIGHTS
젠 카페 옆 카기젠
기념품점에서
발견한 핸드메이드
유리 커버 속의 과자.

Savor like an epicure

TRADITIONAL
상자 안의 달력: 진한 초록색 단풍잎은
점점 가을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완연한 가을이 되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할 것이다.

교토의 전통문화 구역인 기온 거리의 뒷골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입구를 놓치기 쉽다. 이마니시 젠야가 일부러
큰 간판을 피했기 때문이다. “젠 카페(Zen Cafe)는 휴식을 위한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만들었어요.” 세련된 일본 특유의
간결함을 모던하게 풀어낸 이 카페는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공간이다. 300년 동안 가문 대대로 교토식 전통 화과자인
‘교가시’를 만들었다는 43세의 카기젠 기념품점 주인은 이
카페에서 캐러멜처럼 녹인 와상봉(和三盆) 설탕을 곁들인 따뜻한
쿠주야키(튀긴 칡뿌리) 등의 메뉴를 선보인다. 함께할 차로는
전통적인 말차보다 홍차나 커피를 추천한다. 이마니시는 화과자의
색을 정할 때 너무 압도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기보다 상징적인 면이
더 강한 교토만의 정제된 매력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에도 시대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화과자는 오직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다도 문화의 일부였다. 오늘날의 교가시는 교토의 관광객들
사이에서 기념품이나 작은 선물로 인기가 많다.
K AGIZ E N.C O.JP/E N

Drink like a local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지 않나요?” 오니시 마사미가 교토에서
최초로 생산된 진(gin)인 ‘키노비(Ki No Bi)’에 대해 한 말이다.
키노비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계절의 아름다움’이 된다. “저는
교토의 가을빛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지난 몇 십 년간 산토리
야마자키 위스키에 담긴 그 유명한 맛을 책임져온 72세의
오니시가 말한다. 매해 9월 초가 되면 시음을 기다리는 다양한
종류의 술잔이 테이블 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책임 양조자인
알렉스 다비스를 중심으로 꾸린 공동 양조 팀의 도움을 받아
오니시는 완벽한 맛을 구현해내고자 최선을 다한다. 교토의 사케
지구로 알려진 후시미의 물과 곡주 베이스에 유자, 히노키 나무,
녹차 등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더하면 교토만의 특별한 맛이
탄생된다. 이 새로운 술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통에 대한 애정의
표시이자 자연의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올해 초부터 교토에 살기
시작한 영국 출신의 27세 다비스도 이 말에 동의한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 6시 반이에요. 가모가와 강가를 따라
양조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이죠.” 저녁에는 이 도시가
선사하는 훌륭한 술 문화를 즐긴다고 한다.

ALCHEMISTS
오니시 마사미(왼쪽)와
알렉스 다비스는 교토만의 독특한
맛을 진으로 빚어낸다.

K YO T ODIS TILLE R Y.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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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Worthy
1

2

3

WELL-DRESSED

WELL-MADE

WELL-ACCESSORIZED

많은 관광객들이 알록달록한 유카타에 나무로 만든
게다를 신고 교토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꿈꾼다.
덕분에 많은 대여소가 생겨 그들의 꿈을 합리적인
가격에 실현시켜준다. 그중 몇 군데는 가장 유명한
신사인 히가시야마 지역의 기요미즈데라 신사(위)와
가깝다. 추가적인 스타일링이나 사진 촬영을
따로 예약할 수 있으나 교토에서는 적어도 전통적인
배경만큼은 무료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프린트된 종이 다섯 롤, 가위, 그리고 45분의 시간.
나만의 종이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이 세 가지뿐이다.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은 사무라이
로쿠스케다. 파이프로이드(Piperoid)는 비디오게임
업계의 거장이자 1889년부터 교토에 본사를 둔
닌텐도의 전 매니저가 세운 코토(Koto)라는 회사에서
탄생되었다. 이 피겨 부대를 이끄는 수장은 망가
일러스트레이터 후쿠도메 케이다. PIPE R OID.JP/E N

미야케 케이스케의 진짜 직업은 아주 정교한 전통
인형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명절 때 큰 백화점에
전시되는, 부모가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종류
말이다. 전통 인형의 사무라이 의상을 만들 때 쓰던 그의
기법이 이제는 레드, 블랙, 실버 등
멋진 가죽 가방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는 “취미 같은 거예요”라고 말한다.
K YO T O - MI YAK E .NE T

Gate-way
붉은 주황빛을 띤 5,000여 개의 ‘토리이(관문)’가 산
중턱을 따라 4킬로미터나 이어진 광경을 상상해보라.
후지미이나리 신사는 교토의 가장 인상적인 신사 중
하나다. 신사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신도의 이나리 오카미
신을 상징하는 여우상을 볼 수 있다. 한때 쌀과 사케의
신이었던 이나리 오카미 신은 이제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신이 되어 사업가들이 가장 좋아한다. 더운 여름에 토리이
길의 꼭대기까지 등산할 계획을 세웠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란 점을 미리 알아두자. 이른 아침 시간에 오르는 게
더 시원하고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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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 E R T HE R I V E R 교토 북쪽에 자리한 작은 강의 유역인 기부네의 여름은 도시보다 훨씬 시원하다.
강물 바로 위에 설치된 플랫폼 형태의 테라스인 가와도코에 앉아 간단한 전통 가이세키를 주문한다면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다. 대부분 방문객들은 낮 시간에 오는데 전통 여관인 료칸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200년 된 ‘우겐타’ 료칸은 2층 구조로 작지만 세련되게 꾸민 일본식과 서양식
객실 중 선택이 가능하다. 모든 2층 객실에는 개별 야외 욕조가 설치되어 있다. 아침식사의 경우 날씨가 좋은
날엔 가와도코 테라스에서 즐길 수 있고 평소에는 객실로 갖다 준다. UGENTA .C O.JP

Good to know
DRIVING
일본에서 운전을 하고 싶다면 국제면허증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공증된 일본 번역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차피 교토의 좁은 길을 다니려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편하다. 고대 황실의 수도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하기에 자전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DOUSING
교토의 좁은 거리를 메운 주택을 보면 집 앞에 물이
가득 찬 빨간 양동이가 놓여 있다. 옛날 견직공들이
모여 살던 니시진 같은 오래된 나무집이 많은 곳은 특히
지진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인근 신사에서 불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신주(神主)를 사오기도 한다.

DR AWING
고잔지 신사에는 최초의 망가로 알려진
<조수인물희화>가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기준으로 통용된다. 망가는
교토의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 예로 교토
국제망가박물관에는 5만여 권의 만화책이 200미터가
넘는 선반을 차지하고 있고, 교토 세이카 대학에서는 망가
연구 박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MAKING SACRIFICES
야사카 신사의 기온마츠리 축제를 상징하는 문양은
오이의 단면과 비슷하다. 교토에서는 7월에 오이를
먹으면 안 된다. 대신 렌게지 절의 규리-후지 의식 때
제단 위에서 태워 제물로 바친다. 오이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 7월의 의식을 통해 여름 질병을 쫓는
것이다.

Squeaking Past
16킬로미터가 넘는 야생 그대로의 호주가와 강을 따라 세 명의 뱃사공이
바위와 소용돌이치는 급류 사이로 능수능란하게 노를 젓는다. 목적지인
아라시야마에 도착하기 직전, 한 배에서는 구운 문어로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HOZUGAWAKUDARI.JP/EN

On the go

ILLUSTRATION ANNA SCHÄFER

UP S A ND D O W NS 메인 쇼핑 거리를 조금만 내려가면
보이는 유명한 기요미즈데라 신사(1)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난 골목(산넨자카, 2)으로 꺾은 후 갑자기 나타나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매력적인 현지 가게들과 식당들을 지난다.
니넨자카 계단에서 길은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꺾여 북쪽
방향을 향해 뻗어간다. 코다이지 절(3)에 가려면 좀 돌아가긴
하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이 절은 1년에 몇
차례만 불을 밝히고 야간 개장을 한다. 쇼핑이 목적이라면
마루야마 공원(4)에서 왼쪽으로 꺾어 야사카 신사(5)를 지나
기온(6) 쪽으로 가보자. 등산광이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한다. 공원과 쇼레닌 절(7)부터 시작되는 상당한 경사
길을 30~45분 올라가다 보면 해발 200미터쯤에 쇼군즈카
세이류덴이 나온다. 초여름과 가을에는 종종 밤에도 개방하는
이 전망대(8)에 오르면 교토 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택시로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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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E A R LY D E F I N E D R O L E S
떠날 준비를 마친 나타샤와 짐.
나타샤는 운전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짐은
탑승자로서 C-Class를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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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SAYS, SH E SAYS
한 대의 차, 두 가지 시각. 음악가인 그녀는 항상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철학 강사인 그는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즐긴다.
나타샤와 짐이 낭트에서 메르세데스-벤츠 C-Class를 체험했다.
글 로 라 쉬 베 르 트 너 (LAURA SCHWERDTNER), 사 진 자 비 에 베 이 요 트 (XAVIER BÉJOT)

i

나

i

나타샤 르 죈, 41

짐 가바레, 27

직업
음악가 & DJ

직업
철학가 & 작가

한 달 평균 주행 거리

한 달 평균 주행 거리

800킬로미터

500킬로미터(승객으로서)

좌우명
운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좌우명
운전이란 그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이다.

타샤 르 죈(Natacha Le Jeune)은 파리에 거주한다. 그녀는
밴드 멤버들과 함께 지금까지 3장의 앨범을 녹음했으며 클럽

DJ로도 활동 중이다. 순회공연이 있을 때면 그녀는 투어 버스
를 타고 1년에 최대 7만5,000킬로미터를 달릴 때도 있다. 짐
가바레(Jim Gabaret) 또한 프랑스 수도에 거주하며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다. 그는 지난해 몇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첫 번째 소설도 완성해 올해 안에 출간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두 명을 C-Class 시승에 초대했다. 파리가 아닌 전통 주
택과 현대적 건물이 뒤섞인 프랑스 서부의 낭트로 말이다. 차에 타기도 전에 자
동차 여행에 대한 이들의 접근법이 상이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짐은 조수
석에 타는 것에 만족했고, 나타샤는 운전대를 잡고 싶어 했다. 이러한 선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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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CH A
처음부터 운전석에
앉고 싶었어요.
나타샤 르 죈

파리에서는 주로 전기 자전거를 타지만 여행을 떠나면 차를 자주 빌려요. 저는 돈을 많이 쓰
지 않으면서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다녀야 그 나라와 사람들을 빨리 알 수 있
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속도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
는 걸 바라보며 즐기거든요. 어릴 때도 코르시카의 구불구불한 시골길 달리는 걸 좋아했어
요. 한쪽에는 산이 있고 반대편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죠. 당시 본능적으로 안전하다고 느
꼈는데, 오늘 아침 C-Class에 탔을 때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운전석에
앉고 싶었죠. 어떤 상황에서든 통제력을 갖고 어디로 갈지 제가 직접 정해야 하거든요.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그저 따라가도 좋죠.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하겠지
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립성이 더욱 소중해져요. 인생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나아갈
길과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익숙하지 않은 차에 탈 때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요. 기어 변속기와 오디오 시스템, 그리
고 차가 얼마나 편안한지를 말이죠. 자동변속기를 갖춘 C-Class는 기어 전환이 마치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 같아요. 기어가 바뀌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죠. 시트는 무척 쾌적하고 에어
컨도 바람이 순하면서 시원해요. 저는 항상 음악과 함께하기 때문에 차에 타자마자 USB 스
틱을 꽂았어요. 베이스 음이 스피커에서 탄탄하게 흘러나오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새 앨범
을 녹음할 때면 저는 항상 자동차 안에서 결과물을 들어봐요. 스튜디오에서는 정밀하게 보
정된 장비를 사용하지만 그런 장비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팬들 귀에 들리
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음악인지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테스트하는 거예요.

HEADING DOWNTOWN
나타샤와 짐이 C-Class를 타고
낭트의 중심가에 들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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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 220 d
엔진
직렬 4기통

마치 바퀴 달린
호텔 안락의자에
앉은 것 같았어요.
짐 가바레

배기량

2,143cc
최고출력

170hp/3,000~4,200rpm
최대토크

40.8kg·m/1,400~2,800rpm
변속기

7G-TRONIC PLUS

JIM
저는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이를테면 머릿속에서 발견의 여행을 떠나며 오

복합연비

17.4km/l (1등급)
※ 본 기사에 소개된 차종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 시간을 보냅니다. 훌륭한 철학가들의 글에 푹 빠지는 것이 무척 만족스럽긴 하지만, 가
끔은 현실 세계를 경험하러 밖으로 나가고픈 기분도 들어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만나 저녁
을 먹는 것으로 충분히 해소되지만 제가 가장 즐기는 것은 며칠에 걸쳐 떠나는 제대로 된 로
드 트립이에요. 저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탑승자만으로 만족해요. 누군가 대신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와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것도 좋거든요. 특히 안락한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C-Class는 마치 바퀴 달린 호텔 안락의자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온도도 딱 맞았고, 시트가 제 몸을 완벽하게 받쳐주고,
나타샤가 가져온 낸시 시나트라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차가 힘이 센 듯 느껴지면서도 동시
에 럭셔리한 인상 또한 확실히 풍깁니다. 시트커버나 차 문을 닫을 때 나는 만족스러운 ‘텅!’
소리 같은 사소한 것에서 얼마나 이 차의 마무리가 고급스러운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차 주변을 360도 다 보여주는 기능은 정말 멋졌어요! 마치 여행 내내 드론
한 대가 공중에 떠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또 동승자로 차에 타고 있을 때
도 운전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운전자의 길 찾기를 도울 뿐 아니라
항상 주변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락한 차에 타고 있으니 내 몸이
차가 달리는 속도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면 왜 머리로는 이 바퀴 달린 안락의자
에서 책을 읽고 싶다 생각하는데 몸은 그저 시골 풍경을 내다보고 싶겠어요?

RICH SOUND
프로 뮤지션인
나타샤가 C-Class의
스피커에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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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S

Artisan Bakeries

더이상 궁극의 빵 맛을 보기 위해 파리 몽파르나스나 도쿄 시부야 거리의 빵집을 기웃댈 필요가 없다. 속속 문을 열고 있는,
혹은 성업 중인 서울의 골목 빵집들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꼭 가서 맛봐야 할 만큼 훌륭한 빵 맛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바게트와 크루아상을 구워내는 작지만 알찬 그리고 맛있는 베이커리 네 곳을 소개한다.
글 유승혜

1

1

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네마

라몽떼

다 ‘뉴욕제과’라는 간판을 단 작은 빵집

매장 내에 테이블이 많은 편이라 베이커리형 카페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빵집이다.

이 하나씩 있었다. 프랜차이즈가 아님에
도 대동단결이나 한 듯 이역만리 떨어진
도시 이름을 차용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0년 이상 살아온 이들에게는 뉴

욕제과 같은 동네 빵집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 남아 있
다. 경북 김천의 동네 빵집 아들이었던 소설가 김연수
역시 지금은 폐업한 빵집을 회상하며 쓴 자전적 소설
<뉴욕제과점>에 ‘추억의 중심에는 뉴욕제과점이 늘
존재한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인 빵집이
끝내 전국을 잠식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은 가히 종말을 맞이한 듯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숙련된 베이커들의 작은 빵집이 동네 구석구석에 자
리하면서 새로운 베이커리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
했다. 추억의 맛이 아닌 본고장의 맛으로 승부하며 동
네 베이커리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동네 빵집은 더 이
상 과거의 추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76

그러나 라몽떼(La Montée)는 사랑방 이상의 명성을 자랑해온 만만찮은 내공의 ‘빵 순례지’다.
이곳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매일 빵을 반죽하고 굽는 라몽떼 아틀리에가 따로 자리한다. 대형
베이커리가 아님에도 개별적으로 넓은 조리장을 갖춘 점에서 제대로 빵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실력을 쌓아온 라몽떼 대표 장은철 베이커는 빵의 기본 재료인
‘밀’의 품질을 매우 중시한다. 프랑스 제분회사와 직접 협상해 밀을 들여올 정도다. 그리고 프랑스산
천연 버터와 직접 배양한 천연 발효종을 쓴다. 볼륨감 있게 구워진 바게트와 크루아상은 라몽떼에서
꼭 먹어봐야 할 메뉴다. 사실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단팥빵만큼이나 흔한 메뉴지만, 라몽떼의
바게트와 크루아상은 프랑스 정통 빵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길 61 문의 02-6406-6919

2

빵의정석
모든 상점을 통틀어 서울숲 일대에서 최근 가장 ‘핫’한 곳이다. 매장의
거의 대부분 공간을 키친으로 사용하고 한쪽 벽면의 작은 진열장에는

15종 내외의 빵이 소담스럽게 놓여 있다. 서너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이 작은 빵집은 쉴 새 없이 손님이 드나든다. 줄을
서야 하는 건 기본이다. 인기의 혁혁한 공은 ‘빨미까레’에 있다. 촘촘하고도
가벼운 결의 파이를 벨기에산 다크 초콜릿으로 감싼 고급스러운 디저트
메뉴다. 시중에 판매되는 파이 과자의 최고급 버전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은 모두 유기농 제품만 쓴다. 맛과 크기가
뛰어남에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 점 또한 인기 요소. 빨미까레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집의 페이스트리는 특히 맛이 뛰어나다. 달콤한 빵을
좋아한다면 수제 산딸기잼을 넣은 쇼콜라 후랑부아, 초콜릿을 듬뿍
씌운 초코 크루아상을 맛보자. 감자와 시금치, 에멘탈치즈 등이 들어간
야채치아바타, 소금의 짭조름함과 버터의 풍미가 잘 어우러진 라우겐
크루아상은 식사빵으로 인기가 높다.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45 문의 02-466-9609

4

꼼다비뛰드
새하얀 외관의 논현동 골목 안 작은 이 빵집은 브런치를 먹을 시간 즈음에 문을
연다. 빵집 치고는 늦은 오픈 시간임에도 정오를 넘기면 쇼케이스에 남는 빵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단골손님들이 빵을 예약한다. 불어로 ‘여느
때처럼’이라는 뜻을 가진 가게 이름처럼 오며 가며 들를 수 있는 빵집, 매일 먹을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를 추구하는 꼼다비뛰드(Comme d Habitude)의 주 메뉴는
바게트와 크루아상이다.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바게트 샌드위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마들렌과 카눌레 역시 인기 메뉴. 사실상 주 메뉴와 인기 메뉴가 이
집 빵의 거의 전부다. 10여 가지의 한정된 메뉴지만 빵 개개의 맛은 프랑스 본토의
맛과 다르지 않다. 주재료인 밀가루와 버터는 모두 프랑스산이며 이스트 사용을
최소화해 저온 숙성 빵을 만든다. 파삭한 표면과 촉촉한 속을 제대로 살려낸
바게트는 씹을수록 구수하다. 버터의 고급스런 풍미가 느껴지는 페이스트리 메뉴는

3

식사용, 간식용으로 훌륭하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4길 40 문의 010-9413-6343

비엔블랑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뜻하는 크루아상은 바게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꽤 까다롭다. 그래서인지
파리지앵도 만족할 만한 크루아상을 만드는 빵집은 국내에
그리 많진 않았다. 비엔블랑(Vienn Boulang)은 크루아상 대표
베이커리로 손꼽을 만한 집이다. 최근 오픈했지만 훌륭한
크루아상 덕분에 먼 곳에서 발걸음 하는 손님도 적지 않다. 맛있는
크루아상의 기본은 역시 재료. 프랑스에서 들여온 밀가루와
버터만을 사용해 매일 반죽하고 발효를 거쳐 풍만한 볼륨의 황금빛
크루아상을 구워낸다. 달콤하고도 쌉쌀한 에스프레소 크림을 넣은
커피크루아상은 오리지널 크루아상과 또 다른 풍미를 자랑한다.
파이의 결이 빈틈없이 촘촘한 비엔블랑 갈레트는 반죽만 3일이
걸리는 빵으로 공을 많이 들이는 만큼 크루아상 못지않은 이 집의
대표 메뉴다. 영업시간 내내 오픈 주방에서 끊임없이 빵을 만들지만
오후에 가면 남아 있는 빵이 거의 없다.
위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88 문의 070-420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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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COLLECTION

메르세데스 키 링
골드 컬러 PVT 코팅과 스와로브스키 스톤으로
장식된 우아하고 세련된 키 링.

서울 브레이슬릿
실버와 블랙 컬러의
메탈 참과 스와로브스키
스톤으로 장식된 여성 팔찌.

B6 6 04 1518, 9만9,700원

B6 6 95 3118, 19만3,600원

GIFT ITEMS FOR WOMEN
우아하고 품격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여성 아이템.

클래식 블랙 여성 시계
블랙 컬러의 스와로브스키
스톤이 장식된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 손목시계.
B6 6 04 1922, 31만4,600원

메르세데스 아이폰 7 심플 케이스
세련된 곡선형 알루미늄 스트립,
하이글로스 마감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아이폰 7 케이스.

애틀란타 키 링, 플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그릴과 스타로고가 섬세하게
표현된 키 링.

여성 클래식 체인 스카프
빈티지 스타 로고와 워드마크,
골드 체인 등 패턴이 프린트된
여성 스카프.

B6 695 3309, 9만6,600원

B6 6 04 3022, 20만200원

여성 향수, 퍼퓸 로즈
향긋한 장미 향과 달콤한 과일 향이
어우러진 여성용 향수.

60밀리리터, NB81202012, 7만5,000원

B6 695 3560, 4만9,700원

i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W W W.BENZ - C OLLE C TION.C OM
02- 3673 -2216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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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Child Seat
3

II

XP

www.benz-collection.com 02-3673-2216

MERCEDESCARD

TAKE YOUR BENEFIT,

MERCEDESCA R D
메르세데스–벤츠를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차량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무한한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넘어선 다양한 혜택과 특별한 경험.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MERCEDESCARD
MEMBERSHIP

MERCEDES–BENZ
BENEFITS

PARTNERSHIP
PLACE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십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구매하시고 현재 동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께만 발급하며 회원
가입에 대한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는 없습니다.

메르세데스카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과 다양한 혜택을 선사해드립니다.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현재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등록자 명의
또는 실소유자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내 실사용자 명의,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메르세데스카드 멤버십의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며, 등록 차량 매각
시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Tel. 02-463-0006
Fax. 02-463-0409
Web Fax. 0504-841-6219
Email. customer@mercedescard.co.kr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무료 구독
(단, 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공)
메르세데스카드 보너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10% 할인 쿠폰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순정부품 할인 쿠폰 제공

Hotel & Resort
대한항공 20개 노선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매 시 20% 할인

KALPAK 여행 상품 및 대한항공 이코노미클래스
전 노선 5% 할인
동화면세점 5만 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제주 Y리조트 객실 10~30% 할인 및 조식 제공

EXCLUSIVE
INVITATIONS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50%,
식음료장 10% 할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50%,
식음료장 10% 할인
씨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년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트로피.
오직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을 위해 마련되는
문화와 고객 소통의 장인 메르세데스–벤츠 콘서트.
누구보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신차 프리뷰 행사.
다양한 모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이벤트.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의 관심 분야와 니즈를
반영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4개의 테마 아래 진행되는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

80

LIFESTYLE

롯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20~30%, 패키지 5%,
레스토랑 10% 할인

MONTHLY EXCLUSIVE
BENEFIT

DESIGN & STYLE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Restaurant & Cafe

NE

W

카펠리니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와인타임 15% 할인 및 와인타임 회원 가입 시
고급 와인 글라스 증정

비트라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와인앤모어 10% 할인

유니페어 10% 할인

뱅가 10% 할인

휴고 보스 지정 매장에서 10% 할인

싱카이 10% 할인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키사라 10% 할인

g.street 494 homme 10% 할인

더스테이크하우스 10% 할인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다담 10% 할인

팔케 10% 할인

제일제면소 15% 할인

판퓨리 15% 할인

바르도 스페셜티 커피 음료 및 아이스크림 등 모든
카페 메뉴 20% 할인

준오헤어 15% 할인

이사벨 더 부처 드라이에이징 비프 메뉴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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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단, 음료와 주류 제외)

스위스퍼펙션 제품 10% 할인

코리아 크래프트 브류어리 클래식 투어 1회 제공 및
방문 시 맥주 1잔 제공

소호앤노호 플라워 및 플랜트 상품 10% 할인 및 본사
플라워스쿨 수강료 할인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Healthcare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자생한방병원 전국 지점에서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솔가 비타민 전국 직영 매장에서 20% 할인

SPORTS
골프존 마켓 상품 구매 시 7% 할인 및 트루핏 클럽
피팅 서비스 제공
경희골프교육원 CEO 실전골프마스터 과정 등록 시

매달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마련됩니다. 이달의 ‘Exclusive Benefit’이 궁금하시면
메르세데스카드 홈페이지 www.mercedescard.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오직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 꼭 확인하세요. 2월에는 와인앤모어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02–463–0006

※ 상기 제휴 혜택 내용은 간략한 요약 안내이니
상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www.mercedescar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휴사 혜택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카드를
제시해주시고, 제휴사에 따라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제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20만 원 할인

헬리녹스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15% 할인

Living & Kids

더랩108 지정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할인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홍혜전 루브르네프 가족사진 촬영 시 20% 할인 및
소가족 기념 사진(60만 원 상당) 무료, 루브르쁘띠
이용 시 아기·가족 사진 20% 할인

ENTERTAINMENT

광주요 광주요 15%, 화요 10% 할인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마리아칼라스홀 기획 공연, 강좌 및 대관 10% 할인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이용쿠폰 제공
유세븐샵 유아용품 브랜드몰 15~25% 할인

금호아트홀 기획 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디밤비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아이베 15% 할인
짐보리 프로그램 등록 시 10% 할인

MERCEDESCARD WEB SITE

한사토이 10% 할인

메르세데스카드 혜택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나보세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채로운
혜택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움아트센터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10% 할인(반일권 기준)

W W W. M E R C E D E S C A R D.C O.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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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L INE–U P
S–Class
S 350 d l S 350 d 4MATIC l S 350 d Long l S 350 d 4MATIC Long l S 400 Long l S 400 4MATIC Long l S 500 Long l S 500 4MATIC Long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l Mercedes-AMG S 65 Long l Mercedes-Maybach S 500 4MATIC l Mercedes-Maybach S 600

E–Class

E–Class Coupé

E–Class Cabriolet

E 200 l E 220 d
E 300 l E 300 4MATIC
E 400 4MATIC

E 200 Coupé

E 200 Cabriolet

C–Class

C–Class Coupé

C–Class Cabriolet

CLS

C 200 l C 200 d
C 220 d l C 220 d 4MATIC
C 250 d 4MATIC
Mercedes-AMG C 43 4MATIC
Mercedes-AMG C 63
Mercedes-AMG C 63 S

C 200 Coupé
Mercedes-AMG C 63 Coupé

C 200 Cabriolet

CLS 250 d 4MATIC
CLS 350 d 4MATIC
CLS 400
Mercedes-AMG CLS 63 4MATIC
Mercedes-AMG CLS 63 S 4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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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

G–Class

GLE

GLE Coupé

GLS 350 d 4MATIC

G 350 d
Mercedes-AMG G 63
Mercedes-AMG G 65 Edition 463

GLE 250 d 4MATIC
GLE 350 d 4MATIC
Mercedes–AMG GLE 63 4MATIC

GLE 3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GLC

GL A

A–Class

B–Class

GLC 220 d 4MATIC
GLC 250 d 4MATIC
Mercedes-AMG GLC 43 4MATIC

GLA 200 d
GLA 200 d 4MATIC Activity Edition
Mercedes–AMG GLA 45 4MATIC

A 200
Mercedes-AMG A 45 4MATIC

B 200 d

CL A

SLC

SL

S–Class Coupé

CLA 250 4MATIC
Mercedes-AMG CLA 45 4MATIC

SLC 200
Mercedes–AMG SLC 43

SL 400

S 400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5 Coupé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S

S–Class Cabriolet
Mercedes-AMG S 63 4MATIC Cabr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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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39
Tel. (02) 513–3000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Tel. (02) 575–7500
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33
Tel. (02) 6678–7500
강서 목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65
Tel. (02) 6355–0000
동대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0
Tel. (02) 2215–2233
방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7
Tel. (02) 532–3421
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4
Tel. (02) 550–4000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2
Tel. (02) 550–5000
서초 청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17
Tel. (02) 6007-0100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Tel. (02) 3434–4000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13
Tel. (02) 6123-1400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4 전자랜드 신관 1층
Tel. (02) 709–3800
경기 구리 경기도 구리시 한다라길 17
Tel. (031) 579-9000
부천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0
Tel. (032) 713-4500
분당 서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321번길 1
Tel. (031) 710–8000

인천

강원
천안
청주
대전

전주

분당 정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Tel. (031) 786–6000
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
Tel. (031) 740–5000
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72
Tel. (031) 8094-6000
안양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Tel. (031) 689–8900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Tel. (031) 878–3333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115번길 50
Tel. (031) 907–7777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66
Tel. (031) 954-820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1
Tel. (032) 770–8800
인천 송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Tel. (032) 860–3300
원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77
Tel. (033) 741–88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Tel. (041) 620–7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Tel. (043) 299–9000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38
Tel. (042) 363-2000
대전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Tel. (042) 602–2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 226–8000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54–8000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Tel. (062) 226–0001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500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 629–9000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1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055) 296–1004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875
Tel. (055) 757-8118
부산 감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5
Tel. (051) 320–6000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2
Tel. 1688–2369
남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34
Tel. (051) 750–2000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6-11
Tel. (051) 678–7000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Tel. 1688–2369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3
Tel. 1688–236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1
Tel. (064) 800–9800

※ 차량 구입 후 법정 보증 수리와 순정부품 서비스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서비스센터
서울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Tel. (02) 570–1111
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33
Tel. (02) 6678–7575
강서 목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65
Tel. (02) 6355–0100
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69
Tel. (02) 807-2400
논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7
Tel. (02) 550–2100
도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9
Tel. (02) 575–7340
동대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0
Tel. (02) 2216–6500
방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22
Tel. (02) 520–1000
방배 내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7
Tel. (02) 580–0810
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Tel. (02) 6177–2000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2
Tel. (02) 3488–2400
성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 17
Tel. (02) 309–3421
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55
Tel. (02) 460–3421
세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727
Tel. (02) 6019–2000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8길 6
Tel. (02) 2152–3333
용답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77
Tel. (02) 2244–5578
경기 내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호수로 231
Tel. (031) 974-5588

인천

강원
천안
청주
대전

전주

분당 백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5번길 13
Tel. (031) 779–7000
분당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2
Tel. (031) 750-1900
죽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Tel. (031) 786-6100
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
Tel. (031) 740-5100
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72
Tel. (031) 8094-6100
안양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Tel. (031) 689–898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Tel. (031) 841–5588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82
Tel. (031) 905–5588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66
Tel. (031) 921-8201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56
Tel. (032) 770–7700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398
Tel. (032) 200–7000
원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77
Tel. (033) 741–889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Tel. (041) 620–707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Tel. (043) 299–9090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83번길 11
Tel. (042) 606–3000
대전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Tel. (042) 602–20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 226–8955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43–8955
광주 화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Tel. (062) 376–2556
소촌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
Tel. (062) 942–7200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600
대구 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 764–1200
이현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33
Tel. (053) 551–3333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4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055) 296–1002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57
Tel. (055) 743-1006
부산 감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5
Tel. (051) 323–3421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2
Tel. 1688–2370
남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34
Tel. (051) 750–2800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6-11
Tel. (051) 678–7800
해운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
Tel. 1688–2369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 74번길 19
Tel. 1688–236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1
Tel. (064) 80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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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9층) 제작 TNS MEDIA Tel. 02–548–0722 디자인 THEGRAM PLUS Tel. 02–511–4811 발행월 2017년 3월
매거진에 실린 글·그림·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사전 동의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84

Chef Touch System -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수비드요리 전용제품
수비드프로그램이 탑재된 스팀오븐. 완벽히 재료의 영양소를 보존하는 진공포장기,
신선함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급속냉동기,
전문가에 버금가는 당신의 요리열정 Chef Touch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100년 전통의 세계적인 주방가전 브랜드, 키친에이드
새로운 맛과 멋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문의 1522-4857
제품구입 문의 롯데강남점 02)531-2896
현대무역점 02)3467-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