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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BEST EXPERIENC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한국 고객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Mercedes me connect)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메르
세데스 미 커넥트는 고객과 차량 그리고 딜러 간의 연결을 강

맞이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

화한 서비스로, 차량의 정보와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딜

리스 실라키스 사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러는 고객과 차량에 대해 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를 둘러봤지만 유독 한국의 가을은 아름답

예를 들어 대형 사고 시 차량 내 센서가 충돌을 감지하여 자

습니다. 특히 밤하늘이 인상적입니다. 2015

동으로 긴급 구조 컨택 센터와 통화 연결이 되며 탑승자 수,

년 가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설

차량 위치 등 정보가 전송됩니다. 만약 심각한 사고로 인해

렘과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

긴급 구조 컨택 센터와의 통화 연결에서 운전자 및 탑승자의

다. 그날 창밖으로 바라본 밤하늘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119 안전신고센터로 응급 상황에 대

습니다.

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차량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The
New S-Class의 새로운 테일램프의 애칭은 스타더스트입니

나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테크니션이 신속하게 찾아와

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디자인으로 스타더스트라는

고쳐줍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 서비스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애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The New S-Class는 익스테리어,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최상의 서비스입니다.

인테리어, 엔진 이렇게 3가지 주요 부분을 새롭게 바꾸어 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자동차

시합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한국 시장에 잘 어울리는 모델

와 생활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 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이외에 운전자와 차량의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는 올 초 서울 모터쇼에서 소개

연결을 통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했던 프리미엄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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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고장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버튼 하

ILLUSTRATION HONG SEUNGHYUN

메

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푸르고 높은 한국의 가을을 세 번째

INTELLIGENCE
The best in
technology, mobility
and research

USA
경로 - 롱 포인트 키(Long Point Key)
에서 플로리다 키즈(Florida Keys)까지
거리 - 181.9킬로미터
소요 시간 - 2시간 30분

USA

Mexiko
Mexico

THE
ROAD TO
HAPPINESS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오버시즈 하이웨이(Overseas
Highway)’를 달리면 고속도로 이름 그대로 마치 드넓은 바다
위를 훨훨 나는 것만 같다. 저녁 무렵이 되면 붉은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으며 로맨틱한 도로로 변신한다.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즐기길!

HOT AND COOL
메르세데스-벤츠는 컨셉트 A 세단(Concept A Sedan)을 통해
차세대 컴팩트카 부문 차량과 새로운 차체 유형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컨셉트 A 세단 전시 차는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인
언어의 최신 진화를 예고한다. 선과 틈을 최소화한 가장 순수한
디자인과 매끈한 표면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지다. 에스테틱
A(Aesthetics A)를 통해 이미 선보였듯 앞으로 출시될 신세대
컴팩트카 부문 차량은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의 디자인
철학을 한층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시대를 열 것이다. 다임러
AG의 디자인 총괄인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는 “주름과
선을 극한까지 줄이면 오직 형태와 몸체만 남지요. 저희는 이런
순수주의를 추구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완벽한
비율과 감각적인 표면 디자인이 결합된 차세대 컴팩트카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 시대를 선도할 것입니다.”
ME R CE DE S .ME/C ONCE P T- A - SE DAN

10

QUICK MICK

ILLUSTRATION FLORIAN BAYER PHOTOS VINCENT CALLEBAUT ARCHITECTURES / PARIS, WILLIAM BEAUCARDET, MICK SCHUMACHER / INSTAGRAM

믹 슈마허(Mick Schumacher)가 3월
22일 18세 생일을 맞았을 때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놀랍지 않았고 그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의 앰버서더인 그가 독일의
운전학원에서 교통 규칙과 운전을 배우는
모습이 5개의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포뮬러 원 세계 챔피언인 미하엘 슈마허의
아들이지만 담당 운전 교관은 그를 꽤나
미심쩍어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도
전에 ‘퀵 믹(Quick Mick)’은 메르세데스
AMG A 45 4MATIC을 타고 페달을 있는
힘껏 내리밟았다. 믹 슈마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모터스포츠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FACE B O OK .C OM/
MICKS CHUMACHE R OFFIC IAL

GARDENING
IN THE CLOUDS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그 자체가 정원이니
도시 설계자들의 미래 비전은 공원이나
정원처럼 쉽게 나무를 심고 기를 수 있
까요”라고 말한다. 이 고층 건물의 이름은 ‘타오
추 잉 유안(Tao Zhu Yin Yuan)’으로 ‘타오 추의
는 고층 빌딩이다. 벨기에의 건축가인
뱅상 칼보( Vincent Callebaut )
휴식처’라는 뜻이다. 오는 9월 완공 무렵까지 2
만3,000여 그루의 수목을 심
가 이런 비전을 타이베이에 실천
하고 있다. 타워의 외관은 토대
을 예정이다. 타이베이 중심
부터 꼭대기까지 각도가 90도
부임에도 거주민들은 자택의
틀어져 DNA의 이중나선 구조
창문 너머로 나무를 볼 수 있
를 연상시킨다. 이 같은 형태 덕
게 되는 것이다! 이 건물은 또
분에 위층 하단에서 바깥쪽으
한 대만 수도의 스모그를 줄
로 뻗어나가는 대형 테라스를 더할
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매해 130
ECO- ARCHITECT
수 있다. 뱅상 칼보는 이 같은 컨셉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디
뱅상 칼보는 전 세계에
트를 도심 숲 조성에 비교하며 “정
자인됐다.
지속가능한 건축 프로젝트가
VINCE NT.C ALLE B AU T.OR G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을 더 이상 건물 옆에 따로 설치

C ONNECTED!

메르세데스 미
(Mercedes me)를 통해
당신의 자동차가
메르세데스-벤츠와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차의
모든 주요 성능
파라미터를 검토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잠금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ME R CE DE 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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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W S TA R S

IN THE LIMELIGHT
지금은 문을 닫은 에센의
졸페라인 석탄광산공업단지의
옛 창고 건물에서 2명의
무용수와 한 대의 The New
E-Class Coupé가 대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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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SECR ET
OF H A R MON Y
민첩성과 힘, 열정과 통제. 이처럼 서로 상반된 듯한 개념을 어떻게
우아하게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을까? 발레 암 라인 무용단에 속한 세계 수준의
무용수들이 메르세데스-벤츠의 The New E-Class Coupé를 묘사한다.
글 · 인 터 뷰 마 르 크 빌 레 펠 트 (MARC BIELEFELD)

사 진 얀 판 엔 데 르 트 (JAN VAN E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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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W S TA R S

라

스헨 아르츠(Rashaen Arts)는 일류
무용수다. 무용은 특출한 예술 형식
으로 말 한 마디 없이 이야기를 전달
하고 붓을 들지 않고도 그림을 그린
다. 이러한 춤이 아르츠의 예술이다.
아주 미묘한 움직임만으로 아르츠

는 백조의 면모를 드러낸다. 긴 목과 아치형 날개, 그
다음 그는 팔을 들어 올려 마치 태양을 숭배하는 듯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친다. 꽃의 표현이다. 그
리고 그가 공중으로 우아하게 뛰어오르며 발을 민첩
하게 교차해 앙트르샤를 할 때면 사랑의 황홀감이 전
달된다. “감성이 무척 중요해요”라고 자메이카 출신
의 라스헨 아르츠가 설명한다. “춤을 통해 감성을 표
현하거든요. 제 몸이 바로 저의 악기죠.”
오직 검은색 옷만을 입는 그는 완벽한 육체의 본보기
를 보여준다. 아르츠는 프로 발레 무용가로 그의 일에
서는 ‘힘과 우아함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서로 상
반되어 보이는 개념이지만 말이다. 무용수의 사명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진정 남다
른 공연을 창조할 수 있다.
요즘 자동차를 개발하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도 이
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다. 최첨단 차량 동력과 효율

INNER BE AUT Y
쿠페의 내부 엿보기.
와이드 스크린 콕피트.
비행기 터빈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공기 배출구.

성을 어떻게 세련되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견고함과 민첩성을 조화시키면서 동
시에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는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을까? 이들의 역할은 그저 단순히 현대 기술을 이
용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이 아
니다. 오히려 어떻게 복잡한 세부 사항을 충족시킬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명확하고, 관능적인 완성작을 만
들 수 있을지를 숙고해야만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던 럭셔리(modern luxury)’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14

“감성이 무척 중요해요.
춤을 통해 감성을 표현하거든요.
제 몸이 바로 저의 악기죠.”
발레 무용수 라스헨 아르츠

ONENESS
무용수들이 서로의
몸을 휘감는다. 둘의
몸짓이 합쳐져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THE DANCERS
자메이카 출신의 라스헨
아르츠(왼쪽)와 캐나다
출신의 알렉산드라 잉쿨레트
(오른쪽)는 발레 암 라인
무용단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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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FUL CONTOURS
모서리가 하나도 없는 흐르는 듯한
디자인, 그리고 유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리는 측면 창문.

Interview with
Martin Schläpfer
우연히 스케이트장에서
발굴된 스위스 출신의 마틴
슐레퍼는 오랫동안 국제적인
발레 무용수로 활동했다.
57세인 현재는 도이치
오퍼 암 라인(Deutsche Oper am Rhein)의
예술감독이자 수석 안무가다. 그가 2009년에
창립한 발레 암 라인(Ballett am Rhein) 무용단은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다.

16

슐레퍼 씨, 자동차와 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엄청난 힘을 지녔죠. 자동차의
힘은 엔진에서 나오고, 무용수들의
힘은 근육과 기개로부터 오죠. 춤은
고대 예술 같아요. 내면의 화산 같다고
할까요. 자동차와 무용수 사이의
유사점은 확연해요. 힘을 우아한
움직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둘 다
내면의 불을 제어해야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본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한편에는 길들여서 모양을 잡아야
하는 본질적 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섬세한 선과 또렷하고 제어된 움직임이
있죠. 이런 제어가 없다면 춤은 그저
힘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터이고
무척 시시할 거예요. 춤이란 움직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체계화하는
겁니다. 춤은 기본 틀 안에서,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움직여야 해요. 또
음악과 끊임없이 교감해야 하죠.
춤에 가벼운 느낌을 어떻게
부여하나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무척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몸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감성 또한 제어해야 하죠.
또 일관성 있는 선과 연속 동작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안무가의
역할은 엔지니어나 디자이너와 비교될
수 있겠네요. 춤은 부드럽고 깔끔할
수도 있고, 날카롭고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일류가 되기 위해 무용가는
자신의 예술에 마음과 영혼을 담아야만
하죠. 정확히 언제 어깨를 떨어트릴지,
언제 발을 움직일지, 언제 다리를

“발레는 움직임과 감성적인
자극의 완벽한 결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발레 안무가 마틴 슐레퍼

이동성에 대한 오랜 갈망을 깜짝 놀랄 만한 결과로 재
해석하는 것, 예를 들어 The New E-Class Coupé는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의 완벽한 결합이다.
최고 수준의 현대 발레 또한 이와 동일하게 능수능란
하다. 하지만 무엇으로 일류 무용수를 구분할 수 있을
까? 라스헨 아르츠를 지켜보며 그가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또한 더 나은 제어
력과 본질에 대한 보다 깊은 집중 그리고 더 큰 열정
과 춤 솜씨를 향해 끊임없이 탐구한다. 그리고 이 모
든 것들은 심미적으로 흠 하나 없는 완벽한 형태로 나
타난다.
라스헨 아르츠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뛰다가 몸을 틀
어 바닥으로 미끄러진다. 그다음 미소를 짓더니 갑자
기 폭발적인 스텝으로 앞을 향해 돌진하며 방향을 틀
고 물 흐르듯 움직인다. 아라베스크 다음에는 푸에테
회전이다. 한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다리를 들
어 올려 빠르게 돌며 몸을 회전한다. 이것을 6회, 12
회, 아니 20회나 해낸다.
TOP CL ASS
라스헨 아르츠는 움직임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거의
불가능한 동작을 너무도
쉽게 해낸다.

수백 가지의 동작이 한데 녹아든다.
우리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해 라스헨 아르츠(27세)
와 그의 파트너인 알렉산드라 잉쿨레트(Alexandra
Inculet, 26세)가 독일 에센에 위치한 오래된 폐쇄 탄
광 단지로 찾아왔다. 옛 창고 건물의 윤이 나는 콘크
리트 바닥이 이들의 무대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세계
최고의 발레단 중 하나인 발레 암 라인 뒤셀도르프 뒤
스부르크(Ballett am Rhein Düsseldorf Duisburg)

뻗을지를 알아야 해요. 궁극적으로
우아함과 힘, 그리고 형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나머지를
격하시켜서는 안 돼요.
자연 속에서 그와 비슷한 예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치타가 꽤 근접하죠. 기다란 다리
덕분에 남달리 우아하면서도 무척
강하죠. 호리호리한 근육질 몸에서
에너지와 스피드, 강렬함이 솟구쳐요.

확실히 신비롭죠. 마치 아름답게
디자인된 자동차처럼요. 우리는
이들에 경탄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에
매료되었는지를 꼬집어 말하기
어렵거든요. 또 간직하고 있는 힘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무척
궁금하죠. 훌륭한 차와 무용수의 경우
그 경험은 무척 흥분되고 감각적이에요.

에 속해 있으며, 현대 발레에서 허락되는 자유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현대 발레는 무용수들에게 즉흥성과 개인적 해석의
여지를 허락한다. 이들은 철저히 연습된 무수한 동작
을 통해 개별적으로 직감을 발휘해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한다.
“춤을 출 때 저희는 그 순간을 살아요”라고 라스헨 아
르츠가 말한다. 그러고는 파트너를 공중으로 번쩍 들
어올린다. 세 살 때 발레를 시작한 캐나다 출신의 알
렉산드라 잉쿨레트가 파트너의 손을 잡는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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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용수에게는 춤을 추는 것과 그에 따르는 지속적인

그녀의 몸은 최대한 팽팽히 긴장되어 있는데 근육이
단 한 군데도 떨리지 않는다. 쭉 뻗은 팔은 손가락 끝
까지 제어되고 다리는 마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것처
럼 가볍게 공중을 날아다닌다. 극도의 집중과 노력을
요하는 순간이 순수한 우아함으로 표현된다. 잉쿨레
트의 몸이 공중에서 아래로 내려와 탄광 단지 건물의
딱딱한 바닥에 살포시 착륙한다.
보기에는 완벽하게 자연스럽지만 여러 해 동안 발레
학교에서 훈련을 거듭한 결과다. 일주일에 6일, 하루
에 10시간 이상씩 말이다. “정말 온전히 전념해야만
해요”라고 잉쿨레트가 설명한다.

모델: E 400 4MATIC Coupé
색상: 블랙
변속기: 자동
엔진 형식: V형 6기통
배기량: 2,996cc

움직임 그 자체가 최고의 훈련이라고 두 사람은 말한
다. 하지만 그 외에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뛰기
도 한다. 잉쿨레트는 캐나다에 살 때 축구와 농구도
했다. 많은 발레 무용가들이 춤 연습과는 별도로 매일

최고 출력: 333hp (5,250~6,000rpm)

헬스장에 가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한다. 살이 찌는 것

최대 토크: 48.9kg·m (1,600~4,000rpm)

은 발레에 있어 최악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에게 무거

트랜스미션 형식: 9G-TRONIC
가속력(0 →100km/h): 5.3초
복합연비: 9.3km/l
가격(부가세 포함): 9,410만 원

운 모래주머니를 끌고 다니라고 안겨주는 것이나 다
름없어요.”
따라서 무용수들은 표현력과 균형 감각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꾸준히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신뢰 또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춤을 출 때 저희는 일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그 결과는 진정 경이롭다.

종의 대화를 나누죠. 파트너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그

춤의 상반되는 개념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

의 움직임과 스텝, 팔, 손을 신뢰해요.” 더불어 힘과 제

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 또한 좋은 공연을 위한

낡은 창고 건물의 바닥 위를 두 명의 무용수가 미끄러

필수 요소다. 그 비결은 바로 복근에 있다. “흐르는 듯

지듯 움직인다. 서로에게서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한 움직임과 스타일의 명확성 모두가 복근에서 비롯

다가가고, 서로의 주위를 돌다가 다시 멀리 떨어진다.

돼요”라고 잉쿨레트가 말한다. “복근이 항상 팽팽히

그러면서 이들은 이 옛 석탄 창고 바닥에 완벽한 선을

긴장되어 있어야 하죠. 저희가 힘을 끌어내는 중심부

그려낸다. 마치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

거든요.”

듯이 말이다.

The New E-Class Coupé

안무가인 마틴 슐레퍼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일류 자동차를 만들 때
대면하는 어려움을 ‘우아한 움직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내면의 불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자, 메르세데스벤츠의 The New E- Class Coupé가
여기 있다!
디자인: 낮게 세팅된 스포츠 그릴과
중앙에 위치한 세꼭지별 엠블럼,
파워돔을 갖춘 길고 날렵한 후드의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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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시하게 단순한 사이드 패널,
그리고 근육질의 뒷모습, 프레임이 없는
측면 창문과 B-필러의 부재가 역동적인
미를 강조한다.
서스펜션: 민첩성과 편안함을 위해
다이렉트 컨트롤 서스펜션(Direct
Control suspension)이 세단보다
15밀리미터 더 낮춰졌다. 그 외 주행
안정성이 높은 부드러운 서스펜션인
에어 바디 컨트롤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Air Body Control multichamber air suspension), 다이내믹
셀렉트 시스템(Dynamic Select
system)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이 서스펜션에는 ‘컴포트(Comfort)’,
‘스포츠(Sport)’, ‘스포츠+(Sport+)’의
3가지 모드가 있다.
선택 사양: 어댑티브 댐핑(adaptive
damping) 조절이 가능한 다이내믹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Dynamic Body
Control suspension).

실내: 와이드스크린 콕피트에 포함된
2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마치 화면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엔진 터빈을 연상시키는 공기
배출구. 4개의 독립형 스포티 시트.
크기: 길이: 4,826밀리미터, 넓이:
1,860밀리미터, 높이: 1,430밀리미터.
보다 향상된 차량 다이내믹을 위해 지난
모델 대비 넓어진 트랙 폭.
커넥티비티: 커맨드 온라인(Command
Online)으로 E-Class Coupé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시스템: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Active Break Assist)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 기능은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최적의 긴급 정지를 위한
보조 및 필요할 경우 스스로 차를
세울 수도 있다. 선택 사양: 디스턴스
어시스턴트 디스트로닉(Distance

Assisant Distronic)이 앞차와의 거리를
알맞게 유지하며, 시속 210킬로미터
속도 내에서 앞차를 따라가게 해준다.
추가 선택 옵션에는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parking assistant system)이
있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 사양은
고해상도의 멀티빔 LED 헤드램프다.
각각의 헤드램프에 84개의 고성능
LED 칩이 있어 무척 정확하게 불빛이
배분되므로 다른 운전자들을 눈부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앞쪽의 도로를 밝게
비춰준다.
엔진: 초기에 선택 가능한 엔진: 2가지
가솔린엔진들과 새로 개발된 4실린더
디젤엔진(197 PS). 이 모두가 ECO
스타트/스탑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유로6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한다.

ASSISTANT JOACHIM NÖDINGER DANCERS (DEUTSCHE OPER AM RHEIN) ALEXANDRA INCULET, RASHAEN ARTS LOCATION STIFTUNG ZOLLVEREIN

PRIMED

라스헨 아르츠가 언제라도
폭발적인 동작을 할 준비로
움직임을 멈춘다.

IN THEIR ELEMENT
하루 최고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훈련한다. 그 결과는

더없이 순수한 우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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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BOUT
HAVING
THE STRENGTH
TO NEVER
GIVE UP”
쉬지 않고 지구 한 바퀴를 항해하기, 74일간 보트에서 혼자 지내기, 아깝게 1등 놓치기.
알렉스 톰슨은 지난 방데 글로브 요트 경주의 진정한 영웅이다.
그는 어떻게 고독과 두려움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인 터 뷰 마 르 크 빌 레 펠 트 (MARC BIELEFELD)

20

사 진 토 머 스 랍 슈 (THOMAS RABSCH)

PHOTOS THOMAS RABSCH

A MAN OF THE SEA
항해가이자 모험가인 영국인 알렉스
톰슨(1974년생)은 육지에 있을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야기꾼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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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K E O F F

PHOTO ALEX THOMSON RACING/LLOYD IMAGES

휴고 보스 호 콕피트 안에 있는
알렉스 톰슨 선장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방데 글로브에
참가하는 경주용 요트의 길이는
약 18미터로 이 정도 크기의
요트를 혼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진
왼쪽에 경주 도중 크게 망가진
배 우현의 포일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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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I LT F O R S P E E D
전속력 전진: 경주 중 알렉스 톰슨의
요트 속도가 37노트를 넘었는데
이는 시속 70킬로미터에 해당한다.
그는 또한 혼자서 24시간 동안
536.8해리(거의 1,000킬로미터)를
항해해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 이번
경주에서 톰슨은 총 4만 킬로미터를
항해했다.

24

THE FANS
위: 경주의 시작을 보고자
수많은 인파가 프랑스의
대서양 해안인 레사블돌론(Les
Sables d’Olonne)에 모였다.

T H E PA C K
왼쪽: 11월에 요트 29대가
출발선을 넘었다. 하지만 이
중 11대는 도중에 경주를
포기했다.

THE LIVING ROOM

PHOTOS ALEX THOMSON RACING/LLOYD IMAGES (4)

아래: 갑판 아래 선창에 내려간
톰슨. 위성 전화로 가족이나
다른 팀원들과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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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슨 씨, 모자란 잠은 좀 따라잡으셨
나요?
그럭저럭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
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죠.
그래요? 벌써 육지에서 6주를 보내
셨는데요.

그렇긴 해요. 하지만 바다에서 보낸 74일간 한 번에 1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2~4시간마다 20분에서
40분 정도 수면을 취했죠. 그보다 더 오래는 절대 못
잤어요. 다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으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군요.
이런 경주에 참가하려면 다들 그래요. 시속 60킬로
미터 속도로 달리는 18미터 크기의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으니까요.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면이 무척 중요하지 않나요?
잠을 자기는 해요. 그저 패턴이 다를
뿐이죠. 경주를 앞두고 연구원 2명과
같이 수면 훈련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
에게 ‘수면 경찰(Sleep Police)’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경주 출발일 3주
전부터 훈련을 시작한 덕분에 항해하
는 동안 2시간마다 20분씩만 잠을 자
도 버틸 수 있었죠.
수면 박탈은 일종의 고문인데요.
숙면을 취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끔
몸을 단련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
아요, 이런 경주에서는 끊임없이 피로
와 싸워야 하죠. 매일매일 완전 녹초
가 되기 일보 직전까지 항해를 하면서
잠수부들이 경험하는 혼수상태와 흡
사한 것을 경험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45 나누기 9 같은 간단한 산수 문제

혹시 살이 빠지셨나요?
지지난 경주에서 체중의 10퍼센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량을 더
많이 가져갔죠. 거의 건조식품이에요.

FARE WELL
위: 경주 시작 전 톰슨과 아내 케이트의 모습.
항해 중에는 가족사진을 보며 향수를 달래곤
한다.

요트에서는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제 주방이
에요.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죠. 물을 끓인 다
음 식품을 집어넣고 섞으면 식사 준비 끝이에요. 제
요트는 오로지 성능 위주라 정말 인정사정없죠. 단

1그램도 필요 없는 무게는 싣지 않아요. 침대도, 찬
장도, 싱크대도 없어요. 화장실 대용으로 탄소섬유
로 만든 작은 양동이를 쓰는데 보트가 50도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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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뇌가 정지된 것처럼 답할 수가 없
어요. 정신이 흐릿해져서요.

H O M E AT L A S T
1월 20일, 톰슨이 주먹 쥔 손을
높이 들고 결승선을 넘고 있다.
그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엿보인다.
그의 기록은 74일 19시간 35분.
우승자인 아멜 르 클레아치보다
단지 몇 시간 늦었을 뿐이다.
톰슨은 경주 막바지에 1위와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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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져도 엎어지지 않도록 고안된 거예요. 항해 중

우승자인 아멜 르 클레아치가 케이프혼에 800해리

상태를 봐서 바닥에 까는 작은 매트리스가 하나 있고

나 앞서서 도달했습니다. 톰슨 씨는 포일이 망가졌음

요. 제 요트는 마치 탄소섬유로 된 관 같아요. 저는 항

에도 나중에 그 격차를 단 37해리까지 줄이셨는데

해 중에 음악도 안 듣거든요.

요. 또 경주 끄트머리에는 AIS 충돌 경고 시스템까지

휴식 시간은 전혀 없나요?

망가졌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었죠?

저는 경주 중에 주위 상황을 완전히

포일이 망가진 뒤 60일 동안은 정말 극도로 짜증스러

파악하고 싶어요. 감각과 감정 모두를

웠어요. 어두운 시기를 보냈죠. 제 요트가 뒤처졌지만

집중해서요. 요트가 지금 무엇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적도의

있는지, 바람은 어떻게 불고 있는지,

무풍지대를 지난 뒤 좋은 바람을 타지 못했어요. 나
중에는 선두인 르 클레아치에게 무슨 일이 생겨라, 생

바다 상태는 어떤지를 정확히 감지할
신을 산만하게 할 뿐이에요. 만약 방
향타에 해초가 감기기라도 하면 그 즉

GOING DEEP

겨라 하고 바랐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을 위해 작가이자
같은 항해가인 마르크 빌레펠트(오른쪽)가
알렉스 톰슨과 런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전히 우승할 수 있다고 계속 믿어야 해요. 그래야 힘
을 낼 수 있죠. 물론 가능성은 무척 적었지만요.

시 알아챈답니다.

바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괴짜가 된다고들

정말 완전히 지치겠어요.

하는데요.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때때로 바다 위에서 극도로 짜증스러워져서

물론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항해를 할 때는 ‘일’을 하

바람과 하늘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적도 있어

러 나가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 팀이라는 큰 바퀴의

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되찾는 방법이 있답

작은 톱니에 불과하죠. 바다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

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콧마루를 문질러요. 그러면 제

요. 요트가 가족사진으로 도배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

인생 중 특별히 아름다웠던 한순간이 떠오르거든요.

도 없어도 저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멀

심리적인 묘책이에요. 훈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리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외로울 수가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답니다.

있겠어요? 격리되어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외롭진

항해 이외에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않아요. 게다가 원하면 언제나 위성 전화로 통화할 수

한 주에 10시간씩 체력 단련을 합니다. 지구력과 근

있어요. 신호만 잘 잡이면 말이죠. 아마 3~4일 정도

력 훈련이요. 하지만 세계 일주 경주에는 체력보다는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력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스포츠 심리학

경주 도중 육지가 보이긴 하나요?

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카보베르데 제도와 케이프혼, 아조레스 섬 중 하나가

스포츠 심리학자와는 어떤 훈련을 하죠?

보여요. 그게 전부죠. 배도 많이 못 봐요. 뉴질랜드 남

경주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쪽에서 저인망 어선 한 대가 레이더에 잡혔어요. 그

나누어요. 큰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외에는 바다와 하늘이 전부죠.

계속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지, 남극해에서 허리케인

알바트로스도 만나시겠군요.

과 더불어 10미터 높이의 파도를 만나고 주변 수천

남극해에서는 매일 봐요. 제가 늘 하

해리 반경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침착할 수 있을지

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게 있는데 여행

등에 대해서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머릿속

중 만나는 첫 번째 알바트로스에게 이

이 새하얘지며 공포에 사로잡히거든요. ‘너는 절대 살

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언제

아남을 수 없어! 여기서 죽을 거야!’ 하고 말이에요. 하

나 ‘조지’예요. 어떨 때는 몇 주씩이나

지만 이를 극복하게끔 돕는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요트가 최고 속도로 달릴 때 갑판 아래로 내려가는 건
꽤 무서워요. 파도가 선체에 부딪치며 무시무시한 소

SIGNS OF LIFE
톰슨은 방데 글로브의 경험을 시작부터
끝까지 팬들과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과 동영상을 남겼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동안에도 그는 지속적인 소통을 잊지 않았다.

이 거대한 새들이 요트 곁에 함께 있어
준답니다. 알바트로스는 요트 옆이나
위에서 함께 나는 것을 좋아해요. 정
말 환상적이죠.

음을 내죠. 또 밖이 완전 깜깜하고 강한 바람이 울부

갑판에 나갈 때 뭔가 안전 수칙이 있나요?

짖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

가능한 한 갑판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때

이에요. 그럴 때 저는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요. 콕피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콕피트를 나설 때

트나 갑판 위에 있는 제 모습에서 벗어나 정신과 시각

는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죠.

을 구름처럼 하늘 높이 띄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

지난 경기에서 요트의 최고 속도가 37.2노트였어요.

가 처한 상황에 대해 보다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어

거의 시속 70킬로미터죠. 그런 속도에서 파도를 맞

요. 이 묘책은 큰 도움이 되지만 배우는 데 몇 달이 걸

으면 갑판 위 모든 것이 배 밖으로 쓸려나가요. 파도

렸죠.

를 가르고 나가면서 요트가 끊임없이 가속과 감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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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인지 음악은 정

반복하기 때문에 갑판에 나가면 바닥에 내동댕이쳐
지고 요트 위 여기저기를 구른답니다. 마치 럭비 게임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항해하는 와중에 부득이 갑판
에 나가야 할 때는 보호 헬멧을 쓰죠.
지금껏 경험한 가장 험난했던 날씨는요?
바람이 40노트 속도로 불고, 돌풍은 50노트였어요.

요트 세계 일주는
무척 특별한 경험이죠.
특권인 셈입니다.
알렉스 톰슨

한 한 가장 빨리, 또 가장 잘 항해해야 하죠. 요트를 마
음대로 다스리고, 바다에 저항하면서, 자기 자신 그리
고 날씨와도 씨름을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제 요트요. 저는 요트를 무척 좋아해요. 18미터 길이
의 IMOCA 60을 타고 경주에 참가하는데, 그야말로

풍력 수치로 10에서 11 수준이죠. 태즈메이니아 남쪽

경주하기 위해 태어난 레이싱 머신이에요. 저를 위해

으로 1,300해리 떨어진 곳에서 7미터 높이의 파도를

맞춤 제작된 700만 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은 요트죠.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수온은 0도, 바람에 의한 체감

완전히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 디자인했어요. 넓이,

온도는 영하 15도였어요. 정말 정말 추웠어요.

크기, 높이 그리고 돛까지도 말이에요. 꿈같은 이야기

왜 경주를 하시나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요.

아닌가요?

이런 요트 경주는 무척 특별한 도전이에요. 혈혈단신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으로 요트 세계 일주를 해낸 사람보다 우주비행사의

맞아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요트는 특별하죠. 육지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험은 무척이나 특별하

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다 멀리 나가면 인간이 얼마

죠. 특권인 셈이에요. 그리고 경쟁도 짜릿해요. 가능

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
는 경험이죠. 오직 나와 대자연뿐이거든요.
경쟁이 짜릿하다고 하셨는데, 바다 위에서 또 무엇을
체험하셨나요?

2004년의 방데 글로브가 혼자서 대서양에 나간 첫
경주였는데 무척 힘들고 어려웠어요. ‘앞으로 90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너
무 벅차게 느껴지더군요. 콕피트의 바닥에 누워 무의
식적으로 태아형 자세를 취했어요. 마치 공처럼 최대
한 둥그렇게 몸을 말았죠.
요트 항해사들조차 그런 경주에 참가하는 건 미친 짓
이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키는 일이라
생각해요. 방데 글로브 같은 경주는 극도로 순수한 경
험을 선사하죠. 일단 경주가 시작되면 요트에 물자를
더 가져와서도, 육지에 발을 디뎌서도 안 돼요. 그 어
떤 도움도 받을 수 없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
고 어려운 스포츠 경주입니다. 참가자들의 체력과 의
지를 시험하죠.
요트 경주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40만 해리를 항해했어요. 세계 일
주를 아홉 차례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
죠. 인간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걸 배웠
어요. 최고의 사진작가, 최고의 축구선수, 최고의 항
해사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 행복해진
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저는 시각이 달라요. 오히려
거꾸로 성공이 행복의 결과물이라 믿습니다. 이 때문
에 좋은 느낌을 중시해요. 그리고 성공이 항상 결과에
반영되진 않는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M E N TA L B AT T L E
망망대해에 혼자 나가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다. 알렉스 톰슨은 이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 훈련을 받는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야만 하고 그렇
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
장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단 한 가지뿐
이에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강인함을 갖추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 말이에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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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IN-CL ASS
디자인 스튜디오의 스타이자
도로 위의 스타.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S-Class

30

First class
into the future
강력하고, 편안하고, 획기적이다.
새로운 엔진과 보조 시스템, 새로운 차원의 주행 성능.
바로 이것이 The New S-Class다.
글 외 르 크 호 이 어 (JÖRG HEUER)

사 진 유 르 겐 베 르 데 로 브 (JÜRGEN BERDE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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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랜 시간 간직해온 꿈이 마침내 현실
이 되는 순간은 무척 특별하다. The
New S-Class가 자동차 운전을 미
래로 도약시킬 때, 그리고 부분적인
자율주행의 비전에 좀 더 가까이 다
가갈 때가 바로 그런 ‘무척 특별한’

순간이다. The New S-Class는 전례 없이 다양한 모
델과 기능, 엔진 타입은 물론 동급 최고라는 자신감과
디자인 또한 갖추었다. 수많은 주행 보조 시스템과 새
엔진,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Energizing

comfort control) 덕분에 메르세데스-벤츠의 플래그
십 모델은 이제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고 편안
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말
이다. 도심은 물론 시골길, 고속도로 어디에서라도 더
안락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더 감각적이다. 더 아름답
고 여유로운 총체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 엔진
기나긴 기술 혁신 목록에 대해 안내하자면(뒤쪽에 실
린 수석 엔지니어 헤르만 스토프 박사의 인터뷰 참
고) 앞으로 새롭고 무척 강력하면서 능률적인 신형
엔진이 출시될 예정인데 바로 출력 286마력의 새로
운 직렬 6기통 디젤엔진이 앞으로 The New S 350 d
4MATIC에 탑재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출력의 디
젤엔진이 The New S-Class 400 d의 후드 아래에 실

The New S-Class와
함께 저희는
자율주행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 하 엘 하 프 너, 자 율 주 행 총 괄

릴 것이다.

3가지에서 무려 5가지의 색채 배합으로 실내를 밝혀
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새로운 에너자이징 컴포
트 컨트롤 기능은 안락함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 상쾌
함(Freshness), 따뜻함(Warmth), 활력(Vitality), 기
쁨(Joy), 안락함(Comfort), 트레이닝(Training)의 6
가지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프로그램 중 선택 가
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엔진 타입 및 인텔리전
트 어시스턴스 시스템과 완벽하게 상호 소통하기 때
SMALL POINTERS

문에 차에 탈 때보다 내릴 때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컨

우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센터 콘솔의 터치
컨트롤 패널의 틀은 최고급
가죽과 목재로 제작됐다.

디션이 더 좋아지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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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행 보조 시스템은 부분적인 자율주행에 큰
도약을 이루었다. 3개의 레이더 시스템과 첨단 어드

NET WORKER
럭셔리한 2017년 The New S-Class의
실내. 뒷좌석 공간이 무척 여유롭다.

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와 카메라, 레이더, 초음

밴스드 스테레오 다목적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무척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 다양한 운전 편의 장치는

파 감지기에서 얻는 정보는 S-Class에 탁월한 시야

3-스포크 스티어링휠에서 조작할 수 있다. 현재 활성

를 부여한다. 사상 최초로 시스템이 지도와 내비게이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능동형 디스턴스 어시스트

이처럼 멋진 제품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꿈같은 일이죠.

디스트로닉(Active Distance Assist Distronic)과 능

헤 르 만 스 토 프 박 사 , S- Class 엔 지니 어

화된 시스템은 콕피트와 헤드 유닛에 표시된다. 운전
자는 한눈에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으며 조종 장
치의 위치 또한 사용하기 편리하다.
어시스턴스 시스템의 기능은 S-Class를 위해 한층
더 보강됐다. 시속 210킬로미터의 속도 이하에서 앞

동형 스티어링 어시스트(Active Steering Assist)는
무척 유용하며, 필요 시 운전자를 도울 수 있다. 내비

션 데이터를 주행성 산출에 반영한다.
활성화된 시스템은 작은 위험이라 해도 간과하지 않
는다.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교차로와 커브 길을
앞서 인식한다. 능동형 스티어링 어시스트(Active

Steering Assist)가 활성화되었을 때 The New SClass는 커브 길을 더 우아하고 손쉽게 달린다. 능동
형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Active Distance
Assist Distronic)은 로터리를 돌 때도 차의 주행 속
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에코 모드(Eco mode)에서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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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 AXED RIDE
도우미를 신뢰하라.
어시스턴스 시스템은 운전이
한결 수월해지도록 돕는다.
레이더 감지기와 특수
카메라가 모든 것을 지켜본다.

엔진 공회전 시 S-Class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를 절약한다.
교통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어시스턴스 시스
행 경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되어 있을 경우 고속도
로 출구나 합류점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감속한다.
그리고 피로나 건강상의 이유로 긴박한 상황이 닥치
면 S-Class가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능동형 비상 정
지 어시스트(Active Emergency Stop Assist)는 운
전자가 더 이상 운전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는 걸 감지하면 탑재된 전자 시스템이 먼저 시각적 경
고를 띄우고 이어 소리로도 경고한다. 만약 반복된 경
고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차가 완전히 설 때
까지 천천히 감속한 뒤 응급콜(Emergency call) 시
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차 문의 잠금이 풀린다.
멋진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컨시어지 서비스
는 이제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Mercedes me con-

nect) 고객들이 여행 정보, 레스토랑 예약, 스포츠 티
켓 구매, 문화 행사 같은 다양한 개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운전의 재미와 럭셔리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
는 질문 한 가지. 어떤 S-Class가 내게 가장 어울릴
까? 쉬운 질문이 아니다. 6가지 차체 타입과 다양한
디자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New S-Class가 챔피언 자리를 지키면서 미래에
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한 럭셔리 카 패밀리
로 남으려 한다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무척 높다. 수많은 선택 사양의 조합 덕분에 한 대 한
대의 S-Class가 전부 유일무이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특별하고 개성적인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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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NG LARDINI / BRAUN HAMBURG, STRELLSON, BOSS, PT01 / BRAUN HAMBURG, CLOSED (S. 24), BOSS, PT01 / BRAUN HAMBURG, CLOSED, COS (S. 27, 28)

템이 미리 정해놓은 속도까지 차를 가속한다. 또한 주

CL ASS AND ELEGANCE
범퍼에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수평선. The New S-Class의 외관은
무척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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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JOB
The New S-Class의 수석
엔지니어인 60세의 헤르만
스토프 박사가 독일 진델핑겐의
다임러 사무실 근처에 있다.

“The S-Class is
the Champions League”
헤르만 스토프(Hermann Storp) 박사는 메르세데스-벤츠 S-Class의 수장이다. 60세의 키 크고 탄탄한 체격의
실용주의자인 이 엔지니어는 독일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에서 태어났다. 루르 지역에서 성장한 그는
도르트문트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이곳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이후 1989년에 다임러 AG에 입사했는데 목표는
언제나 ‘로열 클래스(Royal class)’였다. 로열 클래스란 그가 S-Class에 붙인 별칭이다. 스토프 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S-Class가 세계 최고 차라고 생각한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는 2000년에 S-Class를 담당했고
그 후 2006년부터는 S-Class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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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프 박사님, 2000년부터 박사님이 ‘로열 클래스’
라 부르는 S-Class의 책임자로 계신데요. 박사님께
서 관여한 S-Class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몇 대나
팔렸나요?
현 세대 S-Class 세단이 2013년에 출시한 이래 무려

새 엔진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됩니다.
헤르만 스토프 박사

면 S 500 Cabriolet가 제 꿈의 자동차일 겁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
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엔진부터 기능,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죠.

30만 대나 팔렸으니 2000년부터의 판매 대수는 매

V8 엔진의 팬이시죠? 조금 전 쿠페를 이야기하면서

우 자랑스러운 수치일 겁니다.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무척 흥분하시더군요. 이제 S-Class에 다양한 새 엔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메르

진이 적용될 텐데요.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엔진 자

세데스-벤츠의 가장 큰 시장이죠. 2016년 S-Class

리에 새로이 등극할 만한 후보가 있나요?

세단이 가장 많이 팔린 곳도 중국입니다.

네, 사실 있어요. 바로 직렬 6기통 가솔린엔진입니다.

박사님께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차량 중 개인적

와, 이유를 꼭 들어야겠는데요.

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메르데세스-벤츠 내부에서 M 256이라 부르는 이 6

쉬운 질문이 아니군요. 모델들이 전부 다 무척 훌륭하

기통 엔진은 8기통 엔진의 성능에 절대 뒤지지 않아

니까요. 하지만 꼭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독일 시장에

요. 고객들이 이 엔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서는 8기통 엔진과 매직 바디 컨트롤(MAGIC BODY

어떻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CONTROL)을 갖춘 S 500 Coupé라 하겠어요. 으르

새 엔진은 정말 잘 작동하고 마치 시계처럼 정확해요.

렁대는 깊은 엔진 음에 진정한 스포츠카의 유전자를

스피드 범위 전체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

지녔죠.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

이 점이 무척이나 특출하죠. 그리고 연비 또한 동급

가 만약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 살았다

최고 수준으로 무척 우수합니다.
THE MOST DEMANDING
REQUIREMENTS
특권의 본질. 더욱 강력한 엔진을 싣고 돌아온

PHOTOS RAMON HAINDL, DAIMLER AG

The New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37

NE W S TA R S

엔진 음은 어떤가요?

The New S-Class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낭랑합니다. 절대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S-

새로운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ENERGIZING

Class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엔진 음입니다.
그러면 이 6기통 엔진이 정말 V8 엔진을 좋아하는

더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온도 조절, 향기, 시트 열

comfort control)이 S-Class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이들을 유혹할 만한 대안인 건가요?

선, 마사지 기능, 조명, 음악 무드 같은 여러 다양한 편

네, 확실합니다.

의장치를 상호 연결하는 이 기능은 S-Class에 처음

시되나요?
먼저 유럽에서 출시되고 그다음 아시아 시장입니다.

The New S-Class는 메르세데스-벤츠 사상 가장

17 S U C C E S S F U L Y E A R S
헤르만 스토프 박사는 때로 ‘S-Class의
아버지’라 불린다. 본인은 과장된 표현이라
말하지만 그는 2000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플래그십 모델을 책임져왔다.

탔을 때보다 이동 후 차에서 내릴 때 컨디션이 더 좋
아지길 바라는 저희의 비전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
음을 의미하죠.
마이바흐는요?

강력한 시리즈 디젤엔진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어떤

메르세데스-마이바흐는 저희의 최상위 세그먼트의

모델에 이 엔진을 장착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가요?

새로운 산하 브랜드죠. 지위를 중시하는 고객에게 어

내부에서 OM 656이라 부르는 새로운 6기통 디젤엔

필하면서 특권과 개인화를 상징합니다. 메르세데스-

진을 장착할 모델은 The New S 350 d (286마력)와

마이바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완벽함과 마이바흐

The New S 400 d (340마력)입니다.
S-Class의 100퍼센트 전기차는 언제 출시되나요?

의 특권이 결합된 차입니다. 2016년이 Mercedes-

화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한 단계씩 메르세데스-벤

Maybach S-Class가 판매되었던 첫해죠. 전체 SClass 판매량의 1/10 이상이 마이바흐였습니다.
S-Class 모델의 총괄자로서 여전히 자랑스러움을

츠 승용차 시리즈의 전 모델을 전기화해나갈 계획입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요?

니다. 새롭고 한층 더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트랜스

네, 특히 서울과 홍콩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들

미션과 연소 기관, 전기 엔진의 조합 또한 개발 중에

도시에 유난히 많은 S-Class가 있거든요. 600도 있

기본적으로 향후 몇 년간 전기 구동에 많은 발전과 변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무공해 자동차입니다.

고 말이죠. 서울과 홍콩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구나 S-Class를 탑니다. 또 다른 자랑스러웠던 순간

현실이 되고 있죠. 지금 S-Class에 적용된 차세대 운

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딜러 중 하

전 보조 시스템을 통해 사고가 없는 자율주행을 향

나를 방문했는데 사장님 얘기가 S-Class는 정기점검

한 큰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능동형 디스턴스 어시스

을 제외하고는 정비소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

트 디스트로닉(Active Distance Assist Distronic),

더군요.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능동형 스티어링 어시스트(Active Steering Assist),

저는 품질관리학 박사거든요.

능동형 차선 변경 어시스트(Active Lane Change

앞으로도 S-Class는 계속 정비소를 찾을 일이 없을

Assist), 능동형 비상 정지 어시스트(Active Emergency Stop Assist),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Remote
Parking Assist), 교통표지판 어시스트(Traffic Sign
Assist) 같은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 시 언제
나 The New S-Class의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건가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S-Class의 책임자로 보낸 17년을 요약한다면?
이처럼 멋진 제품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
당했다는 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꿈같은 일이죠. 축구

운전할 때 어떤 보조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의 챔피언 리그나 같아요. 경쟁사들은 저희를 항상 뒤

아마도 상상하시는 것보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훨씬

쫓아요. 때로는 레프트윙이나 우측 수비수가 저희보

더 빨리, 더 자주 사용합니다. 많은 상황, 예를 들면 교
통 체증같이 종종 따분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죠. 저는
인텔리전트 어시스턴스 시스템의 열성 팬이에요. 활
성화해놓으면 항상 제한 속도 이하로 달리게 해주는
교통표지판 어시스트가 특히 큰 도움이 되죠. 교통 감
시 카메라에 원치 않는 사진이 찍히지 않게끔 막아주
거든요.
38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헤르만 스토프 박사

다 나을 때도 있고 골을 넣을 것처럼 위협할 때도 있
지만 결국 저희가 4:1로 승리하죠. 바로 최근에 그랬
던 것처럼요. The New S-Class는 언제나 그랬듯 세
계 최고의 차예요.
※ 직렬 6기통 가솔린엔진은 국내 출시 미정 입니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PHOTO RAMON HAINDL

새로운 6기통 가솔린엔진을 실은 모델은 어디서 출

INTELLIGENCE

SOUND MOMENT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준비한 이번 The New S-Class
프리뷰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품격에 어울리는 버메스터
오디오로 음악을 감상하며
The New S-Class에서
접하게 될 음향 시스템을 미리
경험해본 뜻 깊은 자리였다.

폭

와 고급 세단에 이르기까지 풀 라인업을 갖춘 메르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준비한 The New S -

글 황욱익

데스-벤츠는 자동차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꿈꾸게 마련이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라고 다

Class 프리뷰 행사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사동
오드(ODE) 메종에서 진행되었다. 자동차 회사가 오

40

사진 박성영

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데스-마이바흐가 더해졌다. 기존 메르세데스-벤츠의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독립 브랜드였던 마이바흐가 S-Class로 통합되면서

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컴팩트 카

이제는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넘어 새로운 방향을 제

부터 다이내믹한 성격을 가진 스포

시하고 있다.

츠 모델, 우아함이 가득한 컨버터블
과 쿠페, 어디라도 갈 수 있는 SUV

전문 음악 감상 시스템을 자동차에 구현

같은 벤츠는 아니다. 물론 컴팩트 카를 비롯해 모든

디오 전문 회사와 함께 이벤트를 펼치는 경우는 극히

라인업에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스러운 품격이 흐

이례적인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번 이벤트

르지만 뭐니 뭐니 해도 메르세데스-벤츠를 상징하는

를 준비한 연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현존

키워드는 단연 럭셔리 세단이다. 자동차의 시작과 끝

하는 럭셔리 세단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이라 불리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분야에 있어 세계

마이바흐에는 다양한 편의장치 외에도 S-Class만을

적인 기준이자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

위해 맞춤 설계된 버메스터 오디오를 탑재했다.

자율 주행과 첨단 안전장치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장

1977년 기타리스트인 디터 버메스터가 설립한 버메

치를 갖춘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주자인 S-Class

스터는 마이바흐만큼이나 오디오 업계에서는 최고로

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선두에 있었다. 여기에 메르세

불리는 회사다. 럭셔리 세단의 최고봉과 오디오 업계

최고봉이 함께 협업하여 출시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Class에 탑재된 버메스터

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Class는 그래서 더욱 특

오디오 시스템은 차 안에서 음악을 듣기에 최적화된

별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준비한 이번 이벤

세팅으로 유명하다. 전문 음악 감상 공간에는 오디오

트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Class의 품격에 어울

외에 앰프와 스피커 등 부피가 크고 복잡한 장비가 많

리는 버메스터 오디오로 음악을 감상하며 The New

지만 이런 것들을 차 안에 구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S-Class에서 접하게 될 음향 시스템을 미리 경험해

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오디오 세팅은 전문 음악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소규모 예약제로 진행하는 이

감상실의 세팅과 흡사하다. 관리가 까다로운 앰프나

번 행사의 참석자들은 오드 메종에 도착하면 리셉션

대형 스피커 대신 차량의 품격에 맞는 세팅을 구현하

에서 다과를 즐기며 스마트패드를 통해 새로 출시될

여 음질, 음압, 스피커의 위치와 출력이 전문 음악감

The New S-Class를 먼저 만나게 된다. 잠시 숨을 돌

상실 못지않다.

린 뒤 오디오 청음실에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최근 자동차에서 오디오의 역할은 원래 목적인 음악

Class에 장착되어 있는 버메스터의 음향을 생생하게

감상보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통합 엔포테이먼트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시스템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반면에 메르세데스-마

버메스터에서 선택한 데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

이바흐의 오디오 시스템은 카오디오 본연의 목적에

큰롤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와 트럼펫 거장 루이 암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첨단 IT 기술이나 다양한 엔

스트롱, 007 주제가로 유명한 아델의 곡으로 녹음된

포테이먼트 시스템 역시 현존하는 럭셔리 세단 중 최

지 30년이 넘은 음원부터 디지털 음원까지 다양하게

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은 청

준비했다.

음실이라는 완벽한 공간에서 최상의 소리를 감상하

가수들의 음악을 듣는 동안 참석자들은 마치 이들이

는 즐거움은 물론 오드 메종에 전시된 새로운 메르세

바로 앞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데스-벤츠 The New S-Class를 누구보다 먼저 접하

음악 감상을 위해 만든 전문 공간이긴 했지만 음향으

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하며 만족스럽게 행사장을 나

로도 최적화된 S-Class의 카오디오 시스템의 성능을

섰다.

가늠해보기에 충분했다.

버메스터와
S-Class는
‘최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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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KEEPING
IN TOUCH

2

R E M O T E PA R K I N G A S S I S T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를 이용하면 주차 공간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로 차를 제어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 단, 국내법상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 기능은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주차장 또는 기타 차량 출입이 관리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이제 차와 운전자를 연결하고, 차와 세계를 연결한다. 새로운 커넥티드카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를
선택한 이들은 더욱 매력적인 드라이빙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1
MERCEDES ME CONNECT
CALL SERVICE
eCall 긴급 구조 서비스. 차량 내부에 있는
SOS 버튼을 운전자가 직접 누르거나 차 스스로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긴급 구조 고객 컨택
센터에 연결되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상담사가 응급 구조 기관에 연락해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bCall 고장 관리 서비스.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등 갑작스러운 경미한 고장 시 차량의 bCall
버튼을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24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차 위치를
거듭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출동 기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Call 컨시어지 서비스. 주위의 호텔이나
취향에 맞는 레스토랑 예약까지 iCall 버튼
하나로 알아서 해주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서비스. iCall을 통해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고객 컨택 센터와 연결되어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가까운
서비스센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REMOTE SERVICE
차량의 정기점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중요 부품의 마모 상태를 감지해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고객이 선택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정보가 자동 전송되어
해당 센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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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E R C E D E S M E P O R TA L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 미 포털(Mercedes me
Portal)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메르세데스 미 포털을 통해 집 안이나
카페, 사무실에서도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5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컨택 센터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전문 상담원이 고객을 위해 24시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 시 신속한 긴급 구조
서비스, 24시 출동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관련 문의 및 불편 사항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80-001-1886

자

동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
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
아도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운전하
며 보행자를 인지해 차를 멈출 것이
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스스로 알아

서 주차장으로 가 주차할 것이다.
미래 자동차를 향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시작됐다. 바
로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라 불리는 개인화
된 혁신적인 서비스다. 차량과 운전자의 연결, 차량과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더 이상 SF 영화 속의 이야기
가 아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미 상용화돼 있으
며 2016년에 중국, 2017년에는 한국과 일본, 2018
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메르세데스 미가 도입된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제공하는 개인화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 라이프스타일을 메르세데스 미를 통
해 경험해보자.

Mercedes me
Mercedes me connect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는 운전자와 차량이 연결되어 제
공받는 종합적인 편의 및 안전 서비스를 말한다.

Mercedes me assist
메르세데스 미 어시스트는 차량의 관리와 수리에 관한
개인화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서비스 리포트나 차
량의 히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다.

6
REMOTE CONTROL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행거리,
주행 가능 거리, 남은 연료량 등 차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알아볼
수 있다. 차 도어를 잠그는 걸 잊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원격으로 간단하게 문을 잠그거나
여는 게 가능하다. 어느 곳에 주차했는지
차 위치를 추적하고, 차를 빌려줬을 때
주행 구간을 추적해 차의 현재 위치를
GPS로 파악할 수 있다.

Mercedes me finance
메르세데스 미 파이낸스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제공
하는 금융 프로그램. 고객의 니즈에 꼭 맞는 할부 금융
및 리스 상품을 제공한다.

Mercedes me inspire
메르세데스 미 인스파이어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뉴스, 프로모션 정보 서비스. 마이페이지를 설정하면 관
심있는 소식을 선별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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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RELENTLESS

올해 포뮬러 원 시즌부터 발테리 보타스가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모터스포츠 팀의
일원으로 활약한다. 27세의 보타스를 우승 확률이 희박한 언더독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세계 챔피언이다. 보타스를 그의 고국인 핀란드에서 만났다.
사 진 스 티 브 에 더 링 턴 (STEVE ETHERINGTON)

PHOTO GETTY IMAGES

글 알 렉 산 드 로 스 테 파 니디 스 (ALEXANDRO STEFAN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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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GOT DRIVE
메르세데스 팀의 새로운
드라이버인 발테리 보타스가
챔피언 후보들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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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WINTER WONDERL AND
보타스는 고독을 즐긴다. 핀란드
라티 인근에 있는 자택 호숫가에서
고요함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WARMING UP
보타스가 벽난로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다. 바깥 온도가
영하 18도이니 그럴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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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i
멧의 무게가 무려 7 킬로그램이다.

Formula 1:

발테리 보타스(Valtteri Bottas)가

앞으로의 경기 일정

를 한 그릇씩 먹으면 내년 여름에는 발이 페달에 닿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머리를 돌리

8월 27일: 벨기에/스파
9월 3일: 이탈리아/몬자
9월 17일: 싱가포르/싱가포르
10월 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10월 8일: 일본/스즈카
10월 22일: 미국/오스틴
10월 29일: 멕시코/멕시코시티
11월 12일: 브라질/상파울루
11월 26일: 아부다비/야스마리나

걸?’이라며 저를 놀리셨어요. 그래서 ‘네, 꼭 지킬 거

고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계속 배어나는 땀이 티셔츠에 흡수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5분 동안 목 강
화 훈련을 하고 다음 45분 동안은 포뮬러 원 경기 중
코너를 돌 때 느끼는 원심력 훈련을 한다. 이 원심력
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견뎌내는 강도와 유사하다. 포

물, 말린 과일, 견과류 등을 혼합한 시리얼의 일종)

예요!’라고 대답했죠.”
그날부터 네 살배기 어린 보타스는 매일 아침 뮤즐리
를 먹었다. 길고 춥고 어두운 가을과 겨울날이 지나가
고 이른 여름이 찾아와 눈이 녹아내렸을 때 꼬마는 다
시 카트 서킷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카트에 올
라타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다. 보타스는 “그때의 느
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라고 환한 표정을 짓

뮬러 원 선수들은 마른 몸집에 키도 별로 크지 않다.

는다. 추위로 인해 볼이 빨갛게 상기된 채 처음으로

하지만 이들이 상의를 벗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카트의 파워와 에너지가 자신의 어린 몸을 뚫고 흐르

훈련을 하는지 금세 드러난다. 보타스는 173센티미

는 걸 느꼈던 순간과 시트에 밀착되던 스피드를 떠올

터 키에 몸무게는 70킬로그램이다. 그의 목은 굵고

리며 양털 모자 밑 파란 눈이 웃음기와 함께 반짝인

근육질이며 삼두근이 위팔에 마치 강철 케이블처럼

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그가 가장 강조하고자

감겨 있다.

하는 건 뮤즐리를 꾸준히 먹은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

보타스는 나스톨라(Nastola)에서 자랐다. 너무나도

었는지에 대해서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뮤즐리를 싫

작은 자치도시라 핀란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름조

어했거든요”라며 그가 웃는다. 보타스의 경쟁적이며

차 들어보지 못한 이가 많을 것이다. 현재 그는 모나

엄한 느낌의 각진 이목구비와 두드러진 턱 선이 웃을

코에 살지만 여전히 고향 호숫가에 오두막집 한 채를

때면 다소 부드러워진다. 그가 비록 냉철한 핀란드인

소유하고 있다. 집 바로 옆에 딸린 작은 사우나실처럼

일지는 몰라도 십중팔구 현실적이며 다정한 남자임

오두막집도 회색이 도는 파란색에 하얀 줄무늬가 칠

을 뺨의 보조개가 말해준다.

해져 있다. 테라스에서는 호수가 내다보이고 집 양쪽

누군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에는 마치 평화의 수호자인 양 커다란 전나무, 자작나

인지, 또 각진 턱 선같이 불변적이며 특색 있는 면모

무, 사시나무가 병풍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 호

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 핀란드의 전설적인 레이

숫가 오두막은 보타스의 피난처다.

SCHOOL VISIT

그가 니코 로즈버그의 후임으로 임명되자 많은 모터

보타스의 옛 스승인 아리 실타넨은
“보타스는 항상 마음먹고 시작한
일은 모두 해냈다”고 회상한다.

스포츠 팬들은 깜짝 놀랐다. 물론 윌리엄스(Williams)

싱 드라이버인 미카 하키넨과 키미 라이쾨넨의

에서 실력 있는 선수로 활약했으나 나이가 제법 있었
기 때문이다. 또 단 1년간만 계약을 했다는 점 또한 비
평가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어 이들은 보타스를 루이
스 해밀턴 같은 선수들과 견줄 수 없다며 그가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그 이후 보
타스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수차례
PHOTOS STEVE ETHERINGTON / MERCEDES-BENZ GRAND PRIX LTD (3)

입증했다. 윌리엄스의 테스트 드라이버에서 메르세
데스-AMG 페트로나스 모터스포츠의 레이싱 드라이
버로 부상한 이 핀란드인 ‘언더독(underdog)’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보타스는 “제가 네 살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카
트 서킷에 데려가셨어요”라며 테라스에 서서 이야기
한다. 첫눈에 엔진 음과 연료 냄새에 반해버린 어린
소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카트에 타는 순간
바로 느꼈죠. 그래 이거야, 바로 이것을 하고 싶어!”라
고요. 하지만 그때 보타스는 너무 작아서 발이 페달에
닿지 않았다. “금세 카트에서 내려야 했고 정말 엄청
나게 실망했죠.”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임
을 알고 있기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회상한다. “집에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1년 동안 매일 아침 뮤즐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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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를 이어가는 발테리 보타스는 어린 나이에 무척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만약 싫어하는 음식을 1년 동
안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 고
집불통이거나 아니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 어
떤 장애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질문이 이
해되자 보타스가 정적을 깨며 “고집불통이라고요?”
라고 되묻는다. 이 또한 그의 특색 중 하나다. 항상 먼
저 신중히 생각한 다음 대답을 한다. 때로는 대답을
하기 전 10초, 아니 무려 20초 동안 침묵할 때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전형적인 핀란드인다운 절제라 여
기지만 만약 그를 따라 핀란드를 며칠간 방문한다면
이런 전형적인 편견이 모든 핀란드인에 적용되지 않
음을 곧 알게 되고 발테리 보타스가 사색적인 성향을
가졌음을 인정할 것이다. 모든 레이싱 드라이버들이
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빨리 질문에 답하지는 않는다.
사실 많은 수가 과묵한 편이다. 보타스가 보조개를 찾
아볼 수 없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한다. “제 의지력은
강철처럼 견고해요. 필요하다면 배가 고파도 목이 말
라도 괜찮아요. 항상 더 나아지고자 하는 갈망이 저를
움직이죠. 이 때문에 만약 고집불통이라고 하신 게 무
척이나 집요하고 야심적이라는 의미로 말한 거라면
맞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니코 로즈버그가 깜짝 은퇴를 선언했을 때 보타스는

LETTING OFF STEAM
모든 핀란드인은 사우나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집 옆에 별도로
지은 오두막 형태다. 보타스의
사우나실에서는 얼어붙은 호수가
내다보인다.

자신이 먼저 메르세데스 팀의 대표인 토토 울프에게
연락해 팀의 빈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과
거 시상대에 올라간 적도 있지만 보타스는 이런 작은
성공을 진정한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게 있어
진정한 업적이란 단 하나예요.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
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경주부터 이겨야 해요.”
이 말은 금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에 펼쳐진
러시아 소치 경기에서 실버 애로우 드라이버로서 첫
우승을 따낸 것이다.
레이싱 드라이버로서 보타스는 극도로 근면하고 탐
구심이 많으며 스피드 감각을 타고난 선수로 여겨진
담 산출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0년에
서 2012년까지 윌리엄스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일했
으며 2013년부터는 레이싱 드라이버로 활동했다. 그
의 개인 헬스장의 벽에는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이 걸
려 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남은
일생을 챔피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메르세데스 팀
의 비상임이사회 회장인 니키 라우다는 “보타스는 로
즈버그 수준으로 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단언한다. 아시다시피 로즈버그 수준이란 바로 세계
챔피언급이다.
하지만 라우다는 발테리 보타스가 거친 드라이버가
아니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지도 않는다는 사실 또
한 알고 있다. 보타스는 평온하고 자기 자신에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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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젖은 노면에 강하고 서킷 위에서의 위험 부

AMONG PROFESSIONALS
겨울 동안 보타스는 육상 선수들이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곳인 핀란드의
파유라티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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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며 방문객들에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달라고 예의 바르게 부탁한다. 그는 시간이 날 때
면 옛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NHL
아이스하키 게임을 즐긴다.
보타스는 학업을 마친 뒤 자동차 정비공 견습 과정
을 수료했다. “논리적인 선택이었어요”라는 것이 그

보타스는 로즈버그
수준으로 달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키 라우다,
메 르 세 데 스 - AMG 페 트 로 나 스 모 터 스 포 츠

트 안에 앉아 있다. 지금은 어른이 된 그가 수줍게 미
소 지으며 말한다. “한동안 살이 좀 쪘어요.” 레스토랑
메뉴에는 그의 이름을 딴 음식이 있는데 바로 ‘보타스
버거’다. 가격은 6유로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었
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보타스의 이점일지도 모르겠
다. 아무도 그가 루이스 해밀턴이나 세바스찬 베텔 같

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사우나에 앉아 뜨거운 돌 위

은 세계 챔피언들과 나란히 서킷을 달릴 것이라 예상

에 물을 붓고 있다. 달궈진 돌에 물이 닿는 순간 칙칙

치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가 세계 챔피언들을 따라

튀어 오르고 내부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 그의

잡을 수 있다면, 이는 곧 레이싱의 우승을 차지한다는

옛 스승인 아리 실타넨(Ari Siltanen, 58세)은 보타스

것이다!

가 무척 차분하고 집중력 있는 학생이었다고 말한다.

보타스가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사우나 오두막의 문을

“더 적극적인 아이들이 반에 있었지만 보타스는 항상

열고 호수로 내려간다. 꽝꽝 언 호수 위를 미끄러지지

마음먹고 시작한 일은 모두 해냈어요.”

않도록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간다. 이내 가운

훈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때 보타스를 후

데 얼음 구멍에 다다르자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원했던 길가의 한 레스토랑에 들렀다. 이곳에는 여전

추위에 몸을 떨지도, 차갑다고 고함을 치지도 않는다.

히 보타스의 사진들이 그의 우승을 알리는 옛 신문 기

여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몸을 가슴께에 물이 닿도

사들과 함께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진 속의 그는

10세, 15세, 20세로 다소 토실토실한 금발 소년이 카

록 얼음 호수에 푹 담근다. 그는 단 한 번도 궁지에 빠
VICTORY!
발테리 보타스가 4월 말 러시아 소치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했다(왼쪽). 그와
루이스 해밀턴(오른쪽 뒤)이 2017년의
메르세데스 팀 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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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걸 두려워한 적이 없음이 확실하다.

FAC T S
Best of
Mercedes-Benz Korea

T HE NE W E - C L A S S C O UP É
The New E-Class 패밀리의 새 멤버 The New E-Class Coupé 2종이 공식 출시됐다.
이번 모델은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첫선을 보인 이래 2017 서울모터쇼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어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쿠페 특유의 비율과 흐르는 듯한
드로핑 라인 등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외관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또한 이전 모델 대비
한층 더 커진 차체는 여유로운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ELEMENTARY SCHOOL SAFETY
WALL PAINTING
6월 17일, 서울 은평구 상신 초등학교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안심 학교 담벼락’ 그리기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다임러 계열사 임직원과 아이들과미래재단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외벽을 개선하고 스쿨존 안내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내 구조물을 설치했다.

THE 1ST GIVE 'N RACE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5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제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앤 레이스(GIVE 'N RACE)’ 자선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를 테마로
총 2,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3킬로미터 걷기 구간과
5킬로미터, 10킬로미터의 달리기 구간 등 총 3개 코스로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참가비 전액과 현장 후원금,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기금을 모아 총 2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전달했다.

52

New Network
대구 서구 전시장, 서비스센터, 인증중고차 전시장 오픈
ADD 경북 대구시 서구 와룡로 427
TEL 대구 서구 전시장 053-624-2000, 대구 서구 서비스센터 053-552-9001,
대구 서구 인증중고차 전시장 053-555-9001
인증중고차 제주 전시장 오픈
ADD 제주시 일주동로 407 TEL 064-805-8010
인증중고차 성산 전시장 오픈
ADD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 17

TEL 02-6276-0000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오픈
ADD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801

TEL 062-226-0001

대구 서구 전시장

PLAY THE SAFETY
6월 24일, 서울시 송파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이모티콘 콘테스트 ‘플레이 더 세이프티’
시상식이 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응모작 300여 점 가운데
총 20점이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날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
참가 아동 누적 1만 명 돌파 기념 체험교육 행사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인증중고차 제주 전시장

Mercedes-Benz Samsung Card

인증중고차 성산 전시장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삼성카드가 제휴 상품 공동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메르세데스-벤츠 삼성카드(가칭)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십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SK렌터카로 제주에서 벤츠 타세요!

T HE NE W E - C L A S S A M G L INE
베스트셀링 세단 10세대 E-Class에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 메르세데스-AMG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The New E 300 AMG Line과 The New E 300 4MATIC AMG Line이 출시됐다. 앞뒤 범퍼와
휠 등에 적용한 AMG Line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외관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듯하다.
특히 사륜구동 모델인 The New E 300 4MATIC AMG Line은 검은색 루프 라이너, 메탈 스포츠 페달, D컷
스티어링휠 등 인테리어에도 AMG Line을 적용해 특별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SK렌터카와 함께 제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SUV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친다. SK렌터카 제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GLC와 GLC Coupé, GLE, GLE Coupé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본 할인 및 제휴 할인, 추가 더블 할인
혜택까지 더해 국산차 이용 가격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인기 SUV 모델 4종을 경험할 수 있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더불어 메르세데스카드 회원에게는 캠페인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혜택 내용 및
예약은 아래 QR코드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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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타클래스(StarClass)는 메르세데

다. 먼저 고객 요청 시 해당 차에 관한 주행거리와 정

스-벤츠 공식 수입 차량으로 엄격

비 이력서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 구입 후에는 1년/2

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인증 중고차

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선도래 적용)

를 말한다. 모든 스타클래스 차량은

을 비롯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와 차량 정기점

메르세데스-벤츠 테크니션들의 철

검 시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 차량 교환 프로그램(7

저한 기본 기술 점검과 인증, 오일

일/500킬로미터 선도래 적용) 혜택이 주어진다. 또

관련 기관의 점검, 엔진과 전자 시스템 테스트 등 모

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두 178가지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스타클래

경우라면 스타클래스 차량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편

스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다. 스타클래스 차량

리하고 쉽게 차량을 매각할 수 있다.

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

스타클래스는 중고 자동차 구입, 차량 판매 및 재구매
라는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일시에 해결하는

WHY
STARCLASS?

믿을 수 있는 중고차 프로그램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공식 운영하는 스타클래스는 신뢰할 만한 중고차 구입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의 완벽한 품질 검사를
거친 차를 구입해 이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스타클래스를 선택하는 이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좀처럼 믿기 어려운 중고차 구입. 하지만
스타클래스는 세계 최고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직접 인증한 중고차다. 다양한
품질 검사를 거친 차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입
후에도 신차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 구매
스타클래스를 통하면 좋은 품질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차량을 신차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교체 주기가 빠른 고객들에게는
스타클래스가 어떤 구매 프로그램보다도 경제적인
방법이다.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차 매각
만약 보유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를 판매하고
싶다면 스타클래스 차량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보장하는 차량 정보와
가격 시스템을 바탕으로 차의 가치를 평가하고
신뢰할 만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원한다면 전문
감정사의 직접 방문을 통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다.

예전에 일반 중고차를 산 적이 있는데 사후
서비스가 정말 좋지 않아서 후회했어요.
그러다 지인을 통해 스타클래스를 알게
되었고 GLA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비롯해 많은 부분이 매우
만족스럽더군요. 엔진오일 교체나 차량 정비에
관해서도 신차와 다름없는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전 성 욱 고 객 , GLA 구 입

스타클래스를 통해 처음 구입한 차가 유지
보수 등 관리가 정말 잘되어 있었어요. 마치
새 차를 경제적으로 구입한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7개월이 채 안 돼 AMG
GT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스타클래스를 이용해 차를 구입할 겁니다.”
한 동 철 고 객 , Mercedes- AMG C 63 S와 Mercedes- AMG GT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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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AMPION
SO YEON RYU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유소연 선수. 2017년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버서더로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세계 최고 골퍼가 되기까지.
글 성 호 준 (중 앙 일 보 골 프 팀 장 )

여

GETTY IMAGES

SPORTS

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유소연(27
세)은 욕심 많은 소녀였다. 어려서
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고 다 잘했
다. 굳이 주 전공을 밝히라면 바이올
린이었지만 피아노도 하고 한때는
플루트도 배웠다. 플루트를 함께 배

우던 친구 지수와는 유달리 친했다. 지수는 취미로 골
프도 했다. 그 친구 따라 유소연도 골프를 해봤다. 10
야드도 안 되는 닭장 같은 연습장에서 꼬마들은 칩샷
으로 바구니에 공 넣는 놀이를 했다. 선생님은 잘하는
아이에게 햄버거를 줬다. 유소연은 소질이 있었다. 덕
분에 햄버거를 자주 먹었다. 그는 “친구랑 놀고 싶고
햄버거를 두 개 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 좋았다”고 회
상했다.
그래도 우물 안 개구리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닭장
을 벗어나 처음 골프 대회에 나갔다. 거의 꼴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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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기가 생겼다. 유소연은 골프 국가대표가 되겠다

10에는 많이 들었지만 우승만 못했다. 2014년 8월

고 생각했다. 6학년 때 기어이 주니어 국가대표가 됐

다시 한 번 우승을 하고 또 가뭄이 찾아왔다.

다. 중학생이 되면서 선택의 시간이 왔다. 모든 걸 다

세계 랭킹 10위 밖으로 거의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할 수는 없었다. 유소연의 주 전공은 바이올린이고 공

꾸준했지만 우승은 손에 닿지 않았다. 경기를 끝내지

부도 잘했다. 유소연은 골프를 선택했다. “생각해보

못하는 마무리 투수의 모습이 보였다. 우승 문턱을 두

니 골프 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드리고 두드리다 지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유소

유소연은 수업을 마친 후에야 골프 연습을 할 수 있었

연은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우승 없이 톱 10이 많은

다. 연습할 시간이 하루 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다

건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

른 친구들은 학교에 안 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문에 톱 10에 들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

까지 골프만 했다. 박세리부터 이어져 온 한국 주니어
골프의 전통이었다. 다들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했
다. 하지만 유소연은 학업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을
쪼개 둘 다 잘 해냈다.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이 됐다. 2006년엔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됐다. 하필 그때 슬럼프가 찾
아왔다. 대회에 나가면 예선에서 떨어지거나 컷을 통
과해도 거의 꼴찌였다. 아시안게임 대표를 다른 선수
에게 넘겨줄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유소연은 자존감
이 강하다. 흔들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아시안게
임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아마추어 세계 선수권이 저

우승 문턱을
두드리고 두드리다
지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유소연은 넘어지지
않았다.

직 실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최고 실력을 만들기 위해 2016년 초부터는 조던 스피
스의 코치인 카메론 매코맥에게 배웠다. 결정적 순간
에 나오던 훅이 사라지고 거리가 늘었다. 올해부터는
퍼트도 좋아졌다.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렉시 톰슨이 공 마크를 잘 못해서 4벌 타를 받은 거로
더 유명한 대회다. 미국에선 폄훼하는 여론도 있었다.
“행운의 우승이다”, “톰슨이 우승을 도둑맞았다”는 말
이 오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시 연장전에서 관
중들은 4벌 타를 받은 비운의 톰슨을 일방적으로 응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

원했다. 유소연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혼자 경기하는

렸다. 유소연은 개인전 7위로 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의연히 이겨냈다. 유소연은 경기

국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

후 인터뷰에서 톰슨을 배려했고 자신의 우승이 가치

다. 힘을 얻었다. 유소연은 “그동

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유소연은 당당한

안의 부진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

챔피언이었다.

기 위해 잠깐 움츠린 것”이라고

유소연은 두 달 후인 6월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

생각했다.

하며 지난번 우승이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

그의 첫 성공은 그가 포기하려

다. 세계 랭킹 1위에도 올랐다. 유소연은 7월 말 현재

했던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

LPGA 투어에서 상금 랭킹, 올해의 선수상, 다승, 톱
10 피니시율 등에서 1위다. 그린 적중률 3위, CME 글
로브 랭킹 2위, 평균 스코어 3위 등 여러 부문에서 정
상급이다. 유소연은 여자 골프 랭킹 1위이자 한국 선

안게임에서 나왔다. 유소연은 무
려 29언더파로 2위와 9타 차 우
승을 했다. 버디를 34개나 잡아
냈다. 당시 2위는 일본의 미카 미

수들의 명실상부한 리더다.

야자토, 3위는 최혜용, 4위는 청

유소연은 박인비와 친하다. 거의 가족처럼 지낸다. 유

야니였다. 중국의 펑샨샨은 8위

소연은 최고 선수인 박인비의 노하우를 차근차근 배

였다. 유소연은 그때 압도적으로

웠다. 그러면서 박인비 다음 세계 랭킹 1위가 된 한국

이겼던 터라 2011년 청야니가

선수가 됐다. 유소연은 박인비가 달성한 커리어 그랜

골프 여제로 맹활약할 때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드슬램과 명예의 전당에 갈 만한 자질이 있다.

좌절도 해봤다. 2008년 KLPGA 신인왕을 두고 아시

최고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기가 닥친다. 많은 선수

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최혜용과 경쟁을 했다. 유소

들이 그 해저드를 넘지 못했다. 청야니처럼 일찍 지는

연은 막판 중요한 대회에서 실격했다. 그는 “룰을 착

꽃도 많다. 유소연은 잘 버텼고 최고봉에 올랐다. 유

각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신인왕은 최혜용이 차지했

소연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어려서 시간을 쪼

다. 유소연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한

개 공부와 골프를 하면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픈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알 수 있었다. 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봤다. 내가 세

유소연은 2012년 8월 제이미 파 톨리도 클래식에서

상의 모든 것들 중 골프를 가장 사랑한다는 걸 안다.

LPGA 회원으로 첫 우승을 했다. 바로 다음인 세이프

이 길이 내 길이라는 신념이 있어 흔들리지 않았다.

클래식에서도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출발했다. 그러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딱 골프만

나 마지막 홀에서 티샷이 물에 빠졌다. 이후 2년간 톱

바라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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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IGITAL SERVICE
DRIVE
생활에 편리함과 여유를 더하는 IT 기술이 자동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도 바꾸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사용자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개선한 서비스 프로세스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하는 생활을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자동차와 IT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편리함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달리는 데 필요한 기본 기능만
기계의 몫으로 남겨둔 요즘의 자동차는 흔히 이야기
하듯 움직이는 컴퓨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
람들이 자동차에서 느끼는 익숙한 편리함은 디지털
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있다. 곧 다가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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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자율주행 시대도 자동차의 디지털화가 가
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자명종

져온 혁신의 결과다.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와 IT 기

시계에서 스마트폰 알람으로 바뀌

술을 더 끈끈하게 결합하려 애쓰고 있다. 자동차가 점

고, 아침마다 받아보던 신문이 사라

점 더 달리는 생활공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사용

진 자리를 모바일 뉴스가 차지하고,

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IT 기술을 자동

TV를 켜면 나오는 화면과 소리는 어

차에 심는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듯싶다.

느새 전파 대신 인터넷 신호를 받은

메르세데스-벤츠는 일찍부터 자동차 디지털화에 많

셋톱박스의 것인 시대. 우리가 익숙해진 디지털 세상

은 투자를 하고 제품에 반영해왔다. 그 덕분에 최신

의 단면이다. 오랫동안 아날로그 기기들이 해왔던 수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많은 일들이 디지털화와 더불어 더 쉽고 편해졌으며,

IT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자동차 안에서도 상당 부분 똑

시간과 장소를 가려야 하는 불편함을 잊어버리는 일

같이 누릴 수 있다. 이제 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

도 늘어났다. 이처럼 IT 기술의 발달은 알게 모르게 우

의 사용뿐만 아니라 관리도 사용자에게 더 쉽고 편리

리 생활에 스며들어 편리성과 여유를 더하고 있다.

한 경험이 되도록 디지털화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중

이다. 자동차와 관련해 사용자가 최고의 경험을 하도
록 만들겠다는 ‘Best Customer Experience’ 개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마련한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용자는 아날로그 영역을 크게 벗
어나지 못했던 자동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를 디지
털화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발전시킨 새로운 서비
스를 만나게 된다. 그 결과 예약, 상담, 정비 내용 확인
등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우리는 이미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연을 관람하고자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하는 데 익숙하다. 번거로움
을 피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

자동차 디지털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치는 과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애프터세일즈 서비
스도 마찬가지다.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경험한 디지
털화의 편리성을 메르세데스-벤츠가 새로 선보이는
온라인 서비스 예약(online service booking)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서비스 관련 정보가 연동되고 사
용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비스 예약 시스템은 사전에 내 차를 등록해
두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인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

로그인해 간편하게 예약 및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대

면 된다.

의 메르세데스-벤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단 등록

예약 날짜와 시간 지정도 더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된 차는 선택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

콜센터를 통하거나 방문하려는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다. 차를 선택한 뒤에는 방문할 공식 서비스센터를 선

걸거나 스마트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AS 도우미’

택할 수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나

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예약 방법이었다. 그러나 전

평소에 선호하는 센터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원하는

화는 한꺼번에 콜센터에 많은 통화가 몰리면 무작정

곳을 지정하면 된다. 지정 방법도 지도상의 표시를 확

기다려야 했고, 예약을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센터에
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전화로 다시 확인하고 일정
을 조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온라
인 서비스 예약 시스템은 모든 공식 서비스센터의 관
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따로 확인하고 조정
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재 시점에서 예약 가능한 시
간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다.
새로이 추가된 서비스 어드바이저 지정 기능도 눈길
을 끈다. 메르세데스-벤츠를 오래 보유하다 보면 내
차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에게 서비스를 맡기고 싶
어 선호하는 서비스센터와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꾸
준히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디서, 누구에게 서
비스를 받더라도 개의치 않는 오너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비스 어
드바이저를 지정하거나 무작위로 배정받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물론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스케줄을 미
리 확인하고 상담 가능한 시간을 골라 예약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방식도 마이 서비스(My Service) 옵션
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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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투명하게 확인되는 서비스 기록

하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지털 서비스 리포

예약하면서 느낀 편리함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

트(Digital Service Report)’라는 이름의 포털 시스템

했을 때에도 이어진다. 예약 시간에 맞춰 서비스센터

은 이처럼 바뀐 서비스를 확인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

를 방문하면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손에 들린 태블릿

서비스 내역뿐 아니라 차량마다 다른 서비스 주기와

PC가 눈길을 끌 것이다. 태블릿 PC는 서비스센터에

점검 항목, 통합 서비스 패키지 잔여 기간 등 일일이

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달라진 서비스를 보여주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서비스 항목까지 꼼꼼히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상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점검이나 정비가 끝난 뒤에

담 라운지에서 태블릿 PC를 보며 예약 내용과 차의

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은 물론, 내역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액티브 리셉션(Active

서가 자동 생성되어 이메일로 소유자에게 전달되고,

Reception)으로 자리를 옮겨 고객과 함께 눈으로 차
의 상태와 점검 항목을 확인하면서 태블릿 PC를 통해

서비스 기록과 결제 내용까지 투명하게 기록되어 언

디지털화된 차량 점검표에 기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베
이스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과거에는 이런 과정이 모두 종이 문서로 기록되고 보
관되어 나중에 차의 상태나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려
면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오너 모두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기록의 내용이나 정확성도 서비스
어드바이저마다 달라서 꼼꼼한 차량 관리가 어려웠
다. 그러나 이처럼 서비스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

“자동차와 관련해
사용자가 최고를
경험하도록 만들겠다는
‘Best Customer
Experience’ 개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마련했다.”

제든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진행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에는 센터 내에 마련된
라운지든, 개인 업무를 보려고 방문한 곳이든 언제쯤
작업이 끝나 자신의 차를 출고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마련이다. 대개 예상 점검 완료 시간을 서비스 어드바
이저가 알려주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점검이나 작업
이 필요할 때는 출고가 늦어지기도 한다. 이때 서비스
진행 상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달라지는 상황

뀜으로써 차량 상태와 점검 내역이 더 정확하고 세밀

에 대처할 여유가 생긴다.

하게 관리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록된 정보를 바

메르세데스-벤츠는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서

탕으로 차에 가장 알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

비스센터에서 진행되는 점검 상황을 스마트폰 등 모

울러 일일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비스 어드

바일 기기로 확인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내 차

바이저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그동안 받은 서비스 내

가 워크베이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지, 아니면 이미

역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매우 편

작업이 끝나 출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과 정비를

리하다.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실시
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솔루션 개발에 착
수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에는 현
재 작업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서비스의 중심을 서비스를 하는 사
람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메르세데
스-벤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서
비스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꾸준히 지향하는 것으로,

2015년에 첫선을 보인 후 호평을 얻으며 전국의 공
식 서비스센터로 확대된 마이 서비스와도 맥락을 같
이한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식 서
비스 개념인 마이 서비스에 이어 앞서 소개한 서비스
의 변화를 담은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Digital Ser-

vice Drive)’ 역시 이 같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향
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디지털화가 언뜻 딱딱하고 각박하게 느껴질 수 있어
도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한 변화의 결과는 생활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메르세데스-벤
츠가 늘 최고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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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MO MARK
ON YOUR TIRE!
자동차에서 타이어는 성능과 안전을 비롯한 가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엔진이나 섀시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의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자동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의 부품 중 유일하게 지면에
맞닿아 있어 자동차가 움직일 때 물리적으로 직접 충격을 받는 부품이다. 무엇보다 타이어는 안전에 가장 초점을 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0월부터 선보이게 될 MO(Mercedes Original) 타이어는 내 차에 가장 적합한 타이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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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타이

구조/내경(인치)/하중지수/속도지수 형식이다. 예를

어는 태초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들어 205/60/R/15/94/H(혹은 205/60R 15 94H)

부터 최근 상향 평준화된 자동차 시

를 풀어보면 타이어의 접지면(바닥에 닿는 단면폭)

장에서도 성능과 안전을 나타내는

은 205밀리미터, 사이드 월의 높이는 205밀리미터

주요 키워드로 늘 등장한다. 성능

의 60%, 구조는 래디얼, 사용할 수 있는 휠은 15인치,

좋은 타이어도 많아졌고 인터넷을

타이어 1개당 최대 하중은 670킬로그램, 최고속력은
시속 210킬로미터라는 뜻이다.

조금만 검색하면 선택 장애가 생길 만큼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과거에 타이어는 주로 모터스포츠나 고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일자는 DOT 규격을 보

성능에 집중했다. 하지만 자동차 기술이 상향 평준화

면 알 수 있는데 DOT 61 N4 00JX 3811 등 형식으로

되면서 각 자동차 메이커는 타이어를 또 하나의 고급

표시된다. 가장 앞의 DOT는 규격을 나타내며, 61은

옵션으로 내놓기도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제조공장 코드, N4는 타이어 사이즈 코드, 00JX는 제

10월부터 선보일 MO(Mercedes Original) 타이어의

조자 옵션 코드, 맨 뒤의 4자리 숫자는 제조일자다.

컨셉트는 단순 고급 옵션이 아닌 내 차에 가장 적합한

이 중 가장 중요한 맨 뒤 4자리 숫자는 앞쪽 두 개는
생산된 주(1년은 대략 52주), 뒤쪽 두 개는 생산 연도

타이어다.

다. 3811은 2011년 38번째 주(대략 8월)에 생산되었

타이어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다는 의미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

자동차의 용도가 교통수단으로만 한정되었던 이전에

면 타이어 겉면에는 해당 타이어의 모든 정보가 표시

는 소비자들 또한 타이어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되어 있다.

했다. 튼튼함과 긴 수명이 타이어 구매 시 고려되던
사항이었다. 자동차 소모품 중 단일 부품으로는 가격

내 차에 맞는 타이어

이 가장 비싼 만큼 전체적인 유지 및 보수 비용을 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려하면, 수명이 길고 튼튼한 것은 여전히 타이어 구매

방법을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인다. 메르세데스-

시 무시할 수 없는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타이어의 역할을 생각하면 경제성만을 고집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경제성은 기본이고, 승차감, 안정
성, 빗길 주행성능, 연비 영향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
또한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내 차에 적합한 타이
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타이
어로 교체할 경우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타이어 선택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일반적으

“MO(Mercedes
Original) 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만을 위해 개발된
타이어로 MO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최적을
성능을 발휘한다.”

벤츠가 론칭하는 ‘메르세데스 오리지널(Mercedes

Original)’이라는 의미의 MO 타이어는 이런 번거로움
과 수고스러움, 자칫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최소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메르세데스-벤츠
의 MO 타이어는 내 차에 맞는 타이어, 소비자가 안심
하고 사용하는 타이어라 할 수 있다.

MO 타이어는 말 그대로 메르세데스-벤츠 각 모델에
특화된 전용 타이어다. 타이어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양립시킬 수 있는 메르세데

로 차량을 출고할 때 장착된 타이어가 가장 이상적이

스-벤츠 MO 타이어는 그동안 고가의 슈퍼카에서나

라 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타이

볼 수 있었던 맞춤형 타이어 혜택을 일반 소비자들도

어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다. 놓치기 쉽지만 타이어에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한 기본 지식이 중요한 이유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여 타이어 외관에 적혀 있는 정보만 살펴봐도 타이어

철학에 기반을 둔 까다로운 인증 기준은 한 개의 성

의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능, 기능, 품질 조건 안에서 최소 40여 개 이상의 다양

우선 타이어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자. 전 세계에서 판

한 변수를 만족시켜야 한다.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시

매되는 모든 타이어는 휠의 크기에 따라 ISO(국제표

키기 위해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수

준화기구)에서 정한 표기법을 따른다. 이 표기법에는
타이어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데 밀리미터로 표시
된 접지면을 비롯해 인치로 알려주는 내경(휠이 안착
된 내부 지름), 편평비(접지면을 기준으로 백분율료
표시된 사이드 월의 높이), 타이어의 용도, 최고 허용
속력, 마모도, 사이드 월의 재질 등이다. 여기에 DOT
로 표시된 생산 공장, 생산 날짜 등도 있다. 자칫 복잡
해 보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 규격은 대부
분 세 자릿수 숫자(밀리미터 기준의 접지면)/편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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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쳐야 MO 마크를 받을 수 있다.
MO 타이어 이외에도 그 특성에 따라 MOE(MercedesOriginal Extended), MO1, MOS(Mercedes-Original
Silent)로 분류되는 타이어도 있다. MOE는 런플랫
(Run-Flat) 타이어로 공기압이 빠진 상태에서도 도
로 상황에 따라 최대 시속 80킬로미터로 80킬로미
터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MO1은 AMG의 스포츠성
에 특화된 타이어이며, MOS는 소음을 최소화해 SClass의 정숙성을 유지하는 타이어다.
MO 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만을 위해 개발된 타
이어로 MO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최적의 성능을 발
휘한다. 차가 달리고, 멈추고, 코너를 도는 과정을 반
복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물론 고성능 타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

한다. 최적화된 저항계수는 소음을 줄이고 연료 소비
를 줄여 타이어의 수명을 늘려준다.
각 차종의 용도에 따른 고유 패턴도 MO 타이어의 장
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MO 타이어는 모델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패턴을 사용해 이상적인 접지력을 만

“차가 달리고, 멈추고,
코너를 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들어내며 젖은 노면이나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도 최
적의 드라이빙 환경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메
르세데스-벤츠가 철저하게 검증한 타이어 생산 공정
과 품질 프로세스에서 생산되고 공급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 하면 그저 비싼 소모
품 정도로 인식한다. 그러나 타이어의 역할은 일반적
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안전과 가장 밀접하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타이어가 제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이는 MO 타이어

겠지만 여러 차종이 공용으로 쓰는 타이어와 메르세

는 전용 설계와 전용 제품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메

데스-벤츠 전용 MO 타이어의 차별화된 성격이 여기

리트를 지닌다. MO 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에서 나타난다. 성능뿐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MO 타

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해줄 최적의 선택이 될 것

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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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The best in
design, art
and pleasure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와 그의 팀이 개발한 디자인
철학은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라 불리며
이 전략은 2012년 The New A-Class를 통해 브랜드에
첫 적용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이너들은 최근
‘에스테틱 A(Aesthetics A, 위 사진)’ 모형을 통해
이 감각적 순수미라는 디자인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예고했다. 에스테틱 A는 본질적인
형태에 다다를 때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낸
컴팩트카 부문 세단형 차량의 비전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차 디자인에 감각적인 순수미가 모던 럭셔리로 구현되어
있다. 또렷한 형태와 감각적인 표면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해결책을 선보임과 동시에 감성 또한 자극한다.

AN INFUSION
OF DELIGHT
어린 생강 뿌리와 따스하고
진한 캐러멜 꿀, 로즈메리를
섞어 기운을 북돋우는 이
시럽을 더하면 모든 음료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가격 118유로.

DAIMLE R .C OM/INNOVATION/DE SIGN/

K ILLE E NNA .C OM/GINGE R - R O SE MAR Y-

AE S THE TIC S - A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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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DAIMLER AG, KILLE ENNA, JÜRGEN ALTMANN,
MERCEDES-BENZ ACCESSORIES GMBH

SE NSUAL !

FROM ANOTHER WORLD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더
커뮤니케이터(the Communicator)’는
전화 대신 무전하듯 최대 5미터 거리까지
송신 가능하며, 1960년대의 오리지널
엔터프라이즈호(Enterprise) 선원들의
짧은 대화와 음향 효과까지 담고 있다.
그리고 더 커뮤니케이터의 우아한
받침대는 기기가 눈에 더 잘 띄게 도울
뿐 아니라 충전 기능도 갖추고 있다.
‘스타 트랙: 오리지널 시리즈 블루투스
커뮤니케이터(StarTrek: The Original
Series Bluetooth Communicator)’는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약
150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THE WAND C OMPAN Y.C OM/C OMMUNIC AT OR

TA L E N T. 			
MADE IN CHINA
올해 다임러 아트 컬렉션(Daimler
Art Collection)은 중국의 예술
작품을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
선보인다. 중국 예술가 20여
명의 작품 40여 점이 2013년부터
다임러 아트 컬렉션에 추가되어
소장 작품을 좀 더 국제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임러 아트 컬렉션은
계속해서 추상 예술과 개념 예술,
뉴미디어 분야의 작품에 집중하고
있다. 다임러 아트 컬렉션이 현재
소장한 중국 예술 작품은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홍콩 포함)

지역으로부터 선별한 것이다. 다양한
세계 예술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다임러 아트 컬렉션은
중국 작품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들과 타 전시 작품 사이의
유사성 또한 보여준다. 이 진열장은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
슈젠(Xu Zhen, 1977년생)의
<천녀들(Apsaras: 천상의
무용수들)>을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인류의 정신적·종교적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움직임의 탐구다.
AR T.DAIMLER .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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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KNIFE EDGE
망치와 모루, 감성과 인내. 칼을
만드는 예술 분야에서 전통과
건실한 수작업은 최고의 3D
프린터보다도 더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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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AND
AND HEART

연마질, 대패질, 리벳 박기, 바느질⋯. 소수의 제조사들은 여전히
수공예라는 순수예술을 추구한다. 그 결과물은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들어낸 정교한 예술 작품이다.
글 마 르 크 빌 레 펠 트 (MARC BIELEFELD)

PHOTOS SEIFERT / UEBLER / MESSER WERK DAMASZENERSCHMIEDE DIESTLER&PICHLER, DESIGNO MANUFAKTUR

세

계 최고의 장거리 글라인더 세일플

철은 차가운 능률과 정밀성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열

레인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의 증거다. 칼 제작자는 칼날을 완벽하게 벼리기 위

컴퓨터? 아니다. 레이저 제어 축융

해 종종 대장간에서 몇 주에 걸쳐 작업한다. 침묵 속

기도 아니고, 데이터에 기초한 3D

에서 상념에 빠진 채 이들은 한 겹 한 겹 강철을 포개

프린터도 아니다. 바로 손재주가 필

나간다.

수 재료다. 론 산맥에 위치한 슐라

실력 있는 장인들은 완벽한 만듦새, 부드러운 표면,

이허(Schleicher)는 세일플레인 제작 분야에서 세계

잘 다듬어진 모서리, 최고급 자재, 선과 곡선, 형태와

적인 선두 주자다. 슐라이허의 우아한 세일플레인의

기능의 완벽한 결합을 향한 열정 속에서 한데 뭉칠 수

눈처럼 새하얀 표면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로 만들고

있다.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이 열정은 악기 제조자와

손질한다. 밀리미터 단위로 점점 더 고운 사포를 사용

파티시에, 나침반 제조자와 마구 제조자, 구두 제조자

하는데 나중에는 사포가 신문 인쇄용지보다도 더 부

를 비롯해 수많은 장인들에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종

드럽다. 헌신과 솜씨, 인내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에는 어떤 것이 정말로 훌륭한 장인의 솜씨를 구분

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일플레인은 하나의

짓는 요소인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실력 있는 장

예시에 불과하다. 많은 공방과 공장들이 여전히 전통

인의 작품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워야

기술을 첨단 제조 공정보다 더 중시한다. 예리한 눈과

하며, 티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하고, 또 그 이상의 무언

떨림 없는 손, 감성과 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쌓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기술 말이다. 그리고 가

이런 작품들을 구성하는 감성에 가격을 매기기란 불

장 결정적으로 머리와 심장, 직감을 총동원해 사고하

가능하다. 실력 있는 장인은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고,

는 기술만은 절대로 기계가 모방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가

할 수 없다.

득 채운다. 얄팍한 상술과 차가운
능률의 세계에서 이 같은 장인의

육감과 열정

작품은 숙련도를 중시하는 세계

시계 제작자들은 몇 시간씩 쉬지

관을 대변한다. 많은 장인들이 끊

않고 정밀 바이스 앞에 앉아 작업

임없이 돌아가는 대량생산의 톱

을 하는데 극도로 작은 크기의 메

니바퀴로부터 의도적으로 등을

인 스프링과 바퀴 열, 탈진기를 통

돌리고 작업대 뒤로 홀홀 사라져

해 시계의 움직임을 솜씨 있게 조

서는 그저 자신의 외골수적인 열

작한다. 도자기 화가들은 시베리

정에 전념한다. 그 노동의 결과물

아 다람쥐의 부드러운 아랫배 털

A L O V E O F D E TA I L

은 세간의 인정을 받으며 종종 시

로 만든 가장 섬세한 붓으로 작품

수준 높은 장인의 솜씨는 자재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G-Class에 사용되는
모든 가죽을 꼼꼼히 감정한다.

대를 초월하는 반응을 끌어낸다.

표면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
사람 손으로 벼리는 다마스크 강

‘애정을 담아 만든다(Made with

love)의 전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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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WORK
재봉사인 아니타 래트콜브가
가죽을 씌워 도어 핸들
제작을 마무리하고 있다.
탑 스티칭과 장식 작업은
극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LEATHER

NEEDLE AND
THREAD
지그프리드 슈뢰트너(Siegfried Schröttner)가 커다

엄격한 눈을 통과한 가죽은 인장 강도와 수축 특성,

란 가죽 조각을 검수한다. 눈을 감고 손으로 표면을

기후 민감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테스트를 거친

쓰다듬는다. 손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는 것이다. 오직

다. 이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가죽만이 재단실

유기농 미네랄-베이스 제혁 약품으로 처리된 최고급

로 옮겨진다. 그곳에는 압축 기계와 물 분사 절단기,

풀그레인 가죽만이 그의 승인을 받는다. 만약 아주 작

가죽을 자르고 켜는 기계가 기다리고 있다. 밀리미터

은 결점, 예컨대 벌레 물린 자국이라든가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정확하게 정교한 펀칭 나이프를 사용해 본

불순물이라도 발견하면 그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가

을 따라 가죽을 잘라낸다. 손이 떨려서는 절대 해낼

죽 조각을 밀쳐낸다. G-Class에는 오직 최고의 자재

수 없는 작업이 남아 있다.

만이 사용되는 까닭이다.

아니타 래트콜브(Anita Rathkolb)와 클라우디아 에

지그프리드 슈뢰트너와 동료들은 자재 선택 작업

쳐(Klaudia Eicher)는 손이 떨리지 않기로는 세계 챔

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한다. 현재 데지뇨 매뉴팩처

피언감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인디애나폴리스 스티

(Designo Manufaktur)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2

칭의 수석 장인으로 휘어진 가죽용 바늘을 사용해 직

만2,000제곱미터의 가죽이 있으며 해마다 20만 제

접 손으로 작업하는 탑 스티칭 방식으로 자동차 내부

곱미터 이상의 가죽이 이 회사의 장인들의 손을 거

도어 핸들에 가죽을 씌운다. 래트콜브가 “집중력과 날

치는데, 유럽 중부에서 자란 수소로부터 얻는 나파

카로운 눈, 부드러운 손길이 필수죠”라고 설명한다.

(Nappa)와 루가노(Lugano) 가죽이다. 품질관리자의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 예를 들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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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O
MANUFAK TUR
GRAZ
마치 새빌로 거리의 양장점들처럼 이 공장의
재봉사들은 치수를 재고, 자르고, 바느질을
하며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그라츠에
위치한 데지뇨 매뉴팩처의 재봉사들은
옷을 만들지 않는다. 이들의 고객은 바로
메르세데스-벤츠 G-Class라는 자동차다.
178명의 직원 모두가 G-Class의 섬세한
가죽 인테리어 작업에만 전념한다. 자동차
내부 덮개 전문가들은 시트와 글러브 박스,
뒷문, 센터 콘솔, 바닥에 사용될 자재들을
잘라낸다. 재봉사들은 메르세데스-벤츠
특유의 탑 스티칭과 정교한 장식 작업을
한다. 오프로드 차량인 G-Class의 내부는
고객의 희망 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꾸밀
수 있다. 당연히 창의력과 숙련된 솜씨가
필수다. 시트커버에서 가죽을 씌운 핸들과
손잡이까지 모든 G-Class 차량은 아주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다!
MB 4 .ME/DE SIGNO - M A NUFA K T UR

PORCEL AIN

A QUESTION
OF MASS
혼합 통의 소음과 밸브의 쉭쉭거림에 맞춰 두꺼운 기
계 벨트가 방 안을 교차하며 가로지른다. 압축 여과기
와 반죽기는 100년이 넘도록 이 반죽 공장에서 사용
되어 왔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옛날 방식 그대로다.
여전히 수력으로 기계를 돌린다. 디터 제우스(Dieter

Zeus)에게 이 공간은 마치 제2의 집과도 같다. 이 제
분 업체는 님펜부르크(Nymphenburg)에 공급하는
도자기 반죽을 지난 37년간 생산해 왔다. 특별 비율
로 장석, 석영, 고령토를 섞는 일은 일종의 예술이다.
고령토가 도자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장석은 윤기를
더해준다. 정확한 배합 비율은 꽁꽁 숨겨진 비밀이다.
먼저 미가공 고령토 가루를 깨끗이 씻은 뒤 석영과 장
석을 드럼 밀에서 30시간 정도 가루로 간다. 그다음

NYMPHENBURG
MUNICH

HANDMADE
오래도록 변치 않고,
정교하며, 고객에게 맞춰
제작한다. 고급 가죽, 세밀한
탑 스티칭 그리고 장식이
G-Class의 멋스러운 면모를
잘 드러낸다.

뮌헨에 위치한 이 제조사는 화이트
골드의 비밀을 거의 300년 전에
터득했다. 장석과 석영, 고령토를
섞는 황금비율을 말이다. 이
제조사는 여러 유명 예술가들을
고용해 잘 알려진 코메디아 델
아르테(Commedia dell’Arte)
시리즈 같은 작은 장식품을
만들었다. 그다음 이야기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님펜부르크(Nymphenburg)는
고급 도자기 업계의 기준을 세우는
장인정신으로 유명하다.
N Y MPHE NBUR G .OR G

은 승객 손잡이 같은 것은 정말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둥근 물체의 안쪽을 탑 스티칭할 수 있

고령토 슬러리를 가루가 된 광석과 통에 담아 섞고 이
렇게 만든 반죽을 압축 여과기 속으로 퍼 올린다. 다
음 단계에서 제우스는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 반
죽이 정사각형 케이크 형태로 나올 때까지 압축 여과
기 옆에 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레버를 눌러야 하는
것이다.
또 그러는 동안 도자기 반죽의 탄력과 균질성에도 신
경을 써야 한다. “완벽한 반죽의 농도를 감으로 알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근육의 힘이다.

A PA S S I O N
FOR FORM
디터 제우스가 그의
성역에 서 있다. 이 반죽
공장은 지난 세기의
모습 거의 그대로다.

는 기계는 전 세계에 단 한 대도 없다. 래트콜브는 “모
든 부품의 정확한 형태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해요”라
고 말한다. 이 일이 더 난해한 이유는 이러한 맞춤형
장식 솔기와 가죽의 색상, 장식 작업이 G-Class의 멋
PHOTOS OLIVER GAST, DESIGNO MANUFAKTUR,
PORZELLAN MANUFAKTUR NYMPHENBURG

진 인상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세심한 탑 스티칭은 미
러와 헤드레스트, 시트가 돋보이게 한다. G-Class의
센터 콘솔마저도 고급 장식 요소로 시선을 사로잡는
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새들 브라운, 실크 베이지, 딥
씨 블루의 다양한 색상으로 구비되어 있다.
많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G-Class의 오프로딩을 럭셔
리 라운지에 비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메르
세데스-벤츠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묘한 실내 인
테리어를 디자인하는 예술적 솜씨를 완벽히 터득했
다. 바늘과 실, 손과 마음은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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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ER WERK
ASCHAU
해발 1,700미터의 거대한 캄펜반트 산
그늘에 위치한 푸르른 킴가우(Chiemgau)의
200년 된 대장간에서 루카 디스틀러와
플로리안 피츨러가 부지런히 일한다. 이 두
사람은 학창 시절 친구 사이다. 오늘날 이
숙련된 금속공과 옛 치과 기공사는 고급
다마스크 강철 칼을 제작하며 스스로를
장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전 세계의 고객들은
이들을 예술가로 알고 있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이들의 낚시·사냥용 강철 칼날은
많은 요리사들의 보물이다. 자랑스러운
소유주들에게 이 칼은 귀한 보석과 같으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다. 아름답고 독특하며
그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날카롭다.
ME S SE R - W E R K .DE

HARD WORK
루카 디스틀러가 작업하는
동안 불똥이 사방에 튄다.
대장장이가 이 녹은 금속
덩어리로부터 무늬가
아로새겨진 320겹의 다마스크
강철 칼날을 벼려낼 것이다.

DAMASCUS STEEL

A LABOUR
OF LOVE
대장간 안에서 루카 디스틀러(Luca Distler)가 벌겋

을 마치 책을 닫는 것처럼 접는다. 다른 손에 무거운

드럽게 다듬고, 연마하는 거다. 산 처리를 해야만 무

게 달아오른 1,200도의 불씨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

망치를 들고 겹겹이 접힌 강철을 수차례 내리친 뒤 접

늬가 살아난다. 그리고 거울보다 더 반질거릴 때까지

다. 불꽃이 튀고 뜨거운 슬래그(광석을 제련하고 남은

고 때리고 또 접고 때린다. 이렇게 내리치고 접는 과

표면에 광을 낸다. 손잡이는 사막 아이언우드와 물소
뿔로 만들거나 오크 매목과 러시아의 영구 동토층에

찌꺼기)가 공방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디스틀러가 부

정을 반복해 320겹의 최고급 다마스크 강철 조형재

젓가락을 사용해 2.5킬로그램 무게의 강철 덩어리를

가 탄생하는 것이다. 높은 품질의 비결? 바로 전통이

서 발견된 고대 매머드 상아로 제작한다. 이 과정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 금속 덩어리가 대장장이의 손

다. 강철을 층층이 쌓으면 칼날이 더 튼튼해지면서 동

다 마치면 칼날에 새김을 하고 은 리벳과 자개로 상감

을 거쳐 칼로 변하는 것이다. 불 용접은 붉게 달아오

시에 멋진 무늬가 생긴다. 각각의 칼이 유일무이하며

한다. 때로는 고객들이 디스틀러와 파트너인 플로리

른 석탄 위에서 이뤄지는데, 그에 앞서 대장장이는 제

그 성격이 다 다르다.

안 피츨러(Florian Pichler)에게 특별 요청을 하기도

스틀러의 칼은 특별 합금으로 제작하는데, 정확히 어

칼을 제작하는 것은 무척 고단한 일이다. 디스틀러는

의 손잡이를 맞춤 제작해준 적도 있다.

떤 합금인지는 비밀이지만 3가지 타입의 강철을 섞는

“하루 종일 아령을 드는 것이랑 비슷해요. 무겁고 벌

어떤 칼은 이틀 만에 완성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다고 한다.

겋게 달아오른 아령 말이죠”라고 말한다. “밤이 될 무

이 두 완벽주의자가 300시간을 들여 제작하기도 한

5겹의 강철이 포개진 이 덩어리는 이제 고루 가열해

렵이면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리고 완성까지는 아직

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 이것이 숨 막히게 아름다우면

야 한다. 강철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자 불가마가 쉭쉭

멀었다. 이 조형재를 다시 불에 달구고 또 달구고 칼

서도 머리카락을 떨어뜨려도 잘릴 정도의 극도로 날

거리며 으르렁댄다. 그다음 디스틀러가 뜨거운 강철

날을 또 벼리고 벼려야 한다. 그다음 단계는 갈고, 부

카로운 칼을 만드는 비결일 것이다.

품을 만드는 데 쓸 자재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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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같은 요청에 부응해 표범 머리나 알몸 형태

PIANO

PITCH PERFECT
콘서트 피아노를 만드는 것은 무척 복잡한 프로젝트
다. 첫 과제는 악기의 영혼과도 같은 사운드보드를 만
드는 데 적합한 나무를 고르는 일이다. C. 베히슈타
인(Bechstein)은 해발 1,000미터가 넘는 높은 산에
서 자란 전나무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많은 기타 부품
은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마호가니 나무로 제작된다.
콘서트 피아노에는 백 포스트에서 케이싱월, 건반, 해
머, 연주 장치와 프레임까지 약 2만 개의 부품이 들어
가다 보니 한 대를 제작하는 데 최장 1년의 시간이 걸
리기도 한다. 피아노 제조자인 카트린 슈미트(Katrin

Schmidt)는 이 중에서 특히 꼼꼼한 작업을 담당한다.
악기의 230개 선을 조율하고 성조를 맞추는 일이다.
피아노는 강철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일이 더욱 힘
들다. 피아노가 숙성될 때까지는 선이 종종 팽팽함을
잃기 때문이다. 게다가 갓 만든 피아노는 온도나 습도
가 조금만 달라져도 금세 영향을 받는다. 그녀의 일은
마치 줄타기 같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선을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면서 피아노를 반복해 조율하
는데 230개 선 모두를 적어도 4번씩 조율해야 한다.
슈미트는 각각의 피아노 조율 핀에 조율 레버를 대고
선이 딱 알맞게 팽팽해질 때까지 조심해서 조절한다.
여기에는 극도의 인내와 음감이 필요하다. 연주회용
표준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튜닝 미터를 사용한다. 그
후에는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과정을 숙달
하는 데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견습을 시작했을
때는 매일 3시간씩 오직 한 가지만을 했죠. 조율하고

THE RIGHT TONE
피아노 제조자인 카트린
슈미트는 그랜드 피아노의
230개 선을 반복해
조율해야만 한다. 무척이나
귀에 까다로운 일이다.

조율하고 또 조율했어요.”

C. 베히슈타인 피아노포르테파브리크(C.
Bechstein Pianofortefabrik)는 1853년

다음 단계: 해머 헤드. 해머 헤드란 피아노 스트링을

베를린에 설립된 이후 곧 여러 왕실이 고객이
됐다. 오늘날 이 회사의 피아노는 작센 주의
자이프헨네스도르프(Seifhennersdorf)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 수많은
재즈, 클래식, 팝 음반이 베히슈타인 악기를
사용해 녹음됐으며, C. 베히슈타인의
로고는 수많은 연주자로부터 환영받는다.
피아니스트가 섬세한 칸틸레나를 치고 있든,
아니면 강렬한 포르티시모를 치고 있든
상관없이 베히슈타인 피아노는 따뜻하고
다채로우며 서정적이고 무척 음이 맑으면서
순수한 자신만의 음색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 물론 음악적으로 귀가 밝아야만 고급
피아노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심오한 지혜와 장엄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때리는 작은 망치로 꼭 제 위치에 잘 맞춰 넣어야만
한다. 각도나 간격, 높이가 1/10밀리미터만 틀어져도
콘서트 피아노의 음조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
이다. 다음 단계에서 슈미트는 피아노의 성조를 살피
며 악기가 맞는 소리를 낼 때까지 해머를 조절하는데,
이를 위해서 호주산 메리노 양털을 씌운 피아노의 88
개 해머 헤드가 반드시 잘 조율되어야 한다. 슈미츠는
펠트를 씌운 해머의 머리 부분을 성조 바늘로 찔러 음
색과 음의 크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그 모
양과 밀도, 탄력성을 조절한다. 성조란 하나의 예술로
그야말로 불가해하다. “각각의 모든 해머 헤드에 생명
과 성격이 있고 그걸 감으로 느껴야 해요.” 콘서트 피
아노 제작에 있어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대한 카트린

MASTERPIECES

슈미트의 말이다. 피아노에 참 소리를 부여하고 악기

악기가 음악을 만든다. 그랜드
피아노의 풍부한 음색은 몇
달에 걸쳐 완성되며 수천 개의
정밀 부품을 필요로 한다.

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하나의 독립된 예술이자 소
명이다.

C. BECHSTEIN
SEIFHENNERSDORF

BE C HS TE IN.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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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A FINE NOSE
요한 파인트마이어가
일하는 모습. 품질이
좋은 목재에서는
특유의 향이 난다.

KITCHENS

A NOSE
FOR WOOD
요한 파인트마이어(Johann Paintmeier)는 주방가구
불탑(Bulthaup)의 베니어판 전문가다. 그는 어릴 때
부터 나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오늘날 그
는 회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나뭇결을 지닌 고급 목
재를 선별하는 일을 한다. 때때로 수령 2000년 된 떡
갈나무 매목이 손에 들어오기도 한다.
파인트마이어 씨는 숲에 자주 가시나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리 되네요. 숲은 사색하기 좋
은 장소예요. 저는 숲이 좋아요.
목재를 어디에서 공급받으시나요?
독일과 유럽의 판매처들을 한 해에 최고 12번까지 방
문해 재고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목재는 봄에 구입해
요. 겨울에 나무를 잘라 가공하거든요. 그래서 목재를
사려면 봄이 최적의 시기죠.
목재 중에 혹시 캐비아와 견줄 만한 것이 있나요?
네, 떡갈나무 매목(Bog Oak) 같은 희귀 목재가 가끔
나타나요. 그럴 때면 보통 판매처에서 저희에게 즉각
연락하죠.
떡갈나무 매목은 생소한데요.
정말 운이 좋아야만 얻을 수 있어요. 몸통이 손상되
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무가 수면 아래 잠겨
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늪지의 수렁 안에서

1000~3000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무척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최근에 2970년 된 떡갈나무 매목을 구매하
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왜 그 목재가 특별한가요?
흑회색에서 암갈색에 이르는 극도로 어두운 색상 때

B U LT H A U P
BODENKIRCHEN
3세대에 걸쳐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바이에른의 제조
회사인 불탑(Bulthaup)은 고급
주방 가구를 만든다. 이것들은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굉장한
생활공간이다. 주방 제작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목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음식을 준비하고
즐기는 공간이라면 자연적
근원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으로부터의,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미와 지속성 말이다.
BULTH AUP.C OM

려줘요. 어떤 기후와 토양에서 자랐는지를 말이죠. 그
런 연유로 저희의 주방 또한 하나하나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성격이 다른가요?
네, 올리브나무는 무척 다채로워요. 나뭇결을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잔잔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잖아요.
색상도 각기 다르고요.
나무 중에 편안한 성격을 지닌 것도 있나요?
네, 떡갈나무요. 목재의 고전이죠. 떡갈나무는 2000

문이에요. 떡갈나무 매목은 무척 세련됐죠. 그 정도의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집 안에서 살아

최고급 목재로 제작한 주방을 가진 고객은 아주 극소

왔죠. 매력적인 어두운 색상을 지닌 호두나무는 좀 더

수랍니다.

화려해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어떻게 나무를 주방으로 변신시키나요?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나뭇결을 살펴보면 알

가공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있어요.

나무 몸통을 섭씨 50~60도의 물 속에 며칠간 담가둬

보기에 멋지면 아름다운 제품으로 탄생시키기에 부

요. 그 후에 자르고 솔질을 해서 표면의 질감을 살리

족함이 없나요?

죠. 그렇게 만든 베니어판은 제작 공정이 시작되기까

아니죠, 느껴보기도 해야 해요. 손으로 만져봐야 하

지 잘 보관합니다.

죠. 강도와 나뭇결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니까

파인트마이어 씨는 베니어판을 제작하거나 나뭇결

요. 그리고 저는 물론 냄새도 맡아요. 자연의 향이 풍

살피는 일을 안 하실 때는 무엇을 하세요?

겨야 하죠.

저는 조각에 열정이 있어요. 조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

나무에도 성격이 있나요?

이 진정되죠. 그 외에는 20년 전에 구입한 숲에서 시

당연하죠! 사람의 지문처럼 나무의 몸통도 각각 다 달

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해요. 미래의 세대가 여전히 그

라요. 나뭇결은 그 나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나무 그늘 아래서 산책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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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S

DON’T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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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2 NOV

SCENT OF
INK

후반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한 거장들의
회화, 조각, 드로잉, 사진 등 총 120여 점을 엄선해 소마
미술관에서 전시한다. 피카소와 마티스, 르누아르와
로댕 등 근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부터 베이컨, 만 레이,
데이비드 호크니 등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12월 25일까지 전시한다.
W W W.TATEKORE A .MODOO. AT

11 A U G - 2 5 D E C
NUD E : M A S T E R P IE C E S F R O M TAT E
영국의 국립미술관으로 근현대 미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보유한 테이트 미술관 소장품 중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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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EPT - 26 NOV
MOOMIN ORIGINAL ART WORK
EXHIBITION
무민은 1945년 토베 얀손이 글을 쓰고 삽화를 그려 넣은
<무민 가족과 대홍수>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그림책,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선보이며 전 세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무민의 고향인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열리는데, 무민의
원작자 토베 얀손이 생전에 직접 그린 원화부터 무민

저작권사가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70여 년이 넘는
무민의 연대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350여
점의 원화 작품을 전시한 공간과 무민 라이브러리,
무민 하우스 등 관람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총
8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W W W.MOOMINAR T.COM

10 - 12 N O V
SCENT OF INK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 전통 춤의 세련된 멋과
미니멀한 양식미, 우아한 무대가 어우러져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은 국립무용단의 <묵향>이
11월에 새롭게 찾아온다. <묵향>은 홍콩 예술축제와
리옹 레 뉘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 무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선비의 도와 인품을
나타내는 사군자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감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장소는 국립극장으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됐다.
W W W.NTOK .GO.KR/DANCE

5 NOV
Mercedes-Benz GIVE 'N RACE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오는 11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제2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앤 레이스(GIVE 'N RACE)’ 자선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기부와 마라톤을
접목한 이벤트로 새로운 후원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테마로
3킬로미터·5킬로미터·10킬로미터 달리기, 기부
이벤트 및 공연이 이어진다. 참가비 전액과 현장

후원금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기금과 함께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참가자와 가족들이 다양한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앤 레이스 참가 신청은 www.givenrace.com에서
할 수 있다.
W W W.MERCEDES - BENZ .CO.KR

R E S TAUR A N T :
THE GAON

메이크업 셀프바 등 셀프테스트 공간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다양한 섹션 중 눈길을 끄는 곳은 남성 전용
그루밍 바. 스킨케어부터 셰이빙, 헤어까지 남성을 위한
뷰티 아이템을 총망라했다. 시코르에서는 에스티로더,
베네피트, 맥, 바비브라운, 랑콤, 나스, 쥴리크,
크리니크, 비오템 등 색조 및 스킨케어 브랜드와
아베다, 르네휘테르, 록시땅, 레오놀그렐, 로레알,
존마스터스오가닉 등 헤어 및 보디 케어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AD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스타필드

지난해 <미쉐린가이드 2017 서울 편>에서 3 스타를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한식당으로 인정받은 가온이
새로운 공간을 론칭한다. 프라이빗 룸 위주로 운영해온
가온의 라운지를 홀로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
홀은 매듭을 콘셉트로 한지 창호와 벽지로 꾸몄다.
이곳에 위치한 디저트 바는 온 가족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한옥의 평상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의자를 모두 연결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해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온 홀은 14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관도 가능해 각종 파티와 모임 장소로 제격일
듯하다.
ADD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 호림아트센터 M층

R E S TAUR A N T :
SUN THE BUD

SHOP:
CHICOR

외식 전문 기업 ㈜SG다인힐이 건강식 레스토랑
‘썬더버드(Sun The Bud)’를 청담동에 오픈했다. 일상의
균형을 추구하는 다이어터와 건강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공간이다. 모든 식사 메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량, 혈당지수까지 계산해 조리한다. 비건 파르메산과
슈퍼푸드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샐러드와
퀴노아·현미·통밀면 등 복합탄수화물로 만든 파스타가
인기 메뉴. 매장에서는 비트케첩, 천연 아가베시럽 등
작은 드레싱 하나도 건강을 생각해 만든다. 썬더버드
자체 개발 제품인 닭가슴살소시지, 시너지바 등도
구매할 수 있다.

430제곱미터 규모의 뷰티 스페셜 스토어
시코르(Chicor) 스타필드 고양점이 문을 열었다.
신세계가 큐레이션한 뷰티 브랜드를 각 섹션별
뷰티존에서 선보인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별 테스터존을 비롯해 헤어 셀프바,

ADD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60길 18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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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COLLECTION

AMG 스웨트 재킷
그레이와 솔라빔 옐로 컬러의
다이내믹한 조화가
돋보이는 스웨트 재킷.
사이즈 S-XXL, B6 695 7980-7984,
21만1,200원

남성 비즈니스 재킷, 네이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네이비 컬러 비즈니즈
재킷으로 휴고 보스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
사이즈 S-XL, B6 695 8374-8377, 53만6,800원

MAMGP 남성 스포츠 재킷, 그린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흡습성이 뛰어나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스포츠 재킷.
사이즈 XS-XL, B6 799 7093-7097, 17만9,300원

MAMGP 남성 바람막이 재킷
실버와 블랙 컬러가 어우러진
바람막이 재킷. 푸마의 윈드셀
공법으로 악천후와 바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며 착용감도
편안하다.

MEN’S STYLE

사이즈 XS-XL, B6 799 7105-7110,
22만7,700원

스타일리시한 가을 남성 패션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간절기 재킷과 티셔츠 컬렉션.

남성 긴소매 폴로, 네이비 앤 화이트

100퍼센트 옥스퍼드 피케 소프트 면
소재의 남성 티셔츠로 휴고 보스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
사이즈 S-XL, B6 695 8379-8382,
14만6,300원

블루 포인트 소프트쉘 재킷
방수 및 방풍이 되는 기능성
소재로 블루 컬러 포인트가
눈길을 끄는 재킷.

2017 남성 팀 사파리 재킷
포뮬러 원 2017 MERCEDES AMG
PETRONAS 팀 공식 사파리 점퍼로
여러 스폰서의 로고가 눈에 띈다.
사이즈 XS-XL, B6 799 5384-5388,
26만700원

사이즈 S-XL, B6 695 47934796, 22만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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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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Golf items
테일러메이드(TaylorMade)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스타일과 기능성이 돋보이는 메르데세스-벤츠 골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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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최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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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타임 15% 할인 및 와인타임 회원 가입 시
고급 와인 글라스 증정
와인앤모어 10% 할인
싱카이 10% 할인
키사라 10% 할인
다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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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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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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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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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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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02–463–0006

※ 상기 제휴 혜택 내용은 간략한 요약 안내이니
상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www.mercedescar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휴사 혜택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카드를
제시해주시고, 제휴사에 따라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제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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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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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d Long
S 400 d 4MATIC Long
S 450 Long
S 450 4MATIC Long
* S 560 Long
S 560 4MATIC Long
M
 ercedes-AMG S 63 4MATIC+
Long Performance Edition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 Mercedes-Maybach S 650
* 2017년 말 출시 예정

E 200
E 220 d
E 220 d 4MATIC
E 300
E 300 4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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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d Coupé
E 400 4MATIC Coupé
C 200 Coupé
C 220 d Coupé
Mercedes-AMG C 63 Coupé
Mercedes-AMG C 63 S Coupé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63 Cabriolet
SLC 200
Mercedes-AMG SLC 43

COMPACT CAR
A 200
B 200 d
B 220
CLA 250 4MATIC

CLA 220
CLA 250 4MATIC
GLA 220
GLA 220 Premium
GLA 250 4MATIC
Mercedes-AMG A 45 4MATIC
Mercedes-AMG CLA 45 4MATIC
Mercedes-AMG CLA 45 4MATIC 50-years AMG Edition
Mercedes-AMG GLA 45 4MATIC
Mercedes-AMG GLA 45 4MATIC 50-years AMG Edition

GLC 250 d 4MATIC Coupé

SUV
G 350 d
Mercedes-AMG G 63
Mercedes-AMG G 65 Edition 463
GLS 350 d 4MATIC
GLS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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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d 4MATIC Premium
GLC 250 d 4MATIC
Mercedes-AMG GLC 43 4MATIC
GLC 220 d 4MATIC Coupé
GLC 220 d 4MATIC Coupé Premium
GLC 2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C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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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정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Tel. (031) 786–6000

인천

강원
천안
청주
대전

전주
군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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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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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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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백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5번길 13
Tel. (031) 779–7000

인천

강원
천안
청주
대전

전주
군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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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43–8955
화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Tel. (062) 376–2556

순천
대구

포항
마산
창원
진주
부산

울산
제주

소촌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
Tel. (062) 942–720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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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055) 296–100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 281-8300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57
Tel. (055) 74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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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 74번길 19
Tel. 1688–23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1
Tel. (064) 80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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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점모집 문의 1522-4857
제품구입 문의 롯데강남점 02)531-2896
현대본점 02)3449-5486
현대무역점 02)3467-8874
현대판교점 031)5170-1851
현대목동점 02)2163-1049
현대대구점 053)245-3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