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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한국 고객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시장, 7곳의 서비스센터, 200여 개에 달하는 워크

Dimitris Psillakis
CEO,
Mercedes-Benz Korea

베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고객 만족과 편의를 실
현할 뿐 아니라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100퍼센트 LTE 기반의 프리미엄 커넥티
드 카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경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고, VIP 고객과 여성, 젊은 세대를 타깃
으로 한 브랜드 활동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론칭한 문화예술 컨텐츠 후원 프로그램 ‘메르세데
스 셀렉션’은 독보적인 지위의 베를린 필하모닉과
이미 전 세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피아니
스트 조성진의 참여로 더없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
다.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코
리아의 노력은 단언컨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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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새해가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흘렀
습니다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한

“무술년 새해에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 사회에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파의 기세가 그 어느 해보다 격렬했기 때문
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최저 기온을 강조하고 어디서든 날씨와 관련된 안
부가 오고 갔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객과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이번 겨울을 나셨기를
기원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비록 호된 날씨와 함께였지만 메르세데스-벤

실현하고 이를 고객 감동으로 잇는 최고의 서비스

츠 코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

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벤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은 메르세데스-벤

츠 코리아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흥미진진

츠 코리아에 있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전년 대

하고 도전적인 한 해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한

비 22.2% 성장한 총 6만8,861대를 판매, 역대 최

국 사회와 경제계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수입차 1위를 기

활동은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동 마케팅 활

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종의 신차,
50여 개의 라인업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선택의

동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018년 무술년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대, 서비스 프

스러우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메

로세스를 개선하며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 사회에 책임감 있는

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8곳의 새로운 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을 상징하는 동물인 개는 인간과 아주 가깝고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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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 in numbers

90개국의 대표들이
진델핑겐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
모였다. 현재 이 공장에는
3만5,0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daimler.com

The ﬂying taxi
주요 도시들의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새로운 해결책이 곧 제시될 수도 있을 듯하다.
볼로콥터를 타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다음 약속 장소로 날아간다면 어떨까?

흰색의 날렵한 유선형 몸체, 두 개의 활주부에 멋들어진 조정석까지! ‘볼로콥터(Volocopter)’는 헬리콥터와 드
론을 합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완전히 전기로 작동하며 수직 이륙이 가능한 자율주행 볼로
콥터는 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으며 현재 두바이에서 시험비행을 하는 중이다. 직접 조종을 하고 싶다면 조이스
틱을 사용해 18개의 작은 회전 날개를 직관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볼로콥터의 간단한 조작 방법 덕분
이다. 독일의 회사 볼로콥터는 이 운송수단이 주요 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감소시키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두
바이에서 목도한 시험비행은 3차원 이동수단의 미래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볼로콥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임러 AG 내 혁신실험실 Lab1886의 대표 주자네 한(Susanne Hahn)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 시험비행은 도
시 안에 완전한 자율주행 전기 구동 이동수단을 해결책으로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여주었다.” i volocop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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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택시!
머지않은 미래에
도시인들은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볼로콥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PHOTOS DAIMLER AG (5), VOLOCOPTER/PR, WIM WENDERS,
SUN BATHER, DIGITAL LIMITED EDITION, © WIM WENDERS,
COURTESY OF WWW.SEDITION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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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s
ideas

With over

200,000
베를린에 2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둔 카투고
(car2go)는 전례가 없는
브랜드다. 이 회사의
고객들은 이미 7,4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전했다.
car2go.com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가장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임러 AG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는
아이디어 대회를 열어 국제 디자인 팀들의
최고 디자인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2017년 7~8월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i #mbsketchofthemonth

첸 헨 마이(Chen Hen Mai),
어드밴스드 디지털 디자이너
2 마티아스 쉔커(Matthias Schenker),
어드밴스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3 호근 리(Hogun Lee),
어드밴스드 인테리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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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for your screen

“모두를 위한 우주여행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다.”

모바일 영감: 온라인 포털사이트 세디션(Sedition)은 당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유명한 예술가들의 한정판 작품들을 제공한다.

버즈 올드린(Buzz Aldrin), 우주비행사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첫 ‘미 컨벤션(me Convention)’의 스타
게스트.

빔 벤더스(Wim Wenders)의 진품 사진(위)이 고작 7유로?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의 오리지널 페인팅이 10유로? 당연히 사야지! 세
상에서 가장 몸값 높은 현대미술가 중 한 명인 데미언 허스트(Dami
en Hirst)는 2008년 예술 민주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작품
을 브로커 없이 직접 경매에서 판매했다. 그는 또한 세디션을 통해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적은 액수에 제공한 첫 예술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들은 태블릿으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i

March 2018

meconvention.com

seditionart.com

고래잠수함, 비행기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의 스케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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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Enjoy
in style

San Francisco
USA

Paciﬁc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앤 프랜스키와
스카이프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신제품: 액세서리를
비롯한 혁신적인 제품들.
So interesting!
헤드폰, 225유로
이미 많은 통역 앱이
있지만 마이마누 클릭
(Mymanu Clik) 헤드폰은
제조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37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한다.
mymanu.com

‘조앤 박사’로 불리는 조앤 프랜스키(Joanne Pransky)는 여러
회사에 조언을 해주는 로봇 공학 전문가이며 스스로를 세계 첫 로봇
심리학자라고 말한다.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알아보자.

So beautiful!
수첩, 60유로
1908년에 처음 제작한

로봇 심리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이후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이 클래식한 여행 수첩은
완벽한 여행의 동반자다.
smythson.com

로봇이 인간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며, 로봇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르면 앞으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봇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것이며 이는

프로이트 스타일로 로봇을 소파에

현상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나?

눕히기라도 하는 건가?

이런 종류의 연구는 일자리가 아닌
생산성을 다루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로봇은
어떤 직업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루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따분하다고 여기는 기능을
대체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로봇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창조할
거라 본다.

그럴 수도 있다. 로봇이 당장 다음
주에 나를 찾아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형제를
미친 듯이 질투하는 로봇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이 나에게 보낼 수도 있다.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HOS라고 하는 ‘인간 운영체제
(Human Operation System)’에
관심이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내 일이다.
그것이 실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내 목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깨닫고 로봇 기술에 대한
본인의 감정적·사회적·심리적 반응을
잘 이해하고 다루도록 돕는 것이다. 이
기술의 발전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o cool!
재킷, 299.95유로
스웨덴의 제조 회사는
이 재킷이 100퍼센트 콩,
나무, 견과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한다. 거기에다
따뜻하기까지 하다.
세계 첫 유기농 재킷이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tierra.com/deterra

로봇이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인간보다 지능적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보이는 컴퓨터가 많다. 하지만
컴퓨터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삶을 더 쉽게
만든다. 로봇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기계는 협력하여 질병 치료 같은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할 것이다.
i

So clean!
공기청정기, 185유로
공기를 정화할 아이디어:
이 매끄러운 디자인의
공기청정기는 휴대가
용이하고, 주변의 공기를
분석하는 초정밀 센서가
있으며, 독성 입자를
걸러낸다. 원래는 킥스타터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hellowynd.com

robo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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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ment
기쁨의 날, 싱가포르: 쿠(Khoo) 가족과 메르세데스-벤츠 220
1955년 모델 출발 준비 완료!

PHOTOS DAIMLER AG, TIMOTHY ARCHIBALD, PR (5), HELGE BENDL (2)

럭키 스타:
싱가포르에 사는 쿠 가족의
클래식한 폰톤.

“우리 사회는 어떠한
기술을 신체 일부분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사이보그에게 최대 도전
과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쿠 여우 킴(Khoo Yeow Khim, 운전석)과 아내 아이린 쿠옥(Irene Kuok), 아들 부부 쿠 케이 홍(Khoo Kay Hong), 란(Ran) 그리고 손녀 베라(Vera).

메르세데스-벤츠 220은 62년 동안 이 가족과 함께했다. 드림카로, 웨딩카로 그리고 자부심의 원천으로
늘 곁에 있었다. 쿠 여우 킴(Khoo Yeow Khim)은 현재 89세다. 그는 자신의 널찍한 메르세데스-벤츠
폰톤(Ponton)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오랫동안 잘 돌봐왔다.

A whole year
of EQ power
2018년을 위한 호화로운 트렌드세터 달력: 매월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EQ 파워를 장착한

자칭 사이보그인 닐 하비슨
(Neil Harbisson)은 미국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체 내 칩 이식을 예고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머리 뒤쪽에
안테나를 이식한 사람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색맹이었다.

March 2018

차량을 소개한다. 이 달력은 독일, 영국, 스페인, 스웨덴에서

32.90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i mbmag.me/eqkalender2018
mbmag.me/eq-cal-gb2018 | mbmag.me/eqcal-es2018
mbmag.me/eq-cal-s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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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나비 로봇 ‘이모션버터플라이’가
움직인다. 무리 지어
날아다니지만 에너지가 거의
필요치 않다. 센서 역시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14

IMAGINE

Onward
into the

future!
인공지능 나비와 자율 개미:
다임러 AG의 공급 업체 중 한 곳인
페스토에서는 미래의 모션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글: 마크 빌레펠트(MARC BIELEFELD)
사진: 틸만 프란젠(TILLMANN FRANZEN)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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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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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코끼리의 코를 본뜬 핸들링
로봇은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유연한 집게를 지니고
있다. 이것으로 사과를 집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날달걀도
집어 올린다.

바이오닉 엔지니어 세바스찬
슈로프와 인공 캥거루.
캥거루는 탄력 있게 도약해
움직이며 뛰어오를 때마다
에너지를 재흡수한다.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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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1

1

2

3

다리

압전소자 변환기를 통해
6개의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면서 이동한다.

4

2

프로세서

신호를 분산하고 다리와
작은 집게를 컨트롤한다.
3

에너지

충전 회로가 8.4볼트를
300볼트로 변환한다.
4

링 회로

액추에이터 기술을
접속하는 출력 단계의
역할을 한다.
5

배터리

두 대의 고분자 리튬전지가
8.4볼트를 전달한다
(최대 40분 충전).
6

센서 칩

칩이 바닥을 스캔해 거리를
계산한다.
5

6

7

8

9

7 눈
3D 스테레오 카메라가

주변의 환경과 사물을
감지한다.
8

집게

물체를 붙잡고 당기거나 밀
수 있다.
9

더듬이

더듬이 덕분에 개미는
스스로 충전대에 도킹할 수
있다.

인

공 개미가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며 6개의 작은 다리

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

를 구부렸다 펴며 바닥에서 날쌔게 움직인다. 머리에

다. 이 ‘바이오닉앤트(BionicAnt)’는 자율적으로 기능한다. 결정

는 두 개의 가는 더듬이가 달려 있고, 검은색 몸체를

을 내리고 협동적인 행동도 가능하다. 최신 테크놀로지 덕분에

따라 금색 무늬가 눈에 띤다. 또한 열린 신경망과 두

14센티미터가 채 안 되는 몸체의 작은 로봇이 실제 개미를 모방

개의 작은 와이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작지만 영리해 보이
는 이 개미는 왠지 미소도 지을 것 같은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해 좁은 공간에서도 알아서 움직이며 행동할 수 있다.
독일 페스토(Festo)사에서 만든 바이오닉앤트는 우리가 살

이 생체공학적 곤충은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된다. 머릿속에

고 있는 혁신의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금껏 이렇게 다양

스테레오 카메라가 숨겨져 있으며, 배에는 센서가 장착되었고,

한 분야의 연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보완적 결실을

내부에는 더듬이가 있다. ‘압전소자 변환기’가 다리를 움직이게

이루거나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토록 신속하게 프로젝트

만들고, 3D 전도체가 몸에 부착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개

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놀라운 결과는 기술

미는 보고, 걸으며, 물건을 당기거나 집을 수 있다. 다른 인공 개

발전에 있어서 빠르게 가속화하는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

18

작지만 영리한 ‘바이오닉
앤트’는 테크놀로지로
가득하며 실제 개미처럼
반응한다. 무리 짓는
행동까지 모방한다.

IMAGINE

다. 오래전부터 일궈온 미래 이동성 분야 역시 조만간 새로운 미
래를 제시할 것이다.

일종의 두뇌로 개미 몸통의 뒷부분에 위치한다. 무엇보다 가장

새로운 시대의 전문용어는 로봇, 센서 기술, 자동화, 연결성,

는 ‘개별 시스템이 서로에게 협조한다’고 설명한다. “집단의 힘을

요소 내 여러 기능의 통합 등이다. 여기에 알고리즘의 힘이 더해

통해 이들은 혼자서는 다룰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해요.” 곤충의

진다. 인공지능과 자기학습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다리를 이동시키기 위해 페스토는 압전소자 기술을 활용했다.
전압을 특수 크리스털에 적용하면 크리스털이 기계적으로 반응

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

한다. 전류가 흐르거나 끊어지면서 형태가 바뀌고 다리를 뻗거

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에슬링겐에 위치

나 굽힐 수 있다. 반대로 기계적 수축 역시 압전소자의 발진력을

한 페스토사의 제휴 연구소인 바이오닉 학습 네트워크(Bionic

유도해 전압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 극도로 효과적인 상호작용

Learning Network)에 의해 진행되었다. 1만8,800명의 직원을
둔 페스토는 자동화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 업체이자 다임러 AG

의 결과다. 압전소자 변환기를 활용하여 6개의 개미 다리가 정
확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의 오랜 공급 업체이기도 하다. 페스토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생

또한 개미들은 3D 프린팅된 구성 요소의 표면에 가시적

체학자,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한 두뇌 집단인 바이

인 입체적 도체를 입힐 때 사용되는 MID(Moulded Intercon-

오닉 팀과 함께 ‘미래의 컨셉’을 제시해왔다. 이 팀은 수백만 년

nected Device) 방식을 활용한다. 그 결과 기계적·전기적 기능

된 모델, 즉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

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입체적인 움직임이 완성된다. 다재다능

페스토를 위해 인공 개미를 개발하는 일을 도왔던 세바스찬

한 기능이다.

슈로프(Sebastian Schrof)는 이 바이오닉 곤충을 다시 플라스

새로운 기술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페스토에서는 실내

틱 케이스에 넣는다. 로봇 공학을 전공한 산업 디자이너인 슈로

를 뛰어다니는 인공 캥거루를 볼 수 있다. 바이오닉 엔지니어들은

프는 이 샘플을 ‘슈무치니(Schmucchini)’라 부른다. 그들이 무
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12마리의 인공 개미 중 하나다. 바

실제 캥거루의 놀라운 움직임을 관찰해왔다. 그 덕분에 인공

이오닉앤트는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개미의 구조를 정교하게 모
방했을 뿐 아니라 개미의 인지 기능까지 흉내 낼 수 있다.
일단 인공 개미는 6개의 다리로 돌아다니며 가장 먼저 주변
환경의 지도를 만들고 다른 개미들과 커뮤니케이션한다. 로봇
개미는 곧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이는 다른 동료
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들이 물체를 이동시키고 싶어 한다면
동료 개미들에게 무선 교신부터 한다. 다른 개미들은 빠르게 이
동해 협업을 해준다. 이들의 지식은 저장되고 무리를 이루면서
더 막강해지며, 결합된 힘으로 덩어리를 멀리 실어 나른다. 원격
제어 장치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말이다.

숫자로 만든 두뇌
지난 6년간 페스토의 바이오닉 팀에서 일해온 나딘 카처(Na-

dine Kärcher)는 인공 생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
다. 그녀는 울름 대학의 IT 전문가들과 함께 개미를 행동 개체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과 가장 세밀하게 정의된 단계별
복잡한 방정식을 작성한다. 카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상
상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개미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일 센서가 오른쪽에서
뭔가를 탐지했다면 개미는 왼쪽으로 돌아서 그것을 피하죠. 배
터리가 고갈될 경우에는 충전대로 향해야 하고요.” 알고리즘은
사실상 프로세서에 작용하는 끝없는 숫자의 연속이다.

March 2018

놀라운 능력은 개미들이 ‘집단 지성’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카처

3D 프린팅, 경량 구조, 운동학, 적응성, 소형화, 하나의 작은 구성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인공 개미는 이

페스토의 바이오닉 팀은
두뇌 집단이다. 대학 및
기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매년 새로운 동물
로봇을 만들어낸다.

프로세서는 시그널을 분포시키고 다리와 집게를 통제하는

19

IMAGINE

나딘 카처가 팀에서 맡은
역할은 소프트웨어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녀는
‘바이오닉코봇’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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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스피드를 내고 있는
이동 수단의 미래
플래투닝, 생체공학적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도시 디자인의 컨셉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한
셰어링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기술을 탐구하고 있다.

미래의 디지털 세계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
주변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신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여 년 전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센터를
열었다. 오늘날에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전기차 등이 이동성에 관련된
주요 트렌드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선구적인 컨셉을 파악할
뿐 아니라 이를 더 멀리 발전시키고자
수많은 분야에서 작업한다. 디자이너들은
박스피시(거북복과의 바닷물고기)의 형태와
놀라운 항력계수를 지닌 바이오닉 카를
구상해왔다. 이 차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 F015 리서치 카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개념을 보여준다.
이 차는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이 요소들과
협력한다. 센서 기술, 경량 구조, 연결성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다임러
AG의 또 다른 개발자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차량과 인공지능 카 셰어링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진델핑겐의 직원들은 미래의
공장을 위해 로봇들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다임러 트럭은 디지털로 연결된 트럭들을
수송시키는 이른바 ‘플래투닝(platooning)’이라
알려진 군집 운행을 테스트 중이다. 플래투닝에
영감을 준 한 가지는 무리 지어 날아가는
새들이며, 목표는 연비 효율이다.

다임러 트럭은 디지털로
연결된 트럭들을
군집 운행하는 ‘플래투닝’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미래의 커넥티비티: 모든
차량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다.

mbmag.me/platooning1

캥거루는 마치 고무공처럼 도약하면서 매번 착지할 때마다 다음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재흡수한다.

프로젝트인 ‘플렉스셰이프그리퍼(FlexShapeGripper)’도 개발
했다. 실제 카멜레온의 혀처럼 이 그리퍼는 탄성 실리콘 캡의 도

캥거루는 다른 포물선 형태로 점프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이

움을 받아 물체를 유연하게 낚아챌 수 있다. 또한 문어의 촉수도

동시킨다. 2012년부터 페스토의 바이오닉 팀을 이끌어온 엘리

모방했다. 인공 문어 팔은 유연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작동한다.

아스 크누벤(Elias Knubben)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무엇

이 장치는 물체를 감싸면서 흡입 컵을 이용해 진공을 만들어내

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선형축뿐만 아니라 움직임

기 때문에 유리판 같은 매끄러운 표면도 집어 올릴 수 있다. 코끼

과 제동을 위해 설정해야 하는 충격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리 코와 물고기 지느러미를 이용한 그리퍼도 뛰어난 능력을 지

극히 경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닌 팔의 역할을 한다. 이 로봇들은 토마토, 사과, 심지어는 날달

캥거루는 한 번 뛸 때마다 80퍼센트의 에너지를 다시 얻어요. 완

걀도 집을 수 있다.

전한 점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20퍼센트의 에너지만 필요합니
다. 정말 독창적인 원리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엄
청난 양의 정보를 배웁니다.” 엘리아스 크누벤이 말한다. “그중

페스토의 바이오닉 엔지니어들은 카멜레온의 혀를 모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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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들이 생산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결국 기초적인

IMAGINE

연구는 그 자체로 끝이 없다.

페스토의 바이오닉 학습
네트워크 책임자인
엘리아스 크누벤은 자연의
놀라운 움직임을 잡아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목표는 새로운 소재를 새로운 맥락에서 활용하며 센서로 테
스트하거나 ‘정보 기술과 생물학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궁극적 목표는 태동기에 미리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미래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의
생산 과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로봇은 그동
안의 틀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교한
운동 기술이 움직임에 적용되고, 센서 덕분에 언제 멈춰야 할지
를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바이오닉코봇(BionicCobot)’ 같은 프로토타입은 강철과
전기모터 없이 작동한다. 공기압을 이용해 관절, 팔꿈치 축, 팔
하단, 손목 등을 움직인다. 강하게 쥐거나, 어떤 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거나, 단단히 누르거나, 심지어는 직원의 어깨를 톡톡
칠 수도 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로봇들의 나사를 조여야 할 것
같지만 그들은 마치 ‘이걸 받아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
다임러 AG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발전을 따라가고 있
다. 다임러 AG에서 어셈블리, 로봇, 자동화를 담당하는 프로세
스 개발자 시몬 클룸프(Simon Klumpp)는 “우리는 실수를 감지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따라 반응하며,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으
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고객에게 가능한 한 개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다양한 단계들이 더 가변적이고 개성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람과 로봇 사이의 협업은 미래에 더 큰 중요성을 지닙니
다.” 시몬 클룸프가 설명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센서가 잘 융
합되어야 하고 기계가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로봇이 더 잘
보고 더 잘 잡고, 이러한 과정을 잘 학습할 수 있어야 하죠.”
명령어로 움직이는, 무게가 불과 27그램밖에 되지 않는 생체공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더 광범위

학 나비다. 날개는 추진력과 양력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로봇의

한 네트워킹과 연속적인 데이터 교환이 이뤄질 것이고, 수많은

작은 몸은 3-D 프린터로 제작하며, 얇은 웨이퍼 필름으로 된 날

혁신은 결국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의 가능성과

개는 탄소 프레임 위에 펼쳐진다. 모터와 전자기기는 너무 작아

사고 통계의 감소라는 비전은 정교한 센서 기술 덕분에 더욱 가

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다.

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주차 검색은 특히 대도시에서 필수적
이며 더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생체공학 나비는 공중 비행에 거의 에너지가 필요치 않다.
실내에 배치된 10대의 적외선 카메라가 각 나비의 위치를 찾아

하지만 자연은 더 높은 의미에서의 척도다. 페스토의 엘리아

내고 초당 수십억 개의 픽셀로 160장의 사진을 찍는다. 나비들

스 크누벤은 인공신경망과 집단 인공지능에 대해 말한다. “더 큰

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능숙하게 비행하다가 돌연 무리 지어 방

기술적 도약이 될 겁니다.” 그의 최근 바이오닉 프로젝트는 우리

향을 바꾼다. 그런 다음 바이오닉 엔지니어가 뻗은 손 위에 부드

앞에 놓인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

럽게 내려앉는다.

오늘 아침에 팀장은 하늘을 나는 나비들을 놓아주며 본사의
유리 현관에 서 있었다. 나비는 민첩하고 경쾌하게 날아다니며

틸만 프란젠, 포토그래퍼
이틀 동안 그는 바이오닉 엔지니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두뇌 집단 안에 있는 동안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그가 말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진정한
경이로움을 선사할 겁니다.”

거의 시적일 정도로 유쾌하다. 이 광경은 거의 기적과도 같다. 미
래의 스마트한 이동성에 관한 밝은 예시를 잘 보여준다.
‘이모션버터플라이(eMotionButterly)’는 날개를 퍼덕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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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로봇과 인공 개미의
실제 움직임을 보고 싶다면?
mbmag.me/bionics

PHOTOS P. 20–21: FESTO PR; P. 27: ROMAIN TRYSTRAM/DAIMLER (2)

개발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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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교점 031)5170-1851
현대목동점 02)2163-1049
현대대구점 053)245-3722
현대천호점 02)2225-7063

IMAGINE

STAY
FOCUSSED!
우리는 이메일과 뉴스에 너무 시달려서
때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며
좀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학습을 통해 이러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 이나 브로조스카(INA BRZOSKA)
사진: 라인하드 헌저(REINHARD HUNGER)/
브란츠 유로프(BRANSCH EUROPE)

리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느끼기 때문이죠.” 뉴포트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일을 ‘몰입’이 아
닌 것으로 본다. 간략히 말하자면 ‘쉘로우 워크(shallow

work)’, 즉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관료적인 업무
나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는 얕은 업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쉘로우 워크는 양질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직원에게 특정한 생산성만을 입증하도록 만든다. 뉴포
트는 “우리의 두뇌가 서비스와 테크놀로지 산업의 기계

197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정보의 풍부함이 주의력 결핍을 야기한

가 된다면 끊임없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계
속 움직이도록 설정되어 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다’라고 했다.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다. 여러분이 보
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스마트폰 앞에 웅크리고 있다. 일찍부터 다

평온은
성공의 열쇠다

뉴포트가 언급한 ‘딥 워크(deep

work )’란 산만함을 가능한 한

임러 AG 같은 회사에서는 디지털 발전이 직원의 부담

차단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을 덜어주는 필요조건은 아니며 팀을 위한 새롭고 유연

고도의 집중적인 활동을 뜻한다. 이는 사무실에서 8시

한 대안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업무

간 근무, 과도한 회의 문화, 직원들이 항상 연락 가능할

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거부다. 그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청난 가

우리는 ‘얕은 업무’에 칼 뉴포트(Cal Newport)는 몰
입에 관한 새롭고 선구적인 패
너무 많은 시간을
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는 MIT를
소요한다

대는 시대에 딥 워크 방식을 익히는 것이 핵심 스킬이라

졸업한 컴퓨터공학자로 저서인

칼 뉴포트의 하루 일과는 우리
우리는
기대하는 하루와는 다르다.
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그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쓰기
맞추고 있다

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에 허우적

A meditating mobile
스마트폰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헤드스페이스(Headspace)
앱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
명상을 하도록 일러준다.
headspace.com

<딥 워크(Deep Work)>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너무 많은 이메일, 회의, 전화는 수많은 직원들
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주요 업무에
쏟아 부을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틈날 때마다 이를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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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덧붙인다.

시작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거부한다. 오직 정보를 수집할 때에

IMAGINE

자극이 너무 많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집중력은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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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활용한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상적이다. 이를테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스킬과 고립된

충분하다. 이 컴퓨터공학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적

공간 등이 그렇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이를 구

장치들이 반드시 진보와 동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현할 수 있을까? 산업심리학자들은 디지털이 빚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집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

혼란스러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된다

는다. 그는 ‘우리의 인식은 평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

고 생각한다. 결국 그것은 통제의 문제다. 누가 무엇에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학자 위니프레드 갤러거

집중할 것인지, 언제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

(Winifred Gallagher)의 말에 동의한다. 하루 종일 회의

한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Daniel Gole-

나 이메일 답변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건 우리가 피상적
이고 부정적인 문제, 예를 들면 동료와의 트러블, 데드

man)에 따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는 저서 <포
커스(Focus)>에 이렇게 썼다. ‘중독 치료와 마찬가지

라인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 단계는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과 공간의 틀을 잊은 채 집중하는 사람들은 딥 워크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주는 깊은 만족감을 깨달을 수 있다.

집중력 높은
작업만이
만족감을 준다

일에 몰두한 상태 또는 작가나

정신
트레이닝

골먼은 ‘초점은 우리가 스트레
칭해야 할 근육과도 같다. 최고

화가,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발

의 두뇌 트레이닝은 의식을 연

휘하는 고도의 집중력에 대해

습하고 다시 집중하기 위해 휴식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

동기부여 심리학자들은 1970

한다. 그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두뇌의 특정 부분을

년대에 이미 이러한 흐름을 묘사한 바 있다. 뉴포트에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명상을 해온 사람들을 신경학적

게는 작가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작업 상황이 가장 이

으로 분석한 연구를 열거한다. 예를 들어 산만함을 일
으키는 뇌의 일부를 좀 더 빠르게 비활성화하는 방식,
우리의 집중력 제어를 관장하는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골먼은
이렇게 적고 있다. ‘정신 트레이닝에서는 특정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건
얼마나 많이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용한 시간’을
활용한다

Leadership 2020

피드백 주기: 피드백을 줄 때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신속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다양한 비전과 관점에서
관리자를 평가한다.
보상: 새로운 유형의 성과 관리를 통해
공동의 성공과 개인의 성공이 모두
보상받는다.
리더십 개발: 평생 학습이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최고 수준의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추구한다.

최적의 자리: 발전한 직무
플랫폼으로 공석은 전 세계의 최적
후보로 채워진다.
디지털: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회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하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 결정은 보다 빠르고 쉽게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 돌아다니며
구두 승인을 더 자주 함으로써 양식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적으로 일하는 것은 능률을 엄
청나게 향상시킨다. 자를란트

대학교의 산업·조직 심리학 교수인 코넬리우스 쾨니히
(Cornelius König)는 매니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러한 사실을 발견했다. 쾨니히는 이를 ‘조용한 시간의
컴퓨터공학자
칼 뉴포트의 베스트셀러
<딥 워크>는 2016년
그랜드센트럴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활용’이라 부른다. 조건은 간단하다. 스마트폰과 인터
넷을 끄고 조용한 장소로 가서 목록 중 가장 중요한 일
에 집중하는 것이다. 약간의 연습만 더하면 여러분은 흐
름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바로 이 순간에 행복한 ‘딥 워
커’가 될 수 있다.

집단 지식: 동료들은 더 자주 그룹별
조직을 넘나들며 협력한다.
도전 정신: 아이디어 교환은 필수적이다.
워크숍을 통해 브레인스토밍과 실험적인
새로운 개념을 장려한다.

이 칼럼을 위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나 브로조스카는 스마트폰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두기 시작했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의식 향상
운동을 했다.

mbmag.me/leadershi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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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2020’ 프로그램을 통해
다임러는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를
목표로 했다. 피드백 문화를 담당하는
엘미라 슈미트는 “새로운 리더십 문화는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강화합니다.
직원들은 더욱 동기 부여를 받고 이는
변화를 향한 의지를 자극하죠”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8가지
범주이다.

60분 정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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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미래 사회에 살고 있다. 어제의 기술적
비전은 오늘의 현실이 되었다. 이제 연구자들이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글: 피터 글래서(PETER GLASER)
일러스트레이션: POW!!!/DIE ILLUSTRATOREN

우
언제 때가 될까?

F 015는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이다.

March 2018

리는 어떤 일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수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접이식 전동 스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닐 거

터 등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 일상

쉰펠드(Neil Gerschenfeld)는 “과학

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은 문학이나 영화

이 공상과학 소설을 앞지르기 시작

에 먼저 등장했다. 그 예로 쥘 베른의 유인(有人)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거쉰펠드가 이끄는 매사

우주 원정과 <스타트렉>의 스마트폰과 유사한

추세츠 공과대학(MIT) 비트-아톰센터의 연구자

통신장치, 또는 아서 C. 클라크의 작품에 등장하

들은 어떤 표면에 그려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점

는 정지 궤도 통신위성을 들 수 있다. 머신러닝,

성 있는 액체로 만든 칩, 심지어는 현대의 이동

복제 양,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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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렉>의
‘통신기’는 스마트폰보다
먼저 등장했다.

전 지구적 현상과 더불어 현실에서 우리만의 공상과학

는 대담한 아이디어였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에 도달해

대하소설을 실체화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연구와 공학

있다. 실제로 이미 2004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허가

기술은 미래의 선구자적인 아이디어를 점점 현실에 구

한 첫 번째 임상실험에서 마비 환자에게 ‘브레인게이트’

현하고 있다.

라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커크 선장으로 더 잘 알려진 윌리엄 샤트너(William Shatner)의 저서 <지금 그 작업 중입니다: 공상

이식하여 두개골로부터 연결된 유리섬유 케이블을 통

브레인게이트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부위에

과학 소설로부터 과학적 사실까지의 여행>에서 설명

해 뉴런과 컴퓨터를 연결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한 순간이동 개념은 꿈같은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의식으로써 컴퓨터나 로봇 팔을 제어하도록 한다. 한 일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안톤 차일링거가 이끄는 과

본 기업은 이미 사람의 의식으로 제어되는 모형 기차를

학자 그룹은 정교한 실험을 통해 1997년에 처음으로
광자(photon)를 ‘순간이동’ 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인스부르크 대학과 콜로라도의 미국표준
기술연구소 두 팀이 원자를 양자이동(quantum teleportation) 하는 데 성공했다. 쉽게 설명해 이들이 물질

개발하고자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점점 더 공상과학 소설 팬들

을 순간이동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사족을 덧붙

의 관심의 중심에 섰다. 신문의 삽화와 담뱃갑의 트레이

이자면, 느린 삶으로 잘 알려진 나라인 오스트리아 출신

딩 카드는 체펠린 비행선, 고층 빌딩 위 주차 패드에 주차

And now?

이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된 날아다니는 자동차, 대도시의 복잡한 교통 흐름, 자기

우리가 곧 흔히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

이동성 수단을 개발해냈다는 점이 역설적이기는 하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윌슨은 1851년에 ‘공상과학 소
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같은 해 쥘 베른은 풍선
여행을 주제로 한 단편 <A Drama in the Air>를 발표했

부상 기술, 무선 이미지 방송 등 새로운 통신 수단 같은

당한다. 그의 업무는 기술적 유토피아를 현실에 구현하

100년 뒤 미래를 상상한 극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
<베를리너 일루슈트리르테 차이퉁(Berliner Illustrirte Zeitung)>은 1928년에 현재에도 설득력 있게 들

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미래 사회에

리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기적’이라는

알렉산더 만코브스키(Alexander Mankowsky)는
다임러 AG의 ‘지식 공학자’로서 미래에 대한 연구를 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비전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연구실 내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과 더불어 그가 특히 흥미를 갖는 주제가 있다. 바로 자

이나 방송국으로부터의 라이브 이미지 송신이 몇 달간

율주행처럼 엄청난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직전의 단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안에 ‘텔레포토폰’이라

이다.

불리는 무선 장치를 사용해 대화 상대를 동시에 보고 들

1928년의 텔레포토폰

을 때나 산책하면서도 친구와 시작한 대화를 이어나갈

최근에는 과학적 현실이 창조 정신을 지닌 이들에게 미

수 있게 해주는 휴대 가능한 모델도 만들어질 것이다.’

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여행을 갔

래지향적인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상과학 소설 작가

동작과 목소리로 제어하는 스마트폰 형식으로 실현

들은 연구자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연구자들의 이런 아

된 이런 장치의 현실화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시

이디어는 자라면서 접한 <스타트렉>과 여러 공상과학

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변화의 모

소설에서 착안한 것이다. 뇌와 컴퓨터의 결합처럼 전에

든 과정 자체가 변화했다. 과거에는 현재 상태가

30

텔레프레젠스(원격실재)를
이용하면 위험한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회의를 위한 긴 비행,
심지어 멀리 떨어진 행성 탐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다.
사람 대신 듣고, 보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로봇 대리인이
파견될 테니 말이다.
또한 하드웨어가 사라지고 기능만
남을 것이며, 컴퓨터는 우리 자연
환경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의식으로 제어
가능하므로 이들은 우리의 명령에
잠자코 따를 것이다.
로봇은 곧 우리에게 협력하는
직장 동료가 될 것이다.
처음 수십 년 동안에는 누가
로봇이고, 누가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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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의식으로
제어하는 모형
기차: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다.

있고 변화가 찾아온 뒤 새로운 현재 상태가 나타났다. 그

있기에 가능할 따름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더 이상

러나 지금은 변화 그 자체가 현재 상태인 시대가 되었다.

사용할 수 없다.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가 필요하다.

또한 공상과학 소설과 유토피아 사이에는 주된 차

사람들이 기술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된 근원은 뿌

이점이 하나 있다. 공상과학 소설은 기술적 이슈를 다루

리가 깊다. 문화철학자 루이스 멈포드는 고대 이집트의

는 반면 유토피아는 사회와 사회구조적인 개념을 다룬

미라와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 간의 묘한 유사성에

다. 유토피아는 방향을 찾기 위해 천문학을 이용하는 고

대해 설명하며 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두 경우 모

전적인 해양 항해술과 비교할 수 있다. 이는 멀리 떨어져

두 이 세상을 넘어선 여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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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어떤 비전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화성 탐사 로봇 ‘큐리어
시티’는 우주의 이웃을 탐사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유인
(有人) 우주 탐사는 점점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뿐더
러 비효율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이 증명되
었다. 이는 한때 순진하게도 전 세계 에너지 문제의 해
결책이라고 여겨졌던 핵 기술과도 같다. 로베르트 하페
만 교수는 1995년에 발간한 저서 <신기술 시대의 여명
(The dawn of a new technological era)>에서 ‘핵발전
소는 인간의 정착지로부터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한 굴
뚝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핵발전소는 대
도시 한복판에도 세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늘날 도시 변두리의 녹지가 점점 데이터 센터로
들어차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세계의 거래와 변
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우리는 우주여행, 핵 발전, 인
터넷이라는 주요 기술 세 가지와 더불어 20세기를 벗어
나 밝은 새천년을 열었다. 이 중 지금은 인터넷만이 세
계를 이끌어나가는 기술의 주역으로 남았다. 여러 방면
에서 인터넷은 우주여행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에는 극소수의 훈련된 우주비행사에게만 우주로 여행
을 떠나는 일생일대의 티켓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 우
리 모두가 사이버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선의 파일

Prudent
foresight
공상과학 소설은 일상이
될 것이다.

럿이자 승객이다.

마법의 공간이 될 인터넷
인터넷은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충
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향

1953년에 아서 C. 클라크는
‘공식 보고서, 메모,
회의록에 진절머리가 나자
그는 풀스캡판 (가로세로
33x40센티미터) 사이즈의
뉴스 패드를 우주선의 정보
회로에 꽂고 지구에서 보낸
최신 보도를 빠르게 읽곤
했다’라고 썼다.

후 몇 년간 사물인터넷(IoT)의 센서, 구동기, 전동 모터
는 산소같이 흔해질 것이며 인터넷을 환경적 요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인터넷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양의 정
보를 처리하는 기계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과거 동화에
서 ‘마법’이라고 불리었던 것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인
터넷은 마법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의 협력 기능은
여전히 사람이 제어하는 수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메르
세데스-벤츠 F 015 컨셉카는 주변의 환경과 시각·청각
적으로 소통한다). 이들은 상호 연결된 기기들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터 글래서 박사는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으며 열렬한 공상과학 소설 전문가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순간이동 개념은 그를
고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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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ideas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범위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고도로
세분화된 다양한 컨셉카들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전기차의
선두에 선 컴팩트 사이즈의
Concept EQA, 순수 전기차

i

Vision Mercedes–Maybach 6
Cabriolet와 포뮬러 원의 파워를
도로에 도입한 최초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스포츠카 Mercedes–
AMG Project ONE도 전시했다.
시선을 사로잡는 3대의 차.
독립적인 세 가지 갈래의 환상적인
도로가 미래를 향해 뻗어 있다.

20인치 휠과 4.3미터에
글: 요르크 호이어(JORG HEUER)
사진: 다임러 AG(DAIMLER AG)

달하는 전장, 사륜구동을 갖춘
강인한 Concept E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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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두 번째 연구는 해치백 쿠
페 Concept EQA다. 약 400킬로미터 장
거리 주행 능력과 2대의 전기모터를 갖
춘 이 전륜구동 자동차는 200킬로와트
이상의 시스템 성능과 스포티한 액셀러
레이터를 결합했다. 10분 안에 100킬로
미터까지 달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 메
르세데스-벤츠 익스테리어 디자인 총괄
로버트 레스닉(Robert Lesnik)은 “우리는
EQ 모델 전체에 걸쳐 현대적이고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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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표현력이 풍부한 디자인 어휘를 구
사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설명하는
Concept EQA의 수많은 특징적 디자인
요소들은 ‘진보적인 럭셔리(progressive
luxury)’를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
스플레이로 이루어진 그릴은 다양한 ‘얼
굴’을 제공한다. 운전자 모드에 따라 그릴
의 애니메이션이 달라진다. 스포츠 플러
스 모드에서 붉게 타오르는 파나메리카
나(Panamericana) 그릴은 매우 인상적

35

이다. 생산전략 및 기획 총괄이자 CASE
의 수장인 윌코 스타크(Wilko Stark)는 이
렇게 덧붙인다. “Concept EQA와 함께 우
리는 EQ 라인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메르세데스-벤츠 EQ
를 통해 직관적인 이동수단을 최대한 활
용하도록 매력적인 충전 솔루션과 인텔
리전트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mbmag.me/concepteqa1

IMAGINE

심박수를 높이는 레이싱이 가능한 전기
컨셉카 Vision Mercedes-Maybach 6
Cabriolet는 미래의 궁극적인 럭셔리를
정의한다. 2+2 시트의 넉넉한 디자인, 긴
보닛, 보트 모양의 후면부는 도로 위의 럭
셔리한 요트를 연상시킨다. 혁신적이고
화려한 인테리어는 차의 운전석이라기보

극적인 출현: Vision Mercedes-

Maybach 6 Cabr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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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360도 오픈된 라운지에 더 가까운
느낌이다. 앞 유리 전체는 투명한 디스플
레이 역할을 하며, 도어 트림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대시보드는 중앙 콘솔까지 이
어진다.
mbmag.me/vision6cabriolet1

IMAGINE

꿈의 차: Mercedes-

AMG Project ONE

전설의 탄생! 오리지널 포뮬러 원의 테
크놀로지를 일상의 도로에 도입했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Mercedes-AMG
Project ONE이 모습을 드러냈다. 1.6
리터 엔진을 탑재한 이 컨셉카는 4대의
전기모터와 Mercedes-AMG 페트로나
스 F1 레이싱카에 사용되는 강력한 터보
테크놀로지를 채택한 덕분에 최고출력
1,000마력을 자랑한다. 또한 포뮬러 원
과 동일한 공압 밸브 스프링이다. 엔진은
1만1,000rpm까지 쉽게 올라가는데 이는
일반 도로용 차량에는 전무한 수치다. 2
대의 전기모터가 전장축을 이끌고, 1대는
터보차저에 직접 통합되었다. 나머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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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연기관에 직접 연결되어 크랭크축
으로 이어진다. 이 익스트림 AMG 스포츠
카가 최고속도를 발휘한다면 시속 350
킬로미터 이상일 것이다. 프런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종석, 후면 중앙의 엔진,
잘록한 몸통 부분은 이 특별한 차의 뿌리
가 레이싱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Mercedes-AMG Project ONE은 뛰어난
주행 성능과 견줄 바 없는 효율성을 결합
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인테리
어는 도로를 주행하는 진정한 포뮬러 원
의 느낌을 선사한다. 한정판 시리즈 생산
은 2019년 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mbmag.me/amgprojectone1

IMAGINE

“What does
it mean to
be authentic
today?”

글: 아이리스 미드래치(IRIS MYDLACH)
사진: 로라 팜(LAURA PALM)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300만 명에 달하는
모델 슈테파니 기징거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다.
자신의 삶을 대중과
공유하지만, 그녀 나름대로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다.

베를린에서 촬영 중인
슈테파니 기징거.
카메라가 꺼지면 엉뚱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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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모델 슈테파니 기징거는 2014년 <Germany’s Next
Topmodel> 시즌 9의 우승자다. 우승 후 전 세계를 돌며
모델로 활동 중인 그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되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사진은 아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볼 수 있다.
@instagram.com/steffka2/

이

른 9월의 평화로운 오전 11시, 베를린 프리드리히샤인 공원의 쇤브

오늘날 ‘진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사람?

룬 카페. 야외에서 아침을 먹기 딱 좋을 만큼 날이 포근하고 공기도

네, 맞아요. 저도 매우 솔직한 사람이고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함

맑았다. 늘씬한 몸매의 슈테파니 기징거가 코너를 돌아 나타났다.

이 대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반대를 ‘진짜’라고 여겼잖아요. 예를 들어

여유로운 분위기다. 2년 전부터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1990년대의 슈퍼모델들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죠. 그들은 비밀스러웠어요.

도시의 분위기처럼 말이다. 3년 전 독일 모델쇼에 출연한 기징거는 불안했던

그때부터 ‘진실함’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개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로 소

후보 중 한 명이었으나, 가장 사랑받는 후보가 되어 시즌 우승을 거두었다. 당

셜미디어가 성공할 수 있었죠.

시의 모습은 이제 거의 잊혔고, 이 21세 러시아계 독일 모델 슈테파니는 성공

모델로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얼굴과 몸매를 노출하며 얻게 되는 소

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셜미디어 스타로서의 성공이 직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징거 양,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거의 300만 명이에요. 런웨이, 광고, 소셜미디

가 몇 명인지를 제일 처음 물어보니까요. 저도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클

어까지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군요. 어떤 전략이 있나요?

라이언트는 저를 그저 모델로서 제 얼굴만을 원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의

제 대답은 간단해요. 전략은 전혀 없어요.

팬덤 전체, 모든 타깃 그룹을 고려하는 셈이니까요. 스스로 마케팅을 잘하기만

그럴지도 몰라요. 오디션에 가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팔로워

전략이 없다고요?

한다면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건너뛰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전략이 있다’라는 말이 인스타그램의 스타가 되려고 애쓰거나 에이전시로부

지금이 예전보다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자신만의 길을 가기 더 수월한 세상이라

터 컨설팅을 받는 거라면 없다는 대답이 맞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죠? 전 그저

고 생각하나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전 포스트를 올릴 때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진 않을지 걱정

만약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사람이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목표라면 요

하거나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생길지 계산하지 않아요.

즘이 확실히 더 수월하죠. 케이트 모스처럼 길에서 스카우트되려고

March 2018

39

IMAGINE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요즘엔 모델링쇼 오디션을 보는 등 꾸준히 노력하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정보와 제안이 주어져 원치 않아도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려야 했던
세대라고 생각해요.”

면 돼요. 인기가 얼마나 오래가느냐가 문제죠.
인스타그램 계정이 두 개인 이유가 궁금해요.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웃긴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공식 계정에 있는 다른
사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
한 두 번째 계정을 만들었어요.
두 계정의 차이가 뭔가요? 당신의 공식 계정 역시 완전히 진실하고 솔직하다고
직접 말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모델로서 찍은 사진은 저의 여러 모습 중 ‘완벽한’ 모습만을 담
은 것들이에요. 완벽한 헤어, 메이크업, 의상, 피부에 잡티 하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델 업계에 종사하는 만큼 당연히 그런 제 모습도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 완벽해졌어요. 그러다 웃긴 사진이 생긴 거고요. 제 얼굴이 외
계인처럼 이상해 보였는데 그걸 제 공식 계정에 올렸다면 그 사진만 톡 튀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주제를 담은 갤러리이고 당신은 큐레이터예요. 완벽하

서 쓰러졌어요. 며칠간 계속 토해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졌죠. 절대 수술을 버

지 않은 우스운 제 모습은 다른 채널에서 보면 돼요.

티지 못할 줄 알았어요. 요즘도 이 증상이 또 나타날까 봐 걱정돼요. 작년엔 장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2016년 여름, 런던의 어느 병원에서 휠체어 탄

염전 때문에 병원을 여섯 번이나 갔거든요.

모습을 봤어요.

21세라는 나이에 비해 행동이 꽤 성숙해요. 또래 세대에서 흔한 모습인가요?

장염전 증상 때문에 입원했던 거예요. 장기가 신체에 튼튼히 붙어 있지 않아서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정보와 제안이 주어져 원치 않아도 중요

꼬일 때가 있는데 열세 살 때 최악의 경험을 했죠. 통증과 탈진으로 화장실에

한 결정을 많이 내려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만큼이나 책임이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또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
나 과부하 상태예요. 어떤 이들은 잘 대처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모든 사람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 재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학창 시절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남들보다 일찍 성숙
해졌다는 걸 깨달아요. 그들 대부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까지 잘 몰라요.

휴일이면 슈테파니 기징거는
베를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무엇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보나요? 운전면허 따기?

맞아요. 저는 <Germany’s Next Topmodel> 시절에 땄어요. 어른이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마 과거보다
요즘 시대에 더 힘든 일일 거예요. 제 부모님은 돈으로 좋은 물건은 살 수 있어
도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래
서 저는 지금 모델로서의 성공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남에게 전시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기로 선
택한 거예요.
모델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심리학 공부, 그중에서도 아동 심리학 전공이요. 아직 이건 이루지 못했네요.
어쩌면 런웨이의 삶이 끝난 뒤 하게 될지도 모르죠.

1995년에 부모님이 시베리아에서 독일로 이민 왔고 이듬해 당신이 태어났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러시아는 어떤 역할인가요?

큰 역할을 해요. 어머니의 모국어도 러시아어고, 저는 러시아 음식을 먹고, 러
시아 TV를 보고, 러시아 노래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그리움은 못
느껴요. 부모님도 향수병을 앓지 않으셨고요. 독일로 이주하겠다는 부모님의
결정은 아주 신중한 것이었어요. 팔츠 지역이 우리 가족의 새집인 거죠.
지난 2년간 베를린에서 살았고 당신의 남자친구는 런던에서 브라이튼까지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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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DAIMLER AG

이른 나이에 성숙해졌다고
말하는 슈테파니 기징거.
GLA 운전대를 잡은 모습.

하는데요. 당신같이 대중을 상대하며 늘 현재진행형인 사람이 한곳에 정착하는

않군.’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차를 몰고 부모님이 계

게 가능한가요? 안정된 삶이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요?

신 카이저슬라우테른에 가요.

매일 비행기를 타는 라이프스타일은 제가 늘 꿈꿔왔던 삶이에요. 오늘은 베를

그곳을 대중과 공유하기도 하나요?

린, 내일은 런던, 그다음엔 뉴욕. 그런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일지는 아무도

아뇨, 절대로. 그곳은 제가 최대한 보호하고 절대로 대중에게 보이지 않을 공

알려준 적이 없어요. 기나긴 비행, 끝없는 촬영, 몇 주에서 수개월을 가방 하나

간이에요. 거긴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 머리가 엉망인 채로 정원에 누워 공상할

로 살아가기. 그러다 홀로 베를린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보다 좋은 곳이 있나요?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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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ercedes
Selection
이 시대 최고의 고품격 문화 예술 후원 프로그램,
메르세데스 셀렉션.
글: 신정원

IMAGINE

‘메

세나(Mecenat )’는 더 이상 새롭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클래식 그리고 조

않다. 기업의 예술문화 지원 활동을

성진과의 만남은 올해 1월에도 성사됐다. 2015년
10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7회 쇼팽 국제 피
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성진은 2016년 11월 쇼

일컫는 이 프랑스어의 기원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미켈란

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 예술가를 후원한 메
디치 가문의 일화는 르네상스 시대의 일이다. 후대

팽의 피아노 협주곡과 발라드로 구성된 첫 정규 앨

에는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

범을 출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이 무렵 계절감과

면서 기업의 공식적인 예술후원 사업을 일컫는 단

더할 나위 없이 어우러지는 드뷔시 곡으로 솔로 앨

어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때부터 세계 각국

범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 셀렉션의 두 번째 선택

의 기업에서 펼쳐온 크고 작은 메세나 활동의 숫자

이었던 ‘조성진 리사이틀’은 그의 두 번째 정규 앨

와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50년 전에는 메세

범 출시 직후이자 첫 국내 투어이기도 해 그 후원

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의 의미가 남달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으레 할

타이틀 스폰서로 1월 10일, 11일 양일간 예술의전

법한 후원보다는 그 기업이기에 할 수 있는 메세나

당에서 열린 서울 공연을 협찬했다. 특히 이번 행

활동이라야 주목받고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될 수

사에서는 고객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론칭한 ‘메르세

로 후원하고 있는 ‘초원교실 지역 아동센터’의 아

데스 셀렉션(Mercedes Selection)’처럼 말이다.
‘최고의 고객 경험 선사’를 추구하는 메르세

동을 초대해 가치 있는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기회
의 폭을 더욱 넓히기도 했다.

데스-벤츠는 국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발전

단 두 번의 행사만으로 메르세데스 셀렉션이

을 위해 기획한 콘텐츠 후원 프로그램인 메르세데

추구하는 콘셉트는 명확해졌다. 고품격 문화 콘텐

스 셀렉션을 통해 고객에게 더 효과적으로 차별화

츠를 고객과 사회에 최고의 경험으로 선사하는 것.

된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전달하고자 한다. 포문은

다음 메르세데스 셀렉션이 못내 기다려지는 이유

클래식으로 열었다. 지난해 11월 19일, 20일 양일

이기도 하다.

간 열린 베를린 필하모닉의 여섯 번째 내한 공연이
그 시작. ‘2017년 가장 기대되는 오케스트라 공연’
중 하나, 2002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어
온 사이먼 래틀이 함께하는 마지막 내한 공연, 지
금 가장 인기 높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이라
는 요소가 합쳐져 국내외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 공연이 메르세데스 셀렉션의 첫 후원
행사였다.

메르세데스 셀렉션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으로 시작되어
조성진 리사이틀 후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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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정경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가, 11월에
는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협연, 12월엔 도이
치 그라모폰 120주년 공연 스케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은 베토벤으로 시작해 드뷔
시, 쇼팽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토벤의 곡에서는 항상 예상 밖의 화성이나 음악
적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
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
도로 존경하는 작곡가다. 앞으로 오랫동안 연주하
고 싶고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프
로그램에 넣었다. 또 드뷔시와 쇼팽이 잘 어울린다
고 판단했다.
드뷔시 영상 2권은 파리에서 보고 느낀 걸 보여줄 수
있어 선택했다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다.

드뷔시의 곡은 특히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 곡의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 연주할까에 대
한 고민을 매번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Mercedes Selection with
Seong-Jin Cho

파리에서 느낀 것과 비슷하더라. 물론 드뷔시가 살
던 시대와 지금의 파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어떤 한
골목에 들어서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기분이 들었
다. 미술관에서 접한 드뷔시 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리사이틀 준비를 하면서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생각
의 변화가 있었나?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선입견’이다. 그런데 유독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가
바라던 대로 충분히, 건강히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평생 흠모하던 작곡가의
곡을 녹음하고, 꿈꾸던 카네기홀
무대에 서고, 베를린 필하모닉과도
협연하면서. 무엇보다 첫 국내 투어는
그가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인터뷰: 신정원

2015년 세계에 조성진이라는 이름 석 자를 크게 알

베토벤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나 느낌

렸고, 2016년에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첫 정규 앨범

이 있는 것 같다. 초기는 하이든의 영향을 받아 고

을 출시했다. 2017년은 어떤 해였나?

전적인 매력이 있고, 30번 같은 경우 같은 작곡가

지난해에만 100회 넘게 연주를 한 것 같다. 드뷔시

인가 싶을 정도로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

곡으로 두 번째 정규 앨범도 발매했고. 무엇보다

에 그에 따라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

어릴 적부터 꿈꿔온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한 것

각한다.

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게다가 한국에서까지 베를

“클래식의 대중화는 위험하다. 팬들이 클래식화되어

린 필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 더없이 의미 깊은 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였다.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한 기분이고 자신감도

2016년에 했던 이야긴데 아직 생각이 바뀔 만큼

더 얻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것 같다.(웃음) 클래식의

2018년에는 어떤 공연이 기다리고 있나?

대중화에 힘쓰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말을 하는 게

한국에서 열린 이번 리사이틀이 시작이다. 예술의

한편으론 죄송스럽기도 하다. 클래식이 대중화되

전당에서의 경험은 이미 많지만 올해 첫 리사이틀

면 그 음악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

이고 모국에서 열리는 터라 나 역시 기대가 크다.

각한다. 그래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진 않는다.

돌이켜보면 쇼팽 콩쿠르 직후에도 시간과 여건상

최근 거처를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다. 어떤 일

한국에서 연주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이

상을 보내나?

더욱 기쁘다. 한국에서의 연주는 항상 떨린다. 태

지난 8월에 이사했는데 막상 베를린에 머물렀던

어난 곳이기도 하고 익숙한 곳이기도 해서. 오는 9

시간은 한 달 조금 넘는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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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다. 젊은 음악가들이 베를린으로 많이 모여들

메르세데스 셀렉션의 두 번째 후원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이었다. 앙코르
공연까지 열정적으로 마친 늦은 시간,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인회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다.

볼 기회가 많을 것 같다.

고 있다. 이사하기 전 베를린을 며칠 돌아볼 기회

그렇다. 오래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이미

가 있었는데 관광하기에는 파리가, 살기에는 베를

지가 좋았고 베를린으로 온 이후 훨씬 익숙한 브랜

린이 더 적합하다고 느꼈다. 음악가 동료들과 어울

드가 됐다.

릴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해가 너무 빨리 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이

고 날씨가 좋지 않은 것 빼곤 다 좋다.

있나?

파리를 방문하는 클래식 애호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웃음) 아, 면허는

스폿이 있다면?

있다.

필하모니 드 파리. 2015년 19구에 문을 연 음악홀

우연이지만, 기쁘게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문

이다. 지난해 2월 그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어쿠스

화예술 콘텐츠 후원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 셀렉션’

틱도 굉장히 좋았고 개인적으로 홀 내부도 굉장히

의 연이은 두 번의 후원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기쁘게 생각한다. 특

베를린에 있으니 그 어느 곳보다 메르세데스-벤츠를

히 첫 후원 행사였던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은
개인적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하다.
먼저 참여해본 입장에서 혹시 메르세데스 셀렉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업 후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들어왔고 인지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좀 더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
다면 감사한 일인 것 같다.
2020년까지 연주 일정이 모두 예정되어 있다고 들
었다. 다음 음반이 누구의 곡일지 궁금하다.

올여름에 모차르트의 콘체르토와 소나타를 섞어
녹음할 계획이다. 드뷔시 앨범 전에 결정한 일이다.
왜 모차르트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운데(웃
음), 일단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녹음을 하고 싶었
기 때문이다.
2018년은 황금 개띠의 해, 24세인 1994년생들의
해이기도 하다. 혹시 30대가 되면 뭘 하고 싶나?

브람스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인데
이제껏 많이 연주해본 적이 없다. 30대에 굳이 하
고 싶은 이유는 그때까지 좀 더 연주하고 좀 더 내
것으로 만들어 브람스를 연주하고 싶어서다. 내 생
각엔 체중과 소리는 정말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브
람스를 치려면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서른이 되면 더 살이 찌지 않을까.(웃음)
그렇다면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은?

연말을 베를린에서 가족들과 보냈다. 1월 1일 자
정이 되었을 때 각자 소원을 빌자는 말이 나왔는
데, 나는 그런 게 없더라. ‘올해의 목표’라기보단 앞
으로 계속 건강하게 연주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동양인 연주자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싶다. 선배들
처럼 나도 노력해서 후배들이 세계무대에서 좀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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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ON THE
GREEN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객을 위한 최상의 경험,
2017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그리고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

대한민국 골프 문화에 기여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최고를 향한 노력과 열망
은 비단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떤 자
동차 회사보다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단 한 번의 만남에도 고객이 최고의 경험과 추억을 남기
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메르세데스-벤츠가 추
구하는 바다.
최고의 경험을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은 지난해 11월 24~26일 경북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 CC에서 열린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2017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하 2017 박인비 인비테이셔
널)’에서도 이어졌다.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은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 각각 상금 랭킹 상위 10명과 추천 선
수 3명, 총 26명의 프로 골퍼가 참여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2015년 1회를 필두로 지난해 3회를 개
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017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을 후원한 것은 메르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
위드 브랜드 앰배서더
개회식에 모인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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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앰배서더이자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골퍼로서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오른 박인비 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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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국내 골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이 브랜드 고유의 품격과 경험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후원하게 되었다.
올해 대회는 박인비, 유소연, 최나연 등 LPGA의 대
표 선수들과 이정은, 최혜진, 배선우 등 KLPGA의 떠오
르는 영건이 격돌하는 분위기였다. KLPGA는 이들 영건
의 투지에 힘입어 대회 개최 3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의
감격을 맛보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과 더불어 프리미엄 컴팩트 SUV
인 The New GLA를 홀인원 차량으로 후원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총 10대의 의전 차량을 지원했다. 그리고 대
회 기간 내내 운영한 이동형 쇼룸 ‘모바일 큐브’에 메르
세데스-벤츠의 다양한 차종을 전시해 현장을 찾은 모든

메르세데스-벤츠는
창립자인 고틀립
다임러로부터 이어져온
정신을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천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차량 상담과 시승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의 국내 출시와 함께 도입한 메르세데스-벤츠의 VIP 고

수 있었다.

객 대상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S-Class, GLS, SL, G-

Class, 메르세데스-AMG GT, 메르세데스-AMG GTS
고객에게 최고 경험을 선사하다

등 메르세데스-벤츠 최상위급 모델 고객을 대상으로 고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 끝난 이튿날, 메르세데스-벤츠

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코리아는 서클 오브 엑설런스(Circle Of Excellence)
고객 140명을 대상으로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 위드 브
랜드 앰배서더(Mercedes Fan’s Day with Brand Ambassador, 이하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 대회를 연이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최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서클 오브 엑설런스란

메르세데스 팬즈 데이는 박인비 선수를 비롯해

2017년 LPGA 올해의 선수에 빛나는 유소연 선수, 그리

박인비 선수와
함께 포즈를 취한
우승자들

고 백규정 선수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모든 브
랜드 앰배서더가 함께하는 순수 아마추어 골프 대회로

지난해 9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The New S-Class

지난해 1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행사를 진행
벙커샷 전략을
전수해주고 있는
박인비 선수

한 곳이 2017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 열렸던 경주 블루
원 디아너스 CC이다 보니 대회와 동일한 그라운드 컨
디션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서클 오브 엑설런스 고객
만을 위한 자리라 더욱 뜻 깊었다고 할 수 있다.
팬즈 데이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박인비·유소연
선수가 직접 홀에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골프 비법을 전
수하는 원포인트 레슨으로 시작해 11시가 넘어 본격
적인 라운딩을 시작했다. 라운딩에서는 백규정 선수가
고객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는 ‘비트 더 프로(Beat the

Pro)’에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최고의 감동을 선사
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창립자인 고틀립 다임러로부
터 이어져온 정신을 고객과의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클 오브 엑설런스뿐만 아니라 자사의 모든
고객을 위해 더욱 차별화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메
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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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듀오:
바르샤바를 탐방하는
카시아 카우사와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GLA.

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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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 a
must-see city!
수많은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거주하는 폴란드의 수도는 최근 몇 년 새
아주 현대적이고 쿨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새로운 The New GLA는 이 활기찬
대도시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최적인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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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르크 헤우에르(JÖRG HEUER)
사진: 데이비드 다우프(DAVID DAUB)

GLA
DRIVE

관심 집중: The New GLA와
220미터 높이의 바르샤바
스파이어 빌딩(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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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워크: 카시아 카우사가
체자리 포니아토프스키
(왼쪽)의 미술 작품을
트렁크에 싣고 있다.

세련미와 투박함의 만남:
The New GLA가 바르샤바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통과한다.

동

방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통로, 서구 세
계로 통하는 입구, 트렌디한 힙스터들
의 도시, 활기를 되찾은 신흥 도시. 오
늘날 바르샤바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비스와강이 흐르는 폴란드의 수도는 최근 몇 년 동
안 이전 사회주의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
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모두 사실이에요.” 카시아 카우사( Kasia

Kausa)가 말한다. 6년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그녀
는 업무상 많은 사업가, 예술가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33세의 이 아티스트가 화려한 도시를 소개
하는 내내 우리는 차 한 대만을 끌고 갈 예정이다.
새로 출시한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GLA는
도심을 모험하는 데 최적의 동반자다.
카우사는 언어학 박사이자 세 살배기 아들
을 둔 엄마로 영화·포토 에이전시 ‘포토바이(Pho-

toby)’에서 근무한다. “와우~!”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The New GLA를 내려
다본 그녀가 환성을 지른다.
그녀는 차를 가까이에서 보고 당장 올라타 출
발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도색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감탄한다.
“검은 가죽 시트에 빨간 박음질이 굉장히 우아하
네요.”

놀라운 바르샤바
이른 아침, 이제 막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할 즈
음 우리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를 주행하기
시작했다. 바르샤바의 수많은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명확하다. 변화를 이끄는 시민들의 기
쁨에 찬 모습이 그 증거다. “우선 이곳의 전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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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스타일의
문제: 스타 헤어드레서
야가 후파워(오른쪽)가
카시아 카우사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매거진 제작자: 모니카
브지프치(오른쪽)와
크시슈토프 코자노프스키
(왼쪽)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USTA>의
발행인들이다.

둘러볼까요?” 카시아가 제안한다. “저 위에서 내려
다보는 풍광이 정말 놀랍거든요.” 이번엔 카시아의
말에 우리가 감탄할 차례다.
에우로페이스키(Europejski) 광장에 도착한
우리는 2억5,000만 유로를 들여 2016년에 완공
한 220미터 높이의 초고층 빌딩 바르샤바 스파이
어의 반짝이는 통유리 벽을 올려다보았다. 55미터
높이의 두 보조 건물을 둔 바르샤바 스파이어는 올
봄 칸에서 열린 MIPIM 어워드에서 런던, 로마, 중
국 선전 등지에 있는 라이벌 빌딩들을 제치고 ‘최
고의 오피스 & 비즈니스 개발’ 상을 받았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에 도착했다.
얼마 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왕세손비
가 바르샤바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 방
문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경치는 도심 전
체를 뻗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르샤바의 두 번째
스카이라인까지 담아낸다. 바르샤바 스파이어 주
변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화물트럭이 돌아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망치질, 납땜질, 용접하는 사람
들도 보인다. 주변에 초고층 건물 몇 개가 곧 새로
올라갈 예정이며, 이는 곧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오피스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다.

넘치는 에너지
이 오피스 타워에 입주한 회사 중 하나는 토마시
루돌프(Tomasz Rudolf)의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
기업 ‘더 하트(The Heart)’다. 30명에 달하는 이곳
의 든든한 직원들은 폴란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루돌프는 바
르샤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영어와 독일어에
유창하다. 올해 39세로 영국 왕실 방문객들에게 1
시간 동안 바르샤바 스파이어를 안내하는 영광을
누린 바 있다. 그는 현재 회사를 확장해 런던에서
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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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바르샤바 스파이어 빌딩
앞에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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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 카시아
카우사는 바르샤바의
밤과 낮 모두를 사랑한다.
그녀는 The New GLA가
이 도시와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말한다.

1

Vistula River

2

Prague

Warsaw
old town
The Copernicus
Science Centre 2

Saska
Kȩpa

Mirów
Solec
4

Złote Tarasy
3
1

Autor Rooms

3

E
S

1 머물 곳
개인 여행자라면: 아우토르
룸즈(Autor Rooms).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선보이는 4인실 호텔.
autorrooms.pl

2 돌아다닐 곳
비스와강을 따라 걷기,
코페르니쿠스 과학센터에서
숨 돌리기. 다양한 인터랙티브
전시로 가득하다.
kopernik.org.pl

3 먹을 곳
신선한 로컬 재료로 만든
와인과 메뉴를 엄선해 선보이는
마치에이 손디이스 딜레탄치
(Maciej Sondij's Dyletanci)
레스토랑 & 와인 바.
fb.com/dyletanci

4 쇼핑할 곳
‘황금 테라스’라는 뜻의
즈워테 타라시(Złote Tarasy).
바르샤바 도심 중앙에
위치한 미래지향적인 외관의
대형 쇼핑몰이다.
zlotetarasy.pl

4

Dyletanci
Vistula River

N
W

Tips:

WAR SAW,
P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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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e New GLA 250
4MATIC
색상 :
마운틴 그레이/메탈릭
변속 :
자동
엔진 배열/실린더 수 :
직렬/4기통
배기량(ccm) :
1,991
최고출력(kW/rpm) :
211/5,500
최고속도 :
240km/h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 일본인, 중국인, 호주인, 미국인, 서유럽인 등
도시 곳곳에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로 가득하다.

The New GLA는 비즈니스 구역과 구도심을
지나 울리차 부라코프스카(Ulica Burakowska)
로 향한다. 이 거리는 도시의 상류층 지역으로 깨
끗한 정원과 공원이 눈에 띈다. 야가 후파워(Jaga

Hupało, 50)는 이곳에서 17년간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 이 스타 헤어드레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000명, 페이스북 친구는 그 두 배나 된다. 그녀의
고객들은 프랑스의 유명 배우뿐만 아니라 바르샤
바의 스포츠, 문화, 방송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다.
직물공장 건물을 개조한 미용실은 완전히 검
은색으로 칠했고 스피커에서는 힙한 음악이 흘러
나온다. 긴 흑발을 늘어트린 후파워는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다(Born to create)’라는 자신의 인생
모토를 리셉션 카운터 위 벽면에 새겨놨다. 카시아
가 그걸 가리키며 유쾌하게 웃는다. “바르샤바의
전형이에요.”
다음에 만난 잡지 제작자 크시슈토프 코자노
프스키(Krzysztof Kozanowski, 발행인)와 모니
카 브지프치(Monika Brzywczy, 편집장)도 흥미
로운 모토를 들려준다. “우리는 먹고, 키스하고, 말
PHOTOS TIPS DAVID DAUB (2), SHUTTERSTOCK, MAURITIUS IMAGES

한다.” 새로운 바르샤바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인 듯
디지털 세상에서 주요한 역량은 지식, 시간과

준비 중이다. 카시아는 거대한 캔버스를 차에 싣고

하다. 이들은 호당 4만 부씩 팔리는 화려한 라이프

노력의 투자, 그리고 상상력인데 바르샤바 사람들

자 The New GLA의 뒷좌석을 접는다. “아주 좋네

스타일 계간지 <USTA>에 자신들의 모토를 가득

은 이 세 가지 모두 능하다.

요. 차가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실용적

담아내고 있다. 카시아는 두 바르샤바 전문가들

카시아 카우사가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며 말
한다. “도시에 활력이 넘치죠. 이곳에서 많은 것이
성장하며 번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카우사는 30
세의 아티스트 체자리 포니아토프스키(Cezary
Poniatowski)의 작품 몇 점을 구하고자 울리차 리
디기에라(Ulica Rydygiera) 8가에 있는 그의 스튜
디오로 가야 한다.
포니아토프스키는 현재 로마에서 전시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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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해요.”

과 바르샤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알려줄 최

헤어드레서와 약속이 있기에 수다를 오래 떨
수는 없다. 평범한 헤어드레서도 아니다. The New
GLA를 타고 쇼핑몰, 무너져가는 건물, 새로 건설

고의 여행 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궁금하다면
왼편의 리스트를 참고할 것!).
바르샤바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도시는

중인 역사적 건물 등을 지나 도심을 통과한다. 오

새롭고 흥미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서서히 빛을 발

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좁은 골

한다. The New GLA에 올라탄 우리는 네온사인과

목도 지나친다. 이처럼 바르샤바는 세련미와 투박

화려하게 빛나는 빌딩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친다.

함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혼합체다. 도시에는 국제

그리고 잠시 뒤 바르샤바의 밤 문화를 직접 걸으며

적인 분위기가 풍기는데 그것도 아주 깔끔한 분위

탐험하고자 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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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라인홀드 슈너프(REINHOLD SCHNUPP)

GLC

메르세데스-벤츠의 오랜
홍보사절인 베른하르트 랑거가
GLC Coupé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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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ernal
career
베른하르트 랑거는 여전히 세계 최고 골퍼지만
스포트라이트 앞에 나서는 일은 드물다. 저널리스트인
작가가 이 독일 골퍼의 30여 년을 따라갔다.
그의 60세 생일에 바치는 헌정이기도 하다.

베른하르트 랑거는 그의 나
이로 보이지 않는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몸
퍼팅 전: 프로 골퍼
랑거(27세)

은 빈틈없이 단단하게 조율된 모습이다. 하지만 랑
거는 이제 60세이고 요즘 들어 나이가 느껴진다고
말한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몸 어딘가에 통증
을 느끼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요”라 귀띔한다.
그러나 랑거는 여전히 모범적인 선수이며 자
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현직 프로 축구선수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프로다. 슈너프가 “지
난해 미국에서만 30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받지
않으셨나요?”라고 묻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라
고 답한다. 그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
보통 사람들이 에너지가 떨어짐을 느끼는 나
이에 그는 오히려 점화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수익 높은 미국 PGA 챔피언스 투어가 열리는 동안
네 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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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하르트 랑거는 1985년과 1993년에 US

사람들’로 알려졌지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에

마스터스 우승을 거머쥐었고 작년엔 세 번째 우승

는 돈벌이가 충분치 못했다.

을 눈앞에 둔 바 있다.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이 60

집에서 골프클럽까지 가는 길은 숲을 가로지

세의 골퍼는 아무리 애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르고 몇 개의 연못을 지나야 했다. 한참 어린 소년

막대한 상금을 모은 입장이지만 호화로운 삶은 자

의 커리어가 시작된 것이다. 한번은 고향에 계신

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전히 그의 흥미를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주방에 앉아 랑거가 “엄

사로잡는 건 스포츠이며,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마, 프로 골퍼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는 어릴

있지 않기에 시합에 나설 뿐이다.

적 추억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에 그녀는 아들에

그의 호적수들에게 이 영원한 라이벌은 오랜

게 “그런 직업은 없단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한

니가 이 일화를 얘기할 때 베른하르트 랑거는 이미

스페인의 골퍼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Jose Maria
Olazabal)은 이 독일 골퍼가 일반적인 노화의 법칙

어머니 발부르가 랑거에게는 여전히 ‘소년이자 아

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들 중 몇

이’일 뿐이었다.

오거스타에서 US 마스터스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몇은 랑거가 토너먼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베른하르트 랑거는 지금까지 대중 앞에서 겸

행복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손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접근하기 힘든

랑거는 “내가 경기를 하지 않을 때 그들이 기뻐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

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려진 그는 미국인 아내 비키(Vikki)와 네 자녀를 두

랑거는 1970년대 후반에 프로로 전향했고
1986년에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고 있다. 2000년에 그녀를 위해 독일을 떠나 플로
리다로 이주했는데, 이는 랑거에게는 매우 힘든 결

오랫동안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배서더였으

정이었다.

며,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이다. 하지

골프는 미묘한 차이에 의존하는 게임이고, 랑

만 독일에서는 사실상 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는 예민한 사람이다. 언제나 위기에 민감하게 대

다. 토크쇼에 출연하거나 리셉션에 참여하는 일도
드물다.
그가 오랜 세월 가족들과 플로리다의 보카레

처해왔지만, 걱정은 그의 경기와 스윙에도 영향을
1985년 US 마스터스에서

미친다. 몇 달간 손이 심하게 떨려 50센티미터도

첫 우승을 차지한 랑거.
우승 재킷을 걸치고 있다.

채 안 되는 거리에서 퍼팅하는 것조차 도전이 된

이턴(Boca Raton)에서 살아온 것을 감안한다면

적도 있었다. 이 같은 실패에 대한 불안 증세를 입

그리 놀라운 건 아니다. 랑거는 사생활을 철저하게

서리 웬트워스 클럽의

스(yips)라 말하는데, 적지 않은 프로 골퍼들이 이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출신으로 미국을 활

1993년 PGA 챔피언십에서

로 인해 경력을 마감했다.

동 무대로 택한 사람들 가운데 베른하르트 랑거만

드라이버 샷 중인 랑거.
6타 차로 우승했다.

랑거는 1989년 발렌시아가 인근 엘 살레르에

큼 독일을 사랑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아우크스부

서 열린 스페인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가장 힘든

르크 인근의 안하우젠에서 태어난 그는 집에 자주

시련에 직면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그의 강력한

가진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을 부모님 집 옆에

라이벌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국 선수 폴 캐리

두고 있다. 단순한 구조의 이 건물은 그가 자란 곳

길(Paul Carrigill)이었다. 랑거 같은 골퍼에게 손

BERNHARD
LANGER

만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 크게 불안해할 이유

돌공이었던 아버지 어윈(Erwin)이 세 자녀인 어윈,

그는 하나의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는 없었다. 랑거는 더 멀리 앞으로 몸을 숙여 퍼팅

마리아, 베른하르트를 키운 곳이다. 어린 시절 랑

1976년부터 프로 골퍼로 활약해온
이후 40여 년이 넘는 동안 2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과 9번의 시니어

하는 방식, 즉 팔뚝을 사용해 퍼트를 조절하는 방

이자 사랑하는 어머니 발부르가(Walburga)와 벽

거는 캐디로 일하면서 몇 마르크를 벌기 위해 이곳
에서 보빈겐 골프클럽까지 자전거로 오가곤 했다.
마을을 통과해 7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이동
하면 그의 어머니가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여관 앞
을 지나게 된다. 랑거 가족은 슈바벤에선 ‘견실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포함해 총
105차례의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에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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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랑거는 항상 의지가 강했으며 토너먼트가 진
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는 철저
한 적수다. 요즘에도 그의 경기는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다. 뛰어난 유머 감각과 자유롭게 터트리

DRIVE

는 웃음은 경기 도중에는 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
만 또 다른 베른하르트의 모습은 주로 가족과 함
께 있을 때 드러난다. 동생 어윈(Erwin)의 아내인
시기(Sigi)가 안하우젠에서 생일을 맞았을 때 그는
마침 독일에 있었다. 랑거는 슬리퍼 샌들을 신은
채 부모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여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스터스 우승을 두 차례나 거머쥔
그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고 매순간을 편안하
게 즐겼다.
랑거는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1984년 랑거는 미국인
비키와 결혼했고 2000년에
플로리다로 이주했다.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1990
년대엔 아를베르크의 추르스(Zurs)에 자주 스키를
타러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리프트

슈베린 인근에서 열린 2016년
시니어 오픈 토너먼트에서
가족과 함께한 랑거. 장남
슈테판만이 참석하지 못했다.

를 탈 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면 그를 가로막는 것
은 없다. 뮌헨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이자 노련
민감하며 통제력이 뛰어난
플레이어(1986년 랑거의 모습).
그는 성공에 관해 언제나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한 스키어인 한스 로젠슈타이너(Hans Rauchensteiner)는 카메라를 목에 두른 채 아노락 차림으
로 그를 촬영하기 위해 뒤따랐다. 그렇지만 결국
랑거가 멈춰 서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사진을 찍을

팀의 리더로서 랑거(트로피 든
사람)는 2004년 라이더 컵에서
미국 팀과 대결한 유럽 팀을 눈부신
승리로 이끌었다.

수 있었다.
랑거의 인간적인 모습과 헌신은 미국인 동료
폴 에이징어(Paul Azinger)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태국 푸껫에서 열린 토너먼트
에서는 에이징어에게 ‘우리 모두는 당신을 그리워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만들었다. 또한
랑거는 1990년대 초반 세계 1위의 그렉 노먼, 영
국의 닉 팔도, US 마스터스 우승자인 미국의 프레
드 커플스 등 최고 골퍼들과 함께 그에게 쾌유를
바라는 인사를 건넸다. 이는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
적인 행동이자 제스처였다.
랑거는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은 프로암(Pro-Am) 토너먼트에서 우리가 같
이 경기하고 있을 때 그가 뒤에서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잡아주면서 내가 스윙하는 동안 얼마나 많

60세의 랑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뛰어나다. 많은
라이벌들이 그가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행복해할 정도다.

이 옆으로 흔들리는지를 알려주었다. 마스터스 우
승자를 골프 선생님으로 둔다는 건 매일 있는 일
이 아니다. 나는 최근 랑거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경기를 계속할 계획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골프가 재미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라
고 대답했다. 여전히 그의 열정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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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ar,
Clark Gable
and I
자동차 역사상 상징적 존재인 메르세데스-벤츠 300 SL Roadster가 6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1957년식 모델을 타고 바이에른 알프스의 언덕길을 통과하는 짧은 여행을 떠났다.
이 차의 첫 소유주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클라크 게이블이다.

60

SL
DRIVE

글: 요르크 호이어(JÖRG HEUER)
사진: 데이비드 클래머(DAVID KLAMMER)

Road Movie: 마틴 셈은 최근
300 SL Roadster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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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하임(왼쪽 위) 교회 앞에서 짧은 휴식,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리그시 호수(오른쪽 위)에서 만난 300 SL 팬들, 알프스와 암머 호수를 배경으로
파이센베르그(아래)로 향하는 굽이치는 도로에서 로드스터와 마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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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틴 셈(Martin Semm)은 더할 나위 없

는 방식, 이 차의 모든 것이 환상적이에요.” 2킬로

이 행복하다. 그를 보면 오늘이 정말 특

미터 정도를 달린 뒤 셈이 감탄한다.

별한 축하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아름답게 복원한 215마력과 시속 250킬로미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고 식사를 하기

터의 최고속력을 자랑하는 로드스터의 첫 항해가

에는 너무 들뜬 상태였다. 이제 그는 이곳에 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지 평범한 여행이 아니다.

흥분되는 풍경을 바라본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

1950년대 슈퍼스포츠카를 주인공으로 한 마틴 셈

리고 아드레날린을 느낄 수 있다”고 활기차게 이

의 개인적인 로드무비다. 언덕이 흥미롭게 굽이치

야기한다.

고 잘 건설된 도로로 유명한 슈타른베르크(Starn-

이 47세의 사업가는 최근 영국의 한 클래식 자
동차 애호가로부터 특별한 차를 구입했고, 첫 번
대로 설명할 길이 없다. 소프트탑이 이미 내려진 차

춘 고정식 루프 쿠페인 300 SL ‘걸윙’이 도로에 등

는 단지 마틴 셈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장함과 동시에 탐나는 스포츠카로 떠오르기 시작

진정한 레전드다. 가격표가 입증하듯(7자리 숫자

했다. 차의 성공은 그 기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다) 수많은 트렌드 속에서 살아남은 스타일 아이

1952년 르망 24시(24 Hours of Le Mans) 경주대
회와 멕시코의 카레라 판아메리카나(Carrera Panamericana)에서 모두 우승한 동일한 차종의 후

1957 년에 제작 한 것으로 밝 은 메탈 그

속 버전이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연료 분사 시스템

린 도장, 짙은 녹색 가죽, 소프트탑, 섀시 번호

덕분에 300 SL 시리즈 양산 버전은 성공적인 경주

00.7500582(오른쪽 등록카드 참조) 등이 특징

용 차량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시속 250킬로미

인 이 모델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다. 더욱이 차

터의 최고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당대에 가장 빠

의 첫 소유주 역시 특유의 짓궂은 표정과 터프한

른 시리즈 차량이었다.

매력으로 유명한 오스카상 수상자 할리우드 배우

메르세데스-벤츠는 1954년부터 1957년까

클라크 게이블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지 1,400대의 걸윙 쿠페를 생산했다(29대는 스포

생긴 일>의 입이 거친 신문기자 피터 원, <바람과

티한 알루미늄 버전이다). 곧바로 이 슈퍼 라이트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 역으로 세계적인

(SL이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스포츠카는 전 세계

인기를 얻었다. 게이블은 자동차 애호가로도 잘 알

의 도로를 평정했다. 당시 가격은 집 한 채에 맞먹

려져 있다. 화려한 분위기의 개성 강한 월드 스타

는 약 3만 마르크였다.

였던 게이블은 메르세데스-벤츠 300 SL과 완벽
하게 어울렸다.

60주년 기념, 로드무비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꽤 온화할 것이다. 영상

20도 정도이고 구름이 간간이 드리우다가 햇살이
쏟아지며 비 올 확률은 20퍼센트다. “클라크 게이
블이 몰았던 로드스터를 지금 제가 몰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마틴 셈이 말한다. 그는 엔진을 가
동하고 2분간 예열을 한 후 부드럽게 첫 기어를 올
렸다.
이 차는 강력한 3리터 엔진을 갖추어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리와 냄새 그리고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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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 화물차 사업을
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프스 언덕길을 항해하는 모험이 펼쳐진다.
오픈탑을 출시하기 3년 전, 걸윙 도어를 갖

스-벤츠 300 SL Roadster다.

47세 사업가(오른쪽 상단

berg)와 바트톨츠(Bad Tolz) 사이의 바이에른 알

째 긴 여행을 떠나려 한다. 어떤 말로도 이 차를 제

콘이다. 네 바퀴의 예술 작품, 다름 아닌 메르세데

마틴 셈
독일 헤센 주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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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아주 특별한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 2011년 이후 300여
명의 회원을 둔 메르세데스-벤츠 300
SL 클럽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클라크 게이블

1901년 출생.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왼쪽 하단 사진)로 1923년부터
1960년 사망할 때까지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300 SL
로드스터와 300 SL 걸윙의 자랑스러운
주인이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걸윙 그룹’이
제시한 아래 로드스터 등록부에서도
알 수 있듯 300 SL 로드스터는
1957년부터 1960년까지 할리우드 스타
클라크 게이블의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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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클라크 게이블이 로드스터를

메르세데스-벤츠 300 SL Roadster 오픈탑

넘지 않도록 여유롭고 짧은 여행으로만 제한하고

의 첫 프로토타입은 1955년에 완성되었다. 이후
1957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있다.
이 특별한 여행은 슈타른베르크 호수에서 출

게 공개되었다. 수많은 기대를 담은 이 걸윙의 후

발해 알프스로 향한다. 그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속 버전은 1957년 5월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차의 연식과 엔진 성능에 대해 물어온다.

1963년까지 1,853대의 오픈탑 300 SL이 만들어

마틴 셈은 이들의 질문에 즐겁게 대답하며 시간을

졌다.

보낸다. 이러한 일은 300 SL을 소유하는 이에게

클라크 게이블은 로드스터와 걸윙 모두를 소

당연히 따라붙는 일부와도 같은 것이다.

유했고, 더 많은 유명인들이 300 SL의 럭셔리한

300 SL 애호가들은 “이 차의 아날로그하고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들 중에는 로미 슈나이더,

순수한 특성을 사랑해요”라고 말한다. “당시엔 파

토니 커티스, 호르스트 부흐홀츠 등 배우와 플레이

워 스티어링이나 에어컨도 없었고, 탑재된 컴퓨터

보이 군터 작스, 레이서 포르피리오 루비로사, 메

나 내비게이션 장치도 없었죠.”

르세데스-벤츠의 레이싱 전설인 루돌프 카라치올

마틴 셈이 오버바이에른의 교외 길을 달리면

라 등이 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 사업가,

서 바라는 건 내비게이션 같은 장치가 아니다. 당

남작, 왕족도 포함되었다.

대의 가장 매력적인 차를 몰며 바이에른을 달리는
자신만의 경주를 펼치는 것은 강렬한 경험이며 그

바이에른 여행

기쁨은 분명하다.

다시 오버바이에른으로 돌아와, 마틴 셈에겐 이번

“어떤 면에서는 게이블의 영혼과 함께 운전하

이 300 SL을 모는 첫 주행은 아니다. 로드스터와

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소시지

걸윙 모두를 소유한 그는 이 차들을 모는 걸 좋아

와 치즈가 든 프레첼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하지만 한편으론 1년에 1,500~2,000킬로미터를

말한다. 이곳에서는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리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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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받았을 때 도장은 실버-그레이
메탈이었다. 이후의 소유주가 엷은
그린 메탈로 다시 도장했고, 마틴
셈이 좋아하는 컬러(오른쪽 사진)가
완성되었다.

MERCEDES-BENZ
300 SL ROADSTER
메르세데스-벤츠는 1957년 봄에
300 SL 오픈탑 버전을 내놓았다.
1954년 가을부터 생산되면서 이전
모델인 300 SL 걸윙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총 1,858대의 로드스터가 생산되었다.
걸윙보다 몇 천 마르크가 더 비쌌으며,
대부분은 북아메리카로 판매되었다.
걸윙과 로드스터의 주요한 차이점은
로드스터가 중심점을 더 낮춘 싱글조인트 스윙 액슬 방식을 통해 차의
핸들링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SL
호수가 바라다보이고 남쪽으로는 인상적인 산세

셈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차를 꺼내 운전하면서 다

가 펼쳐진다. “클라크 게이블의 오래된 영화에 나

른 사람들로 하여금 1950년대 황금기를 돌아보게

오는 역사적인 사진과 풍경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

하는 걸 즐기고 있다.

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로 마법 같아요.”
차에 대한 감성적인 척도를 어떻게 평가하느

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

냐는 물음에 그는 “당연히 최고점입니다!”라고 답

그들 중 몇몇은 오스카상 수상자가 이 차의 첫 주
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놀라움에

한다.
그가 액셀을 밟을 때마다 1,350킬로그램의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다. 이제 로드무비가 거

차는 속도제한의 한계까지 올라가며 보닛 아래의

의 끝나간다. 마틴 셈은 소프트탑을 닫기 위해 잠

직렬 6기통 엔진은 특징적인 포효를 드러낸다.
“실제로 차를 운전해봐야만 수많은 특징을 평
300 SL 로드스터(하단 사진)는 215마력을
내는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했다.
구하기 힘든 스티어링휠을 새로 장착하고,
중앙 집중 잠금장치와 함께 귀한 오리지널
스포츠 림을 그대로 장착했다(상단 사진).

차를 몰고 다니면 사람들은 웃는 표정으로 그

가할 수 있어요.” 마틴 셈이 설명한다. “엔진 회전

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다시 차를 몬다. 그가 주연
으로 출연해 클라크 게이블 로드스터와 함께 보낸
하루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수 3,000에서 엔진은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내지

소나기가 오지 않길 바랐는데 다행히 약간의

만, 그 위로 올라가면 마치 보닛 밑에 괴물이 있다

빗방울만 떨어졌다. 그는 건조한 차고에 안전하게

고 생각할 겁니다. 최대 속도로 올라갈 때 차의 으

주차한 후 테일 부분을 가볍고 친근한 손길로 톡톡

르렁거리는 포효는 자연의 힘을 연상시키죠.” 마틴

두드렸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

로드스터의 소프트탑을
닫는 마틴 셈.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오프닝 역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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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2018 신년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창립 15주년이기도 했던 2017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8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특
히 대구, 순천, 창원,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최고의
고객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맞춤
형 서비스인 ‘마이 서비스’ 역시 전국 26개 센터로 확대
했다. 또 서비스 차량의 출고 대수를 전년 대비 24퍼센
트 높인 반면, 서비스 예약 대기 시간은 평균 2.7일에서

2.5일로 낮춰 보다 높은 고객 만족을 실현하게 됐다. 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적극적인 네트워
크 확장으로 1,000여 명 이상의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
를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문가로 채용했으며,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13만 시간의 교육
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우스빌둥(Ausbildung)’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2018년의 비전을
공유한 기자 간담회.

2

이라는 독일식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

017년은 메르세데스-벤츠에게도, 메르세데스-

도입해 한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 경험 기회도 마련

벤츠 코리아에게도 역대 최고 해였다. 먼저 글로

해주었다. 86명의 1기 학생들은 안정적인 급여 지원 아

벌 판매량이 230만 대를 기록하면서 2016년 대

래 3년간 실무·이론이 결합된 커리큘럼을 수강하고 있

비 약 10퍼센트 신장, 7년 연속 최고 실적 달성

으며, 현재 2기를 모집 중이다.

의 축배를 들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2016년 대비 22.2
퍼센트 성장해 총 6만8,861대를 판매, 역시 역대 최고

또한 ‘최고의 고객 경험(Best Customer Experience)’의 일환으로 LTE 기반의 프리미엄 커넥티드 카

실적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수입차 1위의 영예를 안았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모빌리티 라이프를 한 단계 격

다. 주역은 E-Class. 3만 대 이상 판매되며 성장을 이끌

상시켰으며, 청담과 용인 수지에 디지털 쇼룸 컨셉의 전

었고, 고객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

시장을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와 서막을 직접 확

츠 최초로 SUV 차량이 1만 대 넘게 판매되면서 수입차

인할 수 있게 했다.

의 판매 역사를 다시 썼다. 간담회의 연사로 나선 디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려

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

는 노력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7 한

장의 말 그대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엠블럼인 삼각별

국품질만족지수’ 수입차 애프터세일즈서비스 부문에서

이 최고의 베스트셀링 프리미엄 브랜드로 눈부시게 빛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2017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도평가대상’ 수입차 부문 1위 선정, E 220 d는 국토부
선정 ‘2017 올해 가장 안전한 차’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

난 한 해”였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역대 최고 성과 달성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7년 8곳의 새로운 전시
장과 7곳의 서비스센터, 193개의 워크베이를 신설하
며 2,100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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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을 수 있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러한

2017년의 성과에 대해 “분명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참
으로 보람찬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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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은
F 015를 타고 등장해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을 제시했다.

고객과 딜러사와 임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케이스 전략을 바탕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 실현
2부에서는 마틴 슐즈 세일즈 & 마케팅 부문 부사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주제로 2018년의 주요 계획
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에 대한 스피치를 이어갔다. 메르
세데스-벤츠의 자율주행 컨셉카인 ‘F 015 럭셔리 인 모
션(Luxury in Motion)’을 통해 ‘케이스(CASE)’ 전략, 즉
커넥티드(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
및 서비스(Shared & Service), 전기구동화(Electric) 부
문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미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커넥티스 서비스를 강

다.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EQ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

조했는데 “2017년 8월에 개시한 프리미엄 커넥티드 카

았다. “2019년 메르세데스-벤츠는 순수 전기 자동차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를 통해 고객
들은 언제 어디서든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EQC를 출시하고 이후 8개 이상의 전기구동차 모델을
선보이며 2021년까지 소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모든 라

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미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맞춤화

인업에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된 서비스는 웹, 앱, 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는 리

고객 경험의 디지털화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모트 엔진 스타트, 도난 및 주차 중 사고 알림 등 더욱 다

고객 데이터 관리, 디지털 카탈로그를 이용한 나만의 메

양한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출시된 가장 진

르세데스-벤츠 만들기, 실시간 시승 예약 및 재고 관리,

보한 수준의 최첨단 반자율주행 기능인, 메르세데스-벤

디지털 계약 및 지불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 디지

츠의 인텔리전스 드라이브를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인

털 세일즈 플랫폼 ‘세일즈 터치(Sales Touch)’를 론칭

The New S-Class에는 다양한 카메라와 레이더, 초음파

할 예정이며,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와 연동된 ‘젠트리

센서가 장착되어 다각도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자

포털 프로’ 시스템을 통해 사전 원격 진단으로 서비스

율주행 차에 대해 고객들이 가장 염려하는 안전성 면에

절차가 더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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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KT, 삼성카드, 삼성물산을 비롯한

2018년 한국 시장에 출시 예정인 신차에 대한 발
표도 진행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9종
의 신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2종을 포함한 20

마무리됐다. “고객에 대한 약속은 저희의 노력만으로

여 개 이상의 신규 라인업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

이루기 힘듭니다. 저희는 한국 시장에서 배운 한국 현지

혔다. 여기에는 The New E-Class Cabriolet, 4도어 쿠

의 R&D(리서치 및 개발)를 활용하고, 최고 품질을 구현

페 세그먼트를 최초로 개척한 CLS의 풀체인지 모델, 역

하는 한국의 협력사와 함께 일하며, 한국 기업과 전략적

사상 가장 큰 변화가 반영된 전설의 오프로더 The New
G-Class, 최초의 4도어 Mercedes-AMG GT가 포함된

인 파트너십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와 한국 모두 지속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
하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말로

적으로 동반성장할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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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Korea News
New Network
서울 청담·중랑과 경기 하남·고양·용인 수지에 신차 전시장 신규 오픈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메르세데스-벤츠는 총 5곳의 신차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우선 청담
전시장은 총면적 2,659제곱미터 공간에 14대의 차량을 전시하며, 대부분의 라인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었다. 더클래스 효성이 운영하는 용인 수지 전시장
도 차세대 전시장 컨셉을 기반으로 차량 간접 경험이 가능한 디지털 시설을 마련했다. 그리고 스타
필드 하남 전시장은 국내 쇼핑몰에 입점한 첫 번째 전시장으로 메르세데스 카페와 메르세데스-벤
츠 액세서리 & 컬렉션 공간 등을 통해 특유의 프리미엄 감성을 더한다. 이외에도 모터원이 운영하
는 고양 전시장은 다양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고양 삼송지구 중심에 위치해 경기 북부지역 고
객들이 찾기 쉬우며, 교학모터스가 운영하는 중랑 전시장은 Mercedes-AMG를 비롯해 총 8대의
차종을 전시한다.

전기차 브랜드 ‘EQ’ 국내 첫선
1월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인 ‘EQ’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차종은 국내에서 EQ
브랜드의 첫 번째 차로 예정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The New GLC 350 e
4MATIC’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EQ 브랜드의 론칭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모든 디지털 스크린에서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함께 선보이며 EQ 브랜드의
국내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The New GLC 350 e 4MATIC’은 오는
상반기 국내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2017

청담 전시장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고양 전시장

중랑 전시장

부천 서비스센터

성동 서비스센터

대전 인증 중고차 전시장

울산 전시장

고양 인증 중고차 전시장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4일 제22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201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평가 대상’ 수입차
부문 1위를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은 대한소비자협의회와
KCA한국소비자평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
수입차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브랜드 인식도와
주행감 및 승차감 만족도
등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19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부천, 성동에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1월 2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부천과 성동에 서비스센터 두 곳을 새롭게 열었다. 이로써 전
국에 총 55곳의 서비스센터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 우선 KCC오토가 운영하는 부천 서비스센터
는 경기 서부지역 최초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총 21개의 워크베이를 갖추어 사고
수리를 비롯한 모든 경정비 수리가 가능하다. 한성자동차가 운영하는 성동 서비스센터는 총 30개
의 워크베이를 갖췄으며,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와 옵션형 고객 맞춤 서비스인 ‘마이 서
비스’를 도입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
대전, 울산, 고양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 신규 오픈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대전, 울산, 고양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 세 곳을 신규 오픈하며
전국 19곳에 인증 중고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성자동차가 운영하는 대전 전시장은 경부고속
도로 신탄진IC와 대전IC에 인접해 대전 지역뿐 아니라 인근 충청 지역의 접근성이 확대됐으며, 스
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울산 전시장과 모터원이 운영하는 고양 전시장은 각각 울산과 경기 북부의
최초 인증 중고차 매장으로 인근 지역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68

FA C T S

역사상 가장 강력한 E-Class, The New Mercedes-AMG E 63 4MATIC + 출시
1월, 베스트셀링 카 10세대 E-Class의 최고성능 모델인 The New Mercedes-AMG E 63 4MATIC+를 드디어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E-Class인 The New Mercedes-AMG E 63 4MATIC+는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메르세데스-AMG가 추구하는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The New Mercedes-AMG E 63 4MATIC+는 AMG 특유의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필두로 최고출력
571마력, 최대토크 76.5kg·m를 발휘하는 최신식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과 ‘AMG 퍼포먼스
4MATIC+’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 0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에 도달하는데 단 3.5초 걸리는 동급최고
수준의 가속력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반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까지 확보한 최고의 차량으로 거듭났다.

소외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 진행
지난해 12월 5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 위원회는 2016년에 이어 서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
위원회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의장과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프룽 대표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및 공식
딜러사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하여
김장을 담그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의장은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 220 d,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
E 220 d가 국토교통부 주관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종합
1등급을 기록하며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국산차와 수입차 10여 개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충돌, 보행자, 사고 예방
안전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차의 안전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E 220 d는 보행자 안전성 부문에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을 뿐 아니라, 이전 모델 대비 대폭 확대된 13개의 사고
예방 안전장치를 장착해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E-Class는 메르세데스-벤츠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탑승자 사전 보호 시스템 프리-세이프(PRESAFE®)를 비롯,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등의 안전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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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rustworthy

메르세데스-벤츠의 인증 중고차가 ‘Mercedes-Benz Certiﬁed’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중고차하면 불안감부터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가 직접 인증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Certiﬁed(인증)’라는 단어를 자신 있게 사용해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 단순히 브랜드명만 바뀐 것이 아니다.

국내 최초 인증 중고차 사업 프로세스 인증 획득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증 중고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새롭게 바뀐 브랜드 로고에서 이미 느낄 수 있듯이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에 메르세데

Mercedes-Benz Certiﬁed는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스-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 4곳이 TÜV SÜD의 엄격한

데 집중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중고차 구매에

인증 조건을 충족하여 100퍼센트 인증을 획득했고, 올

있어 가장 중요한 ‘제품 신뢰성’에 대한 더욱 공신력 있

해 말까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의

는 평가를 얻고자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제3자 인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기관인 TÜV SÜD(티유브이슈드)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 중고차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더욱 강화된 멤버십 프로그램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TÜV SÜD는 사람, 환경, 재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신차 고객과 왜 다른 대우

산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험, 인증, 검사, 교육 등 종합

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메르세데스-벤

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증기관이다. 특

츠를 소유한 고객은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

히 자동차 시험 인증 분야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

다"라고 답하고 싶다. 이제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

랑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자동차 관

고차를 구매한 고객은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신용

련 서비스로는 전장 부품 시험 및 인증, 기능 안전 인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를 통해 신차 고

Homologation, IATF 16949 심사 및 인증, VDA 6.3 교

객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육 등이 있다.

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주최하는 이벤트 초청,

TÜV SÜD가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는 4년/10만 킬
로미터 이내의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178가지 정밀
점검을 거쳐 결정하는 인증 중고차의 매입 과정, 메르세
데스-벤츠 정비 표준에 따라 새 차 수준의 품질로 수리
하는 재상품 과정, 그리고 가격 책정 및 판매 정책 결정

TÜV SÜD는 사람, 환경, 재산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험, 인증, 검사, 교육 등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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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할인 등이 있다. 자세한 멤버십 혜택은 www.
mercedesc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HE 1 메
르세데스-벤츠 카드는 www.mercedescard.co.kr /
samsungcard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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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 Safety
by Your Side
당신의 옆자리엔 누가 있나요?
배우 박근형과 함께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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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형은 우리나라의 최고 배우 중 한 명이다. 1940년
생으로 올해 78세인 이 노배우는 여전히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1기 출신으로 1959년 연극 <꽃잎을 먹

고 사는 기관차>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1963년 KBS 드라마

3기 공채 탤런트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극 무대부터 TV 드라
마, 영화까지 무려 300여 편의 작품에서 단역, 조연, 주연 가리
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왔다. 여전히 TV와 스크린을 종횡
무진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근형은 1년의 공백기도 없이 꾸
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다. 이런 꾸준한 활동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는 사고 예방은
물론 불가피한 사고 후에도
안전을 위해 독일 본사에서
승인한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량을 수리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니까요.”
이것이 당신의
메르세데스-벤츠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내용은 애틋하고 따뜻했다. 이에 대중은 그동안 엄격하고 냉철한

지난 11월에는 2017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우리나라 대중문화

회장님 전문 배우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그의 로맨틱한 모습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배우 윤여정과 함께 은관문화훈장을 받기

반했고, 그에게 ‘미노(老)년 로맨티시스트’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도 했다. 이처럼 그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8년의 세월을 연

아내를 떠올리면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배우 박

기라는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한결같이 남편의 곁

근형. 연기파, 천생 배우,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

을 지켜오며 지지해준 아내 이경자 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식어가 아깝지 않은 그에게도 연기를 못해서 ‘똥배우’라고 구박

었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대배우

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연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방송

인 박근형이 아내와 함께해온 50년의 변함없는 사랑 이야기를

국에서 쫓겨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

담은 특별한 캠페인 ‘Care & Trust: 당신의 옆자리엔 누가 있나

을 때 항상 그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아내 이경자

요’(이하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를 마련했다.

씨였다. 그런 아내가 9년 전 위암 선고를 받자 그는 아내 곁을 지
키며 완쾌되기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세월에 잃었다 슬퍼 마오

전 긴장한 아내에게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라는 애

‘차를 판매하는 만큼 그 차를 구매한 고객의 안전도 세심히 고려

교 섞인 응원을 보내고, 아내가 걱정되어 하루에 스무 통씩 전화

한다.’ 바로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시간 동안 견고히 다져온

를 걸며 늘 아내의 안위를 염려하는 박근형의 모습은 언제나 처

서비스 브랜드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그리고 작년 말 메르세데

음처럼 변함없는 안전으로 운전자를 지키고자 애쓰는 메르세데

스-벤츠 코리아의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은 ‘사랑꾼’ 박근형의

스-벤츠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

안전은 자동차의 핵심 요소다. 누구나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에 녹음한 ‘세월에 잃었다 슬퍼 마오. 다 기억하오. 그대가 얼마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나 아름다웠는지’라는 대목을 제작진에게 직접 들려주는 장면에

사고 이후의 뒤처리 과정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정된 절차

서 그의 인간미와 진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이다. 게다가

와 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 부

칠순의 노배우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내에게 전화하고 목에

실한 수리는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걸고 다니다 멋진 풍경을 접하면 아내에게 근사한 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는 사고 예방은 물론 불

진을 보내고 싶어 땅바닥에 무릎 꿇기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무

가피한 사고 후에도 안전을 위해 독일 본사에서 승인한 장비와

척이나 감동적이었다.

공구를 갖추고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량을 수리한다. 메르세데

“여보, 난 지금 노트르담 성당 앞에 있소”, “여기는 예전에 당

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의 대표적인 장비는 셀레트(Celette)

신과 함께 왔던 곳인데, 베르사유 정원 호수 옆에서 점심을 먹고

로 전용 지그(Jig)를 이용해 외형은 물론 차체의 강도와 내구성

있어”, “지금은 테제베를 타고 스위스 국경 지역 스트라스부르로

까지 사고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장치다.

이동 중이오” 등 아내에게 보내는 박근형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March 2018

당신의 안전, 처음 그대로

배>에서 박근형이 아내를 위해 불렀던 노래였다. 자신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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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이에 착안해 메르세데스-벤츠에서는 박근형 부부의 결혼
식부터 현재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세월의 흐름을 담은 케어앤트
러스트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박근형의 젊은 시절의 외모를
재현하고자 ‘에이지 리덕션(Age Reduction)’이라는 특별한 CG
기술을 도입하기까지 했다. 에이지 리덕션이란 얼굴의 주름살은
물론 골격과 피부, 눈동자 등 컴퓨터그래픽으로 노화된 얼굴을
젊게 바꿔주는 기술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에서 브래드 피트의 유년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얼굴을 구현하
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에서는 에이
지 리덕션으로 그가 꽃미모를 자랑하던 20대부터 중년과 노년
기까지 실시간으로 얼굴이 변화하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다.
그뿐 아니라 클래식 럭셔리 세단의 명사였던 1974년식 W 114부

1974년식 W 114부터 최근
The New S-Class까지

터 1979년식 W 116, 1994년식 S 320, 그리고 가장 최근의 The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의
또 다른 재미다.

New S-Class까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메르세
데스-벤츠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케어앤트러
스트 캠페인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옆자리엔 누가 있나요?
배우 박근형 부부의 50년 사랑 이야기를 담은 케어앤트러스트
영상을 대중에 공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는 케
어앤트러스트 캠페인의 2차 소비자 참여 이벤트인 ‘케어앤패밀
리(Care & Family)’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메르세데
스-벤츠 고객들이 옆자리에 앉은 소중한 가족, 연인과 함께한
균형을 맞춘 다음 인증받은 장비와 페인트로 정밀한 5단계 도장

순간을 담은 사진을 응모받은 것.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한

과정을 거쳐야 수리가 완료된다.

순간들을 모아 2월 1일 또 하나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고

이 공정을 소홀히 하면 작업 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칠이 들뜨거나 철판에 녹이 슬 수 있어 더욱 세

배우 박근형이 참여한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에
이어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한 실제
가족들의 모습을 공유하는
케어앤패밀리 캠페인이
이어졌다.
www.mbk-service.kr

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두 번째 캠페인 영상은 캠페인 사이트
(www.mbk-serv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한 작업이 요구된다. 게다가 공식 서비스센터는 순정부품만

지난 1월에 열린 2018 메르세데스-벤츠 신년 기자 간담회

사용하므로 일반 자동차 공업사에 차를 맡기는 것보다 차의 상

무대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바로 케어앤트러스트 캠페인의

태가 더욱 안전하게 유지된다. 사고 후에도, 수리 후에도 처음 그

주인공인 배우 박근형이었다. “배우 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관객

대로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메르세데스-

을 향해 진심으로 대화하듯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

벤츠가 생각하는 ‘포스트 세이프티(Post Safety)’이자 진짜 안전

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메르세데스-벤츠의 서비스 캠

이다.

페인은 ‘당신의 옆자리엔 누가 있나요’라는 카피가 마음에 진정

과거를 복원하다

등장한 노배우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담담하게 밝혔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박근형 과거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

다.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의 오너로서 공식 서비스센터의 친

성 있게 와 닿아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상기된 표정으로

물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서구적이고 조각 같은 이목

절한 서비스와 공인 인증을 받은 기술 직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

구비에 장동건을 연상시키는 외모가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을 받

며 메르세데스-벤츠와의 인연이 남다르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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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Kids Collection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메르세데스-벤츠 키즈 컬렉션.

어린이 모자
그린과 퍼플의 화사한 컬러가
돋보이는 어린이 모자.
그린 B6 6 95 3157,
퍼플 B6 6 95 3159,
각 2만6,100원

퍼플 레몬 어린이 크로스백
퍼플과 스프링 레몬 컬러가 어우러진 어린이용 크로스백.
독일의 도이터(Dueter) 사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
B6 6 95 8433, 6만2,100원

어린이 스웨트 재킷
그린과 옐로, 그레이 컬러가
배색된 어린이용 스웨트 재킷.
그린 B6 6 95 31973200(116-152), 8만1,300원

스프링 레몬 어린이 배낭
그린과 레몬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어린이 배낭. 독일의 도이터(Dueter) 사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
B6 6 95 8435, 6만2,100원

어린이 필통
자동차의 탄생 연도인
1886년을 뜻하는 '86'이
프린트된 어린이 필통.
스프링 레몬 B6 6 95 8432,
퍼플 레몬 B6 6 95 8431,
각 2만6,300원

어린이 손목시계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화사한 색감의 다이얼과 스트랩이 돋보이는
어린이 손목시계. 여아용 시계는 스와로브스키 스톤
(Swarovski crystals)으로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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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용 B6 6 95 8446, 여아용 B6 6 95 8448,
각 14만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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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ollection, Bobby Benz
기억에 남을 생애 첫 드라이빙.
Mercedes-AMG GT 차량을 모티프로 제작된 실버 바비 벤츠 AMG GT와 LED 라이트 기능이 있는 솔라빔
바비 벤츠 AMG GT S. 독일 완구 회사 빅(BIG)사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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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CARD

Take your bene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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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ship
Places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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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Benz
Beneﬁts
Mercedescard
Web Site
메르세데스카드 혜택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나보세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채로운 혜택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www.mercedesc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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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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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PAK 여행 상품 및 대한항공
이코노미클래스 전 노선 5% 할인

Exclusive
Inv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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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무료 구독
(단, 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공)

다양한 모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이벤트.

메르세데스카드 보너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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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10% 할인 쿠폰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순정부품 할인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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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5만 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제주 Y리조트 객실 10~30% 할인 및 조식 제공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50%,
식음료장 10% 할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50%,
식음료장 10% 할인
씨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롯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5%(최저가 기준),
레스토랑 10% 할인
NEW

네스트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MERCEDES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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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제면소 15% 할인
바르도 스페셜티 커피 음료 및 아이스크림 등
모든 카페 메뉴 20% 할인
이사벨 더 부처 드라이에이징 비프 메뉴
15% 할인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
(단, 음료와 주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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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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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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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 Exclusive
Bene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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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는 KALPAK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더랩108 지정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할인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Living & Kids
NEW

아이큐에어 Health Pro 250 및 필터 30% 할인

10% 할인

Entertainment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홍혜전 루브르네프 가족 사진 촬영 시 20%
할인 및 소가족 기념사진(60만 원 상당) 무료,
루브르쁘띠 이용 시 아기·가족 사진 20% 할인

마리아칼라스홀 기획 공연, 강좌 및 대관
10% 할인

광주요 광주요 15%, 화요 10% 할인

금호아트홀 기획 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 이용 쿠폰 제공

02–463–0006
※ 상기 제휴 혜택 내용은 간략한 요약 안내이니
상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www.mercedescar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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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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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토이 10% 할인
라움아트센터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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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10% 할인(반일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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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Line–up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Das Beste, Oder Nichts)’는 고틀립 다임러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완성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라인업을 소개한다.

E 400 4MATIC

Sedan
C 200
C 200 AV
C 200 4MATIC AMG Line
C 200 4MATIC EX
C 200 d
C 220 d AV
C 220 d 4MATIC
C 250 d 4MATIC
Mercedes-AMG C 43 4MATIC
Mercedes-AMG C 63

49,700,000
56,300,000
59,600,000
58,900,000
50,100,000
58,100,000
60,600,000
64,200,000
87,400,000
118,000,000

E 200 AV
E 220 d AV
E 220 d EX
E 220 d 4MATIC AV
E 220 d 4MATIC EX
E 300 AV
E 300 EX
E 300 4MATIC AV

62,200,000
69,600,000
70,600,000
73,300,000
74,300,000
76,200,000
77,200,000
79,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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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00 4MATIC EX
E 300 AMG Line
E 300 4MATIC AMG Line
E 400 4MATIC EX
Mercedes-AMG E 43 4MATIC
Mercedes-AMG E 63 4MATIC +

80,900,000
77,200,000
82,200,000
99,000,000
114,000,000
154,000,000

S 350 d
S 350 d 4MATIC
S 400 d L
S 400 d 4MATIC L
S 450 L
S 450 4MATIC L
S 560 L
S 560 4MATIC L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ercedes-AMG S 63 4MATIC +
Mercedes-AMG S 63 4MATIC +
High Performance

139,000,000
144,500,000
162,000,000
167,000,000
169,000,000
174,000,000
202,000,000
202,000,000
244,000,000
219,000,000
251,000,000

DRIVE

GLC 250 d 4MATIC
Co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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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00,000
69,900,000
77,200,000
70,000,000
73,600,000
80,500,000
96,300,000
97,900,000

96,900,000
GLE 350 d 4MATIC
107,000,000
GLE 3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172,000,000

Compact Car

Mercedes-AMG C 63 Cabriolet

Dream Car
58,000,000
C 200 Coupé
60,100,000
C 200 d Coupé
63,100,000
C 200 Cabriolet
90,300,000
Mercedes-AMG C 43 4MATIC Coupé
Mercedes-AMG C 43 4MATIC Cabriolet 90,900,000
122,000,000
Mercedes-AMG C 63 Coupé
140,000,000
Mercedes-AMG C 63 S Coupé

E 220 d Coupé
E 400 4MATIC Coupé
SL 400
SLC 200
Mercedes-AMG SLC 43

37,800,000
39,900,000
61,000,000

B 200 d
B 220

43,600,000
44,400,000

CLA 220 AMG Line
CLA 250 4MATIC
CLA 250 4MATIC AMG Line
Mercedes-AMG CLA 45 4MATIC

46,400,000
49,400,000
57,900,000
74,900,000

GLA 220
GLA 220 Premium
GLA 250 4MATIC
Mercedes-AMG GLA 45 4MATIC

46,200,000
49,300,000
55,100,000
73,800,000

126,000,000
151,000,000

Mercedes-AMG GT S

AMG GT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S

71,900,000
94,100,000

168,000,000
198,000,000

134,000,000
63,000,000
89,700,000

146,000,000
S 400 4MATIC Coupé
209,000,000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abriolet 238,000,000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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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S 350 d 4MATIC
GLS 500 4MATIC

䡁상기 가격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상기 가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시된 가격은
권장 가격일 뿐 옵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 기준.

CLA 250 4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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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KS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39
Tel. (02) 513–3000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효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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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모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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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61
Tel. (02) 2208-0020
청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Tel. (02) 6421-1100
경기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14번길 6
Tel. (02) 381-9999
구리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7
Tel. (031) 579-0900
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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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
Tel. (031) 740–5000
스타필드 하남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스타필드 하남 2층
Tel. (031) 8072-8900
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72
Tel. (031) 8094-6000
안양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Tel. (031) 689–8900
용인 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85-3
Tel. (031) 5183-9200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Tel. (031) 878–3333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115번길 50
Tel. (031) 907-7777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66
Tel. (031) 912-9000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1
Tel. (032) 770–8800
인천 송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Tel. (032) 860–3300
강원 원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77
Tel. (033) 741–8800
춘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28-15
Tel. (033) 903-5000
충남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Tel. (041) 620–7000
충북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Tel. (043) 299–9000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38
Tel. (042) 363-2000
대전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Tel. (042) 602–2000
전북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 226–8000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54–8000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Tel. (062) 226–0001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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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1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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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 71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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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 709–6300
울산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3
Tel. (052) 701–0503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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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서울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효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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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모터타워
Tel. (02) 580–0810
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Tel. (02) 6177–2000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65
Tel. (02) 3488–2400
성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17
Tel. (02) 6312–0000
성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 17
Tel. (02) 309–3421
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55
Tel. (02) 460–3421
세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727
Tel. (02) 6196-6000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8길 6
Tel. (02) 2152–3333
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7
Tel. (02) 6200-0500
용답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77
Tel. (02) 2244–5578
경기 내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31
Tel. (031) 974-5588
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Tel. (032) 713-4533
분당 백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5번길 13
Tel. (031) 779–7000
분당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2
Tel. (031) 750-1900

84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죽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Tel. (031) 786-6100
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
Tel. (031) 740-5100
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72
Tel. (031) 8094-6100
안양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Tel. (031) 689–898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Tel. (031) 841–5588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82
Tel. (031) 905–5588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66
Tel. (031) 972-5588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56
Tel. (032) 770–7700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398
Tel. (032) 200–7000
원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77
Tel. (033) 741–8899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Tel. (041) 620–7070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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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 226–8955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43–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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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 764–1200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27
Tel. (053) 552–9001
이현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33
Tel. (053) 551–3333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4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1899–3617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1899–3617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57
Tel. 1899–3617
감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5
Tel. (051) 323–3421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2
Tel. 1688–2369
남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34
Tel. (051) 750–2800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6-11
Tel. (051) 678–7800
해운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
Tel. 1688–2369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 74번길 19
Tel. 1688–236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1
Tel. (064) 800–9898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 2018년 1호
통권 79호 / 계간 / 비매품
발행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9층) 제작 TNS MEDIA Tel. 02–548–0722
디자인 THEGRAM PLUS 발행월 2018년 3월
매거진에 실린 글·그림·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사전 동의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