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 · 2017

2 · 2017

mercedes–benz.co.kr

ALL NEW STARS

The New GLA

Mercedes-AMG

The New GLC Coupé

2017 SEOUL MOTOR SHOW

THE TEAM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The New GLA

ROSBERG EXCLUSIVE

F1 세계 챔피언 니코 로즈버그가
은퇴한 까닭은?

MORE THAN 3 MILLION KM2 PROTECTED

©Photograph: Masa Ushioda, « Reaching out », Fifty Fathoms Edition 2009

BLANCPAIN HAS CONTRIBUTED TO DOUBLING THE PROTECTED OCEAN SURFACE AREA

RAISE AWARENESS,
TRANSMIT OUR PASSION,
HELP PROTECT THE OCEAN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Fifty Fathoms Bathyscaphe

BLANCPAIN BOUTIQUES
블랑팡 직영부티크 – 갤러리아 EAST B1층 (02-6905-3367)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02-3213-2261)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02-310-5295)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써클 (051-745-1350)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02-6370-4083)
www.blancpain.com

2 . 2 01 7

CONTENTS

NE W STARS
22 T HE NE W G L A
메르세데스-벤츠의 컴팩트 SUV, The New GLA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공개됐다

30 50 Y E A RS O F A M G

50주년을 맞이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Mercedes-AMG
6 4 T HE NE W G LC C O U PÉ
쿠페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SUV의 다재다능함을 모두 갖춘 The New GLC Coupé

PAGE

10

감각을 깨우기 위한
소품, 체스 세트

PAGE

12

“원한다고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니코 로즈버그와의
인터뷰 중에서.

INTELLIGENCE
10 T HE B ES T O F T EC HN O LO GY, M O B ILIT Y
A ND R ES E A RC H
요트맨 알렉스 톰슨의 방데 글로브 도전, 뉴욕에 등장한
켜켜이 교차하는 층계, 아딘 뭄마의 체스판
66 RO U T E TO T HE FU T U R E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인 수장 고든 바그너가 이야기하는
감각적 순수미

SP ORTS
12 NI C O RO S B ERG

11년간 F1에서 활약하다 정상의 자리에 등극한 후
떠난 니코 로즈버그

CHAR AC TERS
3 4 JA NIS J O PLIN
어떻게 재니스 조플린의 노래 ‘메르세데스-벤츠’는
히피들의 애국가가 되었나

6

PAGE

22

모습을 드러낸

The New GLA와
이 만남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스토리

PAGE

42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양한 라인업

MOMENTS
42 S EO U L M OTO R S H OW 2017
총 35종의 모델을 선보이며 2017 서울모터쇼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메르세데스-벤츠

4 8 NE W B R A ND A MB AS SA D O R
한 해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새로운
앰버서더 박인비, 유소연, 백규정 선수와의 만남

SERVICE
50 WA R R A N T Y PLUS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증 기간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워런티 플러스

54 O U T S TA NDIN G C H O I C E
올바른 진단과 체계적이고 정확한 수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사고 수리의 모든 것

PAGE

34

기도하듯 읊조리는
재니스 조플린의 노래
‘메르세데스-벤츠’

EMOTION
58 T HE B ES T O F DES I G N , A R T
A ND IND U LG E N C E
스펙터 베를린 감독이 선보인 환상적인 영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콜릿, 살바도르 달리의 요리책 등
60 HE SAYS , S HE SAYS
비욘드 클로젯 고태용 디자이너와 글래머러스 펭귄
유민주 파티시에가 만난 The New GLC Coupé

PAGE

66

고든 바그너는
감각적 순수미라는
컨셉트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했다.

F YI
8 C EO C O LU M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의
메시지

4 6 FAC T 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소식
76 D O N ’ T MIS S
78 MERC EDES - B ENZ C O LLEC T I O N
80 MERC ED ESCA R D
82 LINE - U P
8 4 NE T WO R KS

MERCEDES–BENZ
MAGAZINE WEB SITE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을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소식을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MAGA ZINE .MERCEDES –BENZ .CO.KR

7

CEO COLUMN

NEW VISION,
MORE DEVOTION
2017년 하반기를 앞두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한국 고객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매년 한국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판매 대수에 힘입
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이 전국 어디서나 메르세
데스-벤츠를 더욱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 45개의 전시장

메

8

을 50개 전시장으로 늘릴 예정이며, 서비스센터는 51곳에서

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

55곳으로, 워크베이는 820개에서 총 1,000여 개로 증설하
고자 합니다. 시설뿐 아니라 근무 요원 역시 현 3,700여 명
에서 27퍼센트 증가한 약 4,700명으로 늘릴 계획을 진행하

십니까? 짧지만 강렬했던 봄을 마무리하고

고 있습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의 입구에 서서 여러분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 고객에게 받은 큰

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한 해의 반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년 기부금 규모를 늘리고, 국내 고용과

점을 맞이한 고객님들께서는 올 초 계획했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서 한국에 기여할 방법을

던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는지요? 메르세데

찾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기부

스-벤츠 코리아의 사장으로 취임해 맞이한 두 번째 봄에 저

금의 규모를 전년보다 늘렸으며, 국내 다임러 계열사와 11개

는 여느때보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서울

공식 딜러사의 기부금을 합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모터쇼에 참가해 고객들과 직접 만난 경험은 저에겐 무척 뜻

거라 예상합니다.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공식 활동도 지난

이번 2017 서울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최초의 자

해에 이어 계속됩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동차를 발명한 131년 역사의 브랜드로서 ‘CASE’로 대표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인 메

는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선보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의 일환으로 ‘플레이 더 세이프티

CASE란 커넥티드(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서비스(Shared/Service), 전기차(Electric Drive) 등
미래 자동차 시장을 향한 메르세데스-벤츠의 4대 핵심 전
략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2017 서울모터쇼에
서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Mercedes AMG GT Concept 를 비롯해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The
New Mercedes - AMG E 63 S 4 MATIC +와 The New
Mercedes-AMG E 43 4MATIC 등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

이모티콘 콘테스트(Play the Safety Emoticon Contest)’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다년간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결과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직접 참여와 관심을 이
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캠
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건 고객 여러분이

으며, 친환경과 뛰어난 주행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하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부디 메르세데스-벤츠가 앞으로도 더

이브리드 모델인 The New C 350 e, The New GLC 350 e

많은 모델과 비전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헌신할 수 있도록

4MATIC을 한국 최초로 공개하는 등 점차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시장과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가치와 기술력을 맘껏 경험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으로 다양한 프리미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합니다.

ILLUSTRATION HONG SEUNGHYUN

DIMITRIS PSILL AKIS
CE O , MER CEDE S -BENZ KORE A

INTELLIGENCE
The best of
technology, mobility
and research

A RECORDBREAKING
B AT T L E
2016/2017년도 방데 글로브(Vendée Globe)의 마지막은 멋졌다.
2016년 11월 6일, 선수 29명이 프랑스의 대서양 해안에서 지구 일주에
나섰다. 4만4,450킬로미터의 대장정으로 바다에서 몇 달간이나
혼자 지내야 한다. 휴고 보스 요트맨(Hugo Boss yachtsman)과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홍보대사인 알렉스 톰슨(Alex Thomson)은
선두주자인 프랑스의 아멜 르 클레아치(Armel Le Cléac’h) 선수를
꾸준히 뒤쫓았다. 배 우현의 포일 파손, 충돌 경고 시스템 고장,
심각한 수면 부족 등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톰슨은 단 하루에
거의 1,000킬로미터를 항해해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 비록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1위를 따라잡지 못해 2위에 머물렀지만 톰슨의 항해는
정말 굉장했다. 그는 멋진 투사다!
ME R CE DE S - BE NZ .C OM/ALE X THOM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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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H O N E YC O M B
ON THE HUDSON
뉴욕의 또 다른 랜드마크: 켜켜이 교차하는 층계

BRIGHT SPARK
<베슬( Vessel )> 은 2018
년 가을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를 멋지게 꾸밀 예
정인 쌍방향 설치미술 작
품의 제목이다. 마치 벌집 같
은 이 구조물은 15개 층의 80
개 층계참으로 연결되는 154개 층
계(총 계단 수는 2,400개)로 구성된다.
작은 공원 안에 설치될 예정으로, 새로운 초고
층 건물 16개가 들어서는 허드슨 야드 개발 프
로젝트(Hudson Yard Development)의 중심을
장식할 것이다. <베슬>은 영국인 설계자 토머
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 사진)의 작
품으로, 그는 학생 시절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
았던 버려진 낡은 나무 층계로부터 영감을 얻었
다. 헤더윅은 “계단을 오르고, 그 위에서 팔짝팔

짝 뛰고, 춤을 추고, 그러다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죠”
라고 회상한다. 그는 인도
의 계단식 우물의 역피라미
드 형태 디자인 또한 작품에
참고했는데, 이는 계속해서 점
점 더 넓어지는 <베슬>의 층에 반
영됐다. 작품의 지름은 15미터의 바닥에
서 시작해 꼭대기는 46미터까지 팽창한다. “사
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조물이 가득한 도시
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처음 한 생각은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닌 모두가 직접 사용하고 만져보
고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
이었어요.” 건축 비용은 1억5,000만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W W W.HE ATHER WICK .C OM

이 인텔리전트 LED 헤드램프(위 사진)는
다임러 그룹과 프라운호퍼연구소 (Fraunhofer-Institut),
오스람(Osram), 헬라(Hella) 그리고
인피니온(Infineon)의 공동 연구로
탄생했다. 각 헤드램프는 3개의 LED
라이트 칩을 포함하며, 칩 하나당
1,024개의 개별 통제되는 화소가
내장돼 있다. 이는 자동차 주변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감지기 역할을
하며 헤드라이트의 빛줄기를 조절한다.
이 같은 성능은 주변 지대가 어두워지는
걸 막아주는 것은 물론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의 눈이 부시지 않게 한다.
이 혁신적인 헤드램프는 곧 양산될
예정이다.

PHOTOS ALEX THOMSON RACING/CLEO BARNHAM, HEATHERWICK.COM (2), DAIMLER AG, UMBRA.COM

DAIMLE R .C OM

W H AT D O
YO U M E A N
“ C H E C K M AT E ” ?

F I N E LY L AY E R E D
영국인 설계자 토머스
헤더윅과 그의 층계
설치미술 작품 디자인.

왜 체스 경기는 항상 딱딱하고 엄격할까?
대만 혈통의 미국인 디자이너
아딘 뭄마(Adin Mumma)는 오목한
네모 칸으로 이뤄진 체스판을 창조했다.
체스 말을 칸에 올려놓으면 균형을
잡기까지 마치 오뚝이처럼 뒤뚱거리며
경기에 장난스러움을 더한다. 체스판과
말은 호두나무와 단풍나무 원목으로
만들며 크기는 38×38×3센티미터, 가격은
300유로다.
W W W.UMBR A .C OM/EUR/FUR NIT UR E/
AC CE S S OR IE S/ W OBBLE - CHE S S - S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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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It’s so
easy to lose
yourself”
11년간 포뮬러 원에서 활약한 뒤 니코 로즈버그는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왜 그랬을까? 우승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감상하며 그에게 F1을 떠나는 이유를 물었다.
인 터 뷰 뤼 디 거 바 르 트 (RUDIGER BARTH)

사 진 폴 립 케 (PAUL RIPKE)

V I C T O R Y AT L A S T
2016년 11월 27일 아부다비.
세계 챔피언 니코 로즈버그가
메르세데스 팀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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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NEL VISION
로즈버그의 콕핏에서
내다보이는 광경.
모든 레이싱카들이 다 그렇듯
시트가 무척 낮아서 스티어링휠
너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14

DETERMINED
실버 애로우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로즈버그. 100분의 몇 초에
불과한 결정적인 시간을 어디서
단축할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이 저를 응원했어요!
그것이 무척 큰 도움이
됐습니다.”

SECOND TO NONE
2016년 21번의 레이스 중
마지막이었던 아부다비에서 받은
로즈버그의 트로피. 이 경주에서
2위만 해도 세계 챔피언 자리는
확정이었다.

IN THE PIT
엔지니어들이 화면 앞에 찰싹
붙어 로즈버그의 가장 중요한
시합을 지켜보고 있다. 새
타이어는 이미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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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THE CHASE
멕시코시티. 로즈버그는

2위의 위치에서 1위인
해밀턴을 추격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이들을
뒤따르고 있다.

THE ARMOUR

“머릿속이 여러가지
상념으로 가득 차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하죠.”

A TEST OF NERVES
레이스 시작 직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실수라도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16

방염소재의 레이싱
슈트를 입은
로즈버그. 헬멧은
특별히 주문제작한
제품이다.

로즈버그 씨, 새로운 포뮬러 원 시즌이 이제 곧 시작

찾아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면에서 나 자신을 더

하는데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하지 않는 거죠?

계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

자유를 얻은 건 어떤 느낌인가요?

요. 레이싱 드라이버로서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

저는 몇 달 동안을 해변에 누워서 여유를 즐길 수 있

로서 말이죠.

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새로운 도전이나 경쟁 분야

그래서 심리학을 통해 답을 찾았나요?

를 찾고 있습니다. 경쟁의 설렘은 레이싱 트랙 밖에서

주로 명상을 통해서요. 아니, 명상은 너무 거창한 단

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사업의 세계에서도

어군요.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허튼 소리라 생각할 수

요. (로즈버그가 주먹을 쥐고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친
다) 여전히 이러네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
말 그런 말을 했나? 내 이름이 정말 세계 챔피언 트로
피에 새겨져 있나? (로즈버그가 근처 바닥에 놓여 있
는 트로피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정말 2017년에는
포뮬러 원에 참가하지 않는 건가? 하지만 어디에 있
든지 경주를 열심히 보며 메르세데스 팀을 응원할 겁

도 있겠어요. 제 명상법은 무척 실질적입니다. 집중과

NIC O ROSBERG
독일인 모친 게지네(Gesine)와 핀란드인 부친 케케
로즈버그(Keke Rosberg: 1982년 포뮬러 원 세계
챔피언) 사이에 태어났다. 모나코에서 성장했으며,
16세 때 대학 입학 자격을 얻고 17세 때 첫 포뮬러
원 시운전을 마쳤다. 2010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메르세데스 팀에 속했다.

의식 구조의 훈련이 수반되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감정과 생각을 자각하는
거죠.

2016년 최종 레이스가 있는 날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이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고 말
합니다.

니다. 제 레이싱 가족이니까요.

우리 팀이 바깥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줬어요. 큰

지난해 포뮬러 원 세계 챔피언이 된 뒤 단 나흘 만에

도움이 됐죠. 챔피언십의 마지막 단계는 극도로 치열

31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레이싱에 필요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어릴 때

한 희생을 더 이상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

부터 꿈꿔온 목표에 무척 가까이 왔는데 또다시 루이

지만 그 외에 그만두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스와 겨뤄야 한다니⋯. 2014년 마지막 경주에서 그에

아주 오래전부터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좇아왔습니

게 패배해 챔피언의 꿈이 좌절된 적이 전에 한 번 있

다. 바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원

었으니까요.

했던 궁극의 꿈이었습니다. 그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

루이스에게 또다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척 괴로

도 없었어요. 스포츠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희생을 기

웠을 텐데요.

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무척 격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뒷전으로 미뤄야만 하죠. 친구들이 휴가 때 스키 여행

아침에 눈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라이벌에게 이

을 가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을 보지만 저는 훈련

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나요?

같은 이유로 함께 갈 수 없어요. 제 목표에 완전히 전

아니요.

념해야만 하죠. 그런 의식 구조가 목표를 이루게끔 해
줄 뿐 아니라 목표 달성의 즐거움 또한 고조시키니까
요. 목표를 이루기까지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
요. 더 이상은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같은 거요. 지금은 성취감과 더
불어 무척 행복합니다.

“마지막 레이스가
제 최고의 레이스였죠”

2015년 10월에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심각한 운전
실수로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 이후 여

아니라고요?

러 날을 그 사건에 대해 숙고했고 지금은 이를 중요한

한밤중에 생각이 밀려와요. 머릿속이 여러가지 상념

전환점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으로 가득 차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하죠. 그게 무

그날의 패배 없이는 세계 챔피언이 되지 못했을 거라

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정

고 확신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

신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에 머무

지만 패배에 짓눌리면서도 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

를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달아

던 절박함을 느꼈죠. 가능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채는 방법을 터득했거든

높은 수준의 의욕이 솟구쳤어요. 단 한 가지 확실히

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본모습을 쉽게 잃어버

안 것이 있는데, 바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압박해 들어오죠. 하지만 길

않다는 거였죠. 절대로요. 이 정도의 고통은 오히려

을 잃지 않고 중요한 것들에 계속 집중하는 방법을 알

힘이 됩니다.

고 있었죠. 바로 이런 점이 마지막 레이스를 제 최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일본에 가서 선불교의 스승과

의 레이스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시간을 보냈죠?

지금 얘기한 자신과의 싸움이 앞서 언급한 감내했던

보다 중요한 것은 제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것 중 하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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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 원은 단체 경기이고 제가 잘 알고 신뢰하는 사

아니요, 무척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람들이 언제나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 가족도 항

팔레르모의 거리를 방황하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

상 곁에 있었죠. 필요할 때마다 이들로부터 굉장한 지

니다.

원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부다비에서 마침

하지만 생각이 마구 달아나기 시작하면 아무도 도울

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울음이 터져 나왔죠.

수 없죠. 외로움이 일류 선수들이 성공을 위해 감안

애거시는 만약 결과가 공허함뿐이라면, 절대로 만족

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나요?

에 도달할 수 없다면 왜 계속 노력해야 하는지 스스

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경쟁에 어느 정도의 외로움

로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고

은 반드시 동반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외로움이 성공

민했다고 해요. 로즈버그 씨는 은퇴함으로써 이런 생

을 위해 꼭 필요한 집중력을 부여하기도 해요.

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군요.

성공을 위한 대가가 너무 크다거나 그로 인해 자신이

우승했을 때 제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

너무 많이 바뀐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실 은퇴를 생각지 않았지만요. 결승선을 지나면서 순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기쁨을 느낀 첫 순간은 라

때 항상 야심적이고 상당히 경쟁적이니까요.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해에 로즈버그 씨와 동행했던
폴 립케(Paul Ripke) 작가가 찍은 사진을 이번 매거

M U LT I TA L E N T E D
로즈버그는 쉬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승리를 찾을 것이다.

디오를 통해 제 아내인 비비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예요. 무척 사적이고 소중한 순간이었죠. 마치 아침에
침대에서 아내와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요. 모든 긴장

진에 실을 건데요. 특이한 사진이 몇 개 있어요. 부친

이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인 케케 로즈버그 씨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사진 같은

일류 선수들은 얼마나 오래 극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거 말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

수 있나요?

은데요. 유명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대중에게 드

영원히 계속될 순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러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약점을 내보이지 않

모든 개인 스포츠를 보면 항상 누군가가 일인자로 일

기 위해 그런 모습을 숨기곤 하죠.

정 기간 동안 군림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추락하기 시

그런 상황에서는 사진작가에 대한 신뢰가 무척 중요

작하죠. 바로 지금 테니스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그런

해요. 무엇보다 저는 폴을 믿습니다. 물론 항상 사진

입장에 있어요.

을 함께 검토하고 그중 어떤 것을 공개할지 같이 결정

모나코의 해변에서 최근에 그를 만났어요. 요가 하는

해요. 하지만 저는 굳이 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를 느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죠. 로리우스 월드

끼지 못합니다. 이 사진들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스포츠 어워드(Laureus World Sports Awards)에서

보여주고, 저는 이 사진들이 전달하는 바를 자랑스럽

안면을 튼 사이라 그 후로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그

게 생각합니다.

는 테니스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

테니스 선수인 안드레 애거시의 자서전 < 오픈

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Open)>을 읽어보셨나요?

남자나 여자 선수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격렬함

네, 꽤 오래전에요. 멋진 책이죠.

을 견뎌낸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애거시가 팔레르모에서 세계 1위가 됐다는 말을 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었을 때, 어릴 적부터 꿈꾸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무척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은 미하엘 슈마허만 생각나

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네요. 그는 그걸 해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차 없
이 바치고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갔죠. 하지만 그는 무
척이나 독보적인 경우예요.

“기쁨을 느낀 첫 순간은
라디오를 통해 제 아내인
비비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예요.”

축구나 권투, 포뮬러 원에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사
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왜 아니겠어요?
한 독일인 유러피언 컵 챔피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
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세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이를 악물고 경쟁자를 누르
고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우리는 무
자비해요.” 그의 말이 맞나요?
아니요, 그는 틀렸습니다.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
하면서도 여전히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공을 즐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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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 S T E O F
W H AT ’ S T O C O M E
9월의 싱가포르.
로즈버그가 3번의

L I K E F AT H E R ,
LIKE SON
케케 로즈버그가
감정이 북받친 아들의
어깨를 감싼다.

레이스에서 잇달아 우승했다.
샴페인이 넘쳐흐른다.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려버렸죠⋯.”
HIS ROCK
아내 비비안이
눈물을 훔치는
남편을 끌어안는다.

FOCUSED
이번 시즌에 로즈버그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무엇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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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 원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영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찾아내서 저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1위에 올랐을 때는 언제

희 팀에게 전달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팀에서 영상

나 최고였죠. 그게 본질이에요. 시상대에 올라섰을 때

작업을 했답니다. 제 여행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아부

의 득의양양함이란⋯. 그런 기분은 세상에 또 없어요.

다비에서 끝난 여행 말이죠. 아버지와 똑같이 포뮬러

많은 일류 선수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 않아

원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 이제 저희 부자가 공유하는

보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됐네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건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종종 그렇게 느꼈거든

레이싱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와 계속 비교

요. 레이스가 끝나도 언제나 다음 레이스가 기다리죠.
항상 우승을 좇으면서 언제나 더 많이 이뤄내야 해요.
무척 지치지만 그게 또 정상이죠.
로즈버그 씨는 우승한 뒤 다음 경주가 없었죠. 은퇴
선언 직후 매니지먼트사에서 로즈버그 씨가 어린 시
절 고카트 타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트랙 옆에서

1982년 포뮬러 원 세계 챔피언이었던 부친 케케 로
즈버그 씨가 상의를 벗은 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

THE SUC CESSOR
핀란드인인 발테리 보타스(Valtteri
Bottas)가 니코 로즈버그 대신 2017
포뮬러 원 시즌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팀에 합류한다.
이 27세 선수는 지난 4년간
윌리엄스(Williams) 팀에서
활약했으며, 77회의 경주 중 9회
포디엄에 올랐다. 로즈버그는 2017년
홍보대사로서 팀을 지원할 것이다.

당했죠.
네,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었
답니다. 다소 짜증스러울 때는 있었지만요. 지금은 아
버지와 비교될 때마다 행복해요.
정말인가요?
그럼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하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제 선수 생활의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포뮬러 원
에 도달하는 길을 여는 데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제

들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가 포뮬러 원에 입성하자마자 물러나셨어요.

그걸 봤을 때 가슴이 울컥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스로 물러나셨나요?
음, 함께 의논했죠. 그리고 물러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지금 제가 세계 챔피언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떠나야 할 적절한 시기에 절 놓
아주셨어요. 아버지로서는 무척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로즈버그 씨도 아버지가 되셨죠. 한 살 반이
된 딸이 있죠?
오, 그럼요. 나중에 딸을 놓아 보내주는 것이 제가 앞
으로 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임을 이미 느끼고 있어
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제 부
친이 완전히 간섭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어요. 최근엔
제게 훈련 프로그램을 천천히 줄이는 걸 잊지 말라는
글을 써 보내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예전처럼 계속
해서 뛰고 자전거를 탈 계획이거든요. 신체 단련 레벨
을 유지하기 위해 트레이너와 함께 이전의 훈련 프로
그램을 계속해나갈 겁니다. 테이블에 있는 과자 보이
시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
지 않아요. 지금의 생활 방식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적어도 파란색 메르세데스 280 SL Pagoda를 타고
남부 프랑스 지역을 여행할 시간은 낼 수 있겠네요.
이 근처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지만 제 차는 매일 일상적으로 타는 차가 아니라
특별함을 계속 간직하고 싶거든요.
그 차를 타기 전 몸단장에 특히 신경 쓴다는 게 사실

IN DISCUSSION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인터내셔널판의 편집장인
뤼디거 바르트와 로즈버그.

인가요?
사실입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고급스런 재
킷을 입고 스타일리시 해 보이는지 확인하죠. 클래식
카라서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빛이 바래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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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M
메르세데스-벤츠의 컴팩트 SUV인 The New GLA의 얼굴이 달라졌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 6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워진
The New GLA의 공개를 축하했다.
글 알 렉 산 드 로 스 스 테 파 이 디 스 (ALEXANDROS STEFANIDIS)

UNDER WRAPS
The New GLA X156이
아직 새틴 천 아래 감춰져
있다. 이 차의 탄생에 기여한
혁신가들 또한 여전히 그늘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 달
고대하며 기다려온 The New
GLA가 지금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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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로 버 트 그 리 첵 (ROBERT GRISC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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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ing the
GLA are:
안드레아스 로멜(Andreas Rommel)
외부 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26세, 진델핑겐
소냐 함블로흐(Sonja Hambloch)
자동차 세일즈 담당, 31세, 뒤셀도르프
요아힘 슈타르크(Joachim Starck)
자동차 도색 전문 부매니저, 48세, 라슈타트
리자 오레메크(Lisa Oremek)
견습생, 21세, 라슈타트
필립 피셔(Philip Fischer)
프로덕트 매니저, 25세, 슈투트가르트
로베르트 헤셸레(Robert Hüschele)
견습 프로그램 감독관, 33세, 라슈타트
(왼쪽에서 오른쪽)

여

기 계신 모두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서 일하고 또 다들 The New GLA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는
데요. 완성된 제품을 이 스튜디오에
서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보는 기분
이 어떤가요?

소냐 함블로흐: 저는 판매원이라 새로운 모델을 만나
는 건 보통 차가 딜러 전시장에 도착할 때랍니다. 차
가 아주 멋져요. 마치 진짜 스포츠카 같아요!
안드레아스 로멜: 저는 개발 과정에 첫날부터 참여했
어요. 작은 크기의 모형으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
모형을 손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아이디어를
내며 토론을 했죠. 그다음 연구 결과에 기초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행했어요. 완전
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는 여기에 6~8년이 소요
되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물론 그보다 짧은 시간
에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완성작이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만족스러워요.
로베르트 헤셸레: 기존 모델보다 더 현대적이고 더 역
동적인 미학을 지녔어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말할 수
없지만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필립 피셔: 일단 헤드램프가 바뀌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죠. 후미등도 달라졌고요. 게다가 앞
면의 트윈-블레이드, 트리플-루버 라디에이터 그릴
도 있죠. 본질적으로 이 차는 A-Class의 스포티함과
B-Class의 다재다능함의 완벽한 결합이면서 자신만
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24

A POWERFUL RIDE
차별화된 윤곽선, 발광 LED
헤드램프, 눈길을 사로잡는
그릴 디자인: The New GLA의
신선한 새 외모는 그야말로
대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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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고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겁니다. 발로 조작하
여 작동시키죠.

안드레아스, 당신은 검증된 모델 제작자이고 디자인

“The New GLA의 디자인은
대성공이에요!”
요아힘 슈타르크

팀 멤버 중 유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자동차 장난감을 자주 가지고 놀았나요?
안드레아스 로멜: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손을 쓰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집안일을 종종
도왔죠. 제 아버지가 건물 관리인이세요. 그러니 제
첫 번째 전문 자격증이 모형 제작자였던 것이 별로 놀
랍지 않죠.

아직 26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요. 메르세데스-벤츠
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안드레아스 로멜: 15살 때부터요. 좀 더 많은 것을 해
내고 더 발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업공학 학위를

“벌써 어떤 고객들이
이 차를 보고 한눈에 반할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소냐 함블로흐

땄죠. 2015년에 외부 디자인팀에 들어갔어요.

요아힘, 당신은 라슈타트를 떠나는 모든 새 제품이 완
벽하게 도색되어 있도록 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요. 당신 생각에 지금껏 가장 아름답게 제작된 메르세
데스-벤츠 모델은 무엇인가요?

안드레아스 로멜: 맞아요. 컴팩트카 부문에서 이 차의
라이벌은 없어요. 스포티함과 명백히 SUV다운 특성
이 합쳐진 The New GLA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차
예요. 개발자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냐, 당신은 뛰어난 세일즈우먼인데요. 새 모델을 처
음 보자마자 바로 고객들이 그 차의 어떤 점에 끌릴지
알 수 있나요?
소냐 함블로흐: 네, 멋진 첫인상과 레저용으로도 사
용하기 좋은 날렵하고 다재다능한 고급 자동차를 찾
는 이라면 누구나 The New GLA에 반할 거예요. 예
를 들자면 진정한 스타일 감각을 갖춘 젊은 워킹맘들
이 떠오르네요.

HANDS OFF
간단한 발 조작만으로 트렁크를
열 수 있다.

필립, 메르세데스-벤츠에서는 The New GLA가 청년
들을 위한 이상적인 자동차라고 보는데요.
필립 피셔: The New GLA의 핸들링이 그 나이 또래
에 잘 어울려요. 차의 기술적 요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 LED 라이트는 밤중에 운전할 때 눈에 정말
좋죠. 깜깜할 때 달려도 차 전방의 도로가 마치 낮처
럼 밝거든요. 참 놀랍다니까요. 게다가 컴팩트카 부문
최초로 360도 전방위 카메라를 장착했어요. 마치 새
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차 주위와 진행 방향
을 볼 수 있답니다.
요아힘 슈타르크: 그건 저도 몰랐네요. 정말 멋진데요!
필립 피셔: 지금까지는 이런 기능을 C-Class 이상 모
델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신기능은 손을
26

OVERVIEW
360도 카메라가 찍는 영상이
모니터로 전송된다.

“가족들은 아무도 제가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두 분의 뒤를 따를 거라
생각하시지 못하셨어요.”
리자 오레메크

“메르세데스-벤츠 차를
구매하고 크게 기뻐하시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로베르트 헤셸레

“차의 개발 과정을
첫날부터 지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순간이 제겐
더욱 특별하답니다.”
안드레아스 로멜

A PRIME SPECIMEN
The New GLA는 강화된
공기역학, 경합금 휠로
강조된 현대적인 스포티함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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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FORCE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인
피셔는 시작 단계부터
The New GLA의 모든 여정에
참여했다. 개발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말이다.

“핸들링과 기술 사양이
젊은 고객들에게 완벽하게
어울려요.”
필립 피셔

요아힘 슈타르크: Mercedes-AMG GT죠. 자태가 정
해본 적이 없답니다.

로베르트, 당신의 역할은 동료들에게 전문 지식과 기
술을 전달하고 새로운 공정에 이들이 익숙해지도록
돕는 일인데요. 메르세데스-벤츠 가족은 어떤가요?
로베르트 헤셸레: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제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합니다. 제 목표는 이들이 자랑
스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
신이 지불한 금액으로 그보다 더 좋은 자동차는 어디
에서도 살 수 없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날마다 하는 일이랍니다.

리자, 현재 견습 3년 차인데 여름에 시험을 치를 예정
이라고요. 할아버지가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근무하
셨다고 들었어요. 그 길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가족에
게 알렸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리자 오레메크: 다들 깜짝 놀랐죠. 아무도 제가 친할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뒤를 따를 거라고 생각지 않
았거든요.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두 분 모두라고요?
리자 오레메크: 네, 두 분 다 다임러에서 근무하셨어
요. 또 제 남동생도 이곳의 견습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했답니다. 가족들이 지금 무척 기뻐하고 있어요.
로베르트 헤셸레: 그 기분 저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라슈타트 공장이 세워졌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취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곳에 일하는 꿈을
꾸는 게 당연했어요. 제 자식들도 같은 길을 이어받기
를 바라고 있답니다.
요아힘 슈타르크: 1997년 다임러에 입사했을 때 제
상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럴싸한 경력 따
위는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당신의 능력을 보
여주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도 좋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조
언을 따랐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함께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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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 L A N C E
이 컴팩트 프리미엄 SUV는 동급 경쟁 차종과
차별화된 최신식 디자인과 도로 위에서의
탁월한 민첩성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인상적인 점은 전형적인 SUV적 요소를 뛰어난
자동차 역학과 함께 엮어낸 수려한 외관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급 경쟁 차종 대비 월등한
0.28이라는 Cd 수치에 반영됐다.
The New GLA는 어댑티브 댐핑 조절 기능, 즉시
반응하는 핸들링을 위한 ESP 커브 다이내믹
어시스트(ESP Curve Dynamic Assist), 360도
카메라, 고성능 LED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으며,
손을 대지 않고도 트렁크를 열 수 있다. 새로운
엔진 사양 또한 추가됐다.

모델: GLA 220d 4MATIC
색상: 마운틴 그레이 메탈릭
변속기: 자동
실린더 배열/숫자: R4
배기량(cc): 2,143
출력: 177 PS/ 3,600-3,800
최고속도: 시속 218킬로미터
※ 국내 상반기 출시 예정.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STYLING GINA PIEPER HAIR+MAKEUP ALEXANDER HOFMANN C/O USCHI RABE EQUIPMENT PROVIDED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LUDWIG BECK, LODENFREY, GANT FOOTWEAR

말 자극적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한 번도 운전

지

난여름의 일이에요. DIY 상점에 페
인트 견본을 받으러 들렀다가 점원
에게 설득당해 59.95유로짜리 프라
이머 페인트 한 통까지 사고 말았죠.
살롱 그린과 헤이그 블루 색상 두 가
지를 먼저 실험해본 뒤 이 중 어떤 거

로 벽을 칠할지 결정할 생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색상으로 결정할지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다 서

The New GLA는 어른이

로 의견이 달라 결국 말다툼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러

되길 원하면서도 고루한

고는 갑자기 난생처음으로 나도 이젠 고루한 어른인

인간이 되는 건 원치 않는

가 보다 자각했죠. 꽤 속상한 일이었답니다.

19세 때 부모님 집에서 나와 27세에 처음으로 제대
로 된 취업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지금은 서른이 넘었
고 남자친구와 거의 7년째 사귀고 있어요. 두 달 전부
터 눈가에 아이크림도 바르기 시작했죠. 컴퓨터에는
후기가 ‘아주 좋아요’란 평가를 받은 세금 관리 소프
트웨어가 깔려 있어요.

젊은 고객들에게 적합한 차다.

30세 작가인 피오나 베버슈타인하우스(Fiona WeberSteinhaus)가 다소 모순적인
이러한 심경을 설명한다.

서 살고 싶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짜고, 돈을 모으고,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하죠. 또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하고요. 아니면 안식년
을 달라고 직장에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학생 시절의 전형인 독일 밴드 ‘아넨마이칸테라이트
(AnnenMayKantereit)’는 여름 내내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자 당신은 ‘아무거나, 단 30대
중반만 빼고’라고 대답했죠]라는 노래를 불러댔어요.
하지만 30대 중반이 뭐 어때서요? 만약 시간을 되돌
릴 수 있다면 저는 16세보다는 29세 때로 돌아가겠
어요. 일기를 보면 제 10대 청소년 시절은 첫 키스나
잘생긴 남자친구들보다는 부모님과의 다툼, 배꼽티,
사춘기와 함께 찾아오는 깊은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
어요. 성장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비
록 종종 무척 짜증스러울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
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는 거죠. 이건
무척 가슴 시원한 경험이에요.

대체 성년기란 무엇일까요?

제 삼촌 중 한 분은 침실 방문에 ‘만약 너무 시끄럽게

<왜 철들어야 하나요?(Why grow up?)>라는 책을 쓴

느껴진다면, 당신이 너무 늙은 것이다’라는 스티커를

철학자 수잔 나이먼(Susan Neiman)이 한 인터뷰에

붙여뒀어요. 요즘은 많은 것이 종종 시끄럽다고 느껴

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self)’과

져요. 술집에서 사람들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게 싫어

‘불가피한 일(necessity)’ 두 가지 모두를 돌보는 겁

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지만 전부 계속 같은 대화만

니다.” 그녀에 의하면 ‘불가피한 일’에는 돈 벌기, 과제

반복해대는 배낭여행족이 가득한 호스텔은 싫어요.

수행, 허드렛일, 책임지기 같은 것이 포함되고, ‘자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건 25세 때도 싫었어요. 하지

을 돌본다는 건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 의식 구조와 태

만 그때는 그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도, 삶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루하고 고루한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

저는 ‘불가피한 일’을 점점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회의실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꽤 고루하지 않은가요? 예전에

직장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조깅을 하고, 소파에

는 저도 자주 그랬어요.

누워 쉬고, 영화를 보고, 샤워를 하고, 옅은 파란색 잠

아마도 그때는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섹스를 위해 다시 잠옷을 벗고, 금요일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는 맥주를 마시러 외출하고, 토요일에는 집 청소를 하

사실을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제 초등학교 때 친구는

고,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요일 저녁에는 범

지금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는 열한 살이고 둘째는

죄 드라마를 보죠. 그러고는 이 규칙적인 단계를 처음

한 살이에요. 그녀는 저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짊어

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요. 조금 전 페인트를 두고

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더 재미없는 삶을

무의미한 갈등이 극단적인 싸움으로 번져버린 삶 말

사는 건 아니에요. 새 아파트로 이사 오고 몇 주 뒤에

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녀와 시내로 놀러 나갔는데, 끝내 함부르크 항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성년기를

서 일출까지 봤답니다. 그러고는 새벽의 어슴푸레한

답답함과 동일시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걸요. 성년기

빛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죠.

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고, 답답함은 예방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멋지게 꾸민 아파트에서 살고
PHOTO MARTIN JÄSCHKE

LET’S
MAKE PEACE
WITH
OURSELVES

싶다면 먼저 어디에 선반을 달 건지 자진해 고민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평범하고
따분한 소리로 들릴지라도 말이죠. 세계를 바꾸고자
한다면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먹으며 오만 걸 불
평하기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해요. 태국에 가

THE AUTHOR
<네온 매거진(Neon magazine)>의
기자인 피오나 베버-슈타인하우스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즉시 우리가 어떤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았다.
“저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써달라는
거죠? 맞나요?” 완성된 에세이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인도에서 보낸 거였다.

4시간 뒤 부모님과 친구 몇 명이 아침식사를 하러 집
에 찾아왔어요. 새로 사온 페인트 통이 아직 뜯지도 않
은 채 놓여 있는 새 거실에 둘러앉았죠. 그 후로도 프
라이머 페인트 작업은 조금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벽
이 파랗건 회색이건 초록이건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래도 어른이
고 저래도 어른이에요. 적어도 거의 대체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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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YEARS OF
POWERFUL
DRIVING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인 Mercedes-AMG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글 조 첸 피 셔 (JOCHEN FISCHER)

GREEN HELL
뉘르부르크링의 전설적인
노스 루프의 별명 ‘그린 헬’을
연상케하는 Mercedes-AMG
GT R. 이 모델의 뿌리가 레이싱
트랙임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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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 전, 독일 전역의 노란색 공중
전화 부스에는 ‘통화는 간단히’라
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고양이 사진
을 공유하는 대신 서로 전화 통화
를 나누던 옛 시절이다.

때는 1967 년, 한스 베르너 아우프레히트(Hans

Werner Aufrecht)는 다임러-벤츠의 직장 동료인
에르하르트 멜허(Erhard Melcher)와 함께 설립한
회사의 이름으로 ‘간단한’ 명칭을 선택했다. 바로
‘AMG’다. 3개의 머리글자로 이루어진 이 이름은 오
늘날 국제적인 브랜드로 우뚝 섰다. AMG란 아우프
레히트(Aufrecht), 멜허(Melcher), 그로사스파흐
(Großaspach)의 첫 글자다. 그로사스파흐는 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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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르트 근처의 작은 마을로 한스 베르너 아우프
레히트가 태어난 곳이다. 아우프레히트와 멜허는

MERCEDES-AMG GT R

이 마을 가까운 곳에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전형적인 AMG 퍼포먼스,
강력한 그린 몬스터!

메르세데스-벤츠 차를 튜닝 및 강화하고 양산 차
량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했다.
이 같은 기본 개념은 추후 경이로운 미래로 발전한
다. 오늘날 Mercedes-AMG로 알려진 이 회사는
본사 건물로부터 단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아팔터바
흐에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메르세데스-벤
츠 산하의 브랜드로서 기막힌 스포츠카와 고성능

PURE EXPERIENCE
AMG GT R: 출력 585마력의
민첩한 운전 성능. 도로 위의
레이싱 카.

컬러: AMG 그린 헬 마그노

도로용 스포츠카 중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다른 GT

변속기: AMG SPEEDSHIFT DCT 7-Speed

버전에도 이제 GT R 모델을 통해 소개된 최신식 파나

배기량: 3,982cc

메리카나(Panamericana)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

최대출력: 585hp
최고속도: 318km/h

0 →100km/h : 3.6초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니아라면 1952년에 우승
한 메르세데스-벤츠 300 SEL 레이싱카를 연상시키
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릴에 자리한 크롬 도금 수
직 바가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AMG는 1990년부터 서로 협력

AMG 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아우프레히트는
1952년에 10대 청소년이었는데 당시 그의 우상은 메

하기 시작했으며, AMG가 다임러 그룹 산하로 들어

르세데스-벤츠 레이싱 선수들이었다. 다임러-벤츠의

간 것은 2005년부터다.
Mercedes-AMG는 2009년 아팔터바흐 내부에

에는 현실이 됐지만 아쉽게도 무척 짧은 기간 동안뿐

모델을 디자인하며 수작업으로 엔진을 조립한다.

모터레이싱 부서에서 일하고 싶었던 그의 꿈은 종국

서 자체적으로 모델 시리즈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개발팀에 마침내 취직하게

현재 생산 중인 시리즈는 극도로 스포티한 Mer -

되었으나 1964년에 회사가 레이싱 경주 참가를 그만

cedes -AMG GT 로 1950년대의 전설적인 300
SEL 스포츠카로부터 영감을 얻어 정교하게 제작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우프레히트는 포기하는 대신 그로사스파

한 차체와 탁월한 퍼포먼스를 결합시켰다. 두 가지

흐에 위치한 자택의 차고에서 다시 꿈을 좇기 시작했

퍼포먼스 옵션의 GT Coupé 모델은 지난 2년간 판

다. 직장 동료였던 에르하르트 멜허, 만프레드 시크와

매되었다. 탄생 50주년인 2017년 봄, 이 GT 모델

함께 당시 독일에서 가장 빠른 양산 세단이었던 300
SE(W 112)를 튜닝해 투어링 레이싱카로 재창조했다.
그리고 시크가 1965년 독일 투어링카 챔피언십에서
10번 우승하면서 성공이 뒤따르기 시작했다.

라인에 두 가지 버전의 로드스터와 최상급 모델인

AMG GT R Coupé가 추가된다.

뉘르부르크링의 기록
지난가을 한 유명 스포츠카 매거진이 세계에서 가
장 난이도가 높은 레이싱 서킷 중 하나인 ‘그린 헬
(Green Hell)’이라는 별명의 뉘르부르크링 노르트
슐라이페 북쪽 서킷에서 GT R을 시승했다. 이때 GT
R은 그저 수치만 화려한 차가 아님을 당당히 입증했
다. 출력 585마력의 GT R은 겨우 7분 10.9초 만에
이 서킷을 주파해 지금껏 이곳에서 테스트했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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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G O P E N S D E D I C AT E D
S TORE IN TOK YO
AMG 최초의 단독 쇼룸이 도쿄의
세타가야 구에 문을 열었다.

2008년부터 400곳 이상의 AMG
퍼포먼스 센터가 세계 40개국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의 브랜드
대표 전시실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
다른 AMG 단독 쇼룸이 2017년 말
시드니에 설치될 것이다.

우승 소식이 재빨리 퍼지면서 다른 레이싱 선수들과
개인 고객들이 엔진 전문가인 아우프레히트와 멜허
를 줄줄이 찾아와 자신이 소유한 차의 잠재력을 최고
로 끌어올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우프레히트
는 “우리는 그저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라고 회상한다.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해
외부에서 요청한 튜닝 일을 받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한 부업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르세

데스-벤츠 차들을 하이 퍼포먼스 차로 재탄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주문이 꾸준히 밀려 들어왔다.
국제적인 브랜드로 부상할 큰 기회가 1968년 3월 S-

Class의 전신인 W 109 시리즈의 최상급 모델 300
SEL 6.3 발매와 함께 찾아왔다. 메르세데스-벤츠
600의 자동변속장치와 V8 엔진을 장착한 이 럭셔리
세단은 스포츠카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솜씨 좋은
정교한 엔지니어링 기술로 손보고 엔진 배기량을 6.8
리터로 늘려 254마력의 출력을 406마력 이상으로 높
였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7월 스파 24시(24 Hours
of Spa)에서 이 무거운 세단은 훨씬 더 가벼운 라이벌
스포츠카들을 완벽하게 압도했다. AMG가 하룻밤 새
레이싱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름이 된 것이다.

도로 위의 1,000마력?
그 이후 AMG는 번창했다. 2000년대 말까지 Mercedes-AMG는 1920년대에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시작된 S-Class 모델들과 전쟁 전 실버 애로우 모델
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전통을 고수해 왔다. 바로 미케
니컬 컴프레서로 과급 압력과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
법이다. 요즘에는 이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은 트윈
터보차저를 사용한다. Mercedes-AMG E 63 S에 장
착한 새로운 트윈 터보차저 4리터 V8 엔진은 세단을
하이퍼포먼스 레이싱카로 변신시킨다. 출력 612마력
의 E 63 S는 사상 최고로 힘이 좋고 가속이 빠른 EClass다(정지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3.4초에
도달).

AMG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최신 혁신 작품을 선보
일 예정이다. 바로 Mercedes-AMG의 하이퍼카(hypercar)로, 일반 도로용으로 허가받은 1,014마력을
웃도는 출력의 포뮬러 원 하이브리드 드라이브트레
인을 탑재하게 된다. 미래에도 AMG는 주행 역학을
향상시킨다는 원칙에 계속 충실할 것이 명백하다.
THE BREAK THROUGH
1971년 7월, 벨기에 스파:
AMG의 300 SEL 6.8이

PHOTOS DAIMLER AG (2), MERCEDES-BENZ CL ASSIC ARCHIVE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세계를 놀라게 했다.

MERCEDES -AMG
E 6 3 S 4 M AT I C +

i
SMART AND
POWERFUL
Mercedes-AMG E 63
S 4Matic+는 E-Class의

AMG가 동급 차량 중 최신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세단을
기초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E-Class를 고안해냈다.
4.0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의
출력은 612마력이다.

색상: 셀레나이트 그레이 마그노
변속기: 9단
실린더: V8
배기량: 3,982cc
최대출력: 612마력/ 5,7506,500rpm
최고속도: 250km/h(전자 제한)

인텔리전트 기능을 특출한
스포티함과 결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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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Oh Lord,
won’t
you buy me…
34

PHOTO E L L I O T T L A N DY / G E T T Y I M A G E S

H U S K Y, H O W L I N G ,
YEARNING
1960년대의 개성미 넘치는
재니스 조플린. 사진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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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Oh Lord, won’t you buy me a Mercedes-Benz?

시간쯤 떨어진 포트체스터( Por t
Chester)에 바센즈(Vahsen’s)라는

My friends all drive Porsches, I must make amends.

바가 있다. 한 여성이 대담무쌍하게

So Lord, won’t you buy me a Mercedes-Benz?

Worked hard all my lifetime, no help from my friends,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까닭에 주크
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비틀스의 ‘헤

바센즈에서 조플린과 함께한 일행은 여배우인 제럴

이 주드(Hey Jude)’가 잘 들리지 않는다. 바센즈는 짙

딘 페이지(Geraldine Page)와 남편 립 톤(Rip Torn)

은 색 원목으로 만든 긴 카운터와 의자, 당구대를 갖
춘 전형적인 미국식 바다. 토요일 저녁이라 손님으로

그리고 조플린의 친구이자 작곡가인 밥 뉴워스(Bob
Neuwirth)다. 이날은 조플린과 제럴딘 페이지가 처음

꽤 북적대고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노랫소

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다.

리에 박자를 맞추는 구석 테이블의 소란한 5명 때문

조플린은 두 차례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고 나중에

에 다른 손님들이 약간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다. 바텐

는 오스카상을 받은 페이지의 빅 팬이었다. 페이지는

더가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유명인

조플린의 에너지에 감탄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들이라 가게 밖으로 쫓아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의 분위기에 대해 뉴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조플린

대신 그는 주크박스의 소리를 키운다.

이 도착해서 페이지가 있는 것을 보자 눈이 빛났어

이제 스피커에서 ‘헤이 주드’가 쾅쾅 울려 퍼진다. 하

요. 마가리타를 몇 잔 마신 뒤에 이들은 마치 오랜 친

지만 오히려 이것이 젊은 여성과 그녀의 일행을 자극

구 같았죠. 사실 그냥 기분 좋자고 바에서 술을 마신

하는 것 같다. “재니스, 더 크게 불러!”라고 한 명이 소

것뿐인데, 술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더니 ‘메르세데

리친다. 1970년 8월 8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스-벤츠’ 노래가 탄생했어요. 저는 그저 립과 페이지

의 일이다. 이 젊은 여성은 재니스 조플린(Janis Jop-

의 관심을 끌고 또 공연 전까지 남은 시간을 보내기

lin). 이날 저녁, 세계적인 히트곡이 탄생했다.

위해 일종의 연습을 하는 거라 생각했죠.” 뉴워스는

어떤 소문은 재니스 조플린이 ‘주여, 제게 메르세데

만약 이 두 여인이 그날 만나지 못했다면, ‘메르세데

스-벤츠를 사주세요(Oh Lord, won’t you buy me a
Mercedes-Benz)’라는 노래를 죽기 3일 전에 작곡했

스-벤츠’라는 노래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굳

다고 하고, 다른 소문은 그녀가 노래 가사를 훔쳤다고

노래의 탄생을 둘러싼 소문은 분명히 조플린의 도가

게 믿는다.
지나친 생활 방식과 모순된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노
래가 자동차 회사의 의뢰로
만들어졌다고도 말한다. 하
지만 이 노래의 진짜 배경은
이러한 소문과는 전혀 다르
다. 가사에 자동차 브랜드가
들어가는 노래 중 ‘메르세데
스-벤츠(Mercedes-Benz)’
는 월등히 높은 인기를 누렸
다. 마치 기도하는 듯한 노래

“스피커에서 ‘헤이 주드’가
쾅쾅 울려 퍼진다.
그리고 재니스 조플린이
비틀스에 맞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세계적인
히트곡의 탄생이다. ”

행동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
다. ‘섹스, 마약 그리고 로큰
롤’은 그녀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한 단어다. 조플린은 언
젠가 이렇게 말했다. “소파에
앉아 TV 나 보며 70 세까지
사는 것보다, 단 10년이라도
‘끝장나게 멋진 최고’ 삶을 살
다 가겠어요.” 끊임없이 황홀
경과 중독을 좇았던 그녀에

의 상징적인 후렴구는 복음
성가 같다. 그리고 조플린의 목소리는 강렬하다. 스모

게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시간조차

키하고 울부짖으면서 탁함과 동시에 또 섬세하고 연

거의 없었다.

약하다. 명백한 그녀만의 목소리로 기쁨과 슬픔을 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사는 소비문화를 비난하고

데 섞어 전달한다. 게다가 재니스 조플린을 블루스-

있지만 정작 조플린 자신은 기린 무늬와 나비, 동화

록의 여왕으로 만든 숨 막히는 열정도 있다.

속 풍경이 무지개로 녹아드는 화려한 도색의 포르

‘메르세데스-벤츠’는 히피 운동의 찬송가 중 하나로

쉐 카브리올레를 타고 다녔다. 히피적 이상을 따라

손꼽힌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Apple

그릇된 자본주의를 비난하던 그녀는 또 흥청망청 거

Music)에서 찾아보면 수십 개의 리메이크 곡이 있고,

리낌 없이 소비를 즐겼다. 그것이 모순이라는 걸 모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튼 존이나 핑크 같은 가수가 이

른 채 말이다. 아니면 아마도 그녀는 뭐든 그저 개의

노래를 재해석해 불렀다. 사실 유명 가수 중 이 노래

치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다른 음악가들이 이같

를 단 한 번도 무대에서 부른 적이 없는 가수는 찾아

이 행동했다면 비판을 받았겠지만, 조플린은 우상이

보기 힘들 정도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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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해튼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1

G R E AT D R I V I N G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 마치 꿈같은
자동차 280 SL Roadster W 113
시리즈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차를 소개하는 1970년도 미국
팸플릿에 실렸다.

…a
Mercedes-Benz?
1970년의 따뜻한 여름날 저녁, 한 여성이 바에 앉아 있다.

재니스 조플린의 인기곡인 ‘메르세데스-벤츠’의 탄생 배경.
글 알 렉 산 드 로 스 스 테 파 니디 스 (ALEXANDROS STEFAN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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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ing for Dollars is trying to ﬁnd me.
I wait for delivery each day until three,
So, Lord, won’t you buy me a color TV?
뉴워스는 바센즈에서 조플린 옆에 앉아 계속 냅킨에
가사를 받아 적으면서 부분 부분을 지우고 대신 새로
운 의견을 내곤 했다. 페이지와 톤이 규칙적으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춰주는 동안 조플린은
유명한 앞 구절 가사를 반복해 불렀다. 시간이 밤 9시
를 넘어서자 곧 존 쿠크(John Cooke)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쿠크는 조플린의 매니저로 밴드의 순회공
연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가 재니스에게 서두르라고,

15분 뒤에 무대에 서야 한다며 재촉한다. 뉴워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사를 적은 냅킨 4장을 챙겼고
5명은 캐피톨 극장을 향해 도로를 걸어 내려간다.
이날의 콘서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조플린이 무대
에 올라 ‘텔 마마(Tell Mama)’와 ‘하프 문(Half Moon)’
을 부른다. 그러고는 갑자기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
다며 관중을 놀라게 한다. “의미가 있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어요. 바로 지금이요. 길모퉁이에 있는 바에
서 조금 전에 작곡해 아직 가사를 다 모르지만요. 아
카풀코로 부를게요.”
조플린이 아카풀코(Acapulco)라고 말한 것은 아카
펠라(a capella)를 뜻한다. 뉴워스가 아카펠라를 아
카풀코라고 별나게 불렀는데, 조플린이 이날 그 단어
를 사용한 것은 친구인 뉴워스에게 둘만 알아보는 감
사를 전하고자 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Oh Lord, won’t you buy me a night on the town?
I’m counting on you, Lord, please don’t let me down.
Prove that you love me and buy the next round.
Oh Lord, won’t you buy me a night on the town?
노래를 마친 조플린은 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노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바에서 주크박스 음악을 더 크게
틀었는데도 그냥 계속 불렀거든요.”
같은 달, 재니스 조플린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비트
시인인 마이클 맥클루어(Michael McClure)에게 전
화를 걸었다. 맥클루어는 전에 ‘자, 하나님, 제게 메르
세데스-벤츠를 사주세요(Come on, God, and buy
me a Mercedes-Benz)’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노래
를 작사했다. 바로 이 때문에 조플린이 노래 가사를 훔
쳤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을 것이다. 맥클루어가 전화
를 받자 조플린은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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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280 SE 3.5 Cabriolet
(S-Class Cabriolet의 전신)는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자동차 중
하나였다. 한정 생산된 차로 지금도
여전히 세련미의 완벽한 전형으로
여겨진다.

2
3

M E R C E D E S - B E N Z W 113

지붕의 형태 때문에 ‘파고다(Pagoda)’
라는 별명이 붙은 전설적인 280 SL은
1968년에 출시됐다. 이 차에서 세이프티
바디셸을 처음 선보였다. 특히 미국에서
오픈카인 ‘캘리포니아 버전(California
Version)’이 큰 인기를 끌었다.

M E R C E D E S - B E N Z W 10 9

재니스 조플린의 전성기였던 1965년,
300 SEL은 궁극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라 여겨졌다. 이같이 높은
평판은 현재 그 후속인 S-Class가
이어받았다. 오직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시판됐던 300 SEL 4.5는 1971년이
되어서야 전 세계에 판매됐다.

PHOTOS MERCEDES-BENZ CLASSIC ARCHIVE (3)

Oh Lord, won’t you buy me a color TV?

WHICH
MERCEDES
STOLE
JANIS’
HEART?

CHARACTERS

설명했다. “재니스가 전화기에 대고 그녀의 버전을 불
러줬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제가 괜찮다고 말했죠. 그
러고는 저도 제 오토하프(Autoharp)를 가지고 와 계
단에 앉아 전화기에 대고 제 노래를 불렀어요. 재니스
의 노래는 달콤하고 비딱하면서 수수께끼 같았고, 제
노래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재미있으면서 역설적이
었죠. 재니스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기 노래가 더 좋
은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맥클루어와 조플린이 노래
가사에서 왜 메르세데스-벤츠를 원했는지 아무도 정
확한 이유를 모른다. 작사를 할 당시에는 S-Class의
전신인 W 109가 궁극적인 최고의 스포츠카라 여겨
졌다. 두 사람은 이 차에서 영감을 얻었을까? 아니면
매끈하고 스포티한 280 SE Cabriolet였을까?
맥클루어와 통화한 지 두 달 뒤인 1970년 10월, 조플
린은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사운드(Sunset Sound)
스튜디오에서 새 앨범인 <펄(Pearl)>을 녹음했다.
<펄>은 조플린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별명이기도
했는데, 이 앨범은 그녀가 죽은 뒤 가장 성공한 앨범
이 됐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고 인기곡이 됐다.
하지만 원래 이 노래는 <펄> 앨범에 수록될 계획이
아예 없었다. 1970년 10월 1일, 기술적 문제가 발생
해 녹음 작업이 중단됐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걸 싫어했던 조플린은 녹음 작
업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다가 지루해졌다. 그녀는 보
컬 부스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서더니 무료함을 달래
고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아카풀코’로.

A SMALL MIRACLE
조플린은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스튜디오에서 ‘메르세데스-벤츠’를 불렀을
뿐이었다. 녹음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A TRUE GEM
조플린의 마지막 앨범인 <펄>은
그녀가 사망한 후 발표되었으며
큰 인기를 누렸다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녹음된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 이 소리가 노래의 배경음악이 됐음을
알아챌 수 있다. 악기도 없고 밴드도 없다. 단지 재니
스 조플린뿐이다. 이때 스튜디오의 예비 테이프가 돌
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메르세데스-벤츠’의 제대로
된 녹음 파일은 단 하나도 후세에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매니저인 존 쿠크의 말에 의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재니스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노래라고 한다.

3일 뒤 쿠크는 랜드마크 모터 호텔(Landmark Motor
Hotel) 객실에서 재니스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후 며
UNBRIDLED
많은 이들이 재니스 조플린을
최초의 여성 록스타라고
여긴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조플린은
1970년 27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칠간 모두가 쇼크 상태였다. 그후에 레코드 제작자인
폴 로스차일드(Paul Rothchild)가 테이프에 녹음된
모든 것을 들려줬는데 이미 거의 완성된 앨범이나 마
찬가지였다고 한다.

1943년에 태어난 재니스 조플린은 겨우 27세의 나이
에 세상을 떠났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그녀가 세상
에 남긴 유산으로 그녀의 가장 소중한 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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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르면서 샌들을 신은 발을 규칙적으로 굴러
박자를 맞추고, 또 팔에 낀 여러 개 은팔찌는 그녀가

MOMENTS

FUTURE MEETS
THE PRESENT

‘2017 서울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의 미래 전략인 ‘CASE’를 공개하며 자동차 시장의 화두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모터쇼 기간 동안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과 고성능 브랜드인 Mercedes-AMG 전시관까지 별도의
2개 전시관을 운영하며 총 35종의 모델을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는 단연 이번 모터쇼에서 화제의 중심이었다.
글 김성욱

메

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 역대 최다 참가, 최초 모델 공개, 최대 규
모(2,600제곱미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 전략인 ‘CASE’를 공개하며 자동차 시장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CASE는 커넥티
드(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 및 서비스(Shared & Service), 전기
구동(Electric Drive) 등 4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
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며 “모터쇼 행사장에서 신차의 외관이나 성능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30년 역사를 지닌 메르세데스-벤
츠는 이번 2017 서울모터쇼에서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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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erformance Hybrid Concept Car
제네바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서울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Mercedes-AMG GT Concept는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슈퍼 스포츠카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컨셉트카다. Mercedes-AMG GT
Concept는 V형 8기통 가솔린엔진과 고성능 전기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컨셉트를 적용했다. 이는 순수 전기 모드, 엔진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구동을 지원하는

F1 머신처럼 차가 운행하는 동안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충전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3초 이내에 주파함으로써 슈퍼카에 버금가는 최강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Mercedes-AMG GT Concept를 소개하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누가 친환경 차는
3초 이내의 제로백이 어렵다고 했나? Mercedes-AMG GT Concept는 친환경성을 갖춤과
동시에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하며 자동차 성능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A L L S TA R 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울모터쇼에
2개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총 35종의
모델을 선보였다.

Plug-in Hybrid
Mercedes-AMG GT Concept가 자동차의 미래 모습이라면
The New C 350 e와 The New GLC 350 e 4MATIC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고성능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프리미엄 미드 사이즈 세단 C-Class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he New C 350 e는 탁월한 효율성과
역동성을 발휘한다. 유럽 기준으로 1리터당 약 47.6킬로미터의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48그램에 불과하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5.9초 만에 주파한다. 베스트셀링 미드 사이즈 SUV GLC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he New GLC 350 e 4MATIC은
유럽 기준 32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리터당 약
38.5킬로미터의 뛰어난 연료 효율성, 킬로미터당 60그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랑한다. 두 모델 모두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43

MOMENTS

Completion of E-Class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모터쇼에서 4가지 E-Class 신모델을
공개하며 E-Class 패밀리 라인업을 완성했다. 가장 먼저 4인승
오픈탑 모델인 The New E-Class Cabriolet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에어캡과 에어스카프 기능을 적용해 추운 계절에도 오픈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인승, 2도어 모델로 쿠페
특유의 비율과 뚜렷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The New
E-Class Coupé에는 E-Class 기존 라인업과 동일하게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를 탑재했으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결합해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고성능 모델인
The New Mercedes-AMG E 63 S 4MATIC+는 MercedesAMG만의 강렬하고 다이내믹한 디자인과 독보적인 성능으로
고성능 세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이다. 새롭게 개발 적용한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은 최대
450kW(612마력)를 발휘하며 E-Class의 70여 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단 3.4초 만에 주파하는데
이는 동급 세그먼트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더불어 E-Class
라인업에 최초로 추가된 The New Mercedes-AMG E 43
4MATIC은 3.0리터 V6 바이터보 엔진에 295kW(401마력)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4.6초 만에 주파,
스포티한 드라이빙 성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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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 me connect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완벽하게
현지화된 LTE 기반의 프리미엄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Mercedes
me connect)를 공개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를 통해 한 차원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더욱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선 기능의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Remote Parking Assist) 기능과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 프로그램인
지오펜싱(Geo Fencing), 그리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차량 연비 및 상태 점검이
가능한 메르세데스 미 포털(Mercedes me Portal)을 소개했다.

Motor Sports Technology
The New Mercedes-AMG GT R도 화제의 중심이었다.
AMG GT R에서만 선보이는 새로운 컬러 ‘AMG 그린 헬
마그노’(AMG Green Hell Magno)는 세계적인 난코스로
유명한 독일 남부의 자동차 경주 코스 뉘르부르크링의
전설적인 노스 루프(North Loop)의 별명인 ‘그린 헬’(Green
Hell)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585마력의 AMG 4.0리터
V형 8기통 바이터보 엔진, 정교하게 개발된 서스펜션,
인텔리전트한 경량화 구조를 자랑하는 프런트-미드 엔진
컨셉트는 한층 더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3.6초, 최고속도는 시속 318킬로미터에 달한다. The New
Mercedes-AMG GT R 소개를 맡은 마틴 슐즈 세일즈마케팅
부사장은 “AMG가 막강한 모터스포츠를 양산 차에 적용한
것은 The New Mercedes-AMG GT R이 처음”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레이싱 트랙의 성능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재현된다”고 전했다.

AMG 50 Years
메르세데스-벤츠는 고성능 브랜드인
Mercedes-AMG 50주년을 기념하여 2017
서울모터쇼 전시장에 Mercedes-AMG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했다. 레이싱 트랙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꾸민 AMG 전시관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 The New Mercedes-AMG E 63
S 4MATIC+를 포함해 다양한 Mercedes-AMG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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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Y ELEGANCE
THE NEW MERCEDES- AMG
C 63 CABRIOLET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C-Class 패밀리에 강력한 퍼포먼스의 4인승 오픈탑 모델인
The New Mercedes-AMG C 63 Cabriolet를 새롭게 추가했다. The New Mercedes-AMG
C 63 Cabriolet는 Mercedes-AMG의 스포티한 퍼포먼스와 카브리올레가 제공하는 감성이
잘 어우러진 고성능 모델이다. 신형 4.0리터 V8 가솔린 바이터보 엔진이 제공하는
476마력의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소프트 탑을 열고 즐길 수 있다.
부가세 포함 1억2,700만 원.

Expand Mobilekids Program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17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4,2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 및 스쿨존 안전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며,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4월 한 달간 운전자 대상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도 펼쳤다.
HT TP ://MOBILE K ID S .K R

Mercedes-Benz
Brand Ambassador 2017
올해의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버서더로 골프
스타 박인비 프로, 유소연 프로, 백규정 프로가
선정되어 메르세데스-벤츠 삼성 전시장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The Best’를 각자의 영역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실천하고 있는 인물들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있다. 박인비 프로,
유소연 프로, 백규정 프로는 앞으로 1년 동안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타 로고가
부착된 경기복을 착용하고 출전하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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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etwork
전주 전시장 확장 오픈

ADD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226-8000

창원 전시장 신규 오픈

ADD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창원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TEL 055-280-8300

ADD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281-8300

인증중고차 창원 전시장 확장 이전
ADD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265-1006

Stars in Us
2016 Mercedes-Benz
Dealer Awards
전주 전시장

인증중고차 창원 전시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딜러 어워즈를 통해
한 해 동안 세일즈 및 서비스 각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딜러십과 딜러 임직원을 시상하고 있다.
2016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딜러십’ 1위의 영예는
제주 딜러십에 돌아갔고, ‘최고의 세일즈 컨설턴트’에는
해운대 전시장 남영석, 해운대 전시장 조찬제, 강남
전시장 류양상 세일즈 컨설턴트가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최고의 테크니션 팀’에 진주 서비스센터,
‘최고의 사고 수리 팀’에는 이현 서비스센터가
선정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기도 한 이번 행사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패밀리 페스티벌’을 함께 마련해 결속을 다졌다.

Better Service Plan
WARRANTY PLUS

P R E M I U M C O M PA C T R O A D S T E R
THE NEW SLC 2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보증 서비스 연장 상품인
‘워런티 플러스’를 출시한다. 워런티 플러스는 신차
구매 후 3년/10만 킬로미터(선도래 기준) 이내에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 Integrated Service Package)’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보증 서비스의 기한을 4년/12만
킬로미터(선도래 기준)에서 5년/14만 킬로미터(선도래
기준)까지 연장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이에 따라 구매
고객들은 최대 추가 2년 혹은 추가 4만 킬로미터까지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품 및 공임 비용 추가 없이 보증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연장된 보증 기한은
차량 매매 또는 승계 시에도 양도가 가능하다. 문의는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혁신적인 오픈탑 드라이빙 기술로 최적의 오픈 에어링을 제공하는 The New SLC 200을
새롭게 출시한다. 내외부에 AMG 라인을 기본 적용해 더욱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2.0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를 기본 탑재해 최고출력 184마력(5,500rpm), 최대토크 30.6kg·m(1,2004,000rp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를 6.9초 만에 주파하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더불어 20초
만에 지붕이 열리고 닫히는 배리오-루프와 헤드레스트에서 따뜻한 바람을 제공하는 에어스카프(AIRSCARF ®) 등의
혁신적인 오픈탑 기술을 적용해 사계절 안락하고 매력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부가세 포함 6,300만 원.

47

MOMENTS

Join the Best Value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만이 안다.
올 한 해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세 명의 새로운 앰버서더
박인비, 유소연, 백규정 선수와
함께한 2017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버서더 조인식.
글 이시우

메

르세데스-벤츠를 이루는 주요 가치

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을 포함해, 7개 대회

중 하나는 고객과의 소통이다. 그동

에서 모두 10위 안에 드는 안정적인 실력으로 4월 현

안 메르세데스–벤츠는 ‘The Best’

재 상금 랭킹 1위에 오른 바 있다. 역시 이번에 처음으

를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

로 앰버서더로 선정된 백규정 선수는 2014년 프로에

한 분야에서 각자 끊임없는 열정과

데뷔하자마자 LPGA 1승을 포함해 시즌 4승을 거두

도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을

며 KLPGA 신인왕에 오른 슈퍼루키로 올해는 2년 만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해 고객과의 소통에 힘써왔

에 LPGA에서 다시 KLPGA로 복귀하며 국내 팬들의

다. 3월 10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메르세데스–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벤츠 브랜드 앰버서더 조인식이 열렸다. 그 주인공은

선수의 개별 인터뷰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박인비,

다름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 골퍼인 박인비

유소연, 백규정 선수는 “세계 최고 브랜드의 앰버서더

선수를 비롯한 유소연, 백규정 선수다.

로 임명돼 자랑스럽고 영광이다”라는 소감을 전했으

앰버서더의 변화는 인원뿐 아니라 그 커리어 면에서

며, 마치 자매처럼 돈독한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팀워

도 지난 1기보다 더욱 화려해졌다. 우선 박인비 선수

크를 기대하게 했다. 또 이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

는 2007년 LPGA에 데뷔한 이래 LPGA 총 18번 우

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이

승과 LPGA 명예의 전당 최연소 입성 그리고 지난해

어진 간담회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앰버서더로서

에는 리우 올림픽에 국가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

자부심을 갖고 올 한 해 메르세데스–벤츠를 마음껏

득하며 세계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기록

즐기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다. 그녀는 지난

박인비, 유소연, 백규정 선수는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

해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동하는 1년간 메르세데스–벤츠의 세꼭지별 엠블럼

에도 다시금 앰버서더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올

이 부착된 경기복을 착용하고 투어에 나서며, 향후 메

해 처음 앰버서더가 된 유소연 선수는 2012년 LPGA

르세데스–벤츠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에 데뷔해 신인상을 받은 뒤 LPGA 3승을 포함해 국

참여하게 된다.

내외 통산 13승을 기록한 전통의 강자다. 올해 메이
48

Brand Ambassador Interview

“올해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박 인비 선 수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세계 1위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동기
부여가 됐어요.
향후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선수로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겠죠. 제가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
국내 팬과 만날 기회가 적은데, SNS를
통해 팬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를 알릴
생각이에요.
팬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인가요?
그동안 골프 기사로만 접했지 사람
유소연은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았을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로 영광스러워요”
백규정 선수

지난해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 앰버서더가
되고 나서 좋은 일이 계속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큰일을 함께한 파트너라서
그런지 더욱 뜻깊었는데 올해에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지난 한 해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 날
제주도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이벤트를
치른 적이 있어요. 올림픽 우승을 하자마자
팬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제 인생의
정점을 함께했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요.
메르세데스–벤츠의 앰버서더로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수많은 차를 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최고 브랜드의
앰버서더라는 자부심이 실제 경기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올 초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또
하나의 우승컵을 획득하셨는데요. 부상 후
복귀해 두 경기 만에 얻은 수확이라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우승이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몸 상태가 빨리
회복되어 다행이었죠.
수많은 골프 팬들이 박인비 프로의 퍼팅을
보며 피나는 연습을 거듭할 텐데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퍼팅은 잘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퍼팅은 기술보다 정신력이에요.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들어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은 언젠가는

텐데요. 필드에서 만나게 된다면 팬들에게
골프 노하우나 제가 아는 뷰티 팁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가장 선호하는 차종과 운전 스타일이
궁금해요.
저는 스포티한 운전을 꽤 즐기는 편이에요.
LA에서 운전할 때 가끔 속도를 즐기곤
했죠. 스포츠카에도 관심이 많고요.
평소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건강식을 요리하는 걸 즐겨요.
또 몸 관리에도 관심이 많아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산소운동을 하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기분도 전환되는 것
같아 좋아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골프는 물론 발레,
피아노까지 정말 다재다능하신데요.

골프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피아노는 4살, 바이올린은 5살, 플루트는
6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실망하셨을 정도예요. 아마 음악가가 됐을
거예요.
골프 외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음식과 와인이요. 나파밸리 레드 와인을
특히 좋아해요. 박인비 선수와 워낙 친한
사이라서 종종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수다 떠는 시간이 제겐 가장 큰
행복이죠.
나에게 메르세데스–벤츠란?
항상 내 목표(세계 1위)까지 함께할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우상인 박인비 선수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임명된 후
눈부신 활약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며
참 부러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로 영광스러워요.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메르세데스–벤츠를
어떻게 알릴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골프 애호가 중에 메르세데스–벤츠 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생각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중 가장 기대하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GLE 쿠페요. 지난해 ING 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2016에서 처음 접했는데, 부드러움과
스포티함이 공존하는 느낌이어서
반했습니다.
3년 만의 KLPGA 복귀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투어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합니다.
2년 동안의 LPGA 경험이 제게 큰 자산이
됐어요. 컨디션 관리나 연습량 등 여러
면에서 성장한 만큼 올해 KL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대회 현장에서 보면 특히 선배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리고 백 선수가
보기에 박인비, 유소연 선수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음, 글쎄요. 우선 제가 솔직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언니들이 좋아하는 것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나만의 리프레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반려견 리오와 산책과 등산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해요. 같이 메르세데스–벤츠를
타고 드라이빙도 즐기고요.
2년 차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후배
앰버서더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선 최고 브랜드와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또 자신을 통해
브랜드가 더욱 좋은 이미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세 명이니까 지난해보다 더욱 큰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나에게 메르세데스–벤츠란?
나의 베스트 순간을 함께한 베스트
파트너죠.

“항상 내 목표까지
함께할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유소연 선수

같아요. 박인비 선수는 필드 위에서는
냉철한데 평소에는 편한 동네 언니 같은
반전 매력이 있어요. 또 유소연 선수는
경기 때는 무척 꼼꼼하지만 평소엔 굉장히
부드럽고 동생을 잘 챙겨주는 자상한
성격이고요.
골프 외에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 겨울에는 발레를 배웠고 자전거 타는
것도 참 좋아해요. 킥복싱에도 관심이
많은데 아직 배워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제 꿈이 세계 4대 강 종주인데 언젠가 꼭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메르세데스–벤츠란?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위한 파워 엔진?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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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YOU MORE,
WARRANTY PLUS
보증 기간이 끝나는 것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증 기간 연장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안심하고
경제적으로 차의 가치를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

요

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지난 몇 년
새 메르세데스-벤츠 차들이 부쩍
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5
만 6,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찾은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메르세데스벤츠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

그러나 ISP 보증 기간 이후의 차량 관리와 수리 비용

의 보증 기간이 끝나는 차도 늘고 있다. ISP는 메르세

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는 보증 기간

데스-벤츠 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한 새 차를 등

만료를 앞둔 대다수 메르세데스-벤츠 소유자들이 느

록한 뒤 3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보증 수리를

끼는 부담일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와

포함한 무상 일반 수리를 2년까지는 거리 무제한, 3

같은 부담을 덜도록 ISP 보증 기간 이후에도 경제적

년 차에는 10만 킬로미터까지 범퍼 투 범퍼(Bumper

으로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보증 연장 상품인 ‘워런티

To Bumper)의 범위로 제공하는 무상 보증 수리 서비

플러스(Warranty Plus)’를 내놓았다.

스다. 이 기간 내에는 정기점검과 소모품 교환은 물론

올 4월에 처음 선보인 워런티 플러스는 간단히 말하

일반 수리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소유자 입장에

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장 수리에 관한 보증 기간을

서는 무척 편리하고 마음이 놓인다.

연장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컴팩트 패키지나 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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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패키지 등 정기점검과 소모성 부품 교환 상품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한 고객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

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밖에 있는 일반적인 고장, 즉 전

지 않는다. 내장재 변형이나 소모성 부품은 보증 범위

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에 관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

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밖에 자동차의 전기적인 부분

는 것이 바로 워런티 플러스다. ISP 보증 기간은 기본

3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워런
티 플러스를 구매하면 4년 또는 12만 킬로미터나 5
년 또는 14만 킬로미터 중 선택해 일반 수리 보증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음 놓고 메르세데스-벤츠를
주행할 수 있는 기간이 ISP 만료 뒤에도 1년/2만 킬
로미터 또는 2년/4만 킬로미터만큼 더 길어지는 것
이다.
워런티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상품 구매 비용을 한
번만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부담 없이 보증 수리

“워런티 플러스는
간단히 말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장 수리에 관한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과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장은 연장된 기간 이
내에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이 작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다른 것은 아
니다. 모든 서비스는 숙련된 인증 테크니션이 순정부
품을 사용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작업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순정부품은 교환 시점으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부
품 보증이 제공되므로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또한 해
당 상품을 구매한 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메르
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리에

똑같은 조건으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쓰이는 부품 값과 공임은 환율 변화나 물가 상승률을

더욱 매력적인 점은 워런티 플러스 상품이 적용되는

반영해 오르기 마련인데 각종 비용 상승과 관계없이

차량은 매매나 승계 등 특정 사유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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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된 뒤에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의무
가 함께 양도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서비스 상품은
소유자가 바뀌면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기 마

워런티 플러스 상품별 가격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4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선도래 기준)

련인데 워런티 플러스는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보증
기간이 유지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는 보증 기간 내
에 차를 매매하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연장된 보증 혜택을
누리므로 수리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할 수 있다.
워런티 플러스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네트워크라
면 전국 어느 곳의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굳이 새 차를 출고한 전시장이나 딜
러사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편리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단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에서

기존 차량
보유 고객

신차
구입 고객

C - Class

169만 원

155만 원

E-Class

247만 원

S-Class

356만 원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주행거리14만 킬로미터 (선도래 기준)
기존 차량
보유 고객

신차
구입 고객

C-Class

263만 원

240만 원

225만 원

E-Class

355만 원

325만 원

326만 원

S-Class

597만 원

544만 원

* 메르세데스-벤츠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 패키지는 3년/10만 킬로미터(선도래 기준)까지 소모품
교환 및 보증 서비스를 보장하며, 이후 워런티 플러스 상품 구매를 통해 통합 서비스 패키지의 보증 서비스 기간을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2만 킬로미터 혹은 4만 킬로미터까지 추가 가능
**A-Class/B-Class/CLA/GLA/Mercedes-AMG 차량의 경우 추후 출시 예정

판매한 차량에 한하며, 새 차 구매 시점으로부터 ISP
보증 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고 이력이

Q 워런티 플러스는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

있는 차는 상품 구매가 안 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네트워크라면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 새 차를
출고한 딜러사나 전시장에서 구매해도 되고, 공식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라면
다른 딜러사나 전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마친 것으로 확인
된 차는 구매할 수 있다. 신차 구매 시 또는 최초 등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하면 10
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다. 특히, 5월 24일부터 7월 18
일까지 진행되는 ‘2017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 기
간 동안 워런티 플러스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 전원에
게 약 12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상품
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시간이 흐르면 보증 수리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자동
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보증 기
간 만료의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을 합리적
인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높은 가치를 유지하며 오래도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

Q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한 딜러사의 서비스센터에서만 관련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한 서비스센터는 물론 전국의 모든 공식
서비스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한 뒤 대전이나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도 보증 수리가 가능하다.
Q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워런티 플러스는 고장 및 수리 등의 보증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이다.

ISP에는 정기점검, 소모품 교환 등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워런티 플러스는
ISP 서비스 제공 범위 중에서도 일반 수리에 관한 부분만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소모품 교환, 정기점검, 픽업&딜리버리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모품 교환 서비스 기간의 연장은 컴팩트 패키지 또는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를 구매하면 가능하다.

는 달콤한 제안이 바로 워런티 플러스다.
Q 워런티 플러스가 적용되는 부품이나 공임에 제한이 있나?
워런티 플러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일반 보증 서비스와 동일한 순정부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순정부품의 경우
교환 시점으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부품 보증을 받는다.

Q 현재 워런티 플러스 4년/12만 킬로미터(선도래 기준) 상품을 사용 중이다.
나중에 5년/14만 킬로미터(선도래 기준)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나?
가입 후 다른 상품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Q 워런티 플러스에 관해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
가까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또는 서비스센터에 문의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080-001-188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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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CHOICE
FOR OUTSTANDING SAFETY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비티의 발전으로 자동차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올바른 진단과 정확한 수리가 뒷받침되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사고 수리를 맡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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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자동차와 관련해 뉴스에 자주 등
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자율주행이
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
도, 머지않아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
아 자동차 스스로 사람이 원하는 곳
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
지만 자율주행의 편리함을 어느 정도 경험해볼 기술
은 최신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현재 판매되는 차
에서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야기에는 대개 편리성
이 강조되어 실제로 구현된 기술이 대부분 안전한 주
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곧잘 잊히곤 한다.

높은 수리 품질을 위한 최고의 장비와 공정

교통사고 중 상당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주의

공식 서비스센터만큼 메르세데스-벤츠를 잘 아는 곳

산만, 건강 문제 등 이른바 휴먼 에러(human error)

은 없다. 모든 작업이 철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은 편리성뿐 아

루어지고, 진단 장비와 순정부품을 이용하므로 일반

니라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있

적인 점검과 정비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최근 자동차

선택이다. 사고 수리도 마찬가지다. 일반 수리와는 달

산업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즉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한 자동차의 기능 향

리 사고 수리 때에는 공식 서비스센터만 보유한 장비
를 사용하거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한 작업

상과 맞물리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을 거쳐야 완벽하게 수리되는 것들이 있다. 수리 과정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여러 안전 기술이 아무리 뛰

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규정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

어나더라도 사고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자동차

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 부실

에 쓰이는 기술뿐 아니라 교통 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한 수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발전해야 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모든 시스템이 자

되기도 한다.

리를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이

최신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체는 초고장력 강판부터

다. 설령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언

알루미늄 같은 특수 소재에 이르는 다양한 소재로 이

제, 어딘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

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고로 파손된 차체를 복원하려

래서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뒤의

면 파손된 부분의 소재에 따라서 알맞은 판금 장비와

처리 과정도 중요하다.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정비업체의 경우

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이고 그

특수 소재에 맞는 장비와 공구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수리다. 일단 사고가

가 많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리하는 곳도 있

나면 사람의 상태에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 사고 차량

다.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확한 규격과 절

에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만족스럽지 않은 상

차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찌그러진 차체가 말끔히 펴

태로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

지지 않아 판금 후 도장을 하더라도 최상의 품질을 이

다. 수리 후 계속 타고 다닐 차라면 차의 가치는 물론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전성을 고려해 최상의 상태로 수리하는 것이 바람

공식 서비스센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하므로 운전자나 소유자는 항상 올바른 과정을 거

여러 종류의 전용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쳐 꼼꼼하게 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신경 써야 한다. 메

것으로 ‘셀레트(Celette)’를 들 수 있다. 셀레트 작업

르세데스-벤츠 소유자에게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은 메르세데스-벤츠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전용 지

있는 사고 수리 방법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것

그를 이용해 외형은 물론 차체 강도와 내구성까지 사

이다.

고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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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리 보험협업 프로그램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는 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을
대부분 보험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때 보험사에
서는 사고 처리 편의와 수리 비용 등을 우선 고려해
일반 정비업체로 차량을 입고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
약 그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 정비업
체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잘못된 수리 방법으로 인하
여 재수리비용이 발생하거나 2차 사고 발생시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1년부터 삼성화재와 제휴하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사고 수리 차량 입고 시 협의에 따
라 할인된 부품 및 공임 가격을 지원하는 사고 수리 보
험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출
시 후 고객들의 큰 호응이 이어져 현재는 동부화재, 삼
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사정 등 주요
보험사 다섯 곳으로 제휴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정확하고 투명한 사고 수
리 견적을 통해 안전한 사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입차 업계 최초로 사고 수리 공인 견적 시스
템 ‘아우다텍스(Audatex)’를 도입했다. 아우다텍스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공식
셀레트를 이용해 복원된 차체는 도장부로 전달되어

적으로 발표하는 부품별 작업 시간 매뉴얼을 기준으

외관 도장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도, 중도, 상도 3가지

로 정비업체의 공임을 데이터화해 객관적이고 투명

공정으로 작업되는 도장 공정은 까다로운 메르세데

하게 견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정비

스-벤츠 독일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증받은 장

업체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견적 산출에 투명성이

비와 페인트만을 사용한다.

보장되면서 보험사의 여러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특히 하도와 중도 작업은 건물로 치면 기초 공사에 해

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하는 것으로 외부 정비업체에서는 생략하거나 소
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식 방지를 위해 프
라이머를 바르는 것은 필수 공정임에도 종종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곤 한다. 이 공정을 소홀히 하면
우선 철판의 녹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 뒤에도 페인트의 부착성이 나빠져 상도 도장
품질에도 악영향을 준다. 작업 직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철판이 부식되거나 칠
이 들뜨는 등 금세 차이가 나타난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는
완벽한 수리를 위해
독일 본사에서 승인한
장비와 공구를
구비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량을 수리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맡길 수 있
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사고 수리가 이루어지므
로 사고 이후에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수리된 차로 안
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는 공식 사고 수리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고 수리 감사와
테크니션 교육을 실시해 사고 차량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다.
사람이 다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작은 상처만 생각하

이러한 기초 공정은 차량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

고 소홀히 했다가는 큰 병으로 번지기 쉽다. 병원을

기 때문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찾아 정확하게 검사와 진단을 받고 원인부터 철저하

이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또한 메르세데

게 치료해야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 자동차도

스-벤츠 코리아는 완벽한 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찬가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기 전에

‘사고수리 인증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메르세데

사고로 파손된 차는 공식 서비스센터에게 맡기는 것

스-벤츠 독일 본사에서 승인한 장비와 공구를 구비하

이 가장 좋다. 메르세데스-벤츠를 가장 잘 아는 전문

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는지 정기적으

가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알맞은 방법과 장비,

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고 수리 품질을 항상 높은 수

부품을 이용해 최상의 상태로 수리하기 때문이다. 사

준으로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고가 난 뒤에도 사고 전처럼 안전한 메르세데스-벤츠

높이기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노력을 잘 보

를 안심하고 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역시 메르세데

여준다.

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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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The best of
design, art
and indulgence

A DREAMLIKE
EXPERIENCE
<Welcome to Farewell: A Blind Man’s
Poem>은 스펙터 베를린(Specter Berlin)

문구와 헬 예스(Hell Yes)의 미니멀리즘 음악이 이
7분짜리 예술 영화와 함께하는데, 그 결과 마치

감독의 새 영화다. 초현실적이고, 특별하며,
도발적인 이 영화는 주인공이 떠나는 탐험 여행을
보여주는데, 그는 품위 있고 우아한 흑백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화면과
좌우로 흔들리는 골반, 강렬하게 유혹적인
눈빛이 나왔다가 갑자기 거실에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난다. 상당히 난해하고 때때로
관객을 압도하는 영화다. 베를린 감독은 이
같은 과부하가 영화를 관람하는 이들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 설명한다.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변한다”고 전한다. 요하네스
핀케(Johannes Finke)의 어두운 시에서 발췌된

마법처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면적이고
매혹적인 작품이 탄생했다.
The New S-Class Cabriolet 또한 여기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나타나엘 시얀타는
“이 영화의 콘텐츠 디자인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에이전시인 버츄(Virtue)와 베를린 감독이
맡았다. 우린 그저 이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창작의 자유가 영화의 다면적 영상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는 <바이스 매거진(Vice
Magazine)>의 어뮤즈(Amuse)를 통해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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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SE - I - D.VICE .C OM/DE ( VIDE O S)

LOW-KEY ELEGANCE
벽에 매달린 사슴뿔 형태의 천연 나뭇가지에는 부엌에서 쓰는
칼을 수납할 수 있다. 카챠 부흐홀츠(Katja Buchholz)와 그녀의
팀이 디자인한 스툴과 테이블, 도마가 포함된 작품에는 이와
똑같은 순수주의와 온기가 배어 있다. 칼을 수납하는 나뭇가지
‘메세라스트(Messerast)’의 가격은 149.90유로다.
BUCHHOL ZBE R LIN.C OM

OLDIES BUT
GOODIES

THE WORLD’S MOST PREC I O U S C H O C O L AT E B A R

PHOTOS VICE MEDIA, BUCHHOLZ BERLIN, TOAKCHOCOLATE, TASCHEN VERLAG, ROKBLOK, MIRAMONTI HOTEL

정말 훌륭한 초콜릿은 우수한 와인이나
위스키같이 특별한 즐거움을 입안
가득 선사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초콜릿을 생산하는
토악(To’ak)의 신조다. 초콜릿바 한 개의
가격은 300유로.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미국인 제리 토스(Jerry Toth)는
젊은 시절 열대우림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에콰도르를 방문했다.
에콰도르에 머무는 동안 그는 버려진
코코아농장에 갔다. 그곳은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고급 카카오 종자
아리바(Arriba)가 자라는 단 하나뿐인
장소라고 한다. 농장 규모가 작아 제한된

양을 수확할 뿐이지만 카카오 콩의 향이
정말 굉장해서 토스와 일행은 자신들이
유일무이한 카카오나무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일일이 번호가 매겨진 50그램 무게의
초콜릿바가 50년 된 코냑 통으로 만든
상자에서 18개월간 숙성된다. 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럭셔리하게 만들 가치가
있을까? 피에드라 데 플라타
(Piedra de Plata) 골짜기에서 수확한
카카오를 공급하는 농부 14명은
그렇다고 믿고 있다.

레코드판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레코드판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여행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좀 덜
거추장스러운 턴테이블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스피커와 레코드판의 홈을
따라 미끄러지는 바늘 하나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레코드판 플레이어 ‘록블록(RokBlok)’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외부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다.
핑크 도넛(Pink Donut)이라는 회사가 시작한 킥스타터
캠페인이 큰 성공을 거둬 최초의 록블록 제품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약 55유로.
R OK BLOK .C O

T OAKCHO C OL ATE .C OM

ELEGANT LIVING IN
SOUTH TYROL

ARTISTIC DINING
호사스럽고, 기발하고, 초현실적이다.
살바도르 달리의 <갈라 디너(Les Diners de Gala)> 요리책이
1973년 출판 이후 최초로 재발간됐다.
타셴(Taschen) 출판, 320쪽, 가격 49.99유로

메라노(Merano) 위 구불구불한 언덕 사이에 미라몬티
부티크 호텔(Miramonti Boutique Hotel)이 자리 잡고
있다. 이 4성 호텔은 평화와 고요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대부분 객실에서 에치탈(Etschtal)
계곡과 비질리오크(Vigiljoch) 산의 멋진 경치가
내다보이며, 벽면이 유리로 된 파노라마 레스토랑은
한눈에 펼쳐지는 시원한 전망과 더불어 실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이 레스토랑의 주방은 명성 높은 골트 & 밀라우
(Gault & Milau) 레스토랑 가이드로부터 2개의 토크와
15점을 받았으며, 트레비소 출신의 1973년생 마시모
제로멜(Massimo Geromel) 셰프는 지역적 특색을
지닌 요리로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 열정적이다.
객실 숙박비는 더블룸 1박에 182유로.
HO TE L - MIR AMONTI.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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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S AYS , S H E S AYS

HE SAYS,
SHE SAYS
다른 듯 비슷하다. 디저트와 패션은 얼핏 서로 공통점이 없는 분야 같지만 그 열정과 예술적
영감은 서로 닮았다. 30대로서 일뿐만 아니라 삶을 즐기는 데도 열정적인 유민주 파티시에와
고태용 디자이너가 이야기하는 나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The New GLC Coupé.
글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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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재철

그녀의 달콤한 인생,
글래머러스 펭귄 유민주 대표
파티시에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 기쁨을 안겨주
는 직업이다. 유민주 파티시에는 2012 년 9 월 서
울 용산구 한남동에 디저트 카페 ‘글래머러스 펭귄
(Glamorous Penguin )’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해

MBC 예능 프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전
국구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본명보다 당시 얻은

i
유민주
직업 글래머러스 펭귄 대표이자
파티시에

‘델리민주’, ‘염소 누나’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운전 스타일 즐기지는 않지만
주로 업무용 드라이빙

4월의 어느 봄날, 유민주와 백옥처럼 하얀 The New
GLC Coupé가 만났다. 이들의 만남은 봄날처럼 산뜻

즐겨 가는 곳 압구정 CGV
템퍼시네마, 모국정서

했다. 커다란 파노라마 선루프 사이로 보이는 그녀는

TV에서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 우리
는 그녀의 공방에 앉아 일과 삶 그리고 The New GLC
Coupé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래머러스 펭귄의 오픈 5주년을 축하합니다. 글래

낌이 참 좋았어요. 차가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이랄까.

머러스 펭귄 하면 북미 스타일의 풍성한 아메리칸 디

또 운전대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안정

저트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감이 있고 승차감도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 사장이에요.

염소 누나의 운전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평소

기본적으로 사치의 음식이지만 디저트를 먹는 이유

에 드라이빙을 즐기시나요?

는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분위기와 향, 모양

운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많이 탔는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행복감을 얻을 수 있죠. 그런

데 요즘엔 행사나 배달할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운전을 많이 하고 있죠. 생계형 운전인 셈이죠.

그동안 <마이 리틀 텔레비전>, <오늘 뭐 먹지?> 등

평소 미술품 수집을 한다고 들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파티시에를 친근하게

작가나 최근에 관심을 갖는 작가가 있는지 궁금해요.

느끼게끔 하셨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개인 방송도 한
호기심이 많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유행에

저는 주로 동시대 일러스트 작가 줄리앙 오피(Julian
Opie)처럼 역동적이면서도 선 굵은 작품을 좋아해
요. 장 줄리앙(Jean Jullien)의 포스터를 예전부터 모

대한 촉이 빠른 편이에요. 유튜브는 우리만의 브랜드

으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인 솔

스토리를 만들고 고객들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3년

리다드 브라비(Soledad Bravi)의 작품도 좋아해요.

전부터 시작했어요. 디저트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

또 홍대에서 어렵게 순수미술 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다고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콘텐츠를 선보이나요?

잖아요. 호텔 수준의 빵이나 아메리칸 홈메이드 디저

후원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사 모으고 있어요.

트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게끔 조리법을 공개하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 세 가지는?

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틈틈이 다

색을 좋아해서 평소에 팬톤 컬러북을 자주 봐요. 파티

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델리민주’ 유민주 파티시에가 탄 차에는 달콤한 디저
트가 한가득 들어 있을 줄 알았어요. The New GLC

Coupé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우선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트렁크가 넓어서 참 좋았
어요. 예전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제 직업과 비교하
면 너무 사치스럽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크기도 적당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운
전하기도 편하고요. 그동안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는

“The New GLC Coupé는
생크림케이크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디저트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예쁘고 좀처럼 질리지
않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더욱 좋아하고요.”

시에는 색에 민감해야 하거든요. 미술 작품과 밝은 영
화에서도 좋은 영감을 받고요.
평소 즐겨 찾거나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압구정 CGV에 있는 템퍼시네마를 좋아해요. 요즘 잠
이 부족해서 영화 보다가 피곤하면 자기도 하죠. 신사
동 가로수길에 있는 일식 요릿집인 모국정서는 퇴근
후 혼자 들러 사케 한잔 하기 좋은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민주에게 메르세데스-벤츠란?
메르세데스-벤츠를 생각하면 가족 같다는 생각이 제

데 The New GLC Coupé는 꼭 갖고 싶은 차예요.

일 먼저 떠올라요. 사실 부모님이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GLC Coupé를 운전해보니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차의 오너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번에 The New GLC
Coupé를 타보니 역시 부모님 말씀은 늘 옳다는 걸 깨

우선 좌석에 앉았을 때 벨트가 몸을 살짝 감아주는 느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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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너머의 삶을 찾아,
비욘드 클로젯 고태용 대표

펫’이라는 반려동물 캠페인도 할 생각이고요.

디자이너 고태용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디자이

디올 옴므와 생 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

고태용이 가장 흠모하는 디자이너는 누구인가요?

너 중 한 명이다. 그는 약 10년 전 ‘옷장을 넘어서’란

던 에디 슬리먼(Hedi Slimane)을 좋아합니다. 스키

뜻의 ‘비욘드 클로젯(Beyond Closet)’을 설립했다.

니 룩을 창시한 장본인이자 시대를 변화시키는 파격

2008년 서울컬렉션에 최연소로 데뷔한 이후 세계 4
대 패션위크로 불리는 뉴욕 패션위크에 총 5회 참가

의 조카이자 디자이너인 그레그 로렌(Greg Lauren)

를 비롯해 한국패션브랜드대상 신인 디자이너, 지식
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등 10년 동안 그는 쉼 없이 달
려왔다. 그러나 스물여덟의 고태용과 서른일곱의 고
태용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옷을 만든
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그는 아메리칸 클래식에 대한
로망이 있으며, 연령이나 재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
이 평등하게 입는 옷을 추구한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The New GLC Coupé 역시 스타일은 달라도 메르세
데스-벤츠의 기본에 충실한 차다.

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최근에는 랄프 로렌

“메르세데스-벤츠는
세상에서 가장 쿨한
브랜드죠. 굳이 광고나
마케팅이 필요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언제나 1등이었으니까요.”

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그가 예전에 ‘하이 패션이란 비
싼 옷이 아니라 많이 마주치지 않는 옷’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제게 신선한 영감을 줬죠.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영감
을 얻었나요?
얼마 전 이 일을 시작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
일 넘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프랑스 칸과 니스 등 남
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아르마니 매장 안에
카페가 있는 걸 보고 이제 패션이란 옷뿐만 아니라 문
화도 함께 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열린 ‘헤라서울패션위크 2017’에서 브랜드

평소에 즐겨 찾거나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곳인가

론칭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런웨이를 선보였는데

요?

이를 통해 특히 어떤 점을 보여주고 싶었나요?

저는 주로 식당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우선 카페 그

이번에는 무엇보다 아메리칸 클래식과 프레피룩을

랑시엘은 매장 근처에 있기도 하고 토마토수프 맛이

중심으로 컬렉션을 진행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정말 일품이에요. 담백한 바게트를 좋아해서 아우어

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고태용

베이커리도 자주 가고요. 또 음악과 패션은 떼려야 뗄

과 비욘드 클로젯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싶었죠.
요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나요?
가장 최근에는 가수 윤계상 씨의 ‘미드나잇 시리얼’에
서 패키징과 시리얼 디자인을 했고요. 10월에는 제가
10년 동안 해온 디자인을 모아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
다. 또 10주년 기념으로 유명인들과 함께 ‘아이 러브

i
고태용
직업 비욘드 클로젯 대표이자 디자이너
운전 스타일 난폭하지 않지만 가끔은
거친 스포티한 드라이빙
즐겨 가는 곳 카페 그랑시엘,
아우어베이커리, 바라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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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 없는 관계잖아요. 좋은 음악이 듣고 싶을 땐 한남
동 바라붐에 종종 갑니다.
본인이 소유한 G-Class에 대한 애정이 인스타그램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이 차의 매력을 이야기한다면?

모델: The New GLC 250 d 4MATIC Coupé
엔진: 직렬 4기통
배기량: 2,143cc

에 처음으로 사용해봤는데 참 신기하면서도 흥미로
웠어요. 계기반과 센터페시아 디자인 역시 분할이나
배치를 잘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The New GLC Coupé를 보니 어떤 패션이 떠오르

저는 차를 볼 때 최우선으로 삼는 부분이 승차감보다

최고출력: 204hp/3,800rpm

디자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래전부터 지바겐은 제

최대토크: 51.0kg.m/1,600-1,800rpm

일과 여가 둘 다 놓치지 않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사람

드림카였죠. 2014년에 처음으로 G 350 d 모델을 구

트랜스미션: 9G-TRONIC

이요. 셔츠의 소매를 약간 걷고, 타이 없이 단추를 끝

나요? 이 차와 가장 잘 어울릴 스타일이 궁금하군요.

매한 뒤 만족감에 다시 2년 만인 2016년 지금의 메

까지 채우지 않는 스타일이랄까. 캐주얼과 드레스업

르세데스-AMG G 63을 샀어요. 제가 원래 싫증을 잘

이 절충된 패션이 이 차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는 성격이라 이전에는 차를 계속 바꿨는데, 지바겐

패션 디자이너로서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의 메르세

이 지닌 클래식한 멋과 정체성은 이상하게도 전혀 질

데스-벤츠 모델은 어떤 건가요?

리지 않더라고요.

메르세데스-AMG GT요. 보닛이 마치 상어처럼 길고

이번에 The New GLC Coupé를 본 첫인상은 어땠

복고적인 느낌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

어요? 기대를 충족시켰나요?

전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도 탔고, 지금 포르쉐

우선 지붕 뒤쪽 라인을 보고 메르세데스-AMG S 63

911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메르세데스-AMG GT는

카브리올레가 떠올랐어요. 부드러운 곡선이 정말 섹

그 둘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고성능 자동차의

시하고 매혹적이더라고요. 인테리어나 편의장치는

모습을 지녔으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이용하기에도

어떤 면에서 지금 소유한 메르세데스-AMG G 63보

손색이 없죠.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나더군요.

마지막으로, 고태용 디자이너에게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GLC Coup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쿨한 브랜드죠. 굳이 광고나 마케팅이

정숙성이요. 주행 중에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내부 공

필요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르세데

간도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넓고요. 터치패드는 이번

스-벤츠는 언제나 1등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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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NG
PIECE OF
SUV FAMILY
쿠페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SUV의 다재다능함과 높은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구현한 The New GLC Coupé는 메르세데스-벤츠 SUV 패밀리라는
퍼즐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빛나는 매력적인 차임에 틀림없다.
글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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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야흐로 SUV 전성시대다. 오랫동안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던 SUV는 이
제 많은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쉽게 떠올리는 차종이 되었다. 수요
가 늘면서 크기와 종류도 다양해진
덕분에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SUV 라인업을 꾸준히
키워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The GLA부터
가장 큰 The GL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성격
의 SUV를 차례로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는 가장 트
렌디한 모델인 The New GLC Coupé를 새롭게 선보
이며 SUV 패밀리를 완성했다.
2016년 3월에 열린 뉴욕 오토쇼를 통해 세상에 탄생
을 알린 The New GLC Coupé는 쿠페의 스타일리시

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SUV의 다재다능함

고급스럽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드라이브를 만끽

과 높은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구현한 차다. The

할 수 있다.

New GLC Coupé는 미드 사이즈 SUV인 The GLC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내에 판매되는 The New GLC
Coupé는 모든 라인업에 AMG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인다. 직렬 4기통 2.2리터 디젤엔진을 쓴 The New

크롬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
욱 강렬하게 발산한다. 일상은 도시에서 열심히 생활
하고, 휴일엔 드라이브와 여가를 즐기는 등 역동적인

국내 소비자에게는 두 종류의 디젤 모델을 먼저 선보

GLC 220 d 4MATIC Coupé와 The New GLC 250 d
4MATIC Coupé로, 각각 170마력, 204마력의 최고
출력과 40.8kg·m, 51.0kg·m의 최대토크를 낸다. 또
한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인 4MATIC이 모든 모델에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적용되어 날씨와 주행 조건에 상관없이 든든하고 편

매력을 고루 갖춘 셈이다.

안하게 달릴 수 있다. 무엇보다 탁월한 승차감과 스포
츠카의 민첩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서스펜

스타일리시한 역동성

션과 다이렉트 스티어 시스템은 평범한 SUV에서 경

The New GLC Coupé는 벨트 라인 윗부분만 본다면

험하기 어려운 운전의 재미를 선사한다.

처음부터 쿠페로 디자인된 듯 자연스럽고 균형감 있
는 스타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직으로 곧게 선 라

강력한 성능의 AMG 모델

디에이터 그릴은 AMG 모델을 연상케 하는 크롬 가로

서 시작해 곧게 뻗어 나가다가 지붕 아래에서 떨어지

2분기 중에 출시될 The New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는 더욱 특별한 모습과 감각으로
운전자를 AMG의 세계로 안내한다. 크롬 핀으로 장
식한 AMG 전용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용

는 라인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옆 유리 아랫부분에서

범퍼, 박력 있는 트윈 파이프가 뒤 범퍼 양쪽에 자리

는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The GLC보다 76밀리미터

잡은 배기 시스템은 Mercedes-AMG만의 강렬한 개

바와 세꼭지별 엠블럼이 돋보인다. 뒤로 갈수록 부드
러운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지붕 선, 사이드미러에

길어진 오버행은 쿠페 디자인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

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AMG

들 뿐 아니라 스타일 때문에 상쇄될 수 있는 적재 공간

모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을 위한 준비

을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500리터 크기의 적

도 탄탄하게 갖췄다. 최신 V6 3.0리터 바이터보 엔진

재 공간은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400리터까지 넓

은 최고출력 367마력, 최대토크 53.0kg·m의 동급 최

어져 SUV의 실용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The GLC
보다 38밀리미터 낮은 지붕과 더 비스듬히 누운 앞 유
리, 휠 아치를 감싸는 플라스틱 프로텍터는 옆모습에
당당함과 속도감을 더한다.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설
치되는 알루미늄 피니시 러닝 보드도 차체의 대담한
캐릭터 라인과 어우러져 SUV의 특성과 날렵한 이미
지의 조화를 돕는다.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가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섬세함이
어우러져 보는 이의 감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도어를 열면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이 눈앞에 펼쳐진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세련미

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또 AMG 모델에 어울리

를 뽐낸 The GLC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감각과 전통

는 스포티한 특성을 갖도록 손질한 9G-TRONIC 9단

적 가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섬세함이 어우러져 보

자동변속기와 AMG 퍼포먼스 4MATIC 시스템, AMG

는 이의 감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세 가지 색상

속도 감응형 스포츠 스티어링(AMG Speed-sensi-

과 다섯 단계의 밝기를 조합해 설정할 수 있는 앰비
언트 라이트, 하늘을 넓게 보여주는 슬라이딩 선루프

tive sports steering), 5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LECT) 등이 기

는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되어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

본 적용되어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스포티

한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차로서 인테리어에 운전자

한 주행 성능을 이끌어낸다.

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넓은 것은 The

메르세데스-벤츠 SUV 패밀리라는 퍼즐을 채우는 마

New GLC Coupé가 지닌 또 다른 매력이다. 모델에

지막 한 조각인 The New GLC Coupé는 퍼즐의 큰

따라 다양한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고 선택할 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빛나는 매력

있는 트림도 여러 종류가 마련된다. 또한 The New

적인 차임에 틀림없다.

GLC 250 d 4MATIC Coupé 이상 모델에는 스포티
한 이미지를 담은 AMG 인테리어가 기본 적용되어 더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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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ROUTE TO THE

FUTURE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들은 감각적인 형태와 깔끔한 표면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다임러 그룹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고든 바그너는 보다
먼 곳을 내다본다. 그가 추구하는 컨셉트인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다.
글 마 르 크 빌 레 펠 트 (MARC BIELE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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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DAIMLER AG

VISION WITH A SEA VIEW
300미터 길이의 요트 ‘메르세데스
(Mercedes)’는 바다 위 오아시스다. 밤에
은은한 빛을 발하는 크리스털 스카이돔은
낮에는 4개의 주갑판을 향해 햇빛을
반사한다. 자기파로 움직이는 이 요트가
거대한 고층 건물이 늘어선 만을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항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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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C AT H E D R A L O F L I G H T
오아시스 플라자(Oasis Plaza)의
인텔리전트 지붕은 거미줄의 구조를
본떠 설계했다. 초경량 투명 막이
신축성 있는 케이블을 팽팽히 가로질러
감싼다. 이 투명 막은 타워의 두 번째
외피 역할을 하며 바람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그야말로 천상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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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순수미는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화합하여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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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OOD HANDS
바그너가 직장 동료인 베라 슈미트
(Vera Schmidt), 실뱅 베네르트
(Sylvain Wehnert, 오른쪽)와 함께
F 015 컨셉트카 안에 앉아 있다.

INSPIRED

I N S P I R AT I O N

메르세데스-벤츠 AMG
Vision Gran Turismo의
디자인은 바다에서 유영하는
쥐가오리를 연상시킨다.

고든 바그너가 화강암
조각을 손에 들고 있다.
이 돌 조각에는 뾰족한
모서리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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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JONATHAN GLYNN-SMITH (3), DAIMLER AG

TA K I N G T H E L O N G V I E W
모든 새 디자인이 투영되는
‘파워월(Powerwall)’ 앞에 선 다임러의
디자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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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S OF STEEL
해협 위 다리가 마치 알바트로스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다. 이 건축물에는
각각 유리관으로 덮인 차로 10개가
있는데 미래의 차들은 그 안에서 경주를
벌인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거의 시속
5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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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들이
메르세데스-벤츠에서
편안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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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든 바그너(Gorden Wagener)가 소
파에 앉아 화강암 조각 하나를 살펴
보고 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작은
돌을 빙글빙글 돌리며 매만진다. 이
길쭉한 형태의 회색 돌 조각에는 모
서리와 모퉁이가 없다. 수백만 년

동안 비바람을 맞아 탄생한 지구 표면의 일부다. 본질
적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갖췄으며 속된 느낌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념도 없다. 부드럽고 손에 닿는 감촉이
좋은 이 돌은 명확성과 순수성의 완벽한 전형이다.

2008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을 총괄해온
고든 바그너는 이 돌을 ‘형태의 DNA(DNA of form)’
라고 부른다.

1968년에 태어난 다임러 그룹의 디자인 총괄에게 이
돌은 영감의 원천이자 그가 회사의 모든 브랜드와 제
품에 적용하고 있는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
라는 디자인 철학을 상징한다. 이와 함께 바그너는
럭셔리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모던 럭셔리’는, 자산

THE PIONEERS
진델핑겐의
어드밴스드 디자인
스튜디오(Advanced
Design Studio)에서
바그너(오른쪽)와 그의
팀이 미래를 그려낸다.

을 불려 자랑하기보다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
식을 시사한다. 영국의 디자인 비평가인 스테픈 베일
리(Stephen Bayley)는 “똑똑한 사람들은 무척 까다
롭습니다”라고 말한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로운 머릿속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 그가 이끄는

더 나은 것을 원하죠.” 더 높은 합목적성(purposeful-

팀의 작업실을 간접 경험하고, 관련 철학자들의 에세

ness)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읽고, 시대를 이끄는 창작 활동가들과 바그너가

자유와 공간, 평화, 숨 쉴 여유, 시간. 자동차는 점점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위한 디자인

더 개인의 휴식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똑똑하고, 자

초안을 만날 수 있다. 이동성(mobility)이 삶에 매끄럽

율적이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동차. 유려한 형태와

게 녹아드는 미래, 초고층 건물과 정원이 공존하는 미

기능으로 주변 환경과 맞부딪치지 않는 자동차.

래, 다리가 고속 유리 터널이 되는 미래, 드론이 마치

고든 바그너는 기술적·감성적 지성을 결합한 ‘감각적

새처럼 사람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미래 말이다.

순수미’의 디자인 철학을 자동차에만 한정 짓지 않는

몽상이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디자인이란 결

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와 그의 팀은 ‘우리가 맡은 과

국 환상적인 개념이다. 상상력 없이는 디자인계에서

제의 사회적 목표는 무엇일까?’, ‘도시의 미래는 어떤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바그너의 팀은 정기적으로 신

모습일까?’, ‘미래의 모바일 기술로 어떤 것들이 가능

경과학자, 선구적인 건축가, 디지털 유목민들과 상의

해질까?’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연구한다.

한다. 이들의 목표는 지식과 꿈 사이의 영역을 탐사하

새로운 기술과 도시계획, 건축학으로부터도 영향을

고, 가능함과 불가능함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고 문화

받는다. 고갈되어가는 자원의 책임감 있는 소비도 고

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려해야 하고,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이 같은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 교환의 성과는 메르

지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혁명이

세데스-벤츠 미래 세상(Mercedes -Benz Future

우리를 질식시키지 않고 해방시키려면 과연 어떤 방

World)의 꿈같은 전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쥐가오리

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점점 더 넘

처럼 물에서 솟아나오는 선착장, 생각으로 운전하는

쳐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알바트로스의 날개처럼 해협을 가로지르는

제타바이트와 요타바이트를 의미 있는 미래의 언어

지능형 다리가 여기 있다.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스크

로 어떻게 변환해야 하는지 말이다.

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바다 위 수천 미터 높이

부와 내부 세계 간의, 기술과 감성 간의 주요 접점이
되기 때문이다. <감각적 순수미-고든 바그너가 말
하는 디자인(Sensual Purity-Gorden Wagener on

Design)>이라는 책은 이 유명 디자이너의 대단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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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서 미래의 자동차와 세계가 구체화된다.
<감각적 순수미-고든 바그너가 말하는
디자인(Sensual Purity-Gorden Wagener on
Design)>은 콘데나스트 인터내셔널이 출판한
멋진 책이다. 160쪽, 49유로.

의 전망대도 보인다. 순수한 감각으로 물든, 현존하는
세상에 섞여드는 새로운 세상이다.
고든 바그너가 여전히 돌을 손에 쥐고 있다. 눈길을
끌면서도 평범한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하다. 모서리
와 모퉁이가 없다. 감각적이면서 순수하다.

PHOTO DAIMLER AG

진화의 과정에서 디자인은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외

MOMENTS

DON’T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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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T
S UMME R
NI GH T !

10 - 11 J U N E
U L T R A K O R E A 2 017

8 J U N E - 27 A U G
VO L E Z , VO GUE Z , VOYAGE Z

서울의 밤을 뜨겁게 달굴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가
올해도 어김없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최정상 뮤직 페스티벌인 울트라
코리아는 이번에도 100여 팀의 역대급 라인업과 확
달라진 4개의 스테이지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차 라인업으로 하드웰, 티에스토, 알레소,
니키 로메로, 마틴 솔베이그, 카슈미르 등이 공개됐다.
작년에 이어 울트라 코리아 2017에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총 180명에게
1인 2매의 티켓을 증정했다.

1854년부터 이어온 루이 비통

W W W.FACEBOOK .COM/MERCEDESBENZKORE A
INSTAGR AM.COM/MERCEDESBEN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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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의 여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전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 루이 비통>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6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열린다. 패션 전시의 대가인
큐레이터 올리비에 사이야르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전시에서 루이 비통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루이 비통을 대표하는 앤티크
트렁크부터, 메종 아카이브에 소장된 다양한
오브제와 문서, 파리 의상장식박물관 팔레

갈리에라의 소장품 및 개인 컬렉션들을 선보인다.
게다가 엄청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다.
W W W.LOUISV UIT T ON.C OM

2 3 J U N E - 19 J U LY
MADEMOISELLE PRIVE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샤넬이 창조한
영감의 원천과 근원을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마드모아젤 프리베>가 디뮤지엄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 런던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데 이어 서울에서
새롭게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칼 라거펠트가
재창조한 오트 쿠튀르, 샤넬 No.5 향수,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손수 디자인한 유일무이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주 드 디아망’의 리에디션 작품 등
마드모아젤 샤넬의 대표적인 창작물들을 만날 수
있다. 마드모아젤프리베 앱을 통해 예약하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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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THE MANSION

30 JUNE - 7 OCT
KARIM RASHID:
DESIGN YOUR SELF
세계 3대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카림 라시드의 아시아
첫 대규모 전시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6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다. 전시의 주제는
‘Design Your Self - 나를 디자인하라’. 카림 라시드가
직접 디자인한 전시장에는 뉴욕 스튜디오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스케치 원본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형물, 가구, 오브제, 미디어 작품까지
3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정신을 담은 강렬한 그래픽은 전시장 전체를 아우르며
카림 라시드가 꿈꾸는 세상을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W W W.K AR IMR A SHID2017.MOD O O. AT

한남동의 가장 힙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부티크 ‘더 멘션(The Mansion)’이 문을
열었다. 라페트에서 오랜 시간 선보여 온 플라워 데코를
비롯해 패션, 리빙, 가구를 더해 감각적인 쇼핑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스페이스다.
유럽과 미국의 편집숍 트렌드처럼 특정 브랜드 작품만
전시 판매하는 것을 지양하며,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고 선보이고 있다.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진
더 멘션의 1층은 독점 브랜드 쇼룸으로, 2층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용되며 여기에 조향 브랜드 꽁티 드 툴레아(Conte
de Tulear)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입점해 있다. 3층은
전시 공간으로 쓰인다. 세 컬렉션(Se-Collection),
드리아데(Driade)를 독점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외에
구비(Gubi), 칼 한센(Carl Hansen & Son) 등 다양한
브랜드의 가구를 만날 수 있다.

비롯해 100퍼센트 실크 퀼팅 이불 등 침구까지 직수입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보물 같은 장소가
될 듯하다.
ADD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3-1

ADD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7

TEA ROOM:
OLPRIMA
커피보다는 티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문을 열었다. 바로 한남동 리움미술관
앞에 위치한 프렌치 컨템포러리 컨셉트 카페 & 숍
올프리마(Olprima). 올프리마 카페에서는 프랑스의
마리아주프레르, 영국의 포트넘메이슨 등의 하이티
제품과 에이드, 주스, 그리고 디저트와 브런치까지 즐길
수 있다. 숍에서는 장루이 꼬께(JL Coquet) 식기를

PLACE:
OPEN LIBRARY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독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오픈 라이브러리’(가칭)가 5월
31일 문을 연다. 2개 층 약 2,800제곱미터 규모에
5만여 권의 책을 갖춘 열린 도서관으로 구성될
오픈 라이브러리는 13미터 높이의 대형 서가 3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독서는 물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선보이게 된다.
특히 해외 잡지를 비롯해 400여 종의 최신 잡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잡지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니
대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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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COLLECTION

남성 골프 폴로, 그래픽
땀과 수분 배출 및 냄새 방지에
용이한 기능성 원단으로 그래픽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 골프
폴로 티셔츠. 보스 그린
(BOSS Green) 컬래버레이션.

남성 골프 카트 백
블랙 컬러의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 골프 백으로
테일러메이드 (TaylorMade)
컬래버레이션.
B6 645 0105, 41만4,700원

사이즈 S-XXL, B6 695 8478-8482,
21만1,200원

유니섹스 선바이저, 화이트
안쪽의 메시 패널로 빠른 땀
흡수와 건조에 용이한 남녀
공용 선바이저.
B6 695 4302, 4만7,900원

남성 골프 폴로, 그린
시원한 그린 컬러에 블랙 컬러의 집업 스타일로
완성된 남성 골프 폴로 티셔츠. 보스 그린(BOSS
Green) 컬래버레이션.
사이즈 S-XXL, B6 695 8468-8472, 16만2,800원

NEW GOLF ITEMS
한층 더 세련된 스타일로 찾아온 메르세데스-벤츠 골프 아이템.

남성 골프 재킷, 블랙 앤 화이트
블랙과 화이트 컬러 블록의
스포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
골프 재킷. 보스 그린(BOSS Green)
컬래버레이션.
사이즈 S-XXL, B6 695 8463-8467,
40만7,000원

유니섹스 골프 캡, 화이트
퀵 드라이 소재의 남녀 공용 골프 캡으로
화이트 바탕에 깔끔한 블랙 컬러 스타 로고
자수가 돋보인다.
B6 695 4301, 5만9,900원

여성 골프 카트 백
화이트와 플럼 컬러의 매칭으로
산뜻하고 세련된 여성 골프 백.
테일러메이드(TaylorMade) 컬래버레이션.
B6 645 0079, 41만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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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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태블릿 PC 마운트
뒷좌석 탑승자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정을 위해.
애플과 삼성의 태블릿 PC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로 360° 회전이 가능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별도 판매되는 베이직 시트 캐리어와 세이프티 케이스 장착 필수.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은 공식 전시장 및 공식 서비스 센터,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공식 온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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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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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패키지 5%,
레스토랑 10% 할인

MONTHLY EXCLUSIVE
BENEFIT

DESIGN & STYLE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카펠리니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비트라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Restaurant & Cafe

유니페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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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 보스 지정 매장에서 10% 할인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와인앤모어 10% 할인

g.street 494 homme 10% 할인

싱카이 10% 할인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키사라 10% 할인

팔케 10% 할인

더스테이크하우스 10% 할인

판퓨리 15% 할인

다담 10% 할인

준오헤어 15% 할인

제일제면소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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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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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퍼펙션 제품 10% 할인

이사벨 더 부처 드라이에이징 비프 메뉴 15% 할인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단, 음료와 주류 제외)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Healthcare

SPORTS

※ 제휴사 혜택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카드를
제시해주시고, 제휴사에 따라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희골프교육원 CEO 실전골프마스터 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자생한방병원 전국 지점에서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02–463–0006

※ 상기 제휴 혜택 내용은 간략한 요약 안내이니
상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www.mercedescar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존 마켓 상품 구매 시 7% 할인 및 트루핏 클럽
피팅 서비스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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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헬리녹스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15% 할인

솔가 비타민 전국 직영 매장에서 20% 할인

Living &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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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더랩108 지정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할인
N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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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토이 10% 할인
라움아트센터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10% 할인(반일권 기준)

MERCEDESCARD WEB SITE
메르세데스카드 혜택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나보세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채로운
혜택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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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400 4MATIC

Mercedes-AMG C 63 Cabriolet

SEDAN
S 350 d
S 350 d 4MATIC
S 350 d Long
S 350 d 4MATIC Long
S 400 Long
S 400 4MATIC Long
S 500 Long
S 500 4MATIC Long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Mercedes-AMG S 65 Long
Mercedes-Maybach S 500 4MATIC
Mercedes-Maybach S 600

E 200
E 220 d
E 220 d 4MATIC
E 300
E 300 4MATIC
E 350 d
E 400 4MATIC
Mercedes-AMG E 43 4MATIC
C 200
C 200 d
C 220 d
C 220 d 4MATIC
C 250 d 4MATIC
Mercedes-AMG C 43 4MATIC
Mercedes-AMG C 63
Mercedes-AMG C 63 S

DREAM CAR
S 400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5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abriolet
SL 400
CLS 250 d 4MATIC
CLS 400
Mercedes-AMG CLS 63 4MATIC
Mercedes-AMG CLS 63 S 4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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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0 Coupé
E 200 Cabriolet
C 200 Coupé
Mercedes-AMG C 63 Coupé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63 Cabriolet
SLC 200
Mercedes-AMG SLC 43

COMPACT CAR
A 200
B 200 d
CLA 250 4MATIC
GLA 200 d
GLA 200 d 4MATIC Activity Edition

CLA 250 4MATIC

Mercedes-AMG A 45 4MATIC
Mercedes-AMG CLA 45 4MATIC
Mercedes-AMG GLA 45 4MATIC

GLC 250 d 4MATIC Coupé

SUV
G 350 d
Mercedes-AMG G 63
Mercedes-AMG G 65 Edition 463
GLS 350 d 4MATIC

GLE 250 d 4MATIC
GLE 350 d 4MATIC
Mercedes-AMG GLE 63 AMG 4MATIC
GLE 3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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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G GT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S

Mercedes-AMG G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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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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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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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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양구 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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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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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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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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저희는 완벽한 결과물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새로운 열정으로 빛날 때, 저희는 찬란한 성공을 준비합니다.
100년 전통의 세계적인 주방가전 브랜드 키친에이드가 새로운 맛과 멋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과 함께, 키친에이드

전국대리점모집 문의 1522-4857
제품구입 문의 롯데강남점 02)531-2896
현대본점 02)3449-5486
현대무역점 02)3467-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