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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YEARS
IN KOREA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한국 고객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기브 앤 레이스로 조성된 기금은 베스티안재단, 한국심장재
단, 사랑의달팽이의 소외계층 환아를 위한 수술 및 치료비로
전달했습니다.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약
속’을 통해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시
설 투자와 고용 창출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DIMITRIS PSILL AKIS
CE O , MER CEDE S -BENZ KORE A

10월에는 여성 고객 맞춤형 글로벌 캠페인 ‘쉬즈 메르세데스
(She’s Mercedes)’ 국내 런칭 기념행사로 ‘쉬즈 메르세데스
코리안 프리미어’를 개최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전 아리
랑 국제방송 사장 손지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CEO 디미트리스

거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이어 11월에는 시그니

실라키스입니다.

엘서울에서 쉬즈 메르세데스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습니

제가 태어난 그리스에는 ‘녹색 과일은 천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들이 서로의 영감을

히 달아진다(Αγά λι-αγά λι γί νεται η αγ

공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

ουρί δα μέλι)’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니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는 여성 고객을 위한 맞춤

결과를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적극 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수입차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원해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에 S-Class급인 메르세데스-벤츠 560 SEL이 첫선을 보였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고객 여러분

습니다. 560 SEL은 국내 최초로 수입차 개방의 문을 연 모델

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고객 숙여 감사 인사를 드

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

립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

랑으로 지난 2002년 정식으로 한국 시장에 출범한 메르세

한 기업답게 최고를 향한 열정과 타협하지 않는 안전에 대한

데스-벤츠 코리아는 어느덧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철학으로 지난 130여 년 동안 자동차의 역사를 이끌어왔습

한국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니다. ‘최고’의 가치를 한국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처

산천이 변하고도 남았을 15년이란 시간 동안 메르세데스-

음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

벤츠는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프리미엄 차량을 선보인 것

국 사회의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은 물론,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이룰 수 있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주최
한 ‘기브 앤 레이스(GIVE ’N RACE)’는 소외계층 환아의 수술
및 치료에 참가비 전액을 전달하는 기부 달리기 행사입니다.
8

다. 이들의 이야기는 12월 발행하는 <쉬즈 메르세데스> 매

ILLUSTRATION HONG SEUNGHYUN

고

성 40여 명을 초청해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TELLIGENCE
The best of
research, technology
and mobility

ONE MAN, ONE CAR
치안감 더그 프라이어는 빅토리아
주의 모든 도로 경관을 담당하고 있다.
임무에는 그가 ‘근사한 자동차!’라
부르는 Mercedes-AMG E 43 4MATIC
차량을 관리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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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S TA G R A M S TA R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MercedesBenz_de는 200만 명의
팔로워를 넘어섰고, 이 인스타그램은
독일어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로 간주된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팬들은
이미 @MercedesBenz를 팔로우하고
있다. ‘좋아요’와 댓글을 포함해 2017년
상반기 1억 4,300만 건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메르세데스-벤츠는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끄는 자동차
브랜드답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인스타그램 계정 @Mercedesbenzkr의
팔로워도 5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INS TAGR AM.C OM/ME R CE DE SBE NZK R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전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PHOTOS CHRISTIAN BRUNELLI, DAIMLER AG (2), GRAPHCORE (3)

치안감 더그 프라이어

A GUARDIAN FOR
DOWN UNDER
‘가디언 V2’는 스릴러의 속편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찰들이 올해 초부터 사용해온
Mercedes-AMG E 43 4MATIC의 코
드네임이다. 이 차는 2016년 멜버른과
그 주변 거리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디
언 V1’, 즉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의 후속 모델이다.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혁신적인 안전 기
능이 가득한 이 차는 빅토리아 경찰의
안전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다. 차는 운
전자가 피곤하거나 주행 방향에 보행자
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많은 것을 감지

하는 능동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우리는 사람들이 안전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치안감 더
그 프라이어(Doug Fryer)의 말이다.
“안전이 선택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그렇다면 ‘가디언’의 의미는 무엇일
까? “그건 간단합니다. 이 차는 여러분
이 차 뒤에 있거나 주변에 보행자가 있
을 경우 안전을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하
는 테크놀로지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서는 ‘가디언 V3’ 차를 추가할 계
획이다.

얼핏 보기에 매혹적인 이 이미지는
인간의 두뇌를 디지털 스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인공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영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그래프코어(Graphcore)가
창안한 것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고안되었다.

ME R CE DE S - AMG .C OM

GR APHC OR E . AI

ARTIFICIAL
L E A R N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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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W S TA R S
H O L I D AY F E E L I N G
The New E-Class Cabriolet와
함께 카다케스를 드라이브
중인 독일인 아티스트 다니엘
체르프스트.

A visit to Dalí
on the
Costa Brava
카다케스는 카탈루냐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위대한 초현실주의자의 발자취를 따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고자 이곳에 온다.
The New E-Class Cabriolet와 함께 예술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글 알 렉 산 드 로 스 스 테 판 디 스 (ALEXANDROS STEFAN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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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얀 프 리 에 세 (JAN FR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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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W S TA R S

“나 자신을 초현실주의자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리는 모든 것은
진짜이거나 한때는
진짜였던 것이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 체르프스트

I N S P I R AT I O N
카다케스의 산책로와 햇살을
받은 코스타브라바의 풍광.
차를 따라 아이디어가
흘러넘친다.

14

DANIEL ZERBST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에서
태어난 체르프스트는 지난
22년간 카다케스에 살았다.
그의 그림 중 하나를 오래된
달리박물관에 있는 스튜디오로
가져가는 중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예술을 초현실주의와
구별되는 ‘마법의 리얼리즘
(Magical Realism)’이라 칭한다.

드 해밀턴을 비롯해 20세기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집
결지로 변모했다. 오늘날 카다케스는 달리 숭배자들
의 성지이자 코스타브라바(Costa Brava)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졌다. 달리는 1930년대 리가트
항구 인근의 고기잡이 오두막 두 채를 매입해 자신의
아파트와 스튜디오로 개조했다. 크레우스(Creus) 곶

살

주변에 형성된 국립공원의 기이한 바위는 그에게 영
감의 원천이었다.

바도르 달리가 미소 짓는다. 콘크리
트 단상에 선 이 청동상은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에 한쪽 다리를 편

바르셀로나 북동쪽에 위치하며 프랑스 국경과도 가
DALI WORSHIP

까운 카다케스는 The New E-Class Cabriolet와 함

개성 강한 괴짜 콧수염이 눈에 띄는

카다케스를 굽어보고 있는
3미터 높이의 살바도르 달리
청동상.

히 이곳은 젊고 포부가 가득한 예술가들을 유혹한다.

달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온 듯

F AV O U R I T E C A F E

이들 중 일부는 몇 년 전부터 이주해 머물고 있고, 일

안하게 교차한 채 지팡이를 짚었다.

이 보인다. 어쩌면 그는 웃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달리
의 작품들이 빚어낸 상상력만큼이나 그의 표정은 판
독하기 어렵다. 그가 남긴 초현실주의 유산이 암시하

카지노 카페(왼쪽 위)는
다니엘 체르프스트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매일
아침 처음으로 들르는 곳이다.

께 2시간 정도 편안한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다. 여전

부는 카다케스를 글로벌 아트 마켓에 편입되려면 반
드시 거쳐야 할 곳으로 여긴다. 많은 스튜디오를 들여
다보면 초현실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는 것처럼 그저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것인

있다. 지중해의 잔잔한 물결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지도 모른다.

독일인 아티스트인 다니엘 체르프스트( Daniel

달리가 없는 카다케스(Cadaques)는 상상조차 할 수

Zerbst, 42세)는 카다케스가 선사하는 자유로움을

없다. 사람들은 통념을 깨는 자유로움을 추구한 그를

사랑한다. 엷은 블루 톤 선글라스를 낀 그는 산책로

‘미치광이’라 부르기도 했다. 살바도르 달리는 해안가

를 따라 이동하면서 친구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손

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다.

을 흔든다. “그들은 자전거를 탄 제 모습에 익숙해요.”

붉은 벽돌 지붕의 흰색 가옥이 늘어선 어촌이었던 이

자신을 반기면서 놀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게 마

곳은 달리 덕분에 르네 마그리트, 마르셀 뒤샹, 리처

치 달리처럼 짓궂은 웃음을 터트리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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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기반의 부드러운 적색 나파 가죽을 어루만진

한 창문을 자랑한다. 친절한 바리스타가 이 동네 최고

다. ‘자유로움’은 그저 단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거의

의 카페 콘 레체를 내온다. 가격은 고작 1유로 50센

만져질 것처럼 명백하다. 체르프스트는 1995년 20

트에 불과하다.

세 때 카다케스에 왔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의 단조

“나 자신을 전형적인 초현실주의자로 바라보진 않아

로운 삶과 교사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권유는 그가

요.” 체르프스트가 오래된 달리박물관 2층에 자리한

꿈꾸는 미래가 아니었다. 금세공 견습 과정을 마치고

인상적인 스튜디오에서 설명한다. 벽면에는 그의 그

미술대학에 다녔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림이 40여 점 가까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 흙빛이 감

그는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이나 웨이터 일을 하면서

도는 회색 톤이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유독 달라 보

화가로 활동했다.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고 언어를 배

인다. 녹색을 띤 푸른 톤에 몇 미터 높이로 길게 그려

웠다. 아침 10시 전에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보니 스

진 시리즈의 제목은 <Analogue Cyber Frieze>로 문

스로를 ‘밤 올빼미’라 부른다.

명화 전후의 고대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스

운전 후에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담배를 피운다.

타워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장면도 있고, 수줍어

선글라스는 머리 위로 올리고 셔츠의 단추는 적당히

보이는 원주민, 새끼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요셉 보이

푼 상태다. 달리의 유명한 그림처럼 마치 시간이 녹아

스(Joseph Beuys)도 눈에 띈다.

내리는 것 같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카지노’ 카페

체르프스트의 그림 배경은 끊임없이 유토피아와 디

는 그가 좋아하는 곳으로 7미터의 높은 층고와 시원

스토피아를 넘나들기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JOAQUIN L AL ANNE
전문가들은 28세의 라란을 스페인
예술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점찍었다.
그는 2009년 고향인 우루과이를
떠나 스페인으로 왔고 예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오늘날 그의 그림
가격은 5,000유로에 달하는데 팝아트,
초현실주의, 르네상스 스타일이
섞인 화풍이다. 라란은 2010년부터
카다케스에 살고 있다.

IN OIL

WORK

라란의 작품
<The dream
of reason>,
65×81센티미터,
1,800(판매 완료).

스튜디오 앞에 차를
세운 라란. 그의
스튜디오는 마을 안에서
가장 밝고 굽이치는
골목길에 자리해 있다.

PLEASURE
헤드레스트와 통합된
셸 모양의 정교한
좌석은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E-Class
Cabriolet만의 내부
분위기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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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ERRANEAN
NONCHAL ANCE
라란은 크레우스 곶으로 향하는
길에 카다케스 해변에서 E-Class
Cabriolet를 잠시 세웠다.

i
모델 : E 400 4MATIC
색상 : 루벨라이트 레드 메탈릭
변속기: 9G-트로닉(자동)
배기량 : 2,996cc

을 그리되 이미 세상에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재

법의 리얼리즘’이라 칭한다. “그리는 모든 것은 한때

출력: 245/5,250~6,000(1분당 kW)

능을 낭비하진 말하고 조언했다. “해밀턴은 제 친구니

진짜였던 것이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최대속도 : 250km/h(전자식 제어)

체르프스트는 이미 최근의 카브리올레 경험을 그림

연비(l/100km)* :

으로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두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그는 “영감은 마법의
PHOTO "THE DREAM OF REASON" / JOAQUÍN LALANNE

엔진 형식: V6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는 이것을 ‘마

한 형태입니다”라는 말로 대신한다.

도심: 11.4~11.2
고속도로 : 6.9~6.6
복합 : 8.6~8.3

CO2 배출(g/km) :

까요”라고 체르프스트가 말한다.
그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민감한 사람이다. 한때 금발
이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희끗하고 뒤로 묶은 스타일
이다. 체르프스트의 작품 가격은 지금 네 자리 숫자의
유로로 올라섰다.

달리 같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로부터 자신의 예술을

복합 : 194~187

달리가 즐겨 찾았던 곳은 로스탈(L’Hostal) 레스토랑

구별하려는 체르프스트의 노력은 단순한 제스처가

효율 등급 : D~C

이다. 주인장에 따르면 이 위대한 화가의 디자인에 도

아닌 현실이다. 카다케스에서 진지한 예술가로 인정

위 수치는 차량의 휠/타이어에 따라

움을 준 곳이라고 한다. 이 레스토랑의 벽면에는 달리

받길 원한다면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과 세상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 카메라를 향해 눈을

바라보는 개성적인 관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달리
의 명성과 더불어 과거 어촌이었던 이곳이 글로벌 아
트 신(Scene)의 중심지로 변모한 사실은 단단한 유
산으로 남아 있다.
리처드 해밀턴은 한때 체르프스트에게 자신이 본 것

ECO 스타트-스톱 기능 : 있음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뜨고 응시하는 사진도 보인다.
호아킨 라란(Joaquin Lallane)도 로스탈을 즐겨 찾는
다. “최고의 생선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우루과이
출신의 28세 아티스트는 2009년 예술 장학금을 받
으며 스페인으로 이주했고 2010년부터 카다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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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라란을 예술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여
긴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최근 전시회에서 그의 그
림은 단 하루만에 5,000유로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로 라파엘, 달리, 페르난도 보테
로, 르네 마그리트를 꼽는다. “하지만 그들은 거인들
이고 전 그저 난쟁이죠.” 그가 겸손하게 말한다. “제
그림은 팝아트, 초현실주의, 르네상스 예술이 혼합되
어 있어요.” 언젠가 우르과이 대통령 타바레 바스케스
가 자국를 방문한 스페인 국왕에게 라란의 그림을 선
물했고 이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내년까지
스케줄이 꽉 찬 그는 하루에 12~14시간씩 그림을 그
린다.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때때로 일상을 벗어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달리의 쿠쿠루쿠 그림들
라란은 카브리올레와 더불어 카다케스를 천천히 드
라이브하며 명소들을 보여주었다. 그중에는 마르셀
뒤샹이 여름마다 재즈를 연주했던 항구 근처의 바 멜
리톤(Meliton), 리처드 해밀턴이 살았던 집, 바다에서
“완전한 4좌석을 갖춘 The New E-Class
Cabriolet는 C-Class Cabriolet보다
14센티미터 더 깁니다”라고 개발 총책임자
크리스티안 프루스(Christian Fruh)가
말한다.
“특히 뒷좌석에서 이 길이감을 느낄 수
있죠.” The New E-Class Cabriolet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범퍼의 뚜렷한 환풍구는 전면
섹션을 지배하며, The New E-Class
Cabriolet의 특징적인 ‘4개의 눈(4eye face)’을 재해석했다. 싱글-루브르
라디에이터그릴은 세꼭지별과 통합되어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낸다. 차의
팽팽한 패브릭 탑은 20초 이내에 열리고
닫히며, 최대 시속 50킬로미터 속도로
작동된다.
섀시: 기본 사양으로 주행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높인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Agility Control Suspension)을
탑재했다. 쇼크업소버를 낮춘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할 경우 진폭에 따라
감쇠력을 변화시키는 댐핑 시스템이
댐핑력을 낮추어 승차감과 민감도를
개선한다. 선택 사양의 경우 어댑티브 댐핑
기능을 갖춘 에어 바디 컨트롤(Air Body
Control)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부드러운 서스펜션과 더불어 주행 시 높은
안정감을 보장하는데, 이는 더욱 스포티하고
더욱 편안한 주행을 위해 설계되었다.

인테리어: 실버 섀도 에어벤트, 3-튜브
계기반, 통합형 컬러 화면을 갖춘 패널은
카브리올레의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한다.
소음도를 낮춘 덕분에 앞좌석과 뒷좌석의
탑승자들은 더욱 쉽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크기: 길이: 4,826mm, 폭: 1,860mm,
높이: 1,428mm
연결성: 첨단의 연결성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E-Class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근거리 통신 덕분에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디지털 차 키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내부 화면의 주요 기능은 스티어링휠의
터치식 조절 버튼, 음성 구동, 컨트롤 콘솔의
터치패드
(필적 인식도 가능)를 통해 작동된다.
인텔리전트 시스템: 기본 사양으로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Active Brake Assist)를
장착했다. 거리 및 충돌 위험을 경고해주며,
도로를 지나치는 보행자와 앞차를 인식해
자율제동이 작동한다.
선택 사양으로 디스트로닉 플러스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Distronic Plus Proximity
Control), 360도 카메라를 장착한 파킹
패키지를 택할 수 있다.
엔진 유형: 디젤엔진(E 220 d)과 3가지
가솔린엔진(E 200, E 300 and E 400
4MATIC)을 택할 수 있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솟아나온 작은 바위섬(왼쪽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
다. “그게 쿠쿠루쿠(Cucurucu)예요.” 쿠쿠루쿠? “달
리의 수많은 그림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바위죠.”
라란도 자신의 우상에 대한 경외로 종종 그림에 바
위를 묘사하곤 한다. “달리는 카다케스를 불멸화했
어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쿠쿠루쿠 그림뿐 아니라
<Tudela Eagle>과 <Great Masturbator>를 보여주
며 달리를 매료시킨 크레우스 곶 인근의 바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차를 몰아 곶으로 향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신의 목 주변에 느껴지는 따뜻한 바람에 쏠린다.
그는 따뜻한 에어를 운전자의 목 높이로 보내주는 에
어스카프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보
이지 않는 스카프?”라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
본 뒤 이렇게 덧붙인다. “이건 약간 초현실주의 아닌
가요?”
크레우스 곶의 등대에 올라서면 트라문타나 산맥의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이 곶은 비바람에 의해 형성된
기이한 암석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의 일부다. 다니엘
체르프스트 역시 수시로 바뀌는 빛 속에서 바위를 응
시하는 걸 좋아한다. “야성적이고 신랄한 이 태곳적
풍경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항상 저에게
평온함을 주죠.”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올
려다보며 눈을 깜박인다. NASA는 최근에 그의 그림
중 하나를 우주로 보냈다. 저 먼 어딘가에서 그의 아
이디어를 담은 그림이 우주선과 함께 우주를 유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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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도르 달리는
카다케스를 불멸화했어요.”
호아킨 라란

A UNIQUE EXPERIENCE
호아킨 라란은 메르세데스-벤츠
카브리올레를 처음 타봤다.
“제 부모님이 항상 메르세데스-벤츠를
몰았지만 카브리올레를 타본 적은 없어요.”

A GLOW
크레우스 곶에서 돌아오는 길,
E-Class Cabriolet의 뒤편으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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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합니다.”

DRIVING PERFORMANCE
메르세데스-AMG의 팬인 그는
종종 오프로드에서 드라이브를
즐긴다. 물 만난 고기처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선수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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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T I C I PAT I O N
얀 프로데노는 헤로나의
올드 쿼터에서 기대에 차
기다리고 있다.
오늘, 그가 모처럼 쉬는
날의 계획은, 엄청난
마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AS GOOD AS
IT GETS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얀 프로데노는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2관왕이자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홍보대사다. 그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스페인 헤로나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뒤
프로데노는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를 직접 운전하며 드라이브를 즐겼다.
글 외 르 그 호 이 어 (JÖRG HEUER)

사 진 데 이 비 드 다 우 브 (DAVID DA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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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S TA L A V I S TA !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는 단 4.9초 만에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가속할 수 있다. 뛰어난 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참으로
유혹적인 특성이다.

22

“AMG에는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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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세의 얀 프로데노(Jan Frodeno)에게

빵, 과일을 주문한다. 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할 시간

는 휴일이 거의 드물다. 우리는 그를 바

이다.

르셀로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스페인
헤로나(Girona)에서 만났다. 약 10만 명

얀, 예전에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완패하는 꿈을 꾼

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코스타브

뒤 실제로 그렇게 완패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지난

라바까지 불과 25킬로미터 거리이며, 저

밤에는 무슨 꿈을 꾸셨나요?

멀리 피레네 산맥이 보이는 곳이다. 산과 자연 공원,

아, 그런 짜증나는 꿈을 마지막으로 꾼 지는 좀 됐어

작은 만, 호수, 겨울에 온수가 나오는 수영장, 환상적

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땐 마지막 몇 미터를 남겨둔

인 날씨와 성격 좋기로 소문난 카탈루냐 사람들이 있
는 이곳은 얀 프로데노에게 최적의 훈련장소이자 주
거지역이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트라
이애슬론(철인3 종 경기) 금메달리스트이며, 작년
부로 장거리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2015년
과 2016년에는 2회 연속으로 트라이애슬론의 최고
타이틀인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Ironman World

Championship)’ 우승을 손에 쥐었다.
얀 프로데노는 1년의 반은 호주 출신 부인, 아들과 함
께 헤로나에서 살고, 나머지 반은 호주에서 지낸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여러 대륙을 돌며 각종 대회에

JAN FRODENO
36세의 독일인인 얀 프로데노는
남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세계에서 가장 힘든
스포츠인 트라이애슬론의 정상에
우뚝 섰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종목은 수영 3.86킬로미터,
사이클 180.2킬로미터, 마라톤
42.195킬로미터로 구성돼 있다.
지난 10월, 그는 2015년과 2016년에
우승을 거둔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3관왕에 도전했다.

채 패배할까 봐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곤 했죠.
실제로 유럽 챔피언십이나 월드컵 같은 몇몇 경기에
서는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진 적도 있어요. 한 10년
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분통이 터지죠. 하지만 저의
커리어가 그저 최고와 경쟁했던 사람으로 남는 건 싫
었어요. 그들과 동등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기
억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죠.
이렇게 성공한 선수가 되었음에도 스스로를 ‘패배자,’
‘약골,’ ‘실패한 수영 선수’로 여겼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래요. 저 자신과 능력을 부정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포부와 능력을 깨닫게 되

참가해 상을 휩쓸 예정이다. 그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

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내면의 힘이 더욱 많

며,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필요했죠. 나 자신이 세운 목표 하나하나에 도전해

다른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버서더와 마찬가지

성공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로 그 역시 모처럼 맞은 휴일을 절대 대충 허비하지

하와이에서 열리는 트라이애슬론의 끝판왕이자

않는다. 그는 오늘도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자 아침 일

2015년과 2016년에 우승했던 아이언맨 월드 챔피

찍부터 열심히 훈련했다.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필라

언십에 대해 물어보죠. 올해 다시 우승해야겠다는 다

테스를 하고, 5.5킬로미터를 수영했다.

짐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다. 다름
아닌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를
시승하는 것 말이다. 그 후에는 다시 6킬로미터의 달
리기와 근력 운동이 기다린다. 그의 부모도 헤로나에
사는데 오늘 그의 어머니는 저녁때 맛있는 파스타 요

“큰 대회 직전엔 체지방이
4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예요.”

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바지와 가벼운 스웨터, 운동
자전거에서 내린다.

하루에 네다섯 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아침처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는 손만

럼 쉬는 날인데도 수영장에 가서 보통 사람들이 1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아이언

동안 수영하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수영하는 날엔

맨을 유혹한다. 이 매력적인 차는 V형 6기통 3리터

더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수영 연습보다 지금처럼 카

트윈터보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67마력을 발휘하

페에 편안히 앉아 인터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보다

며, 놀랍도록 짧은 변속 시간을 자랑하는 9단 자동변

더 좋은 건 바로 Mercedes-AMG GLC 43 4MATIC

속기(9G-TRONIC) 덕분에 잘 뻗은 도로에서든, 비포

Coupé를 끌고 나가는 거고요.(웃음) 하지만 중요한

장도로에서든 오랫동안 전력 질주하도록 최적화돼

대회가 임박한 이 시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

있다. 게다가 사륜구동 시스템과 2개의 터보 과급기

연히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가 스포츠카 특유의 날렵한 퍼포먼스를 구현하며, 시

현재 체지방이 몇 퍼센트인가요?

속 100킬로미터까지 가속하는 데 고작 4.9초밖에 걸

안 재봐서 모르겠군요. 하지만 큰 대회 직전엔 체지방

리지 않는다.

이 4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예요.

프로데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더블

올해 출전한 대회는 모두 하와이를 위한 준비 단계였

에스프레소와 간단한 요깃거리로 커드 치즈와 통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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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차림의 프로데노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초경량

SUPERMAN
얀 프로데노가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네, 그래요. 올해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을 제외한

안에서 남다른 포스를
보이고 있다.

모든 대회는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죠. 앞서 말했듯
제 목표는 3연패니까요.
다른 선수보다 더 빨리 수영하고 달리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하나요?

6~7시간 정도를 세 세트로 나눠서 훈련하고, 물리치
료와 식단 관리도 병행해요. 저의 훈련 일정은 매일매
일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요.

2등은 패배나 굴욕,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
만 보통 2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첫 번째 패배자라
고 생각하기는 해요. 결승점에 도달하기만 하자는 생
각도 가끔 하지만, 프로로서 늘 우승하고 싶은 마음
은 당연하죠.
화이트아웃 현상을 마지막으로 경험해본 게 언제인
가요?
아, 화이트아웃.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주위가
온통 까맣게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온통 하
얘져요. 최근엔 그렇게 정신을 잃을 때까지 훈련한 적
이 없지만 예전에 경험해보긴 했어요. 뭔가 발로 세게
걷어차인 기분이랄까요.
올림픽 챔피언, 세계 신기록 보유자, 월드 챔피언십
G I R O N A R A L LY
날렵한 커브부터
가파른 오르막길,
완벽한 도로 상태까지
두 선수 모두에게
완벽한 장소다.

우승까지 36세의 나이에 스포츠계에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은 거의 다 이뤘는데요. 이미 커리어에 있어서는
오래전에 결승점을 통과한 셈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게는 매일 더 발전하고자 하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내적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
죠. 완벽한 은퇴 시기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
요. 저는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미 두 차례
우승을 거뒀지만 아직 제 기준에서 완벽한 레이스를
펼친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
다고 스스로 만족할 때까진 계속 레이스를 멈추고 싶
지 않아요. 어쩌면 올해 10월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
도 모르지만 말이죠.
동물이나 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은가요?
음, 제 별자리가 사자자리인데요. 사자들은 뭔가 특유
의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사물을 압도하는 그런 여유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
지만 저도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됐어요.
만일 자동차가 될 수 있다면?

AMG에는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요. 늘 AMG에 큰 관심이 있었죠. 특유의 엔진 사운드
와 디자인, 억제할 수 없는 힘⋯. 여기 이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도 그래요. 이 모델
에 관해 좀 찾아봤는데 일반 도로나 오프로드에서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역동적이고 잘 훈련된
25

NE W S TA R S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단거리와 장거리 모두 섭렵한

에서 완벽한 경기를 치르는 거죠.

선수처럼 특유의 앙칼진 힘이 있어요.

인터뷰가 거의 끝나 가는데요.

다른 이들이 이룬 업적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지나요?

잘됐네요. 사실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싶어 발이 근질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거리던 참이었어요. 빨리 운전하고 싶어요.

고 생각해요. 용기와 열정만큼 대단한 것은 없죠. 스

당신의 스포츠 커리어 뒤에 숨은 원동력은 무엇인

포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경영, 정치도 마찬가지

가요?

예요.
당신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선수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 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듯한 그런 승리,
바로 그게 제 원동력이에요.”

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다른 선수들의 업적
에도 늘 커다란 존경심을 품고 있으니까요. 특히 정정
당당하게 승부하는 사이클 선수들과 바이애슬론 선
수들, 익스트림 서퍼들을 존경합니다.
이 직업이 천직이다 싶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열정만 있다면 트라이애슬론
선수도 그렇게 죽도록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
대인 꿈의 직업이죠.

압도적인 야망, 오직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자

자신의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요?
정신력이에요. 수년간 스스로 훈련해온 결과물이죠.

하는 단 하나의 포부요. 맨 앞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도 결국엔 정신력 싸움에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승부가 갈려요.

없다는 걸 알 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듯한 그런 승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2연패는 대회를 앞두고 몸

리, 바로 그게 제 원동력이에요.

을 키우기보다 정신력에 집중한 결과인가요?

자동차에 타기 전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당신이 생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각하는 성공의 원동력은 뭐죠?

경기 중 극심한 고통이 느껴질 때 어떻게 이겨내나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의 조합이요. 있는 힘을 다해

요? 그 비결이 궁금하군요.

달려서 우승할 때, 나 자신과 라이벌들 그리고 팬들

고통은 항상 어떤 대회에 나가든 저와 함께한 충실한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챔피언일 때, 그것보다

반려자라고 할 수 있어요. 대회를 앞두고 어김없이 찾

더 짜릿한 기분은 없어요.

아오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처럼요. 이는 개인마다 차
이가 있지만 제 경우엔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긍정적
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마라톤은 떠다니거나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러너즈 하이(Runner’s high), 맞아요. 최고죠!
얼마나 자주 고통을 느끼나요?
무척 자주 느끼죠. 하지만 패배의 아픔보다는 경기 도
중에 고통을 느끼는 편이 훨씬 나아요.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i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엔진 : V형 6기통 트윈 터보
배기량 : 2,996cc
최고출력 : 367hp/5,500~6,000rpm
최대토크 : 53.0kg·m/2,500~4,500rpm
변속기 : 자동 9단(9G-TRONIC)
복합연비 : 8.1km/l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싶
은 꿈은 어떻게 실현하나요?
철저한 준비로 시작돼요. 부러지거나 찢기는 등 부상
을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회가 시작
되면 온 힘을 다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다행히 라이벌들에 비해 제가 좀 더 높은 마력을 지니
고 있어요. 모든 스트로크와 페달을 밟는 것이 숨 막
히게 짜릿하죠. 그렇게 그대로 결승점을 통과해 누가
봐도 압도적인 우승을 거둘 겁니다.

미식가로 태어난 거요. 커피도 사랑하고 와인도 정말
좋아해요. 파스타도 통밀로 만들지 않았을 때가 더 맛
있고요.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인터뷰를 마친 얀 프로데노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웃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이 가득하다. 이내 그는 차 키를 쥐고 Mercedes-

언제쯤이면 자신이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느낄 것 같

AMG GLC 43 4MATIC Coupé의 운전석으로 걸어간

나요?

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트와 사이드미러, 온도

마음속으로는 제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를 빠르게 조절하고, 안전벨트를 맨다. 잠시 뒤 V6 트

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승선에 다다랐다고 말

윈터보엔진이 특유의 깊은 사운드로 헤로나의 구도

하기엔 아직 조금 일러요. 저는 지금 100퍼센트의 집
중력과 성취 동기, 목표 의식이 있어요. 바로 하와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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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득 채운다. 그 누구도 이제 이 두 선수를 막을
수 없다.

A STRONG TEAM
얀 프로데노는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Coupé를 몇 시간
동안 시승했다. 만일 그가 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면 시승 체험은
지금보다 훨씬 길었을 것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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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ENOUGH
TO TOUCH
메르세데스-벤츠의 Concept
EQ가 베를린 쇼네베르크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28

Magical
minutes
자동차의 새로운 세대가 왔음을 알리는
메르세데스-벤츠 Concept EQ .
최근 베를린에서 확인했듯 이 신참내기는 벌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글 외 르 그 호 이 어 (JÖRG HEUER)

메

사 진 팀 애 들 러 (TIM ADLER)/ DAIMLER AG

르세데스-벤츠 Concept EQ를 운전하
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이다. 새로 나온 메르세데스-AMG 슈
퍼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를 처음 들었
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자아내는 그런
경험 말이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못 박힌 듯 멈춰 서서 입을 다물지 못
한다. 자동차를 가리키며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들은 휴
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이 중 한 젊은 남성은
앞으로 걸어 나와 자동차의 빛나는 그릴 표면에 입이라
도 맞출 기세로 황홀경에 빠져 있다. 그는 콧부스(Cottbus) 시 근교의 페이츠(Peitz)라는 마을에서 온 38세의
마이클 나코인츠(Michael Nakoinz)다. 이 차가 그의 앞
에 등장했다는 것은 1등 선물인 Concept EQ 시승권을
받게 됐다는 뜻이지만 그는 아직 이 행운에 대해 모른 채
마냥 황홀해할 뿐이다.

Concept EQ의 생애 첫 주행은 베를린의 중심이자 한때
공업단지였던 쇼네베르크(Schöneberg) 지구의 EUREF
캠퍼스에서 시작해 오래된 가스저장소 주변을 돌고 타운
내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4도어 SUV 쿠페
인 Concept EQ는 날렵하고 세련된 기계다. 이음매 하나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일체형 디자인과 넓고 깔끔하
며 통풍이 잘되는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갖추었다.
물론 이 차는 메르세데스-AMG 슈퍼 스포츠카가
29

NE W S TA R S

최고출력

300
킬로와트(408마력)를
뽐내는 컨셉트카의
탄탄한 내구성이
돋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향상된 엔진과
배터리 용량 덕분에
새로운 모델들이 더욱
강력해진 동력을 선보일
것이라 예측한다.

아니다. 아예 스포츠카가 아니다. 하지만 네 개의 바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퀴 위에서 혁신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메르세데

옛날 가스저장소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차의 두 전기

스-벤츠의 미래다.

모터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다. 아주 낮고

착한 에너지와 풍부한 감성

조용한 콧노래만이 들리는 듯하다. 그럼에도 Concept EQ는 계속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Concept EQ에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터치 시스

있다. 날렵한 디자인과 전자식 외형 덕분에 어디를 가

템을 탑재했다. 기존 사이드미러와 리어뷰 미러는 카

도 눈에 띄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직 연구 중인 컨셉

메라로 교체되어 실시간 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운전석에는 여전히 가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핸들

i

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중앙 콘솔에 위

A RI S I NG STA R

치한 직관 제어와 터치 시스템이다. 가벼운 가죽과 은

프리미엄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스위치를 돌렸다.
새로운 EQ 서브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는 미래의 배터리
구동 자동차들과 이에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모두 아우른다. 배터리 구동
주행과 인공지능형 서비스가
탑재된 Concept EQ는 진정한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은한 조명, 등받이 앞면에 장착된 LED 디스플레이가
디자인을 완성한다.
자동차의 좋은 기운은 운전석에서부터 뒷좌석까지
느껴진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인 시그너처 전자
시트 조절 시스템과 기존의 안전벨트는 동일하게 유
지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교체되어 관능적이고 감각적이면서도 전위적인 자태
를 뽐낸다.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거의 공중에
30

트카지만 Concept EQ의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에
의하면 이 차의 외형을 통해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미
리 엿볼 수 있다고 한다.

EQ는 ‘Electric Intelligence’를 줄인 말이다. 배기가
스는 0으로 줄이고 1,000가지의 감성을 더했다. 자
동차의 넓은 파노라마형 루프탑 아래서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함께 그 감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이 새로운 모델 시리즈는 2019년
부터 만나볼 수 있다. 메르세데스미(Mercedesme)
역시 EQ 브랜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새로
운 서비스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기 다른 센서로부
터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 이 메르세데스-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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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FYING
컨셉트카를 운전하는
것은 미래로 주행하는
것과 같다. 전자식
외형과 일체식 구조를
갖춘 메르세데스-벤츠
Concept EQ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베를린을 방문 중인
야니네 쿨라와 마이클
나코인츠는 이 차를
시승해보는 엄청난
기회에 당첨되었다.

컨셉트카는

1회 충전 시 최대

500

킬로미터(유럽기준)까지
주행 가능하다. 이 같은
새로운 완전형 전기 자동차
브랜드를 선보임으로써
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의 미래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Concept EQ가 그의 앞을 처음으로 지나가자 마이클
나코인츠가 여자친구인 야니네 쿨라(Janine Kuhla)

모델들에 적용함으로써 자율주행의 비전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에게 속삭였다. 그녀에게 자동차를 가리킨 뒤 휴대폰

끝없는 주행의 즐거움

을 꺼내 사진을 찍는 그의 동작은 더없이 유연하고 자

컨셉트카는 최대 300킬로와트(408마력)의 전기모

연스러웠다. 오늘은 그에게 행운의 날이 분명하다. 나

터 출력과 최대 500킬로미터(유럽기준)의 주행거리
확보로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 100퍼센트 전기로만

코인츠는 환한 미소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Concept EQ 시승권을 상품으로 받았다. 자동차에 올라

구동되며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갖췄기에 운전 시 든

탄 나코인츠와 여자친구는 안전벨트를 매고 조심스

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또한 단 5초 만에 시속 100

럽게 보도로부터 멀어져갔다.

킬로미터까지 가속하는 훌륭한 성능이 운전자의 욕

블록을 세 바퀴 정도 돈 뒤에 그들과 다시 만나 소감

망을 더욱 자극한다. 날렵한 후드 아래에 내재된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Concept EQ는 계속해서 가스저장소 주변을 배회한
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이 모든 것이 머지않아 현
실이 될 것을 상상해본다. 밖에서는 여전히 Concept
EQ에 매료된 행인들의 시선이 끊이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어. 미래가 내 눈앞을 지나가고 있다니!”
32

믿을 수가 없어요.
미래가 내 눈앞을
지나가고 있다니!
시야에 들어온 메르세데스-벤츠
Concept EQ를 보 고 감 탄 하 는
마 이 클 나 코 인 츠 (MICHAEL NAKOINZ)

을 물었다.
마이클 나코인츠는 “이 몇 분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
했다. “21세기의 커크 선장이 된 기분이네요. 솔직히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좋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저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SPORTS

The weightless one
그는 테니스를 예술로 변화시켰다. 36세의 나이에 네 아이의
아빠로 테니스계의 정상에 선 로저 페더러.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메르세데스컵에서 세계적인 스타인 그를 만났다.
글 토 비 아 스 하 벨 (TOBIAS HABE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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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B E R AT I N G
그의 경기는 마치 무용을
보는 듯하다.
2017년 스위스 윔블던의
로저 페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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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SAME OLD SELF
살도 빠지고 머리도 짧아졌다
하여도 로저 페더러는 늘
한결같은 내면을 지니고 있다.

i
ROGER FEDERER
1981년 스위스 출신 아버지와
남아프리카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저 페더러는 16세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다. 선수 성적(2017년
7월 기준)으로는 남성 단식 경기
93회 우승과 그랜드슬램 19회
달성 기록이 있다. 2009년 미르카
바브리네크(Mirka Vavrinec)와 결혼해
현재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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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 페더러(Roger Federer)는 이미

했다. “좋아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랜드슬

우승한 상태였다. 그와 상대 선수인

램의 첫 번째 경기였던 호주 오픈에서 엄청난 승리를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그리고

거둔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로드 레이버 경기장에서 이 둘을 지

시합 전 페더러는 “8강에 들어가기만 해도 만족할 것”

켜보고 있던 1만4,820명의 관중만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목발을 짚

몰랐을 뿐이다. 다섯 번째 세트에서

고 다녀야 했던 선수로서는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였

매치포인트를 놓고 5:3으로 리드하던 페더러의 포핸

다. 기대는 평소보다 낮았을지 모르지만 불안감과 압

드가 사이드라인에 너무 가까워 스쳤는지 아닌지 컴

박감은 오히려 더 컸다. 하지만 페더러는 꿋꿋이 버텨

퓨터로 판독하던 중이었다. 경기 시작 3시간 38분이

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 같은

지난 그 순간, 자신의 우승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는

이야기가 전 세계 스포츠팬을 감동시킨다. 비록 실패

호주 밤하늘 아래 환하게 밝힌 센터 코트에서 고개를

할지라도 끝까지 도전하여 그리고 그 기회가 커리어

푹 숙인 채 몇 초 동안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

사상 최고의 우승이 되는 이야기 말이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아주 작은

5개월 후, 로저 페더러가 슈투트가르트의 한 호텔에

단 하나의 문제점 때문에 엄청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서 로비에 깔린 카펫을 밟으며 다가온다. 다크 블루

일시 정지된 그런 순간 말이다. 이윽고 페더러가 스코

색상의 폴로셔츠와 트랙슈트 바지 차림에 평소보다

어보드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판독 결과 공이 라인에

짧은 머리가 눈에 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센

닿은 부분은 단 1~2센티미터에 불과했던것. 로저 페

호프에서 열리는 메르세데스컵(MercedesCup)에서

더러의 완승이었다!

토미 하스(Tommy Haas)를 상대로 펼칠 오프닝 매

그 순간 페더러의 모습은 단순한 테니스 경기나 중요

치까지는 고작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2주

한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기쁨을 넘어선 감정을 표출

뒤에는 가장 명망 높은 대회인 윔블던이 시작된다.

하고 있었다. 네트로 가 상대 선수와 인사를 나누고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David Foster Wallace)는 한때 로저 페더러와 그의 테니스 스타일을

PHOTO THOMAS RABSCH

다시 코트로 걸어가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는 한쪽 다리를 굽혀 무릎을 꿇었다. 비굴하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그리고 페더

지 않고 용맹스럽게, 마치 기사 작위를 받는 귀족처럼

러를 가리켜 인간을 넘어선 ‘천재나 돌연변이, 아바타’

말이다.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페더러는 절대 서두

무릎 수술을 받고 반년간 휴식기를 가진 뒤로 5년 가

르거나 균형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 자신과 하나

까이 한 번도 그랜드슬램을 이룬 적 없었던 그가 35

가 되어 있다. 그와 처음으로 대면하면 월리스가 뭘

세 나이에 다시 역대 최고 테니스 선수로 돌아왔다.

말하고자 했는지 단번에 공감할 수 있다. 그가 걷고

인터뷰를 하며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은퇴

말하고 웃고,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모습에서도 확연

할 계획은 있는지, 전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두세 번

히 느껴진다. 유연하면서도 정확한 몸짓, 듣기 좋은

씩이나 우승을 거두었는데도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아

목소리,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악수 등 그의 모

있는지 등을 질문받을 때면 그는 항상 이렇게 답하곤

든 행동은 자연스러우며 캐주얼하고 전혀 힘을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로 저 페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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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지 않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를 더
욱 순수하고 앳된 이미지로 보이게끔 한다.
최근에 그는 파이널 경기에서 우승한 뒤 코트에 찾아
온 리포터로부터 36세의 나이에도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대답
을 들은 관중들은 이내 웃음을 터트렸다. “약간의 운
동이 도움이 돼요.” 페더러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충분한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RECORD
2017년 7월,
로저 페더러의 8번째
윔블던 우승.

는 하루 평균 11시간에서 12시간씩 숙면을 취한다.
한번은 파이널 경기 전날 딸이 아파서 밤새 딸을 안고
다독이며 신경을 쓴 다음 날에도 우승을 거두었다.
“밖에서 보면⋯.” 그가 운을 뗀다. “나달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세트 내내 팔다리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잘
풀리는 듯 보였겠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모
든 샷과 스텝은 전략적으로 생각한 뒤 실행하고 있었
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말을 잇는다. “너무 피
곤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있어서 정말 행
복했습니다.”
절대 본인의 자랑을 하지 않고 늘 팀과 팬 등 다른 이
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로저 페더러가 윔블던에서 첫 우승을 거둔 지 14년
이 지났다. 그 전에 그는 스위스에서 온 재능 있는 테
니스 선수였다. 그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라켓을 코트
반대편으로 집어던지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멘탈 코치를 찾아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우승은 지금까지도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한 자신감을 안겨줬다. “그
때 이후로 한 번도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없었
어요.” 그가 말한다. “명상은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
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느
끼니까요.”
페더러는 가장 성공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품격 있고, 다재다능하고, 가장 높은 연
봉을 받으며, 대부분 팬이 동의하듯 가장 호감 가는

로저는 분명 땀을 흘리지
않는 특별한 호흡법을
개발했을 거예요.
동료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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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SL AM
2003년 7월, 로저
페더러의 첫 번째
윔블던 우승. 그 누구도
녹색 코트 위에서
그만큼 품격 있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

명상은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느끼니까요.
로 저 페더러

인물이 되었다. 세계적인 스타이자 진정한 테니스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페더러는 무려 302주 동안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
켰고, 1000번이 넘는 경기에서 우승했으며, 1억 유로
가 넘는 상금을 벌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실 모두
그가 보유한 45개의 기록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A STRONG BOND
2017년 페더러 부부의
결혼식. 미르카 역시 한때
테니스 프로 선수였고,
둘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만났다.

PA R T N E R
페더러는 수년간
메르세데스-벤츠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올해의 메르세데스컵에서
서브하는 모습.

PHOTOS DPA PICTURE ALLIANCE, GETTY IMAGES, DDP IMAGES, DAIMLER AG

어떤 기록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들리기
도 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는 24번의 파
이널에서 연달아 우승했으며,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잔디 코트에서 펼친 총 65번의 경기에서 한 번
도 패배하지 않았다.
로저 페더러의 카리스마는 수많은 우승 경험이 아니
라 코트 위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진정
성 있으며 자애로운 성격으로부터 우러나온다. 너무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의
플레이를 감상하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움이 배가되
어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테니스계에서는 이 남자에 대한 소문이 수년간 파다
하게 퍼졌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땀을 흘리지 않는
특별한 호흡법을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또 그의 지각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느려서 상대방이 서브
를 넣을 때 유용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은
단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의 엄청난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덧없는 노력일 뿐이다.
젊고 거친 알렉산더 즈베레브와 도미니크 티엠이 충
동적이고 공격적이며 현란한 플레이를 뽐내는 테니
스계의 로맨티시스트라면 로저 페더러에게는 클래식
한 매력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이내믹해지
는 테니스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합쳐진 인물이라
고도 볼 수 있다. 더 이상 코트 위에서 지나치게 밀어
붙이거나 앞으로만 달려 나가지 않는 그를 보면 자신
만의 강점과 경험이 자신감과 통제력을 더욱 증폭시
킨 듯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터득
했다. 경기할 때의 그는 늘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품
위와 정제된 위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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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공간이 그를 위주로 바뀌
는 듯한 느낌이 든다.
페더러가 “살면서 지금처럼 테니스를 잘 쳤던 적은 없
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물론 10년 전 그의 포핸드
는 엄청났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늘날의 그는 더 리
스크가 크고 지능적인 게임을 즐긴다. 그는 더 빠른
해답을 찾고, 그의 게임은 예측할 수 없으며, 긴 랠리
를 피한다. “많은 사람이 내 나이만 보고 더 쉽게 가려
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이
렇게 플레이하는 걸 즐기기 때문이에요.”

2017년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후 그는 10주 동안 그
어떤 대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파리에서 열린 프랑
스 오픈 때도 말이다. 이유를 묻자 그는 무엇을 했는
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일주일간 마이애미에서 휴가
를 즐겼고, 11년 전부터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두바이
에서 훈련을 하고, 앤디 머레이와 존 이스너를 상대로

SOCIAL COMMITMENT
2003년 로저 페더러는 남아프리카 국가의

자선 경기를 펼쳐 그의 재단을 위해 거의 400만 프랑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자 ‘로저
페더러 재단(Roger Federer Foundation)’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2018년 말까지
100만 명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다. 또한 그는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어워드(Laureus
World Sports Award)에서 네 차례나
‘올해의 스포츠 스타상’을 받기도 했다(사진).
라우레우스 스포츠 재단은 스포츠와 관련된
범세계적인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을 모았으며, 뉴욕 메트 갈라(Met Gala) 오픈 파티에
참석한 뒤 스위스 자택에서 몇 주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훈련을 줄였지만 대신 집중도는 더 높아졌어요”라고
페더러가 말한다. “가끔 8시부터 9시 반까지 피트니
스센터에 가거나 9시부터 11시까지 테니스 치는 게
다예요.”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남겨

R O GE R FE DE R E R F OUNDATION.OR G

놓는다. 가장 좋은 부분은 더 이상 테니스만을 생각하
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칠 수 있다
는 것이다. 마치 생각을 덜 할수록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는 모든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
지만 한 번 참가하면 모든 정신을 집중해 최선을 다한

이러한 모습은 코트 위에서뿐만 아니라 남편이자 네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아빠인 일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페더러는 항

약속한 30분의 시간이 지나고 공식 인터뷰는 종료됐

상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 정확

다. 그는 테이블을 바꿔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게 아는 듯하다. 그는 연구하기보다는 즐기기를 좋

이후 일정이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동안은 좀 더 이

아하고, 뭔가 일어나게 하기보다는 알아서 일어나도

야기를 나눠도 좋을 듯싶어 말을 건넸다. 그는 앞으로

록 놔두는 성격이다.

큰 규모의 대회에서 몇 번 더 우승을 거두는 것이 최

오직 운동선수로서의 삶, 심지어 오직 스포츠 스타로

상의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전보다 패배

서의 삶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로저 페더러는 <보그>

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편집장인 애나 윈투어, 할리우드 배우 브래들리 쿠퍼

로저 페더러가 테니스를 그만둘지 고민하는 모습은

등 절친한 친구들과 팬을 보유한 유명 인사다. 스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순간의 슬럼프나 실수, 스캔들

바이올리니스트인 안네 소피 무터는 세계 순회공연

로 인한 은퇴는 절대 그의 스타일이 아니다. 물론 그

중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그의 경기를 챙겨 볼 정도로

가 아무 소식 없이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아마도 그

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가 어

건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디에 있든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해 파리 패션위크의 레드카펫에서처럼 말이다. 페더
러를 보면 그가 환경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
40

RELAXED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그라프 제플린
호텔에서 필자 토비아스 하벨과 인터뷰를
하는 로저 페더러.

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전히 이기고 있
다. 지난 7월 윔블던에서 선보였던 행보처럼 페더러
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PHOTOS DPA PICTURE ALLIANCE, THOMAS RABSCH (2)

다. “어느 만큼이 적절한지, 어느 만큼이 과한지 이젠

CLEAR FOCUS
왜 요즘 따라 더 리스크가
큰 샷을 노리냐는 질문에
페더러는 “단지 그걸
즐기니까요”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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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an - one engine’이라는 철학으로
고성능 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메르세데스-AMG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탄생한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디션을 카레이서 권봄이 선수가 먼저 만났다.

GET
READY?
글 신정원

사진 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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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점 더 많은 일을, 점점 더 빠르게 기
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다. 효율
성 측면에서는 그 편이 확실히 낫기
도 하지만 그래서 역으로 인간이 직
접 빚거나 관여하는 일의 가치가 높
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창의

성’, ‘도전’, ‘장인정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 정
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만 해내는 기계와 달리, 인간은
창의적인 프로세스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계에 도
전하며 장인정신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대표적
예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 메르세
데스-AMG의 철학인 ‘1인 1엔진(one man-one en-

gine)’이 있다. 메르세데스-AMG의 인기 비결이기도
한 이 철학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실력을 갖춘 엔지
니어 한 명이 AMG 엔진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
임지고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967년 첫발을 내디딘
메르세데스-AMG는 지난해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
며 3년 전 대비 40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탄생 50주년을 맞은 메르세데스-AMG는 역사
상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고성능 차에 대
한 높아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주
목해야 할 모델은 50대 한정으로 출시된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
디션이다.
프리미엄 컴팩트 SUV인 GLA는 2013년 메르세데
스-벤츠의 SUV 패밀리에 합류했고 이후 부분 변경
된 모델 The New GLA가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
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7’에서 처음으
로 공개됐다. SUV 패밀리 중에서 가장 막내이기도 한

POWERFUL
PERFORMANCE
폭발적인 성능의 AMG
2.0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디션.

GLA는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고객층
이 선호하는 모델이다. The New GLA는 보다 날렵해
진 LED 헤드램프와 범퍼, 그릴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더해 출시됐다.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
년 AMG 에디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차 외관
과 내부에 포인트 컬러로 쓰인 노란색이다. 이는 메르
세데스-AMG 모델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드러
낸다. 사이드미러, 사이드 실 패널, 디퓨저에 마치 노
란색 페인트를 묻힌 붓으로 스치고 지나간 듯 AMG
스포츠 스트라이프 필름을 넣었다. 지나간 자리를 따
라 길고 선명하게 늘어지는 노란 선을 우아하게 그리
는 이 차는 도로나 서킷 어디서든 돋보인다. 20인치

AMG 10-스포크 알로이 휠에 장식된 노란색 림 플랜
지 또한 여기에 한몫한다.

AMG 퍼포먼스 시트,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휠에
새겨진 ‘Edition’ 레터링을 포함해 암레스트, 도어 패
널, 대시보드, 플로어 매트, 도어 실 패널도 모두 노란
색으로 장식됐다. 외관에 사용된 노란색이 The New

GLA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내부의 노란색은 메르
44

LIMITED EDITION
50대 한정으로 선보이는
50주년 AMG 에디션 모델은
‘블랙 & 옐로’ 테마의 강렬한
디자인 요소로 고성능 모델
특유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세데스-AMG라는 고성능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
는 차별화된 감각을 전달한다.

The New GLA에는 직렬 4기통 2.0리터 가솔린 엔
진이 탑재됐다. 또한 에코 스톱/스타트(Eco Stop/

으로 생각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은 The New

Start)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해 불필요한 연료 소
모를 줄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했다. The
New GLA 220과 GLA 220 프리미엄 모델은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30.6kg·m를 발휘하며, The
New GLA 250 4MATIC 모델은 최고출력 211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낸다.
메르세데스- AMG 모델은 훨씬 폭발적이다. The
New Mercedes -AMG GLA 45 4MATIC 과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디션 두 모델은 최대출력 381마력, 최대토크
48.4kg·m를 자랑하는데, 이는 AMG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MG 2.0리터 직렬 4기통 터보차저 엔진에서

GLA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스티어링휠의 움직임

비롯된다. 매혹적인 출력, 완벽한 안정성과 효율성이

을 감지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i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디션

주의 어시스트(Attention Assist)가 작동해 사고를
예방한다. 새롭게 적용된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
프는 보다 넓고 밝은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이들이 꾸준히 늘
어나면서 여행, 캠핑 등에 용이한 SUV의 인기는 식

엔진 : 직렬 4기통

을 줄 모른다. 그러나 차체가 너무 커서 혹은 너무 흔

배기량 : 1,991cc

해졌다는 이유로 SUV를 외면해온 이들도 적지 않다.

최고출력 : 381hp/6,000rpm
최대토크 : 48.4kg·m/2,250~5,000rpm
변속기 : AMG SPEEDSHIFT DCT 7-speed
가속력 : 4.4초(0 →100km/h)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
년 AMG 에디션이라면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메르
세데스-벤츠 SUV 패밀리 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사
이즈에 메르세데스-AMG의 폭발적인 퍼포먼스, 한

장점인 이 엔진은 모든 승용차 엔진 가운데 가장 효율

정판 에디션에 걸맞은 디자인 디테일을 갖췄으니! 이

이 높다.

런 모델을 또 만나려면 다시 50년을 기다려야 할지

이러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안전’을 최우선

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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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를 제대로 입고 타니 승부욕까지 생기더라고요.
짜릿했죠.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더 열심히 했고요.

9년째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힘든 점은 없나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성적에 대한 압박이 가장 스트
레스죠. 랩타임이 바로 보이는 스포츠니까요. 그 점에
매력을 느껴 시작했는데도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이 어려워요. 처음엔 아무도 저를 신경

Interview

쓰지 않았거든요. 점차 성적이 좋아지고 상위권에 계
속 랭크되니 신경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친구를 잃기

결코 식지 않는 차에 대한 열정, 권봄이 선수

도 했고요. 카레이싱은 남녀 구분이 없는 유일한 스포
츠인데, 그래서 종종 남성 선수들에게 질투 어린 시선
권봄이 선수는 살면서 한 번도 카레이서를 꿈꾼 적

을 받기도 하죠.

은 없었지만 가장 재미있는 일이 레이싱이었고 현

2014년에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재도 그렇다고 말한다. 2009년에 카레이싱을 시작
해 2014년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더벙커> 시즌

3~6의 진행자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그녀는 최근
국제자동차연맹의 글로벌 캠페인 ‘액션 포 로드 세
이프티’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볕 좋은 가을날, 용
인 스피드웨이에서 만난 권봄이 선수는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디션을 ‘귀여운 외모에 반전 매력이 넘치는 차’라고
표현한다.

운전자에게 이 차와
호흡하며 안전하게
서포트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봄이 선수

카레이싱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당시엔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등산으로 치면
이제 막 산 입구에 들어섰는데 되돌아 내려가야 하는
거죠. 올라가서 보고 싶은 풍경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
에요. 멋지게 보이려고 잠깐 이 업계에 왔던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도 싫었어요. 제 진심이 변질되는 거니까
요. 무엇보다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기
도 해요.
다양한 차를 많이 타보셨을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카레이싱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지만 그만큼 위

최근 1년 새 메르세데스-벤츠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

험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어요. 그 전에는 제가 타기엔 너무 럭셔리 브랜드라고

어릴 적부터 차를 엄청 좋아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생각했는데 30대로 들어서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면허를 따서 그런지 스스로 운전에 소질이 있다고 생

같이 이동할 일이 자주 생기면서 4도어 SUV을 염두에

각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카트장을 드나들게 됐는데,

두기 시작했죠. 또 요즘 출시되는 메르세데스-벤츠를

운명이었을까요? 제 안에서 뭔가 꿈틀대고 헬멧이랑

보면 젊은 감수성을 지향한다는 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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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접 The New Mercedes-AMG GLA 45

4MATIC 50주년 AMG 에디션을 경험해보니 어떠세
요?
메르세데스-벤츠 SUV 중에 가장 막내잖아요. 소심
할 줄 알았거든요.(웃음) AMG이기 때문일까요? 아
주 파워풀하게 잘 나가서 놀랐어요. 또 컴팩트한 사이
즈지만 수납공간이 꽤 넉넉해서 좋았고요. 외관의 포
인트 디자인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 차 휠의 노란
포인트는 단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AMG 퍼포먼스
시트는 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최고죠. 내부 곳곳에
장식된 노란색 포인트 디자인 역시 제가 럭셔리 브랜

SAFET Y FIRST
‘무사고 주행’을 추구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안전 철학은 The New
GLA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운동하거나 잡니다. 경기가 있을 땐 긴장감 때문에 불
면증이 생기거든요. 3일 정도 밤을 새워요. 그래서 끝
나고 나면 정말 푹 잠들죠. 그리고 등산을 가고 겨울

드를 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해줬어요.

엔 스키, 여름엔 레이크 보트를 타러 다녀요. 가평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나 양평 같은 한적한 동네를 좋아해요. 사계절이 아름

30대의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는 여성분이나 신혼부

답고 초보자에게도 수월한 오대산이나 신불산도 추

부 혹은 카시트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패셔너블한 엄

천하고요.

마들에게 제격일 듯해요. 세컨드 카로도 정말 훌륭

마지막으로 권봄이 선수에게 메르세데스-벤츠란?

할 것 같고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 큰 차는 꺼리

이제는 누려보고 싶은, 갖고 싶은 브랜드예요. 자동차

는 경향이 있거든요. 빌린 차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의 럭셔리 브랜드 하면 메르세데스-벤츠가 독보적이

런데 이 차에서 내리면 드라이빙과 차 자체를 정말 즐

잖아요. 도로에서도 서킷에서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기는 듯 보일 것 같아요. 거기엔 AMG 로고가 한몫하

캐주얼 정장 같아요. 운전자에게 이 차와 호흡하며 안

죠.(웃음)

전하게 서포트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메르세

권봄이 선수의 일상은 어떤가요?

데스-벤츠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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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흘러도 그 유산은 영원하다.
지난 10월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AMG 라운지에서
메르세데스-AMG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다.
글 이시우

사진 박성영

SPECIAL
EXHIBITION FOR
50 YEARS

지

난 130년간 메르세데스-벤츠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것은 바로 고성능이다. 오

2개층으로 구성된 AMG 라운지에는 ‘시작부터 미
래까지(From Beginning to the Future)’를 테마로

늘날 메르세데스-AMG는 대중에게 그리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했다. 그 내부에는 메르세

낯선 이름이 아니다. 1967년 다임러 벤

데스-AMG의 전설적인 명차 메르세데스 300 SEL

츠에서 근무하던 한스-베르너 아우프레

6.8 AMG를 필두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S-Class
의 고성능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S 63 4MATIC+
Long과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메르세데스-AMG E 63
4MATIC+를 전시해 메르세데스-AMG의 과거와 현

흐트(Hans-Werner Aufrecht)와 기술자
인 에어하트 멜허(Erhard Melcher) 사이에서 태어난
이 고성능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우프레흐트와 멜허 그리고 이들의 고향인 그로사
스파흐(Großaspach)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AMG는
설립 초기부터 모터스포츠를 위한 브랜드였다. 그들
은 설립 후 4년 만인 1971년 새빨갛게 도색한 메르세
데스 300 SEL 6.8 AMG를 스파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시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2017년은 메르세데스-AMG가 설립 50주년을 맞은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레이싱 트랙의
성능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도
재현됩니다.

재, 미래까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1층 입구에 들어서니 메르세데스 300 SEL 6.8 AMG
가 제일 먼저 고객을 반겼다. 그 옆에는 당시 메르
세데스 300 SEL 6 .8 AMG 의 활약상과 메르세데
스-AMG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쉴 새 없이 흘
러나왔다. 또한 히스토리 월에서는 메르세데스-AMG
의 50년 역사를 글과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그 옆에

특별한 해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

전시된 메르세데스-AMG E 63 4MATIC+가 놓인 바

전무후무한 사상 최고 고성능 브랜드의 설립 50주년

닥에는 F1 레이싱 트랙처럼 스타트 라인이 그려져 시

을 기념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바로 10월 18일

동만 걸면 당장에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박진감이 느

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했던

껴졌다. 2층에는 메르세데스-AMG의 로고와 빨간

AMG 라운지다.

색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디자인의 라운지 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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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SPIRIT
메르세데스-AMG와
모터스포츠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왔다.
AMG 라운지에서는
차량뿐 아니라 포뮬러 원
레이싱복도 만날 수 있다.

그 옆에는 고성능 럭셔리 세단인 메르세데스-AMG S
63 4MATIC+ Long이 자리해 수많은 고객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AMG 라운지에서는 매일 3회 도슨트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AMG 문장의 우측에는 승리를 상징하
는 월계관이, 좌측에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AMG
본사가 있는 아팔터바흐(Affalterbach)가 사과 특산
지로 유명하거든요.”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내부를

A F F A LT E R B A C H
APPLE
메르세데스-AMG가 태어난
요람인 아팔터바흐를
상징하는 사과. 라운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메르세데스-AMG 마그넷과
사과를 선물했다.

살펴보니 메르세데스-AMG의 역사가 더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레이싱 트랙의 성능이 이제
는 도로 위에서도 재현됩니다.” 2017 서울모터쇼에
서 마틴 슐츠 세일즈마케팅 부사장은 The New Mer-

cedes-AMG GT R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
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AMG는 창립 초기부터 ‘1인
1엔진(One Man - One Engine)’ 철학을 바탕으로 세
계 최고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여왔다.
이번 AMG 라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메르세데스
-AMG의 철학과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한 뜻 깊은 자
리였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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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PL ANS?
바르셀로나에서 메르세데스-벤츠

A-Class와 함께. 모델 루시 월터스
(왼쪽)와 줄리아 모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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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I thought –
what a cool idea”
메르세데스-벤츠는 새로운
세대의 정신에 주목한
‘그로우 업’ 캠페인으로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프랑스 사진가
앨리스 모이티에가 ‘그로우 업’
캠페인 작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글 아 이 리 스 미 드 라 치 (IRIS MYDLACH)
사 진 앨 리 스 모 이 티 에 (ALICE MOITIÉ/ DAIMLER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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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리터칭을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 순간을
사실적으로 담은
사진을 좋아하죠.”
앨 리 스 모 이티 에

REAL LIFE
자동차 영화관을
배경으로 B-Class
앞에서 인상적인 포즈를
취한 주인공 타마
페티언(왼쪽)과 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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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가로서 새로운 사진의 가장 좋은
접근법은 친숙한 영역을 떠나 알려
지지 않은 미지의 세상을 껴안고 재
능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 생
각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출발부
터 달랐다. ‘그로우 업(Grow Up)’ 캠

페인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는 새로운 세대를 그 중
심에 놓길 원했다. 차보다는 이에 열정을 지닌 사람들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와우, 정말 근사한 아이디
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이전시에서는 캠페인 사진가로 나를 추천했고, 곧
바로 그로우 업 컨셉트와 내 스타일이 완벽하게 들어
맞는다는 걸 알았다. 사진 속 인물들이 진정성을 갖
고 사진 자체가 스토리를 말하는 걸 좋아한다. 또한
촬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작업 속에 투영되어
야 한다. 그로우 업 캠페인 작업은 자유로웠고, 처음
에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무엇보다도 영상 작업이 동
시에 이루어져 촬영 스케줄이 빡빡했기 때문이다. 때
로는 2시간이 걸려야 할 일을 불과 30분 만에 마쳐야
할 때도 있었다. 서로 맞춰야 할 너무 많은 일들이 있
어서 우린 몇 번이나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종종
촬영 스케줄이 이른 아침으로 갑자기 당겨질 때도 있
었지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기지를 발
휘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인 경험이라
는 걸 깨달았다. 어떤 날은 촬영 중에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았다.
이날 촬영한 사진 속에는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 작업 스타일에 진정
흥미를 느꼈다
함께 작업한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
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촬영 도중에 특정 장면이 근사
한 그림이 될 거라고 여겨지면 스태프는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잠시 고정해놓았다. 이런 건
이 분야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항상 이렇게
작업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모든 사진이 감각적으로
되살아났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프로세싱에 있어서도 자유로웠
다. 개인적으로는 리터칭을 즐기는 편은 아니고, 그
순간을 사실적으로 담은 사진을 좋아한다. 메르세데

ALICE MOITIÉ
사진가 앨리스 모이티에(25세)는 파리에
살고 있다. 대부가 가지고 있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자동카메라를 통해
사진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게 됐다.
그로우 업은 그녀로선 첫 번째 대규모
캠페인이다. 앨리스 모이티에의 작품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녀의 소셜
미디어 채널이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자.
instagram.com/alicemoitie
facebook.com/alice.moitie
alicemoitie.com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종종 디지털 정보를 감소
시켜 고요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
아한다.
새로운 세대는 모든 고요함을 필요로 한다. 너무 많
은 정보와 선택 사항이 있고, 너무 많은 사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다.
많은 것이 평가절하 되었고, 이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
와 함께 시작된 트렌드의 일부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상황은 많이 달랐다. 도서관이나 알고 싶
은 장소에 직접 방문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오늘날은 데이터의 홍수로부터 적절한 관련 정보를

스-벤츠는 이러한 점에 아무런 의구심도 없었다. 다

걸러내는 것이 도전이다. 사진가들에게도 마찬가지

른 캠페인과는 달리, 그들은 나만의 스타일과 일의 접

다.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이미지들을 솎아내

근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필요한 틀을 요구하

는 데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새롭

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반대로 나를 통해 배우길 원하

고 극단적인 형태의 미니멀리즘을 택할지라도 그리

는 듯이 느껴졌다. 그로우 업 캠페인에는 디지털카메

놀라진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가치

라를 사용했다. 덕분에 풍부한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디
지털 이미지는 그 정교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안을 능
56

그로우 업 캠페인에 관한 더 많은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W W W. M E R C E D E S - B E N Z .C O M/
G R O W U P/ K R / K O

는 변함없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전문
적인 성취, 충실, 신뢰성을 비롯한 이 모든 가치는 ‘그
로우 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EW THRILLS
카탈루냐의 따뜻한 햇살이
메르세데스-벤츠 차에 비치는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왼쪽: CLA 슈팅 브레이크에서 휴식
중인 모델 안나 잔과 로코 로사니.
오른쪽: The New GLA 안의
레오르 헤이온.
아래: The New GLA과 함께한
모델 앤서니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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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
is iconic”
미국의 랩스타 에이셉
라키( A $ AP ROCKY )가
메르세데스-벤츠 그로우 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 시절을
공개했다. 아티스트와 브랜드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글 알 라 드 폰 키 틀 리 츠 (ALARD VON KITTLITZ)
사 진 앨 리 스 모 이 티 에 (ALICE MOITIÉ/ DAIMLER AG)

IT’S TIME
“어른이 되어 너의 일을 찾아.”
영향력 있는 래퍼 에이셉
라키와 The New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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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래퍼가 된 것이 돌파구가 되었고
이후에 디자이너, 모델, 레코드 레이블의
수장, 배우로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멤
버로 있는 에이셉(A$AP) 컬렉티브는 음
악, 패션, 필름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크
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 성장했는데, 다

양한 길을 열어두고 싶었나요?
알다시피 전 할렘 출신이에요. 본능적으로 평범한 것
을 넘어선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호기심을 채우는 걸
좋아하죠. 나에게 여러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걸 굳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장했던 곳이 지금의 성격과 개성을 형성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했나요?
미국의 뒤편, 그러니까 뉴욕의 이웃인 그곳은 늘 ‘할
렘 세계’로 알려져 왔어요. 마치 하나의 소우주 같아
요. 뚜렷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세대를 거쳐 음악가,
시인,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맞아요. 할렘은 저
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할렘에서 많은 재능이 피어나지만 그중 일부만이 크
게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어떤 사람이다,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요. 제

S I M P LY C O O L
The CLA Coupé의 보닛에 기댄
에이셉 라키(중앙, 바르셀로나
모델들과 함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진행한 협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좋아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 본성과 개성으로부터 비롯

모델이 있나요?

되죠. 함께 자란 사람들도 저와 비슷해요. 우린 아무
계획도 없고, 할렘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멍청한 무리

최고로 꼽는 두 대의 차는 수년간 아껴온 1967 SL
Cabriolet와 6-휠 드라이브 G-Class입니다. 아주 특

였죠.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한 건 이런 취향과 추상적

별한 차예요.

인 수준의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에요.

파트너십의 결과가 만족스러운가요?

무엇이 왜 멋진 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운 좋게

더없이 행복해요. 메르세데스-벤츠는 제 어린 시절의

도 에이셉을 찾을 수 있었고, 나와 비슷한 무리를 만

이야기를 믿을 수 없게 파워풀한 영상으로 탄생시켰

났죠.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건 중요하거든요.

어요. 제 스토리를 새롭고 특이한 관점에서 풀었어요.

많은 프로젝트가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청바지 브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드인 게스를 위해 디자이너로 활약한 것도 그렇고요.

광고 영상은 형의 폭력적인 죽음을 계기로 음악과 랩

함께 작업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정하나요?

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거리를 벗어나게 만든 스토리

열정을 갖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죠. 내

를 다루었는데요. 머릿속으로 구상한 아이디어와 이

본능을 믿어요. 파트너십은 출발부터 자연스럽고 유

를 실행에 옮기는 건 별개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

기적이어야 하니까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

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나요?

은 목표와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웃음) 어쨌든 저로서

파트너를 찾고 있나요?

는 제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럼요. 사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에

음악은 항상 내 것이었어요. 음악을 좋아하고 그 문

요. 특히 패션은, 제가 좀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어서

화, 라이프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모든 게 저랑 맞는

요. 물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요청을 받기도 해요.

것 같아요.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그다지 매

에이셉 세대의 에너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 형을 죽게 만들었으니

지금은 메르세데스-벤츠와 협업 중인데 에이셉의 세

까요. 전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요.

상과 어떻게 들어맞나요? 브랜드와 어떻게 연결시키

비록 제가 있던 곳에서는 좋은 직업이 많은 돈을 벌게

고 있나요?
메르세데스는 아이코닉해요. 메르세데스-벤츠를 타
는 순간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르세데스-벤츠
와 일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광고 영상 속에서 에이셉 라키와 The New CL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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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에이셉 라키는 1988년 라킴
마이어스(본명)로 태어났고
뉴욕 할렘가에서 성장했다. 2007년
‘Always Strive And Prosper’의
약어인 A$AP 컬렉티브에 합류했다.

해주진 않지만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종종 변화를 원하지만 실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나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변화는 마음 깊숙이,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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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OUT
A N D S AV O U R I N G
요즘 에이셉 라키
(모델 코라 시소코와 함께)는
‘특별한 순간, 행복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원할 때, 그리고 변화를 위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일

였습니다. 얌스는 제 커리어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

어납니다. 물론 언제나 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찾는

하게 여겼죠. 언제나 그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

이번에 진행한 메르세데스-벤츠 캠페인은 성장에 관

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여러 혜택이 있어요. 예

2015년 약물과다로 사망한 에이셉 컬렉티브의 창시
자 얌스(Yams)와의 만남이 당신의 삶을 바꾸어놓았

를 들어 운전면허를 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이 마냥 좋았다 싶기도 할 텐데요.

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책임감이 없다는 게 특히 그래요. 아이 때는

맞아요. 얌스는 내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말 그

진짜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가진

대로 구원해주었죠.
그 만남을 행운, 우연의 일치, 운명으로 여기나요?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경력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믿음이 필요하고, 행운이 필요하고⋯(곰곰이 생각하

THE FILM
<직업을 가져라(Get a job)>는
래퍼가 세상을 떠난 형 리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음악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는

자유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빨리 자라서 어
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길 원했죠. 오늘날 아이들
에게 행복이 존재하는 특별한 순간이 있다는 걸 가르
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다가), 직관력도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조합할

내용을 생생하게 다루었다.

“이 순간을 적어두어라! 그걸 기억해라!” 이는 감사하

필요도 있어요. 얌스와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어서 운

www.mercedes-benz.com/
growup/kr/ko

게도 부모님과 가족이 제게 가르쳐준 겁니다. 제 어린

이 좋았고 우린 최고의 친구가 되었죠. 그는 내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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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의 특별한 많은 순간이 기억에 새겨져 있어요.

FAC T S
Best of
Mercedes-Benz Korea

The New GLA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The New GLA는
GLA의 부분 변경 모델로서 새로운 LED 헤드램프, 범퍼 및
라디에이터그릴 디자인이 변화된 세련된 모습에 국내 최초로
적용한 최신 기술의 2.0리터 터보가솔린엔진을 장착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다이내믹한 성능의 메르세데스-AMG GLA 45 4MATIC 모델도
선보이며, AMG 50주년을 기념하는 50-Years AMG 에디션
모델 또한 국내 50대 한정으로 판매한다.

KS-QEI,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해당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본 소비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내 유일의 품질만족도
종합 지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감성을 충족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입 자동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706.71점(총점 1,0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7 SERVICE CLASS
FC 어린이 벤츠 축구교실
2016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화 소외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FC 어린이 벤츠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과 27일에는 국내 다임러 계열사 임직원 20여 명과 연평초등학교 전교생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적인 축구 교육을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연평종합회관 도서관을 방문해 총 1,100여 권의
어린이 도서를 기증하고, 연평 해병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물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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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클래스는 130년 전통의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소개와
공식 서비스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워크숍 투어를 통해
전문 테크니션들이 시연하는 판금, 도장, 일반 정비 서비스를
참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송파에서 진행된 서비스
클래스 참가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10월 21일부터 수원과
금정, 순천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3주 연속으로 가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비스센터 방문 및 가망 고객 가운데 40명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총 160명의 고객이 본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금정 통합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양재 서비스센터

THE 2nd GIVE ‘N RACE
New Network
금정 통합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확장 오픈
ADD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2 TEL 1688-2369
양재 서비스센터 오픈

ADD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07

TEL 02-6200-0500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11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2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앤 레이스(GIVE ’N RACE)’ 자선 달리기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5월 진행된 첫 대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참가 인원을 5배 늘린 1만 명 규모로 확대했다. 참가비 전액과 추가 기부금,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기금을 포함한 약 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베스티안재단, 한국심장재단, 사랑의달팽이의 소외계층 환아를 위한 수술 및 치료비로 전달했다.

‘2017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단체부문 대상 수상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1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31일 T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7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MobileKids)’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MERCEDES- AMG 50 YEARS
‘1인 1엔진(one man-one engine)’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메르세데스-AMG가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11월 5일까지
브랜드 체험 공간인 ‘AMG 라운지’를 선보였으며,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메르세데스-AMG 고유의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체험해보는 메르세데스-AMG
서킷 데이를 개최했다.

한글 서체 2종 무료 배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2종의
한글 서체를 무료로 배포했다. ‘모던 럭셔리(Modern
Luxury)’ 감성을 주제로 개발한 메르세데스-벤츠 한글
서체는 우아한 품격을 나타내는 명조체 계열의
‘MBK CorporateA’와 젊고 역동적인 고딕체 계열의
‘MBK CorporateS’로 총 두 가지다. 수입차 업계에서 한글
서체를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

FACTS

EXCLUSIVE MEMBERSHIP,

THE 1 MERCEDES-BENZ CARD
멤버십에도 품격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삼성카드가 만나 탄생한 고품격 프리미엄 멤버십 신용카드,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

2

1세기,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점점 변화

프 부킹 대행,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할인 등 THE 1

하고 있다. 자율주행의 도입으로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카드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의 개념이 이제 운전에서 탑승으로 서서

제공한다.

히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브랜드 역시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에서는 THE 1 메르세데스-벤

이제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데에서

츠 카드와 더불어 S-Class, GLS, SL, G-Class, GT,
GT-S 등 COE(Circle Of Excellence) 고객을 위한 고
객 전용 카드를 이번에 함께 출시했다. COE 고객 전
용 카드는 특별히 메탈 소재로 제작하며, THE 1 메르

벗어나 다각적인 서비스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의 고객을 위해 메르세데스
카드 멤버십이라는 품격 있고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메르세데스-벤츠는 고

세데스-벤츠 카드의 기존 혜택에 프리미엄 컨시어지

객을 위한 멤버십 서비스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을 이뤄냈다. 바로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다.

카드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십과 메르세데스-

올 10월 출시한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는 메

벤츠 코리아를 통해 차를 구매하거나, 메르세데스-벤

르세데스-벤츠와 삼성카드 THE 1이 만나 탄생한 고

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품격 프리미엄 멤버십 신용카드다. THE 1 메르세데

중고차를 구매한 실소유자 1인에 한해 발급받을 수

스-벤츠 카드의 회원이라면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

있다. 단,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반드시 고객의 차

객실 50% 할인, 골프존 마켓 7% 할인, 씨네드쉐프

량 모델명과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10% 할인 같은 기존 메르세데스카드 멤버십의 제휴
할인은 물론, 매년 15만~22만 원에 달하는 기프트와

데스-벤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앞으로도 고

아멕스 플래티넘 엘리트 서비스, 가맹점 포인트 무제

객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과 고객 만족을 위한 혜택을

한 적립 및 프리미엄 레스토랑 할인 등 삼성카드 THE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새롭게

1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삼성카드 쇼핑·여행센터
혹은 골프존 마켓에서 10만 원 이
상 결제 시 10만 원 청구 할인, 골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의 출시에 앞서 메르세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
임에서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가 선보일 프리미엄 서비스에 기
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 상기 내용은 추후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 신청 및 자세한 혜택은 메르세데스카드
홈페이지(www.mercedescard.co.kr/samsungcard)를 참고해주십시오. 단, COE 고객 전용 카드 신청은 ARS(1599-6730)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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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는 차와 같은 차종인데 몇 년 뒤 출시된
신형 모델이 너무나 마음에 들 때가 있다.
또는 내 차보다 상위 등급 차종이 더없이 근사해

1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차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에 교체 비용을 계산하다가 결국 포기한 기억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을 터. 키투키(Key2Key)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에서
키투키 대상 고객 연락

프로그램은 이런 오너들의 고민을 덜어줄 새로운
고객 만족 프로그램이다.

KEY2KEY
PROGRAM
2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형 메르세데스-벤츠로 차를 교체할 수 있다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키투키(Key2Key)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하다.

키투키
프로그램 소개

WHAT IS KEY2KEY?
3

보유 차량
평가를 위한
고객 딜러 방문

키투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기존 차의 키를 반납하고 새로운 차의 키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은 기존 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인증 중고차 스타클래스
(StarClass)에 반납한 뒤 신규 차를 계약할 수 있다.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선정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다. 고객은 안내받은 대로
차를 가지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를 방문하여 상담과 차량·계약 평가 과정을 거쳐 키투키
계약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자신의 기존 차를 스타클래스에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WHY KEY2KEY?
4

금융 상품 이용 중에 선뜻 차를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규 차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키투키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도 해지 수수료와 보유 차를 스타클래스에 반납하면서
발생하는 승계 수수료가 면제되므로,보유했던차를신차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 역시 간단하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 계약 보유 고객이라면
불편하게 별도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고객이 제시받은 계약 조건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재구매 상담원으로부터 최초 안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유효하다. 지금 당장
결정을 보류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단, 제시됐던 키투키 계약 조건은
고객 차의 평가 가치 금액과 신용도의 변화, 프로그램 운영 방침에 따라 추후 철회될 수 있다.

5

FUTURE OF FINANCE, KEY2KEY

키투키 상품
설명 및 제안

고객 동의 시
신차 계약 및 신규
금융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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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키투키 프로그램은 시행 초창기인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은 아직 소수다. 그러나 대상 고객의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형 메르세데스-벤츠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더욱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은 바로 키투키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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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DRIVING CHECKLIST:

BRAKE & BATTERY
순백의 계절 겨울은 자동차와 운전자에게는 안전을 가장 걱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람과 차 모두 추위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안전과 주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와
배터리를 반드시 미리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글 류 청 희 (자 동 차 칼 럼 니 스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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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울은 새하얀 설원과 눈꽃 가득한 설

대부분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를 알려주는 센서

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마음을 설레

가 달려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 패드가 마모되

게 하지만 자동차와 운전자에게는

면 계기반에 경고 및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 패드가

부담스러운 계절이기도 하다. 몸을

닿는 부품인 브레이크 디스크 역시 수명이 긴 편이기

움츠러들게 하는 영하의 기온, 옷깃

는 해도 꾸준히 마모되고 수명이 다하면 교체해야 하

을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 때로는

는 소모품이다. 이들 부품이 마모되는 정도는 주행 환

얼어붙고 때로는 녹아서 질척거리는 눈과 얼음이 사

경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람과 차의 움직임을 모두 조심스럽고 둔하게 만들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때문이다.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듯 가혹한 환경일수
록 자동차 역시 그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동차는 계절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겨울엔
다른 계절보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이맘때는
추위를 앞두고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할 생각을 하는
오너가 많다. 과거와 달리 오너들의 자동차에 관한 상
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의 신발로 비유되는 타
이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낮
은 온도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접지력을 유지하는 겨
울용 타이어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이르기까지 꽤

차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올겨울도 사고 없이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브레이크
패드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가 고르지 않게 닳거나 이물
질이 끼는 등 여러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마모되면 제
동할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불쾌한 진동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브레이크를 깊게 밟을 때마다 차 전체
가 진동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브레이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제동 시 차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므
로 최대한 빨리 공식 서비스센터에 들러 점검 및 교체
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권장하는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브레이크 디스크와

오랜 기간 차의 기본적인 주행안정성을 든든하게 뒷

패드를 포함한 모든 주요 점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받침한다. 겨울용 타이어를 끼우는 것만으로도 차의

안심할 수 있다.

주행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이외에도 계절적인 특수성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인 만큼 정교한 설

을 고려해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며 대비해야 할 것들

계와 성능, 내구성이 모두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브레이크와 배터

메르세데스-벤츠 순정부품은 가장 믿을 만하고 안심

리다.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신차에 쓰인 것과 같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겨울에는 브레이크 관련 부품이 최상의 상태라 하더
라도 다른 계절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쉽다. 겨울
용 타이어라도 주행안정성이 일반 타이어보다 높을
뿐 젖고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접지력은 노면이 말랐
을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
크 부품의 상태까지 좋지 않다면 충분한 제동은 기대
하기 어렵게 마련.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앞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회전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기 어
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주행 중 차의 움
직임이 흐트러질 때 바로잡아주는 전자제어 주행 안
정 프로그램(ESP)은 주로 브레이크 작동을 제어한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항
상 브레이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든 모델에는 디스크 방식 브레
이크가 쓰인다. 이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
달을 밟으면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브레이크 디스크
와 간격을 두고 배치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움
켜잡듯 작동해 바퀴의 회전 속도를 떨어뜨린다. 즉 브
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생기는 마찰 에너지로
차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브레이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모 상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크 패드는 꾸준히 마모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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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규격의 순정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는 차의 물리적

에는 기온이 높은 계절보다 화학반응이 더디게 이루

특성에 최적화되어 가장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 있

어져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충전된 전기

다. 독일의 독립 시험기관인 DEKRA에서 순정 브레이

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진다. 유난히 겨울철에 배터리

크 부품과 비순정품을 비교한 결과 치수 등 제품의 정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가 많아지는 게 바로

밀도와 내구성은 물론 제동거리와 마모도 등 모든 면

이 때문이다. 한겨울에 실내에서는 멀쩡하던 스마트

에서 순정부품의 월등히 뛰어난 품질이 입증되었다.

폰이 바깥에 나가면 금세 방전되어버리는 것도 같은

거칠고 가혹한 겨울철 도로 환경이라도 공식 서비스

이유다.

센터에서 받는 꼼꼼한 점검과 더불어 메르세데스-벤
츠 순정 브레이크 부품을 사용한다면 거리로 나서는

i

자동차의 배터리는 달리는 동안 발전기가 작동해 충
전이 이루어지므로 차를 오랫동안 세워두면 그만큼

WINTER CAMPAIGN

충전할 기회가 줄어든다. 또한 블랙박스의 주차 중 녹
화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의 전기를 계속 소비하므

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12월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6주간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펼친다.
행사 기간에 전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겨울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시 브레이크 액 무상 교환 혜택
및 배터리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MB 액세서리 & 컬렉션
20%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단, 의류 및 루프 캐리어에 한함)

월평균 사고율은 1년 중 가장 높은 26.5퍼센트였으

문의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

운전자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

배터리 방전에 주의
겨울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부품인 배터
리는 메르세데스-벤츠뿐 아니라 모든 차 오너가 공통
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2009
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월별
사고 트렌드를 분석한 자료를 봐도 겨울철 배터리 관

로 방전되기까지 시간이 더 짧아진다. 산간 지역처럼
서비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배터리가 방전
되면 차 안에서 히터를 켤 수도 없으므로 매우 위험하
다. 배터리 역시 차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기간 쓰면 성능이 떨어지는 소모
품이다. 따라서 겨울을 맞아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전
에 미리 점검해 ‘건강한’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끄러운 노면이 걱정되거나 장기간 여행

며,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이 가장 많은 것도 12월이었

또는 출장 등으로 차를 세워두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다. 연간 긴급출동 서비스 처리 실적 중 배터리 충전

배터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요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41.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는 배터리 교체 시 주요 첨단 기능은

전체의 16퍼센트가 12월에 집중될 만큼 겨울철 배터

물론 다양한 편의장비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안

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가 많은 것으로 나

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순정부품을 추천한다. 배

타났다.

터리는 차종마다 적정 용량이 있으므로 정해진 규격

배터리는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품을 써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쓰면 배터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다. 그런데 겨울

리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전기 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이
있는 모델은 충방전 효율이 뛰어난 AGM 배터리를 사
용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오너가 추운 날씨에도 안심하고 차
를 운전할 수 있도록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1
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6주 동안 전국 메르세데
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
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겨울철을 대비한
차량 무상 점검을 받는 것은 물론, 앞서 이야기한 브
레이크패드 교환 시 브레이크 액 무상 교환 혜택을 제
공하고, 배터리를 2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
다. 이와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의류는 물
론, 정품 액세서리인 루프 캐리어도 10퍼센트 할인
판매해 겨울철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고객이 합
리적인 가격으로 캐리어 시스템을 장만할 수 있다. 안
전은 사계절 내내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겨울철에는 한층 더 조심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의 안
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올겨울도 사고 없
이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브레이크 패드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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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The best of
design, art
and pleasure

WITH DIGNITY
지난 9월, 서울미술관 석파정에서 열린 The New S-Class 코리안 프리미어
행사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을 가장 품위 있고 우아한 방식으로
소개했다.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석파정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
세계 최고 명차로서 고유의 품격을 지닌 The New S-Class의 차별화된
존재감을 강조하기에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독특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석파정만큼 적합한 장소가 있을까. 석파정 야외에서 이루어진
언베일링 행사에서는 어둠 속에서 The New S-Class가 새로운 시그너처인
3개의 LED 광섬유로 디자인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를 빛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미디어아트로 재현해낸 폭포 아래 자리한 The New S-Class의
위용은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S-Class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차량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늘 ‘진보의 아이콘’이었다”고
강조했다. The New S-Class에는 프리미엄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Mercedes me Connect)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운전자와 차량,
서비스센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욱 진일보한 반자율주행 시스템, 새로운 파워트레인, 최초로
선보이는 안전·편의 사양까지 최신 자동차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W W W.MER CEDE S - BENZ .C 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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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OF CALM

RAZOR SHARP
‘스키드(Skid)’ 나이프의 97퍼센트는 독
일 숲에서 환경 파괴 없이 수확한 아카
시아 나무로 만들어 자기 정화와 항
균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세제
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나이
프의 얇은 카본 소재 날은 스
테인리스스틸에 비해 훨씬
더 오랜 기간 날카로움을
유지한다. 100% 독일
제에 30종으로 구성
된 이 나이프의 가
격은 369유로부
터 시작한다.
LIGNUM.IO

타이 만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코사무이는
한때 불교 수도승들 사이에서 유명한
순례지였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럭셔리 리조트인 카말라야
(Kamalaya)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한때 정신적인 영감을 찾던 이들이 모여들었던
동굴을 중심으로 지은 이 리조트는 홀리스틱
스파와 힐링 트리트먼트를 제공하여 투숙객들이
그 수도승들처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블룸 기준 190유로부터.
K AMAL AYA .C OM

A TOWER OF ART
자이츠 아프리카 현대미술관(Zeitz Museum of
Contemporary Art Africa; MOCAA)이 9월 22일
케이프타운의 사일로(Silo) 지구에 문을 열었다.
관람 포인트는 전 퓨마 CEO이자 아프리카 현대미술
애호가인 조첸 자이츠(Jochen Zeitz)의 프라이빗
컬렉션이다. 영국의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과거 곡물 저장 창고였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하여 더욱 주목할 만하다.

PHOTOS DAIMLER AG, PR (3), HEATHERWICKSTUDIO

ZE IT ZMO C A A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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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S

DON’T MISS

이번 시즌 놓치지 말아야 할 흥미로운 이벤트와 꼭 가봐야 할 힙 플레이스 등 즐길 거리 리스트.

CHO SEONG-JIN

PIANO
RECITAL

S TAG E :
C H O S E O N G - JIN P I A N O R E C I TA L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첫 전국 투어를 갖는다. 쇼팽
콩쿠르 이후 서울, 통영, 대구에서 각각 공연을
펼쳤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연은 그가 과거 인터뷰에서
좋아한다고 밝혔던 베토벤 8번과 30번으로
시작해 2부에서는 11월 17일 발매된 그의 새
앨범 <드뷔시> 수록곡을, 3부에서는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카드 고객 1,000명을 1월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 초청한다. 공연 참가는
메르세데스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12월
중순 오픈 예정) W W W.ME R CE DE S C AR D.C 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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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07일 (일)
2018년 1월 10일 (수) 오후 8시
2018년 1월 11일 (목) 오후 8시
2018년 1월 13일 (토)
2018년 1월 14일 (일)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옛집을 좇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4~2015년에
마드리드와 파리에서 일부 소개되었고,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에 완성한 회화 35점과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도 상영한다.

| 대전예술의전당

W W W.HE R ME S .C OM

| 부산문화회관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 D E C - 4 F E B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 l l e n d e S t r e e t s , 19 3 8 - 19 5 4
프리다 칼로는 그녀의 비극적인 생애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 정신, 대담한 터치와 색채로
오래전부터 많은 후대 작가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
그중 베네수엘라 출신의 작가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2012년부터 프리다 칼로와 ‘푸른 집’이라 불리는 그녀의

2 5 N O V - 21 J A N
SISTER ACT

1992년에 개봉한 영화 <시스터 액트>는 밤무대에서
노래하며 언젠가 디바가 되길 꿈꾸던 들로리스가
우연한 기회로 수녀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는 스토리다.
영화에서 들로리스 역으로 등장했던 우피 골드버그가
동명의 뮤지컬로 제작해 2006년에 초연된 이래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흥행작으로 토니상,
드라마데스크, 외부비평가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상,
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첫 내한
공연으로 출연진 중 유일한 동양인 배우인 김소향의
연기도 기대를 모은다.
W W W.MUSIC AL SIS TE R AC T.C OM

카운트다운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후원으로

EDM과 힙합 공연, 그리고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행사에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및 SNS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BAR:
TA P P UB L I C

2 9 N O V - 12 D E C
MAX MARA

60년 막스마라 하우스의 자취를 담은 전시 <COATS!>
가 베를린,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에 이어 서울을
찾는다. 막스마라의 창립자인 아킬레 마라모티가
남성용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복의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어낸 시도는 전 세계 여성들을 사로잡은
모던하고 우아한 이탤리언 스타일의 근간이다. 또한
건축가 이코 밀리오레와 마라 세르베토 부부가 고안한
혁신적인 동선은 밀레니엄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ADD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DDP 알림 1관

31 D E C
THE FINAL COUNTDOWN
서울의 가장 뜨거운 연말 뮤직 페스티벌,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The Final Countdown)’이 오는 12월
31일 ‘워킹 온 파라다이스(Walking on Paradise)’를
테마로 개최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더 파이널

한남동에 새로운 개념의 탭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탭
퍼블릭에서는 각 맥주 탭의 LCD 화면을 통해 브랜드,
타입, 맥주의 특징은 물론 도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ml 단위로 원하는 만큼 맥주의 양을 주문할 수
있다. 계산 방식도 흥미롭다. RFID 칩이 내장된 팔찌를
탭 화면에 터치해 푸어링을 시도하고 추후 합산해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함께 선보이는 메뉴 또한 다채롭다.
시그너처 버거를 비롯해 향나무로 훈연한 삼겹살 요리와
스페인식 타파스, 프랑스식 스튜까지 심도 있는 다국적
메뉴를 선보인다.

BAR:
MARK’S
마크스는 와인바 뱅가를 운영하는 마크세븐에서
새롭게 론칭한 가스트로 라운지다. 오전 8시부터
에그베네딕트, 콥샐러드, 햄버거 등 캐주얼한 메뉴를
판매하며, 밤에는 칵테일, 와인, 스피릿과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파스타, 로스트치킨, 바비큐폭립,
소고기스테이크 등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에서 퀄리티 높은 음식과
주류를 맛보고 싶다면 마크스가 제격일 듯.
ADD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68길6 1층

ADD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4 트윈빌딩 L2/ 테라스층

BAR:
THE TIMBER HOUSE
파크하얏트 서울 지하 1층에 위치한 일식 다이닝 & 바
‘더 팀버 하우스’가 프리미엄 바이닐 뮤직 바로 리뉴얼
오픈했다. 매킨토시(Macintosh) 앰프, 어쿠스틱 솔리드
우드(The Acoustic Solid Wood) 턴테이블과 최신
사양 스피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의
매장 및 컬렉터를 통해 구입한 2,000여 장의 바이닐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한다. 더불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공급되는 일본 아오모리 현의 애플 브랜디,
태국산 프리미엄 럼 샤롱베이 등 프리미엄 주류와 전국
각지에서 들여온 최상급 제철 재료로 만든 일식 요리가
어우러져 훌륭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SHOP :
BOON THE SHOP
분더샵에서 한국, 뉴욕, LA에 ‘BOONTHESHOP
Luxury Essential Collection’을 론칭했다. 2016년
첫선을 보인 이래 이번 2017 Fall & Winter 컬렉션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도시의 디자인과
건축, 현대미술에서 받은 영감을 컨템포러리한 디자인
감성으로 표현했다. 또한 밍크, 셔링, 캐시미어의
특성을 살려 소재 자체가 주는 본연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극대화했다.
ADD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9

ADD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06 파크하얏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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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COLLECTION

커프링크스, 로터리 푸쉬버튼
비즈니스맨의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완성시키는 커프링크스.
B6 6 95 3090, 9만6,600원

어린이 눈썰매
스노모빌을 연상시키는
어린이용 눈썰매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
B6 6 95 1885, 19만9,100원

GIFT IDEAS FOR
THE FESTIVE SEASON
선물 시즌에 더욱 빛나는 메르세데스 스타.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템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자.

MB 오토매틱 시계
스포트 럭셔리의 A-Wing을
모티브로 한 측면 디자인과
럭셔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남성용
손목시계. Eta 2824-2 오토매틱
무브먼트, Swiss Made.

생트로페 키링, 레드
메르세데스-벤츠 스타 엠블럼의
3분할 면이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스톤으로 채워져 주얼리 느낌을
선사하는 키링.
B6 6 95 9999, 9만6,600원

B6 6 95 8436, 181만8,300원

클래식 레이디 시계
골드 컬러 밀라니스 스트랩이
매혹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클래식 여성용 시계.
Ronda 733 쿼츠 무브먼트,
Swiss Movement.
B6 6 04 1570, 52만4,700원

빈티지 스타 테디 베어

1926년 클래식 스타 로고가
여성 향수, 메르세데스 우먼
플로럴 & 프루티 계열의 상쾌하고
부드러운 향취의 여성용 향수(30ml).
NB81202024, 5만5,000원

i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W W W.BENZ - C OLLE C TION.C OM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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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된 네이비 티셔츠를
입은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테디 베어 인형.
B6 6 04 1559, 7만2,800원

AMG 직소 퍼즐, 200피스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AMG GT 차량을
퍼즐로 완성할 수 있는
직소 퍼즐.
B6 6 95 2997, 3만7,300원

Mercedes-Benz Carrier System
사용자의 편의와 안정성에 알맞게 설계된 루프박스, 스키 & 스노우보드 랙.
겨울철 액티비티를 즐기는 당신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캐리어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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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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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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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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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롯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5%(최저가 기준),
레스토랑 10% 할인

MONTHLY EXCLUSIVE
BENEFIT

DESIGN & STYLE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카펠리니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Restaurant & Cafe
와인타임 15% 할인 및 와인타임 회원 가입 시
고급 와인 글라스 증정
와인앤모어 10% 할인
싱카이 10% 할인
키사라 10% 할인
다담 10% 할인
제일제면소 15% 할인
바르도 스페셜티 커피 음료 및 아이스크림 등 모든
카페 메뉴 20% 할인
이사벨 더 부처 드라이에이징 비프 메뉴 15% 할인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단, 음료와 주류 제외)

비트라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유니페어 10% 할인
휴고 보스 지정 매장에서 10% 할인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팔케 10% 할인
판퓨리 15% 할인
준오헤어 15% 할인
르네 휘테르 두피모발관리센터 부산 탈모·모발 검사와
여행용 3종 파우치 무료 제공, 헤드 스파 10% 할인
스위스퍼펙션 제품 10% 할인
소호앤노호 플라워 및 플랜트 상품 10% 할인 및 본사
플라워스쿨 수강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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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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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는 KALPAK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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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할인

헬리녹스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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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더랩108 지정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할인

Living & Kids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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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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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LINE–UP
E 400 4MATIC

SEDAN
C 200
C 200 4MATIC
C 200 AV (9월 생산 이후 분)
C 200 d
C 220 d AV
C 220 d AV (9월 생산 이후 분)
C 220 d 4MATIC
C 250 d 4MATIC
Mercedes-AMG C 43 4MATIC
Mercedes-AMG C 63
E 200 AV
E 220 d AV
E 220 d EX
E 220 d 4MATIC AV
E 220 d 4MATIC EX
E 300 AV
E 300 EX
E 300 4MATIC AV
E 300 4MATIC EX
E 300 AMG Line
E 300 4MATIC AMG Line
E 400 4MATIC EX
Mercedes-AMG E 43 4MATIC

82

S 350 d 4MATIC
S 350 d 4MATIC (9월 생산 이후 분)
S 350 d 4MATIC*
S 400 d 4MATIC L
S 400 d 4MATIC L*
S 450 L
S 450 L*
S 450 4MATIC L
S 450 4MATIC L*
S 560 4MATIC L
S 560 4MATIC L*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ercedes-AMG S 63 4MATIC L
Mercedes-AMG S 65 L

145,500,000
144,000,000
144,500,000
166,500,000
167,000,000
168,500,000
169,000,000
173,500,000
174,000,000
201,500,000
202,000,000
243,500,000
244,000,000
214,000,000
332,000,000

49,700,000
55,700,000

SUV

56,300,000
50,100,000
57,500,000
58,100,000
60,600,000
64,200,000
87,400,000
118,000,000
62,900,000
69,600,000
70,600,000

GLC 250 d 4MATIC
GLC 220 d 4MATIC Coupé
GLC 220 d 4MATIC Coupé Premium
GLC 2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C 43 4MATIC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GLE 3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63 4MATIC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77,200,000
70,000,000
73,600,000
80,500,000
96,300,000
97,900,000
107,000,000
154,000,000
172,000,000

73,300,000
74,300,000
76,200,000
77,200,000
79,900,000

GLS 350 d 4MATIC
GLS 500 4MATIC
G 350 d Sports Package
Mercedes-AMG G 63

80,900,000
77,200,000
82,200,000
99,000,000
114,000,000

GLC 250 d 4MATIC Coupé

126,000,000
151,000,000
150,000,000
205,000,000

CLA 250 4MATIC

Mercedes-AMG C 63 Cabriolet

COMPACT CAR

DREAM CAR
C 200 Coupé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63 Coupé
Mercedes-AMG C 63 Cabriolet
Mercedes-AMG C 63 S
Mercedes-AMG C 63 S Coupé
E 220 d Coupé
E 400 4MATIC Coupé
E 200 Cabriolet
SL 400
SLC 200
Mercedes-AMG SLC 43
S 400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abriolet
Mercedes-AMG S 65 Coupé

A 200
A 200 AMG Line
Mercedes-AMG A 45 4MATIC

39,900,000

B 200 d

43,600,000

CLA 220 AMG Line
CLA 250 4MATIC
CLA 250 4MATIC AMG Line
Mercedes-AMG CLA 45 4MATIC
Mercedes-AMG CLA 45 4MATIC
50-Years AMG Edition

46,400,000

GLA 220
GLA 220 Premium
GLA 250 4MATIC
Mercedes-AMG GLA 45 4MATIC
Mercedes-AMG GLA 45 4MATIC
50-Years AMG Edition

46,200,000

37,800,000
61,000,000

58,000,000
63,100,000
122,000,000
127,000,000
128,000,000
140,000,000

49,400,000
57,900,000
74,900,000
78,000,000

71,900,000
94,100,000
70,900,000
134,000,000
63,000,000
89,700,000

49,300,000
55,100,000
73,800,000
78,000,000

146,000,000
209,000,000
238,000,000
332,000,000
Mercedes-AMG GT S

AMG GT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S

168,000,000
198,000,000

해당 모델의 경우, 에어밸런스 패키지 및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사양이 추가되어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상기 가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시된 가격은 권장 가격일 뿐 옵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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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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Tel. (02) 6421-1100
경기 구리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7
Tel. (031) 57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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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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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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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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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 629–9000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27
Tel. (053) 624–2000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1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055) 296–1004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 28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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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령로 55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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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6-6000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8길 6
Tel. (02) 2152–3333
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7
Tel. (02) 6200-0500
용답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77
Tel. (02) 2244–5578
경기 내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31
Tel. (031) 974-5588

인천

강원
천안
청주
대전

전주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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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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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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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27
Tel. (053) 55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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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 281-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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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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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 2017년 4호 통권 78호 / 계간 / 비매품
발행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9층) 제작 TNS MEDIA Tel. 02–548–0722 디자인 THEGRAM PLUS 발행월 2017년 12월
매거진에 실린 글·그림·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사전 동의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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